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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gerprint recognition systems are the most widely used 
in biometrics for personal authentication. As they become more 
familiar, the security weaknesses of fingerprint sensors are 
becoming better known. In this paper, we propose a liveness 
detection method that applies correlation filter to the fingerprint 
recognition systems. The physiological characteristic of sweat 
pore, observed only in live people, is used as a measure to 
classify ‘live’ fingers from ‘spoof’ fingers. Previous works 
show that detection of sweat pores and perspiration patterns in 
fingerprint images can be used as an anti-spoofing measure. 
These methods don’t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pores in 
each individual. We construct the correlation filters of each 
individual which are composed of their pore information. We 
make the final decision about the “livens” of fingerprint using 
correlation output. The proposed algorithm was applied to a 
data set of 110 live, 110 spoof fingerprint images from optical 
fingerprint scanner and achieved classification rate of 80%.  

 

I. 서론 
 

지문 인식(Fingerprint recognition)은 여러 생체 인식 

기술 중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정확성 및 효

율성이 뛰어난 인식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문 인식은 생체 보안 시장에서 개인 식별 기술로서 

                                                           
   본 논문은 한국과학재단 지정 생체인식연구센터

(BERC)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 인

식 시스템은 보안상의 몇 가지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으

며, 그 중에서도 입력 시 발생하는 위조 지문에 의한 

시스템 공격은 지문 인식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

이 되고 있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조 지

문 검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2]. 첫 번

째 방법은 부수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맥박이나 온

도 등 생체 고유의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스템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지문 인식 센서로부터 얻은 영상을 이용하

여 실제 지문과 위조 지문의 차이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이는 위 방법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스템

의 크기를 줄일 수 있지만, 최근 위조 지문 제조 방법

도 정밀해짐에 따라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실제 지문에 존재하는 땀샘(sweat 

pore)과 특정 시간 동안의 발한 작용(perspiration)에 의하

여 위조 지문을 검출하였다[3], [4]. 하지만 발한 작용은 

개인 및 환경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를 

위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지문 센서에 손가락을 접촉시

켜야 하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위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인 지문의 땀샘 정보를 이용하여 개개인의 

상관 필터(correlation filter)를 구성하여 위조 지문 검출 

상관 필터를 이용한 위조 지문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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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땀샘을 이용한 정적 접근 방법 (Static 
measure)과 그에 따른 문제점 

 
기존의 땀샘을 이용한 정적 접근 방법(static 

measure)에서는 지문의 융선(ridge) 위에 존재하는 땀샘

의 주기성을 이용하였다[3]. 실제 지문의 경우에는 땀샘

이 규칙적으로 분포하지만 위조 지문의 경우는 생성 과

정에서 땀샘을 완벽히 복원할 수 없으므로 위 특징이 

위조 검출 과정에 사용되었다.  2 차원 지문 영상은 그

림 1 과 같이 융선의 명암 값을 나타내는 1 차원의 융선 

신호(ridge signal)로 변환된다. 

 

그림 1. 실제 지문(위)과 위조 지문(아래)의  

융선 신호[3] 

 

정적 접근 방법은 융선 신호에 나타나는 명암의 주

기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256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사용하였다. 땀샘은 0.4mm~ 0.6mm 간격으

로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실제 지문과 위조 지

문에서 구한 융선 신호에 대해 256 FFT 를 수행하였을 

경우 11~33point 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그림 2. 실제 지문(위)과 위조 지문(아래) 의  

평균 FFT 신호[3] 

이에 따라 정적 접근 방법은 모든 융선 신호에 대

하여 주파수 변환을 수행한 후 땀샘의 주파수 특성 영

역인 11~33ponit 에서 평균 power FFT 를 수행하여 위조 

검출을 수행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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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은 하나의 지문 영상에 존재하는 융선의 개수

를 나타낸다.  

정적 접근 방법이 위조 지문 검출에 있어서 효율적

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문 인식 시스템에 적용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문

제는 위조 지문의 생성 과정에서 지문의 상처(scar)와 

같은 옅은 무늬(indistinct texture)가 나타날 경우에는 위

조 지문의 특정 대역에서의 주파수가 증폭되어 실제 지

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3]. 두 번째 문제는 

실제 지문을 센서에 입력할 경우 지문에 습기가 존재하

면 영상에서 땀샘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조 지문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개인의 

지문마다 존재하는 땀샘의 주기성이 모두 다르며 땀샘

은 환경(온도, 습도, 지문 습도)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는 정적 접근 방법의 에러의 원인이 된다. 

 

III. 상관 필터(correlation filter)를 이용한 
위조 지문 검출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 정적 접근 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관 필터를 이용한 

위조 검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3.1 상관 필터 
 

상관 필터를 이용한 인식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상관 필터를 이용한 영상 인식 

상관 필터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몇 가지 방법

이 있다[5]. 첫 번째 방법인 MACE(The Minimum Average 

Correlation Energy) 필터는 correlation 시 생기는 최대 값

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평균 에너지를 최소화시켜 주

어 correlation 평면의 주변 에너지를 최소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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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인 MVSDF(The Minimum Variance 

Synthetic Discriminant Function) 필터는 필터 생성 시 생

기는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시켜 노이즈에 강인한 필

터 생성 방법이다. Multi-criteria optimization 방법을 사용

하여 Refregier[5]는 optimal tradeoff filter(OTF) 를 제안하

였으며 이는 기존의 MACE 필터와 MVSDF 필터의 장

점을 조정한 필터 생성 방법이다. OTF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1 1( ) ( ( ) )d dh D I X X D I X Cα α− + − −= + +  (2) 

