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 정보보호의 중

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의 정보보호 

방법들은 도용당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요

구되고 있는데, 개인의 독특한 물리적, 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생체인식 방법은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없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생체인식 중에서도 지문인식은 그 역사가 가

장 깊으며, 현재에도 Jain 등의 학자들에 의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1, 2]. 지문인식의 문

제점은 항상 좋은 품질의 지문 상을 얻기 힘들

다는 점이며, 지문인식 시스템이 좋은 성능을 내

기 위해서는 입력받은 지문 상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들은 

상의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필터

링 과정을 입력 상에 적용시킨다는 단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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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만약 상의 품질이 고려된 상개선이 이

루어진다면, 지문인식 시스템의 성능은 더욱 향

상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 개선을 위한 적응적인 필

터링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입력받은 지문 상

에 대하여, 클러스터링 분석을 사용하여 그것이 

습성인지, 보통인지, 건성인지 판단한 후, 각 

상의 특성에 맞춘 필터링 과정을 진행한다. 즉, 

건성 상에는 융선 개선 작업을 하고, 습성 

상에는 골개선 작업을 수행한다. 끝으로 제안한 

방법을 NIST DB 4와 인하대학교에서 만든 DB

에 적용시켜 보아, 그 우수성을 검증하고자 한

다. 

II. 지문 상 품질

  일반적으로, 지문 상의 품질은 융선과 골의 

구분이 얼마나 명확한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품질에 향

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습도와 

피부 조건의 향을 많이 받는다. 건조한 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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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문 상의 품질은 지문 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시스템 

성능에 크게 향을 미친다.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상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지만, 상의 품질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수행되었다는 단점이 있었다. 만약, 지

문 상의 특성에 따라 적응적으로 상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시스템의 성능은 더욱 향상될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문 상으로부터 다섯 가지 특징을 추출하고 계층적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으로 상의 품질을 분석한 후, 습성, 보통, 건성의 특성에 적합하게 상을 개선하는 적응적 

상개선 방법을 제안한다. 체계적인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품질 지수와 블록 방향성 차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융선과 스캐너의 센서 표면과의 접촉이 잘 이루

어지지 않아 융선이 갈라지거나 흰 점이 많이 생

기며, 습한 피부는 골이 습기로 차 있어, 골과 융

선을 구분하기 힘들다. 그림 1의 (a), (b), (c)는 

각각 습성, 보통, 건성 지문 상의 예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상의 품질에 따라 서로 다

른 상 개선이 이루어진다. 습성 상에는 골을 

개선하여 너무 붙어있는 융선을 분리시키고, 건

성 상에서는 융선의 골격 추출을 통하여 상

에 존재하는 흰 점들을 제거하며 융선의 구조를 

유지한다. 

III. 품질평가 및 적응적 상개선

  그림 2는 제안한 방법의 개요를 보여준다. 지

문 상의 품질 분석을 위하여 방향성 정보에 기

반을 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추출한 후, 클러스

터링 한다. 각 클러스터에 속하는 상들의 품질

이 분석된 후 적응적인 개선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림 2> 상개선 과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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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문 상의 특징 추출

  본 논문에서는 상품질의 측정을 위하여 다

섯 가지의 특징을 사용한다. 상의 평균(M)은 

상의 전체적인 명암의 높낮이 정보를 나타내

며, 분산(V)은 상 전체 명암값의 균일성 정도

를 파악할 수 있다. 블록 방향성 차이(B)는 상

을 동일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눈 후 계산할 수 

있는데, 융선과 골의 선명도 차이를 알 수 있다

[3]. 융선과 골 두께의 비율(R) 역시 블록 단위로 

계산하며, 이를 이용하여 전체 상에서의 융선

과 골 두께의 변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방향성 변화도(O)는 방향성 변화의 합으로

써 전체 융선의 연속성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3]. 

2. 클러스터링을 통한 품질 평가

  앞에서 언급하 듯이, 지문 상은 크게 습성, 

보통, 건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준

으로 지문 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구한 다섯 개의 특징을 기반

으로, 계층적 클러스터링 방법 중 한 가지인 워

드(Ward)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지문 상을 클러스터링 한다[4]. 

  클러스터링은 모든 데이터가 초기에는 독립적

인 클러스터로 시작하여 가장 유사한 클러스터

끼리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드 방법은 

클러스터 내부의 제곱 합을 기반으로 유사도를 

계산하며,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

일 때까지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 

  클러스터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하는 것인데, 본 논문에서

는 적절한 클러스터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클

러스터 덴드로그램 높이의 평균( h )과 높이의 
표준편차(αsh)를 이용한 Mojena의 cut-value를 

사용한다[5]. 

     hshValuesMojena α+=  '         (1)

  α값으로는 많이 사용되는 1.25를 사용하 다.

3. 적응적 상개선

  일반적으로 상개선 방법으로 상평활화

(smoothing)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6]. 하지만 

모든 상에 일괄적으로 평활화 방법을 사용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건성 상에서

는 흰 점들을 제거하는 효과는 있지만, 융선이 

얇은 곳은 끊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습성 상에

서는 골에 있는 검은 잡음들이 제거되며 골의 두

께가 얇은 부분이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상의 특성에 맞는 상개선 방법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은 적응적 상개선 

<그림 1> 지문 상의 예

(a) 습성 상 (b) 보통 상 (c) 건성 상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3> 상의 특성에 따른 상 개선 과정

1) Dry 상의 융선개선

   A. 원 상에 블러링 적용: 잡음 제거를 위해 

블러링을 적용한다.

