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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eparable Gabor 필터는 기존의 2D Gabor 필터를 축 성분과 축 성분만을 지니는 두 개의 1D 필터

로 나 어 각각 용하는 방법으로 속도 향상을 가져왔으며, 지문인식 등에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정맥과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융선들 보다 더 굵기 때문에 필터의 크기 한 매우 커진다. 따라서 

Separable Gabor 필터의 경우도 지문에서만큼의 빠른 속도를 내지는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Separable 

Gabor 필터 보다 더욱 고속의 연산이 가능한 Separable Symmetric Gabor 필터를 제안하 다. 이 필터는 

사선 방향으로의 특징을 강조함에 있어 동시에 칭이 되는 각도의 특성까지 강조하고, 회선 과정에서 

필터의 방향 값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인덱스 계산이 매우 단순해져 기존의 Separable Gabor 필터보

다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1. 서론

오랫동안 생체인식에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이는 열쇠, 비 번호, 보안카드 등과 같은 기존 인증 

방법에서 분실  도용과 같은 단 을 보완하기 한 방

법으로 생체인식이 많은 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생체인식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방법으로 

지문과 홍채의 패턴을 이용한 방법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문의 경우 지문 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상의 품질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잦은 오류가 단 으로 지 되어 

왔다. 한, 홍채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기 해서 을 스

캐 에 바짝 붙여야 하는 방법 때문에 많은 사용자로부터 

거부감과 불안감을 발생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단 으로 

지 되어왔다. 이러한 단 을 해결하기 한 안으로 최

근 정맥의 패턴을 이용한 방법이 많은 심을 받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정맥인식의 방법으로는 손가락 정맥, 손

바닥 정맥, 손등 정맥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손가락 정맥

과 손바닥 정맥을 이용한 벙법은 각각 일본 업체인 

HITACHI 社와 FUJITSU 社에서 상품화 하 고[5,6],  

하나의 방법인 손등 정맥은 한국 업체인 테크스피어 社와 

ID ONE 社에서 상품화 하 다. 이러한 방법들  본 논

문에서는 비교  상의 취득 방법이 쉬운 손등 정맥인식

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1]

일반 으로 생체인식은 상획득, 처리, 후처리, 정합

의 4과정으로 나  수 있다. 상획득 과정은 센서 는 

카메라로 상을 가져오는 과정이고, 상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특징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처리 과정이다. 후처

리 과정은 특징을 찾아 추출하는 과정으로 정합 방법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정합과정은 DB에 장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인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들  처리 과정은 

상획득 후 처음 이루어지는 변형으로 이후 후처리 과정

과 정합 과정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지문이나 

홍채에 비해 정맥에 용되어진 연구는 매우 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처리 방법  Separable Gabor 

필터보다 연산량을 일 수 있는 Separable Symmetric 

Gabor(이후 SSGabor) 필터를 제안하여 처리 속도를 더

욱 향상시켰다. 이후 내용에서는 기존의 처리에 한 연

구와 SSGabor에 하여 설명하고, 정맥에 용한 실험 결

과의 비교를 통해 성능차이에 하여 기술하 다.

2. 련 연구

생체인식에서 처리 과정은 인증 결과에 매우 큰 향

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방법 

 하나로 상을 여러 작은 블록으로 나 고, 각각의 블

록을 서로 다른 Threshold로 이진화하는 방법이 있다.[2] 

이 방법은 비교  시간 소요가 짧다는 장 이 있지만 잡

음이 많은 상이나 고르지 못한 조명에서의 카메라 상

과 같은 경우에 매우 취약하다. 한 정맥과 같이 비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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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이 많아 블록 안에 특징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Threshold값을 계산하게 될 험이 

있어 하지 못하다. 방향성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상의 방향 특성을 향상시키는 능력은 우수하지만,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3] 상을 여러 블록으로 

나 어 퓨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주 수 역에서 자기 상

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지역 으로 선형을 갖는 지문

의 경우에는 매우 유용할 수 있으나 방향이 불규칙 이며 

평행하지 않은 분기 는 교차가 많이 발생하는 정맥과 

간은 경우에는 합하지 않다.[4] 정맥인식과 련해서는 

고역통과 필터를 이용한 방법이 연구된 바 있는데, 이 방

법은 매우 간단하여 구 이 쉽고 빠르다는 장 이 밝기 

비가 좋지 않은 상에서는 특징을 잘 강조하지 못하고 

작은 크기의 노이즈에 매우 민감한 단 이 있다.[1]

