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1

* 조선 학교 sw 심 학사업단(iplab@nate.com) 

**교신 자 :조선 학교 sw 심 학사업단  

ㆍ   수  일 : 2020. 04. 09

ㆍ수정완료일 : 2020. 05. 12

ㆍ게재확정일 : 2020. 06. 15

ㆍReceived : Apr. 09, 2020, Revised : May. 12, 2020, Accepted : Jun. 15, 2020

ㆍCorresponding Author : Yu-Jeong Jeong

　Dept. of Convergence Edu, Chosun University, 

  Email : narimono@chosun.ac.kr

　

딥러닝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효율 인 홍채인식

최 미
*
ㆍ정유정

**

Efficient Iris Recognition using Deep-Learning Convolution Neural Network
 

Gwang-Mi Choi*ㆍYu-Jeong Jeong**

요 약

본 논문은 홍채 상의 이동불변의 특징값 을추출에 탁월한 고차 국소 자동 상 함수를 용하여 25개의 

특징 값을 입력 값으로 용한 일반 인 HOLP 신경망에 특징 값 25개의 평균값을 추가한 개선된 HOLP 

신경망을 구 하여 인식률을 확인하여 보았다. 종류가 상이한 딥러닝 구조들과 비교하 을 때 음성과 상

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Back-Propagation 신경망과 특징 추출기와 분류기를 통합한 합성 곱 신경

망을 활용하여 홍채인식의 인식률을 비교하여 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mproved HOLP neural network that adds 25 average values to a typical HOLP neural 

network using 25 feature vector values as input values by applying high-order local autocorrelation function, which 

is excellent for extracting immutable feature values of iris images. Compared with deep learning structures with 

different types, we compared the recognition rate of iris recognition using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which 

shows excellent performance in voice and image field, and synthetic product neural network that integrates feature 

extractor and classifier. 

키워드
Higher Order Local Autocorrelation Function,Back-Propagation,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Deep Learning, 

Convolution Neural Network

고차 국소 자동 상 함수, 역  신경망, 딥러닝, 합성곱 신경망

Ⅰ. 서 론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

용한 정보기술의 활용이 넓 지고 있고 특히 홍채를 이

용한 생체인식 기술은 보완을 필요로 한 부분에서 요

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다.

생체인식 기술은 상 입력 장치를 이용해 얻어진 신

호를 처리하고 개개인이 가진 신체  특징을 패턴으로 

분류해 처리한다[1]. 사람 의 동공과 흰 부  사이에 

존재하는 역을 홍채라고 하며 이 홍채에 생성된 긴 띠 

모양의 망, 붉은 색의 섬유질, 속 썹 모양의 돌기, 꾸불

꾸불한  계, 링 모양의 원들, 동공을 둘러싼 코로나 

모양의 인 , 홍채 고유의 색, 얼룩  등이 각 사람마다 

다른 생물학  특성을 가지고 있다[2].

인식 연구의 기반이 되는  신경망을 이용한 생체인식 

딥러닝은 기존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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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값 설정에 따라 값이 발산하는 문제와 트 이닝 세트

에 무 가깝게 학습되는 과 합(Overfitting) 문제, 신

경망 학습시간의 소요시간 문제 등을 알고리즘의 개선

과 GPU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의 발 , 빅 데이터 등을 

통해 해결하면서 재조명된 알고리즘으로 최근 음성인식

과 상 인식 등 여러 패턴인식 분야에서 신 인 성능

을 기록하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딥러닝은 기존 인공신경망의 계층 수를 증가시킨 심

층신경망을 효과 으로 학습하여 패턴인식이나 추론에 

활용하는 기술을 통칭한다[4]. 심층 신경망은 일반 인 

인공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비 선형 계

(non-linear relationship)들을 모델링 할수 있다[5].

 패턴인식 분야에서 해당 데이터에 한 문 지식 

없이도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특징 추출기와 분류기를 통합한 규모

의 신경망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독립 인 성능 향상에 

비해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4].

본 논문에서는 처리 과정을 거친 홍채 상에 2

벨 Daubechies 웨이블릿 변환을 실시한다. 이동불변의 

함수로 알려져 있는 자동 상 계수를 더 확장시킨 고차 

국소 자동 상 함수를 이용하여  25개의 특징벡터를 추

출한 후 25개의 평균값을 추가한 효율 인 특징 값을 입

력 값으로 홍채인식에 용한 개선된 HOLP 신경망을 

구 하여 인식률을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다른 딥러닝 

계층 구조들과 비교하여 Video, Voice 분야에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여러 개의 합성 곱 계층과 일반 인 

신경망 계층으로 구성된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이용하여 홍채인식의 인식률

을 비교하여 보다 홍채인식에 합한 신경망을 찾고자 

한다. 

