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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의 특성과 련된 측정 항목을 나타내는 생체정보는 도난이나 분실의 염려가 없으므로 높은 신뢰성을 가진 보안 기술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생체정보  지문은 본인 인증, 신원 악 등의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신원을 악할 때 지문 이미지에 

인증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처, 주름, 습기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지문 문가가 처리단계를 통해 직  지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지 악하고 문제에 맞는 상처리 알고리즘을 용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때 지문에 상처와 주름이 있는 지문 상을 별해주는 

인공지능 소 트웨어를 구 하면 손쉽게 상처나 주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알맞은 알고리즘을 선정해 쉽게 지문 이미지를 개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소 트웨어의 개발을 해 캄보디아 왕립 학교의 학생 1,010명, Sokoto 오  데이터 
셋 600명, 국내 학생 98명의 모든 손가락 지문을 취득해 총 17,080개의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상처

나 주름이 있는 경우를 별하기 해 기 을 확립하고 문가의 검증을 거쳐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진행했다. 트 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은 캄보디아의 데이터, Sokoto 데이터로 구성하 으며 비율을 8:2로 설정했다. 그리고 국내 학생 98명의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 셋으로 설정했다, 구성된 데이터셋을 사용해 Classic CNN, AlexNet, VGG-16, Resnet50, Yolo v3 등의 다섯 가지 CNN 기반 

아키텍처를 구 해 학습을 진행했으며 지문의 상처와 주름 독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찾는 연구를 수행했다. 다섯 

가지 아키텍처  지문 상에서 상처와 주름 여부를 가장 잘 별할 수 있는 아키텍처는 ResNet50으로 검증 결과 81.51%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 다.

☞ 주제어 : 딥러닝, 지문, 생체정보, 2D 합성 곱 신경망, 상처 지문 별, 주름 지문 별

ABSTRACT

Biometric information indicating measurement items related to human characteristics has attracted great attention as security 

technology with high reliability since there is no fear of theft or loss. Among these biometric information, fingerprints are mainly used 

in fields such as identity verification and identification. If there is a problem such as a wound, wrinkle, or moisture that is difficult to 

authenticate to the fingerprint image when identifying the identity, the fingerprint expert can identify the problem with the fingerprint 

directly through the preprocessing step, and apply the image processing algorithm appropriate to the problem. Solve the problem. In 

this case, by implemen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that distinguishes fingerprint images with cuts and wrinkles on the fingerprint, 

it is easy to check whether there are cuts or wrinkles, and by selecting an appropriate algorithm, the fingerprint image can be easily 

improved.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total of 17,080 fingerprint databases by acquiring all finger prints of 1,010 students from the 

Royal University of Cambodia, 600 Sokoto open data sets, and 98 Korean students. In order to determine if there are any injuries or 

wrinkles in the built database, criteria were established, and the data were validated by experts. The training and test datasets 

consisted of Cambodian data and Sokoto data, and the ratio was set to 8: 2. The data of 98 Korean students were set up as a 

validation data set. Using the constructed data set, five CNN-based architectures such as Classic CNN, AlexNet, VGG-16, Resnet50, and 

Yolo v3 were implemented. A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model that performed best on the readings. Among the five 

architectures, ResNet50 showed the best performance with 81.51%.

☞ keyword : Deep learning, Biometric information, 2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iscriminating of scar fingerprint, discriminating 

of wrinkle finger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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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특성과 련된 측정 항목을 나타내는 생체정보

는 도난이나 분실의 염려가 없으므로 높은 신뢰성을 가

진 보안 기술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홍채, 얼굴, 정

맥, 지문 등이 있다. 그  지문은 사람들의 신분을 인식하

거나 본인인증에서 더 나아가 범죄 수사, 미아 찾기, 

AFIS(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등의 방

면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1]. AFIS에서 지문의 특징  추

출 알고리즘을 정상 으로 용해도 지문에 새로운 주름

이 생긴 경우나 상처가 있는 경우 신원을 정확하게 악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은 지문 이미지의 질을 높이는 방법과 매칭 상의 후

보군을 여주는 처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AFIS에

서는 입력된 지문 이미지를 사용해 신원을 별하는 작

업을 한다. 별을 한 작업으로는 입력한 지문의 특징

과 비슷한 지문을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추려내는 

후보군 추출을 진행한다. 후보군 추출을 진행한 후 실제 

지문을 통해 신원을 악하기 해서는 추려진 후보군 

 가장 유사한 지문에 한 정보를 지문 감정 들이 육

안으로 확인하며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004년에는 

신원 악 의뢰를 받은 19,577건  8,460건으로 43.2%의 

성공률을 보 지만, 2014년 19,632건  11,494건(58.5%)