   B. 세선화 작업 수행: 융선의 골격을 추출한

다.

   C. 세선화 상을 확장 

   D. 원 상과 C의 확장된 상에 or 연산을 

수행: 원 상의 검은 픽셀과 융선의 중심 

골격을 확장시킨 상을 결합함으로써 

융선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흰 점들만을 

제거할 수 있다.

2) Oily 상의 골개선

   A. 원 상에 블러링 적용: 매우 가늘고 끊어

진 골은 제거한다.

   B. 세선화 작업 수행: 융선의 골격을 유지한

다.

   C. 세선화 상을 확장: 골이 매우 가는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융선과 골의 

구분으로 명확한 상을 얻을 수 있다.

   D. 원 상과 C의 확장된 상에 and 연산 

수행: 원 상의 검은 픽셀과 C 상의 검

은 부분을 합성함으로써 융선 간격이 너

무 좁지 않은 부분의 융선 구조를 찾아

낸다.

   E. 원 상을 침식시킨 상과 C 상의 

inverse 상에 and 연산 수행

   F. D 상과 E 상에 or 연산 적용: 두 상

의 검은 픽셀들을 결합함으로써 골개선

된 상을 얻을 수 있다.  

IV.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

여 NIST DB 4(DB1)[7]와 인하대학교에서 작성

한 DB(DB2)[8]를 사용하 다. 두 가지 DB모두 

gray 상이며, DB2는 특징점 추출이 정확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DB1에서 2000장은 

클러스터링에 사용하 고, 그 결과를 나머지 

2000장에 적용시켜 적응적 필터링을 하 다. 

  클러스터링 결과 Mojena의 cut-value에 의하

여 5개의 클러스터가 결정되었고, 그 중 클러스

터 4는 건성으로, 클러스터 5는 습성으로, 나머

지는 보통 상으로 지정되었다. 클러스터링으로

부터 23개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고, 융선 두

께가 골 두께보다 큰 경우 습성 클러스터에 속함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건성 상의 경우는, 융선

과 골 두께의 비율과 평균이 다른 클러스터와 차

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표 1은 발견된 규칙에 

사용된 각 특징의 사용빈도를 나타내는데, 일반

적으로 사람이 지문 상의 특성을 파악할 때 사

용되는 기준인 융선과 골 두께 비율을 많이 사용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의 품질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

다. 먼저 앞서 사용한 특징 중, 상의 블록 당 

방향성차이를 평균한 값을 이용하여 품질을 판

단하 다. 사람이 눈으로 지문 상을 평가할 때 

융선과 골이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되는지의 여

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특징이 클

수록 좋은 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는 그 결

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하여 상 

품질의 분석 없이 획일적인 필터링을 하 을 경

우 블록 방향성 차이 값이 146-147 정도인 반면, 

적응적 필터링 모듈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

[표 1] 각 특징의 사용빈도

특징 사용빈도(%)

평균(M) 25.8

분산(V) 7.7

블록 방향성 차이(B) 14.2

방향성 변화도(O) 13.8

융선과 골 두께 비율(R) 38.5



응적 필터링을 통하여 지문 상의 융선과 골의 

구분이 더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상 개선에 따른 블록방향성 차이

(b) 건성 영상(a) 습성 영상

  두 번째 품질 측정 도구는 추출된 특징점을 기

반으로 하 다. 인식시스템의 성능은 특징점의 

정확한 추출에 향을 많이 받으므로, 특징점 기

반의 평가가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적인 필터링과 적응적 필터링을 각각 적용한 

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하여 바르게 추출된 특징

점의 개수(c)와 잘못 추출된 특징점의 개수(f), 

추출되지 않은 특징점의 개수(u)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은 품질 계수(quality index)를 측정하

다. 

     quality   index =  
c

c+ f + u
          (2)

  기준이 되는 특징점은 전문가가 수작업으로 

추출하 다. 표 2에 기존의 방법과 적응적 상 

개선 방법의 품질 계수 측정 결과가 나와 있다. 

표를 통하여 적응적 상 개선을 통하여 품질 계

수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지문 인식 시스템의 성능은 상의 품질에 매

우 큰 향을 받는다. 입력 지문 상이 제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상 개선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획일적인 필터링 작업만 적

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지문의 특성에 기반을 둔 적응적 

상 개선 방법을 제안하 다. 지문 상의 특성

에 적합한 필터링을 한 결과 기존의 방법에 비하

여 품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블록 방향성 차이

와 품질 계수의 두 가지 품질 평가 척도를 통하

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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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품질 계수 측정 결과

상 번호 전통적 필터링 적응적 필터링

1 0.16 0.37

2 0.25 0.27

3 0.0 0.25

4 0.35 0.40

5 0.33 0.56

6 0.27 0.41

7 0.22 0.45

8 0.11 0.18

9 0.32 0.41

10 0.08 0.32

평균 0.15 0.22

분산 0.01 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