Ⅱ. 본  론

2.1 홍채 상의 처리

홍채 상을 획득하여 이를 통해 특징을 추출하기 

해 처리 과정을 하여야만 한다. 주요 처리 과정은 

동공의 경계를 검출하여 동공 역을 제외한 홍채 역

만을 선택하여 극 좌표계로 변환하는 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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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홍채 심
Fig. 1 The center of a pupil 

그림 1은 동공을 구체 이고 뚜렷한 형상으로 나타

낸 것으로  동공의 심을 찾아가는 것에 한 그림이

다. 우선 임의의  T(x, y)를 동공 내에 설정한다.  

T=(x0, y0)의 치가 확정되면 좌표 값을 각각 x, y 방

향으로 증감시켜 동공 외곽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식

(1)과 같다. (x, y)는 x, y 좌표에서의 상 정보 즉, 픽셀 

값이다[6].  

if   
if   
if   
if   

      (1) 

이때 각각의 최종 을 X1,X4,Y1,Y4라 하면 선분 X1X4

로부터 x축 심 좌표의 값인 X3값을, 선분 Y1Y4로부터 

y축 심좌표가 되는 Y2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7].

 X3의 x 좌표 값과 Y2의 y 좌표 값을 각각 취하면 

동공의 실제 심인  C-(x1, y1)를 얻을 수 있게 된다

[8].  동공의 심인  C값이 결과가 나오면 심으로 시

작하여 동공의 외곽 경계와 의 검은자와 흰자의 경계

를 구하여 각각의 반지름 r1(radin), r2(radout)를 구하

는데 식(2)와 같다[9].

if   
if  

     (2)

내부 경계선과  외부경계선이 추출되면, 내부 경계선

으로부터 외부경계선 사이 거리의 60% 부분만 홍채패

턴을  얻어 이 부분을 극좌표로 변환시키는데 식(3)과 

같다. 여기서 설정된 60%는 상에 나타난 조명이 포함

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은 홍채패턴만을 취할 수 있는 범

를 실험 으로 결정한 것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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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eLU 함수 그래
Fig. 3  Graph of the ReLU function

 →
  

  

         (3)

 :동공에서 가로축으로부터 θ만큼+방

향으로 회 된 의 좌표[8].

(x s (θ),y s (θ)):동공에서  가로축으로부터 정해진 

특정 범 만큼 진행된 의 좌표[8].

2.2 합성곱 신경망

합성곱 신경망은 심층신경망에 합성곱 계층과 풀링 

계층이 결합된 신경망 구조로 일반 인 구조는 그림 2

와 같다[9].

그림 2. 합성곱 신경망 구조
Fig. 2 Convolutionalstructure of  neural network 

합성곱 계층은 입력 data를 다양한 filter와 합성곱 연

산을 하여 특징을 추출한 후 Activation function을 용

한다. 합성곱 연산은 필터 도우(window)를 일정 간격

으로 이동해가며 입력 데이터에 용하는데 이 간격을 

스트라이드(Stride)라고 한다[9]. 부분 stride가 1인 입

력데이터에 필터를 한 칸씩 이동시키며 용하며 합성

곱 연산을 실행할 때 filter의 크기가 image 크기보다 작

기 때문에 image의 가장 자리의 정보들이 사라져서 보

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하여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어떠한 값을 채워 넣어 

출력 데이터의 크기를 조 하는데, 이를 패딩 (Padding)

이라 한다[11]. 일반 으로 가장자리에 0을 채워 넣는 

제로 패딩 (Zero-padding)을 사용한다[11]. 본 논문에서

도 제로 패딩을 사용하 다. 

활성화 함수는 얻은 특징을 비선형 값으로 바꾸어 주

는데 활성화 함수는 표 으로 3개의 활성화 함수가 

있으며 스텝(Step), 시그모이드(Sigmoid), 루(ReLU)

가있다. 이  최근 Vanishing gradient를 해결한 ReLU

함수를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12].  기존

의 시그모이드 함수는 [-∞, ∞] 범 의 입력을 [0, 1]의 

매우 작은 범 로 출력하여 그래디언트 소실(Vanishing 

Gradient) 문제를 야기한다[13].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

기 해 일반 으로 ReLU함수를 사용한다. ReLU는 입

력에 한 출력을 특정 범 에 한정하지 않는 비선형 함

수로, 입력으로 양수 값이 들어오면 값을 그 로 출력하

고, 음수 값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한다[13]. 그림 3은 

ReLU함수의 그래 이고 시그모이드 식(4)와 같다

[6-11].