이러한 처리 과정을 거쳐 얻어진 상은 후처리 과정

을 거쳐 정합 과정에서 인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이 정합 과정은 크게 후처리 과정을 통하여 추출한 특징

들을 비교하는 특징  비교와 후처리 과정을 생략하고 

처리 과정에서 얻어진 상의 자체를 픽셀단  는 작은 

블록 단 로 비교하는 패턴정합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특

징  비교 방법은 상으로부터 많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합하며, 특징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  

빠르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특징을 추출하는 후

처리 과정을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단 이 있고, 특징에 

따라 구 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패턴 정합을 

이용한 방법은 정합 과정에서 많은 비교연산이 들어간다

는 단 이 있지만, 구 이 쉽고 특징 이 은 경우에 

합하며 후처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동안 많이 연구되어왔던 지문에서의 특징 들은 정맥의 

경우에는 그 수가 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합하

지 않고, 정맥에 용된 특징  추출에 한 연구 한 많

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패턴 정합을 이용하여 처

리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 다.

3. SSGabor 필터를 이용한 처리

상의 방향 특성을 강조하는데 Gabor 필터가 좋은 성

능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 인 

2D Gabor 필터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한다.[7]

    






 


    

(1)

여기서 는 필터의 방향이고, 는 주 수이며, 는 가

우시안 특성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 수식을 이용하여 (그

림 1)과 같은 2D Wavelet을 생성할 수 있다. 이 Wavelet

과 회선 과정을 거치면 세로 방향 특성이 강조되는 효과

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필터를 여러 방향으로 용하

면 다양한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강조할 수 있다.

(a) (b)

(그림 1) 2D Gabor 필터의 wavelet의 평면 상(a)과 

입체 상(b)

하지만 Gabor 필터는 회선 과정에서 매우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연산 시간을 요구하며, 이

러한 이 단 으로 지 되어왔다. 이러한 단 을 개선하

기 해 제안된 방법이 Separable Gabor 필터이다.[8] 이 

방법에서는 의 Gabor 필터 수식을 다음과 같이 축 성

분과 축 성분의 수식으로 나 다.




  











 











 













 



 












 











 













(2)

여기서 

는 축 방향으로의 Band pass 가우시안 특

성을 가지게 되고 

는 축 방향으로의 Low pass 가우

시안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림 2) Separable Gabor필터의 

회선

이 두 수식으로부터 얻어진 n×1 크기의 

와 1×m 크

기의 

의 Wavelet을 (그림 2)에서와 같이 각각 축과 

축을 기 으로 만큼 회 시켜 회선을 한 결과는 (1)의 

수식을 이용한 n×m 크기의 2D Gabor 필터로 회선한 

상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그 회선에서의 연

산의 양은 매우 어 보다 은 시간에 방향 특성이 강조

된 상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맥의 경우에는 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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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특징이 굵기 때문에 그만큼 Gabor 필터의 

Wavelet 크기도 커지고, 지문에서보다 처리 시간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은 연산으로 비슷한 결과

를 낼 수 있는 SSGabor 필터를 제안한다. 이 필터는  (그

림 3)의 (a),(b)와 같이 기존의 2D Gabor 필터의 Wavelet

으로부터 방향 특성인 값과 상 없이 수직필터 

와 수

평필터 

로 두 개의 1D Wavelet을 추출하고, (c)에서와 

같이 수직과 수평 방향의 Wavelet을 각각 상에 회선과

정을 거쳐 용하는 것이다.







(a)   = 0도 (b)   = 45도

수직 Wavelet

수평 Wavelet

(c) SSGabor 필터의 회선

(그림 3) 0도와 45도 Gabor 필터에서 SSGabor 필터 

추출방법과(a,b) 회선방법(c)

이때 

와 


의 크기가 일 때 다음 (3)의 수식

을 거쳐 회선 과정을 거친다. 이때 , , 는 각각 원본 

상, 

가 용된 상, 


와 


 모두 용된 상이

다.

  
 



×



  
 



×



(3)

이 게 추출된 두 1D Wavelet 행렬을 서로 곱하면 (그

림 4)에서와 같은 형태가 되고, 이는 0도와 90도를 제외한 

사선 방향으로의 필터에서는 동시에 축을 기 으로 칭

된 방향 특성까지 강조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즉 

22.5도의 필터에서는 -22.5도의 방향 특성까지 강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Separable Gabor 필터

에서 8방향의 특성을 강조하기 해서는 총 ×  개

의 1D Wavelet과 회선 연산을 했던 반면에, SSGabor 필

터에서는 사선 방향으로의 연산이 반으로 출어 

× ÷  개의 1D Wavelet과의 회선 연산으로 

8방향의 특성 강조가 가능하다. 한 회선 과정에서 매우 

많은 연산이 이루어지는 픽셀 인덱스 계산 부분에 있어서

도 필터의 각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가 매우 단

순해져 구 이 쉽고, 속도가 향상되는 장 이 있다.