까지 성공률을 높 다[2]. 그러나 해당 작업은 재까진 

낮은 성공률을 보이므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다. 따라서 AFIS의 후보군을 보다 세부 으로 좁  처

리를 진행한 지문을 지문 감정 들에게 제공한다면 기존

의 성공률보다 좋은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지문에 상처나 새로운 주름이 생긴 경우, 사람의 신분

을 인식하거나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지문의 

특징 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신분 인식과 

본인 인증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지문의 상처와 주

름에 한 처리 알고리즘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지문 감정 들이 직  상처나 주름이 생긴 경우를 별

하고 난 뒤에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처나 새로운 주름의 여부를 

별하는 인공지능 소 트웨어를 만들어 지문 이미지를 

활용해 신원의 별을 기존보다 간결하게 진행할 수 있

도록 돕는 연구를 진행하 다. 

2. 련연구

2.1 상처 지문의 기

본 연구의 목 은 상처와 주름이 있는 지문 이미지의 

별이기 때문에, 지도학습을 한 지문 데이터베이스 라

벨링이 필요하므로, 상처와 주름이 있는 지문에 한 기

을 세워 데이터베이스에 라벨링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

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상처와 주름에 한 기

을 설정하 으며, 문가의 소견을 통해 데이터 라벨링

을 진행하 다.

Khan et al. 은 지문에 존재하는 흉터나 상처를 백그라

운드 균질화, 이진 마스크 이미지 계산, 오리엔테이션 이

미지 구성  보간을 통해 곡선 경로를 추  후 흉터 부

를 채우는 처리과정에 해 설명한다 [3]. 그들은 지

문 이미지에서 융선과 노이즈, 흉터를 기반으로 상처가 

난 지문 이미지의 기 을 설명한다. Luo et al. 은 이미지 

향상을 해 bridge, breaks, blur, scar 등의 여러 가지 지문 

처리방법에 해 설명하 으며, 상처가 난 지문의 기

을 손가락의 표피가 벗겨질 때 생긴 흉터  지역 내 융

선이 깨지면서 생기는 문제를 지문에 상처가 난 기 으

로 정의했다 [4]. 본 논문에서는 Khan과 Luo가 정의한 지

문에 상처가 있는 기 을 기반으로 지문 데이터베이스의 

라벨링을 진행했다.

2.2 지문과 딥러닝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딥러닝에서 주로 

상 분류에 사용되며 평면화 과정을 공간의 유실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효율 으로 높은 정확도를 도출해낼 

수 있다. CNN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합성곱 이

어(Convolution layer), 1차원 특징 맵(Feature map) 추출을 

도와주는 풀링 이어(Pooling layer), 결과를 도출하기 

한 결합 이어(Fully Connected layer)들의 조합으로 구

성된다. 그림 1은 CNN의 구조를 설명한다.

(그림 1) CNN의 구조

(Figure 1) CN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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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컴퓨  워의 부족으로 활용할 수 없었지만 

최근 기술의 발 으로 성능이 향상되어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람의 인식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 Yuan et al. 은 기존에 지문 조 방지 기술에서 

사용되는 FLD(Fingerprint Liveness Detection)를 개선하기 

해 DCNNISE(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with 

image Scale equalization)기반의 텍스쳐의 정보를 보호하

면서 이미지의 해상도를 변경하지 않고 학습을 진행하는 

새로운 임워크를 제안했다 [5]. Ouyang et al. 은 faster 

R-CNN을 기반으로 pose estimation을 통해 지문에 노이즈

가 있거나 불완 할 때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설명했

다[6]. 그 외에도 Yani el al. 은 품질 지문의 특징 을 

추출하고 이를 딥러닝 방법으로 학습해 손상된 지문을 

분류해 지문인식의 성능 비교를 진행했다. 하지만 딥러닝 

학습이나 손상된 지문 분류를 하려면, 지문에서 특징 을 

추출을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7]. 본 논문

에서는 각 사례를 통해 지문 학습에 필요한 지문 처리

방법과 분류에 주로 사용되는 CNN 용 방법을 참고해 

연구를 진행했다 [8-9].