                           (4)

  

풀링 계층은 합성곱 계층을 실행하여 얻은 특징 data 

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연산이다[4].  이러한 축소 처리

는 필수는 아니지만 후속 처리에서의 처리 부담을 어

주는 효과와 축소처리에 의한 특징 량의 압축 효과가 있

다[4]. 풀링의 종류는 일반 으로 최  풀링(Max 

pooling)이나 평균 풀링(Average pooling)을 많이 사용

한다[4].  합성곱 신경망은 여러 개의 합성곱 계층과 풀

링 계층을 거친 후 다른 심층 신경망처럼 완  연결계층

(Fully Connected Layer)을 최종으로 거쳐 최종 결과를 

출력하고 클래스 분류시 Softmax 함수를 통해 확률 값

으로 변환한다[4]. 일반 으로 신경망의 층이 깊어질수

록 더욱 많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 하지만 층의 깊이

가 깊어질수록 과다학습(Overfitting)의 문제가 발생하

며 학습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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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6×52×52×8 네트워크 구조
Fig. 5 26×52×52×8 Neural network structure

Dropout 방법을 사용한다[4-14].

Dropout은 뉴런을 임의로 삭제하면서 학습하는 방법

이다. 훈련 때 은닉 층의 뉴런을 무작 로 골라 삭제하

고 삭제된 뉴런은 신호를 달하지 않게 하여 일부 특징

이 특정 뉴런들에게 고정되는 것을 막아 가 치의 균형

을 잡도록 해 다[15].  훈련을 학습시킬 때는  data를 

학습할 시 삭제할 Neurons을 무작 로 선택하고, test할 

때는 모든 Neurons에 signal을 달하여 학습을 시킨다.

Ⅲ. 실험 결과

3.1 개선된 HOLP기반 특징값 추출

이동불변의 함수로써 알려져 있는 자동 상 계수를 

더 확장시킨 고차 국소 자동 상 함수를 이용하여 처

리 과정을 거친 홍채 상에 2 벨 Daubechies 웨이블릿 

변환을 거친 후 특징벡터를 추출하 다. 기존의 연구에

서는 고차 국소 자동 상 계수는 홍채 역을 25개의 

3×3 마스크 필터를 이용해 탐색하면서 각 스캔한 필셀

의 값을 합을 통하여 총 25개의 특징벡터를 구하게 된다

[16].

 이 특징벡터는 이동이 불변(이동불변) 하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No1～No25 까지는 처리 상에 

1단계 Daubechies 웨이블릿 변환을 거친 홍채에 한 

고차 국소자동상 함수에 의해 구해진 25개의 특징벡터

와 추가로 특징벡터의 효율성을 활용하고 홍채의 정확

한 특징 값을 사용하고자 26번째 특징벡터를 추가로 포

함시켰다. 이 26번째 특징벡터는 2단계 Daubechies 웨

이블릿 변환을 거친 홍채 상은 고차 국소자동상 함수

에 의해 계산되어진 특징벡터 25개 값의 평균값으로 이

용하 다. 이 특징벡터는 정규화과정을 통하여 홍채의 

이동불변의 특징을 지닌다. 그림 4.는 웨이블릿 변환과 

26개의 특징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정규화된 특징벡터를 이용한 신경망 구 시 input 값

과 output 값의 개수는 학습할 패턴의 유형에 따라 세

되지만 hidden layer개수와 노드 수는 학습 정도에 의해 

자유롭게 구  할 수 있다. 

그림 4. 특징 추출 과정
Fig. 4 HOLP-based feature vector extraction

 

구 한 홍채인식 신경망은  1차 웨이블렛을 거쳐 생

성한 홍채 상에 3×3 마스크 필터를 용한 고차 국소 

자동 상 함수를 사용하여 구한 특징벡터 25개와  25개

의 평균값을 추가한 26개를 신경망의 input 값으로 사용

하 고, 52개의 node를 지닌 2개의 hidden layer를 사용

하여 8개의 출력값으로 생성하는 26×52×52×8 구조의 

신경망을 사용하 다.  input 값과 hidden 노드와 

hidden노드와 output 값 사이의 Activation function은  

양극성 Sigmoid Function을 사용하여 각 층간의 노드를 

완  연결시켜 구 하 다. 신경망의 구조도는 그림 5

와 같다.

