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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CNN 기반 서명인식에서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위조서명을 보다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간정보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서명하는 전체 시간을 동일한 개수의 등 간격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미지를 얻고 이를 합성하여 이용하

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동일한 개수의 등 간격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이미지를 CNN-LSTM 으로 판별하는 방법이다. 동

일한 개수의 등 간격으로 나누어진 이미지들에는 서명의 속도에 따른 모양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최종 서명의 모양이 

원본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다른 경우 위조임을 판별할 수 있다. 두 명의 서명에 대하여 실험을 한 결과 최종 서

명이 매우 유사하더라도 속도가 다른 경우 위조로 판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다만 이미지 합성 과정에 만들어진 새로운 정보로 

인하여 진짜 서명을 가짜로 판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늘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딥러닝(Deep Learning), 서명 인증(Signature Verification), 위조 판별(Fake Discrimination)

I. Introduction

최근 핀테크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본인인증 기술로서 생체인식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1~4]. 생체인식 기술은 살아 있는 사람의 

생체적 또는 행동에 대한 특징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홍채인식, 지문인

식, 서명 인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2,4]. 그러나 생체인식 

기술이 이용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위조서명을 좀 더 잘 판별할 수 있는 CNN 

기반 서명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위조서명은 많은 연습을 통하여 진서명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서명의 속도까지 따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 

사정상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명하는 전체 시간을 동일한 

개수의 등 간격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미지를 얻고 이러한 다수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법으로서 다수의 

이미지를 한 장의 이미지로 합성한 후 CNN 기반 서명인식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입력된 이미지들의 시간 축 상의 관계를 

학습하여 인식할 수 있는 CNN-LSTM(Long Short Term Memory)

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두 명의 서명에 대하여 학습하고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실험결과 위조판별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합성한 이미지의 전체 정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 서명에 성능이 감소할 수 있음도 관찰하였다.

II. Signature Discrimination

서명인증 방법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은 

최종적으로 작성된 서명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증하는 방법이며 온라인

은 서명이 작성되는 과정 전체를 이용하여 인증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서명인증은 서명의 모양뿐만 아니라 서명을 작성하는 과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되는 서명인증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다[1]. 

서명인증을 위한 많은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는데, 최근에는 CNN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CNN을 이용한 방법으로 

오프라인 방법[3]과 온라인 방법[4]이 개발되어있다. 온라인 서명인식

에서는 서명속도 등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위조판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속도정보를 추출해내기 

위하여 추가적인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단순한 방법으로 속도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서명 전체 동영상을 동일한 개수의 등 간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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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각각의 이미지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서명 전체에 

대한 상대적인 속도에 따른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

를 합성해서 적용하면 offline 방식으로 online 서명인증을 할 수 

있다. 또한 CNN-LSTM 을 이용하여 이미지별 상호관계를 학습하여 

인증할 수 있다.

III. Experimental Results

제안한 방법을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서명은 안드로

이드 핸드폰에서 720x720 크기의 동영상으로 획득하였다. 한 동영상

당 등 간격으로 10프레임으로 검출하여 이미지를 만들었다. 2명의 

서명으로 실험했는데 서명 학습 데이터는 각 사람당 진 서명 13개 

위조서명 13개를 학습하였다. 테스트 데이터는 진 서명과 위조서명 

각각 7개를 새로 만들어 테스트하였다. 오프라인 방법과의 비교를 

위하여 마지막 서명 이미지만 사용하는 것을 실험하여 성능을 비교하

였다. 이미지합성방법의 경우 10개로 추출된 이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용해서 하나의 큰 이미지로 만들어서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CNN구조는 기존 서명인증에서 검증이 된 모델[3]과 유사한 구조를 

사용하였다.

성능평가는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

(Recall), F1 Score, FAR, FRR, 평균분류오류(ACE: Average 

Classification Error) 등을 사용하였다. 정교한 위조지문을 만들기 

위하여 원본지문에 구멍을 내고 핸드폰 위에 놓고 따라 그렸다. Table 

1은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는 720x720으로 얻어진 동영상

에서 등 간격으로 10개의 이미지를 얻고 해당 이미지의 배경외곽을 

제거하여 500x500의 해상도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표에서 진하게 

쓴 숫자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online 방법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Method (Off/On)

Performance

Off On

A B A B

Accuracy 0.79 0.57 0.79 0.64

Precision 1.0 0.57 0.83 0.67

Recall 0.57 0.57 0.71 0.57

F1 Score 0.73 0.57 0.77 0.62

FRR 0.0 0.43 0.14 0.29

FAR 0.43 0.43 0.29 0.43

ACE 0.21 0.43 0.21 0.36

Table 1. 실험결과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CNN 기반 서명인식에서 서명 전체 시간을 동일한 

개수의 등 간격으로 나누어 이미지를 얻고 이를 합성하여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존의 단순한 offline 인식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online 인식과 같이 위조서명에 강건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었다. 향후 보다 많은 서명에 대하여 실험하는 것과 

CNN-LSTM 방식의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Seng-soo Nam, Chang-ho Seo, Dae-seon Choi“ Mobile 

Finger Signature Verification Robust to Skilled Forgery” 

Proc.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 logy vol. 26, no. 5, Oct. 2016

[2] Beatrice Drott, Thomas Hassan-Reza “On-line 

Handwritten Signature Verification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with a Deep Learning Approach“ 

Master's Theses in Mathematical Science

[3] Luiz G. Hafemanna,, Robert Sabourina, Luiz S. Oliveirab 

"Learning Features for Offline Handwritten Signature 

Verification using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16 May 2017

[4] Beatrice Drott, Thomas Hassan-Reza “On-line 

Handwritten Signature Verification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with a Deep Learning Approach” 

The Faculty of Engineering at Lund University, LTH 

Master Thesis at the Centre for Mathematical Sciences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