 

3. 딥러닝 기반 상처와 주름 분석

3.1 지문 데이터 처리

딥러닝을 용하기 해서는 정답을 알고 있는 많은 

지문 데이터 셋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지문은 가장 민

감한 개인정보로 알려져 있으므로 지문을 수집하고 데이

터베이스화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데이터 공유 랫폼 

Kaggle에 연구용으로 공유되고 있는 Sokoto 오  데이터 

셋의 아 리카 일반인 600명의 지문[10], 캄보디아 왕립

학교와의 연구 약을 통해 취득한 1,010명의 지문을 기

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때 한 사람의 열 손

가락에 한 지문 이미지를 추출했으며 지문에 한 다

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결과의 신뢰성을 한 

검증 데이터 셋의 구축을 해 국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 총 98명의 지문을 추출했다. 그림 

2는 본 연구진이 구축한 지문 이미지  상처나 주름이 

없는 지문  일부이다.

(그림 2) 수집한 지문 데이터 샘

(Figure 2) Fingerprint data collection sample

지문의 이미지는 딥러닝 네트워크 학습에 사용하기 

한 크기인 224*224픽셀 사이즈로 변환했다. 이후 상처

나 주름이 있는 경우를 분석해 어노테이션 작업을 진행

했다. 트 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은 캄보디아

의 데이터, Sokoto 데이터로 구성하 으며 비율을 8:2로 

설정했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진행한 이미지 처리과

정을 설명한다.

(그림 3) 이미지 처리 과정

(Figure 3) Image preprocessing process

본 논문에서는 지문에 상처나 주름이 있는 기 을 정

해 받아온 지문 데이터 셋에서 상처나 주름이 있는 경우

를 별했다. 상처나 주름이 있는 경우는 부분 지문에 

특정한 패턴을 가진 모양이 나타났으며, 이를 분석한 결

과 융선이 3개 이상 끊어진 경우를 상처나 주름이 있는 

상황으로 기 을 세워 어노테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그림 

4는 정상지문과 상처나 주름이 있는 지문, 잘못 힌 지

문의 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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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좌상:정상지문  우상:잘못 힌 지문 하단: 상처 지문

(Figure 4) Top left:Normal  Top right:MissPrinted 

Bottom : Scar

그림4와 같이 3가지 클래스로 어노테이션 작업을 진행

해 17,080개의 지문을 모두 라벨링을 진행한 결과 캄보디

아 왕립 학교 데이터  총 10,100장  3,081장이 상처

가 있는 경우, 408장이 잘못 힌 지문, 나머지 6,611장이 

정상지문으로 별했으며 Sokoto 오  데이터셋은 총 

6,000장  1,896장이 상처가 있는 경우, 142장이 잘못 

힌 지문, 나머지 3,962장이 정상지문으로 별했다. 국내 

980장의 데이터 에서는 279장이 상처가 있는 경우, 나

머지 701장의 정상지문으로 별했다[11-13]. 다음 표1은 

본 논문에서 모은 데이터베이스의 구분별 데이터 수다.

(표 1) 지문의 종류별 데이터의 수

(Table 1) Number of data by type of fingerprint

지역 종류 개수

캄보디아 왕립 학교

정상지문 6,611

상처있는지문 3,081

잘못 힌지문 408

Sokoto 데이터셋

정상지문 3,962

상처있는지문 1,896

잘못 힌지문 142

국내

정상지문 701

상처있는지문 279

잘못 힌지문 0

3.2 이미지 분류용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

본 장에서는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ompetition)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 CNN모

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lexNet, Resnet50, VGG-16과 실

시간 물체 검출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YOLO v3의 구조

를 설명한다 [14-18]. 본 논문에서는 각 CNN 모델별로 설

명된 구조를 그 로 따르며 결과를 도출하는 

Fully-Connected layer만을 결과를 2개의 클래스에 맞게 수

정해 학습에 사용했다. 표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네트

워크들의 구조다.

(표 2) 사용한 네트워크 모델들의 pipeline

(Table 2) Network models pipeline

Model Name Pipeline

Classic CNN
3 Convolutional Layers + 2 Pooling 

Layers + 2 Fully Connected Layers

AlexNet
5 Convolutional Layers + 2 Pooling 

Layers + 3 Fully Connected Layers

Resnet50

49 Convolutional Layers + 2 Pooling 

Layers + 1 Fully Connected Layers + 

softmax

VGG-16
13 Convolutional Layers + 5 Pooling 

Layers + 3 Fully Connected Layers

Yolo v3

52 Convolutional Layers + 1 Pooling 

Layers + 23 Residual + 1 Fully 

Connected Layers + softmax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 인 구조를 가진 Classic 

CNN을 가장 먼  학습해 지문에서 상처나 주름의 별 

여부를 먼  확인했고, 이후 다른 CNN모델을 추가하면

서 상처나 주름을 별하는데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 성

능을 보이는지 확인했다. 