3.2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홍채인식

본 논문에서 사용한 합성곱 신경망 구조는 라스 환

경에서 구 하 고 2개의 합성곱(Convolution layer)과 

2개의 풀링 계층(Pooling layer)을 한 씩 설계하고 마

지막으로 1개의 완 연결(Fully Connected Layer)로 구

성 설계하 고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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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논문에서 제안된 합성곱 신경망 구조
Fig. 6 Convolution neural network structure 

proposed in this paper
    

2차원 홍채 상을 입력하여 2차원 필터를 사용하여 

합성곱 계층을 구성하 으며 필터는 많이 사용되는  3x3

크기로 filter를 32개로 두 번 용하 고  마지막 계층에

서는 2x2 max pooling으로 down sampling하 다. 합성

곱 계층과 완 연결 계층의 경우 ReLu의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 고  학습 시 과다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해 

Dropout방법을 사용하 으며 일반 으로 Dropout을 사

용하여 해당 계층의 50~80% 뉴런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

에서는 효율 인 학습을 해 75%를 사용하 다.

2개의 신경망 모두 학습 계수로는 학습률은 0.4, 모멘

템 0.7, 학습오차 0.01, 반복학습 횟수는 500회를 지정하

여 학습 오차 값이 지정된 학습오차(0.01) 값 이하로 감

소하는 경우 학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을 종

료하 다.  본 실험에서는  50명에  10개의 상을 사용

하 고 500개  250개 신경망 학습을 한 학습 상으

로 나머지 250개의 상은 신경망의 인식률을 측정하기 

한 test data로 사용하 다.

500회의 학습을 실시한 결과 합성곱 신경망은 480회

의 학습 성공을 평균 248.24회에서 오차범  이내에서 

수렴되어 학습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 고, 개선된 

HOLP 신경망의 학습 성공 횟수는 445회 평균180.72회

의 반복 학습 후에 오차범  이내에서 수렴되어 학습이 

종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된 HOLP 신경망의 경

우 1회부터 255회까지는 불규칙 인 학습상태를 나타나

고 있음을 확인하 다. 평균 반복학습의 회수는 학습 성

공을 상으로 하 을 때 합성곱 신경망이 실시한 홍채 

학습에 정한 학습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채인식률은 학습이 완료된 신경망에 해 학습에 

참여한 상을 뺀  50명의 250개의 홍채 상으로 인식

률을 실시한 결과 test 상의 합성곱 신경망을 용한 

결과  250개의 상  240개의 상이 인식에 성공하

으며, 개선된 HOLP 신경망의 경우 222개의 상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성공하 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인

식이 되지 않은 상의 로는 불빛이 밝은 상, 꺼

풀의 의 가림 정도가  처리에서 완 히 제거되지 않

은 상이나 홍채에 병변과 이물질이 끼인 경우에는 정

확성을 인식해야하는 홍채 상에서 인식에 오류를 나타

내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불변의 함수로 잘 알려져 있는 고차 

국소 자동 상 함수를 용한 25개의 기존 특징 값에 25개

의 평균값을 추가한 26개의 특징 값을 입력 값으로 용한 

개선된 HOLP 신경망과 기존의 Back-Propagation 신경망

과 특징 추출기와 분류기를 통합한 합성곱 신경망(CNN)

을 구 하여 두 신경망의 인식률을 비교하여 홍채인식의 

수렴속도를 높이는 신경망을 구 하여 보았다. 실험에 

용한 50명에  10개씩 상을 사용하 고 학습 패턴 수는 

250개 학습률 0.4, 모멘텀 0.7 학습오차 0.01을 용하여 실

험하 다. 학습 반복 횟수 500회를 설정하여 설정된 학습 

오차 값이 0.01이하로 감소할 지 부터 학습이 완료된 것

으로 단하 다. 학습 횟수를 구한 결과 합성곱 신경망이 

홍채인식 학습 패턴에 더 정하다고 단하 다. 학습 패

턴를 각각의 신경망에 용한 결과 표 1의 결과와 같이 

CNN 신경망의 경우 96.4%의 인식률을 개선된 HOLP 신

경망의 경우 90.3%의 인식률을 보 다. 

Performance CNN Improved HOLP

recognition rate 0.9644(96.4%) 0.9030(90.3%)

표 1. CNN과 HOLP 인식률 성능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Improved HOLP and CNN 

Recognition Rate 

  

향후 연구과제로는 , 근육, 액 등 신체  특징

을 이용하는 바이오 인식을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오토인코더(Autoencoder, 

AE), 생성   신경망(Generative Advalsarial 

Network, GAN), UNET(U-shaped Network)에 용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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