(a) 0도 (b) 22.5도 (c) 45도

(d) 67.5도 (e) 90도

(그림 4) 여러 각도에서의 SSGabor 필터에서 두 1D 

Wavelet간의 곱 영상

(a) 원본 상 (b) 0도 (c) 22.5도

(d) 45도 (e) 67.5도 (f) 90도

(그림 5) 정맥 원본 영상과 방향별로 SSGabor 필터를 

적용한 영상

(a) (b) (c)

(그림 6) 각각 2D Gabor 필터(a), Separable Gabor 

필터(b), SSGabor 필터(c) 적용 영상

(그림 5)는 SSGabor 필터를 22.5도 간격으로 용한 

상이고, (그림 6)은 각각 22.5도 간격으로 8방향의 2D 

Gabor 필터, 8방향의 Separable Gabor 필터, 그리고 5방

향의 Symmetrical Gabor 필터를 용한 상이다.

4. 실험

성능평가는 각각 고역통과 필터, 2D Gabor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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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ble Gabor 필터, SSGabor 필터를 사용하여 처리 

과정을 거친 후 패턴 정합을 이용하여 FMR, FNMR, 

EER, FMR100, FMR1000, ZeroFMR, 처리 시간 등을 

비교하 다.[9] FMR(False Match Rate)은 잘못된 인증을 

올바른 인증으로 단할 확률이고, FNMR(False 

Non-Match Rate)는 그 반 의 의미이며, EER(Equal 

Error Rate)는 FMR과 FNMR이 같아질 때의 FMR 는 

FNMR의 값을 나타낸다. 한 FMR100, FMR1000, 

ZeroFMR은 각각 FMR이 1%이하, 0.1%이하, 0%가 될 때 

FNMR의 값을 나타낸다. 사용한 상은 암실의 역할을 

하는 경통을 만들고 내부에서 외선 LED를 조명으로 하

여 흑백 NTSC방식의 CCD카메라와 비디오 캡쳐 보드를 

이용하여 상을 취득하 다. 상은 총 82명으로부터 각

각 8회씩 총 656장을 취득하 으며 656×(656-8)=425,088

회의 비교를 통하여 FMR을 측정하고, 656×(8-1)=4,592회

의 비교를 통하여 FNMR을 측정하 다. <표 1>은 각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테스트한 결과이다. A, B, C, D는 각

각 고역통과 필터, 2D Gabor 필터, Separable Gabor 필

터, SSGabor 필터이다.

A B C D

EER 5.161 3.776 3.907 3.809

FMR100 16.050 9.037 8.841 9.059

FMR1000 30.697 16.463 17.356 16.485

ZeroFMR 78.680 49.848 55.858 49.782

<표 1> 오인식률 (단  : %)

<표 1>의 결과에서 SSGabor 필터는 2D Gabor 필터를 

사용한 경우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이며, Separable 

Gabor 필터와도 FMR100을 제외하고는 모두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 B C D

최 0.012 5.512 2.766 0.127

최소 0.008 5.503 2.763 0.124

평균 0.009 5.508 2.764 0.125

<표 2> 처리시간 (단  : )

<표 2>는 각 알고리즘의 처리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은 Mobile용 Pentium 1.6GHz 노트북에서 Visual 

C++ 6.0을 사용하 다. Gabor 마스크의 크기는 61×61이고 

상의 크기는 180×140이다. 정맥 특징의 굵기가 지문의 

융선에 비하여 매우 크기 때문에 마스크의 크기 한 매

우 커져, 회선과정에서 Boundary 역을 무시하 않고 최

외각 픽셀의 값을 그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선 과정을 

처리하 다. 의 결과를 보면 SSGabor 필터가 2D Gabor 

필터나 Separable Gabor 필터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정맥인식에서 방향 특성을 강조하기 

해 기존의 Separable Gabor 필터의 속도를 향상시킨 

SSGabor 필터를 사용하 고, 그로인하여 필터링 처리속도

를 향상시켰다. 하지만 생체인식 장비가 일반 으로 부동

소수  연산을 하드웨어로 지원하지 않는 임베드드시스템

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는 에서 많은 부동소수  연산

을 필요로 하는 필터는 여 히 큰 부담일수 밖에 없다. 따

라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실제로 사용 되려면 좀 더 빠른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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