4. 실   험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Python을 기반으로 Tensorflow와 Keras

를 활용해 CNN모델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들을 구 했

다. 표1에서 지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정상지문의 데이

터가 상처나 주름이 있는 지문 데이터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아 그림 4의 정상지문 데이터를 일부 제거해 상처나 주

름이 있는 지문의 데이터 수와 같게 설정해 학습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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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한, 가장 성능이 좋은 네트워크를 찾아내기 해 

데이터 셋과 학습 환경을 동일하게 설정했다. 딥러닝 학

습 환경은 Windows 10 pro 운 체제, Intel (R) Xeon (R) 

W-2155 CPU @ 3.30Ghz, 8GB RAM, NVIDIA Quadro 

P4000에서 학습을 진행했으며 모든 학습 데이터는 

224*224의 크기를 가지며 학습률은 0.001로 설정했고 배

치 사이즈를 16, Dropout을 0.5로 설정해 학습을 진행했으

며 Epoch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그림 5는 딥러닝 학습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림 5) 딥러닝 학습 시스템 구조

(Figure 5) Deep learning system structure

4.2 실험 결과

학습 데이터는 상처나 주름이 있는 지문 4,977장과 정

상지문 4,977장을 합한 9,954장의 지문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했으며 2,000장을 테스트 데이터로, 7,954장을 학습 

데이터로 구성했으며 검증 데이터 셋으로 국내에서 채취

한 지문  상처나 주름이 있는 지문 279장, 정상지문 279

장을 구성해 사용했다. 표3은 각 구성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진행한 각 네트워크별 학습 결과를 Epoch별로 

정리한 결과 테이블이다.

학습 결과 Classic CNN의 경우 200 Epoch가 넘어가면 

측율이 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최고로 높은 수치

가 60.01%로 도출되었고 AlexNet은 1,000 Epoch까지 순차

으로 측률이 올라가 72.68%의 성능을 보 다. 

VGG-16에서는 측률이 히 떨어지며 정상지문을 상

처나 주름이 있는 경우로 별하는 경우가 많아 상처를 

구별해내지 못했으며 ResNet50과 Yolo v3의 경우 측률

이 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며 Yolo v3는 80.95%, 

ResNet50은 81.51%의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며 상처나 

주름이 있는 경우와 정상지문의 경우를 별했다.

(표 3) 사용한 CNN모델의 Epoch별 결과

(Table 3) Epoch Results by CNN Models

Model
Epoch/It
eration

Time/
Sampl

e

Train 
acc.

Valid 
acc.

Classic 
CNN

100 
Epoch

5s 
27ms

80.26% 57.25%

200 
Epoch

5s 
27ms 81.04% 60.01%

300 
Epoch

5s 
27ms

81.48% 59.79%

AlexNet

250 
Epoch

9s 
3ms

98.92% 68.73%

500 
Epoch

9s 
3ms 99.48% 70.28%

1,000 
Epoch

9s 
3ms

99.51% 72.68%

VGG-16

250 
Epoch

58s 
19ms

64.11% 53.50%

500 
Epoch

58s 
19ms 65.42% 53.50%

1,000 
Epoch

58s 
19ms

65.40% 53.50%

ResNet5
0

250 
Epoch

19s 
47ms

98.56% 81.02%

500 
Epoch

19s 
47ms 99.01% 81.51%

1000 
Epoch

19s 
47ms

99.17% 81.51%

Yolo v3

250 
Epoch

53s 
8ms

99.60% 73.03%

500 
Epoch

53s 
8ms 99.60% 77.37%

1000 
Epoch

53s 
8ms

99.62% 80.95%

5. 결   론

본 논문은 딥러닝  CNN모델을 기반으로 지문 데이

터에서 상처나 주름이 있는 경우의 기 을 설정하고 

CNN모델이 지문 데이터에서 상처나 주름의 별 여부의 

가능성을 연구했다. CNN모델을 기반으로 한 신뢰성 있

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으며 가장 

낮은 측률로 VGG-16이 53.50%의 결과를, 가장 높은 

측률로 ResNet50이 81.51%의 결과를 도출했으며 CNN모

델로 지문 데이터에서 상처나 주름의 여부를 구분할 수 

있었다. 향후 더 고도화된 CNN모델로 학습을 진행해 

측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상처나 주름 외에도 

다른 특징들의 별 가능 여부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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