여기서 X 는 학습 신호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행렬이며 

D 는 대각 행렬로서 각각의 원소들은 학습 신호들의 평
균 FFT 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된다. 

dI 는 백색 노이즈

의 공분산 행렬이며 C 는 각각의 correlation 값의 집합

을 나타내는 행렬이며 이는 모두 1 로 정규화하였다. 정

규화 매개 변수인 α 를 조절하여 MACE 와 MVSDF 의 

성격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3.2 데이터 획득 
 

상관 필터를 이용한 위조 검출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상관 필터를 생성하기 위한 학습 

영상 획득 과정이다. 110 명의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수

집하였으며 개인마다 9 장씩 dab 방식에 의하여 지문 

영상을 획득하였다. 지문 획득 시 손가락에 존재하는 

땀샘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손가락의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하고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데이터 취득은 실내 환

경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방법은 위조 검출에 사용하기 위한 실제 

지문과 위조 지문 획득 과정이다. 상관 필터를 생성한 

110 명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주어지지 않고 지문 영

상을 획득하였다. 또한 위조 지문을 생성하기 위하여 

개인마다 지문 주형을 만들고 젤라틴을 주입하여 위조 

지문을 생성하였다[6].  

 

     

그림 4. 실제 지문(좌)과 동일인의 위조 지문(우) 

 

3.2 상관 출력(correlation output)을 이용한 위조 
검출 

 

그림 5. 상관 필터를 이용한 위조 검출 순서도 

 

위조 검출을 위한 순서도는 위와 같다. 개인마다 

획득한 학습 영상 각각에 대하여 모든 융선 신호를 추

출한다. 융선 신호의 추출 과정은 게이버(gabor) 필터를 

사용하여 지문 영상을 이진화(binarization) 시킨 후, 세

선화(thinning) 과정을 수행한다. 세선화된 지문 영상을 

이용하여 지문 융선의 명암값을 구하여 융선 신호를 추

출한다. 추출된 융선 신호에 대하여 256-FFT 를 수행한 

후 거듭 제곱 값을 구하고 모든 융선에 대해 평균을 취

하여 하나의 평균 power FFT 신호를 획득한다. 실험 영

상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다.  

각각의 학습 영상에서 추출한 평균 power FFT 신호

를 이용하여 상관 필터를 구성하였다. 필터 구성 방법

은 MACE 와 MVSDF 필터의 성격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optimal tradeoff 필터를 구성하였다.  

개인에 대하여 추출된 신호와 위 방법으로 생성한 

개인의 상관 필터에 대하여 상관 출력을 이용하여 위조 

검출을 수행하였다. 
TX h c=  (3) 

여기서 X 는 실험 영상에서 추출한 신호를 열행렬

(column matrix)로 나타낸 것이며, h는 상관 필터 행렬, 

c 는 상관 출력 값을 나타낸다.  

필터 구성 시에 상관 출력 값을 1 이 나오도록 설

계하였으므로 위조 검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1 에 얼마

나 가까운지에 의하여 판별을 할 수 있다. 

2(1 )LivenessMeasure CorrelationOutput= −  (4) 

 

IV. 실험 결과   
  

제안한 상관 필터를 이용한 위조 지문 검출의 성능 

평가를 위해 학습 영상의 수를 늘려가며 필터를 구성하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358 

고 이에 따른 위조 검출률을 평가하였으며 정규화 매개 

변수 α 는 0.1 로 고정하였다.  

 

그림 6. 학습 영상 수에 따른 실험 성능 

 

위조 지문 검출의 평가 기준은 FAR(False 

Acceptance Ratio)과 GAR(Genuine Acceptance Ratio)를 사

용하였다. 추가하였다. FAR 은 위조 지문을 실제 지문

으로 인식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GAR 은 실제 지문을 

실제 지문으로 인식하는 비율에 해당한다. 위 실험 결

과를 통하여 기존의 정적 접근 방법과 위조 검출률을 

비교하였을 경우 학습 영상을 1 장만 사용하였을 경우

는 EER(Equal Error Rate)가 30% 이며 이는 기존의 정적 

접근 방법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필터 

구성 단계에서 학습 영상의 수를 늘려가며 실험한 결과 

학습 영상의 수가 늘어날수록 EER 은 낮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6 에서 보듯이 제안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학습 영상의 수를 개인마다 9 장씩 사용하여 

필터를 구성하였을 경우 기존의 정적 접근 방법에 비해 

성능이 10%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해 상관 필터 구성 시 개인의 학습 영

상의 수가 많아질수록 개인의 고유한 땀샘의 주기성 정

보를 보다 정확히 획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조 지

문 검출도 기존의 방법에 비해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인 땀샘 정보를 

이용하여 상관 필터를 구성하고 이를 위조 지문 검출에 

사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정적 접근 방법에서

는 단지 실제 지문과 위조 지문의 땀샘의 주기성만을 

판별하여 위조 검출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개인마다 존

재하는 땀샘의 분포가 다르고 이에 따른 융선 신호의 

주파수 특성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하여 상관 

필터를 구성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개인의 실제 지문과 

위조 지문이 센서에 입력되었을 경우 상관 출력 값을 

이용하여 위조 검출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상관 필터 구성 

과정에서 학습 영상의 수가 늘어날수록 개인의 고유한 

땀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획득할 수 있고, 학습 영상을 

9 장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의 방법보다 약 10%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학습 영상의 수를 더욱 늘

릴 경우 위조 지문 검출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추후 연구 과제로서는 상관 필터를 사용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위조 지문 검출과 다양한 지문 센서에 따

른 위조 지문 검출 방법이 제안될 수 있으며, 이를 통

하여 범용적인 위조 지문 검출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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