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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보이스피싱 발생 후의 처 방안이 아닌, 범죄 행  자체의 방을 목 으로 하는 신원 허

가 후의 자동인출기 시스템을 제안한다. 범죄 방 인출기(ATM)의 작동과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YOLO Detection System을 이용하여 학습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얼굴에서 선 라스와 

마스크를 검출한다. 둘째, 미리 학습된 범죄자 모델 데이터에 앞서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하고 ATM의 

사용허가를 내 다. 혹은 주요지명 피의자일 경우, 경찰에 실시간 안내를 주어 범죄 수사를 용이하게 

한다.

1. 서론

   2017년 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보이스피

싱 피해자는 5만 명,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천400억에 달

한다. 그러나 방된 사건은 2016년에 17건, 2017년에 40

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 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

우, 범죄자가 피해자와 화 통화를 한 후, ATM에서 

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하는데 [1]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ATM 거래와 같은 비 면 거래형태는 

면거래보다 약 8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우리

나라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은 노출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재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보

이스피싱  인출책들이 모자를 깊이 러쓰고 마스크

를 쓴 모습인 경우가 많아 CCTV를 통해서는 ATM 사용

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CCTV와 ATM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범죄자의 신원 확인을 해 사용

되고 있기는 하나 범죄 근 에 활용 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지문이나 홍채 

등의 신체특성을 감지하여 신원을 별하는 기술들이 개

발되어 간단하게 사용자의 신원을 단할 수 있고 인식률 

한 높지만 기존의 ATM에 추가 으로 장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2]

   본 연구는 기존의 ATM을 이용하여 범죄 방과 동시

에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는 ‘범죄 방 ATM’‘을 제안한

다. ’범죄 방 ATM’은 상처리, 얼굴인식, 딥러닝

(Deep-Learning) 기술을 활용하여 ATM 사용자의 드러낸 

얼굴을 촬 해 서버의 DB에 장하며 사용자가 범죄자일 

* 이 논문은 2018 한이음 ICT 멘토링 로젝트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결과물입니다. 

경우, 리자에게 범죄자의 정보를 달하고 촬 된 ATM 

사용자들의 얼굴은 범죄자 검거를 해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2. 구성도 흐름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범죄 방 ATM’의 시스템 구성도이다.

ATM에 근한 사용자가 있는지 PIR 센서를 이용하여 

단한 후. CDS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얼굴을 촬 하

기 한 정한 밝기로 램 를 킨다.

  촬 하기 한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사진 캡처를 한 

얼굴인식(Face Recognition)을 진행한다. 얼굴이 정상 으

로 식별된다면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로 학습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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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라스 혹은 마스크가 검출된다면 사용자에게 액세서리 

탈의를 요청하는 음성  텍스트 메시지를 출력한다.

  정상 으로 드러난 사용자의 얼굴이 촬 되었다면 이것

을 내장된 범죄자 DB와 비교하여 재 사용자가 범죄자

인지 아닌지를 단한다. 범죄자라고 단될 경우, 담당 

리자에게 범죄자의 신원과 촬 된 사진  치, 시간 

정보를 보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이후 촬

된 사진을 서버 DB에 장하여 이후 범죄 방  검거

에 사용한다. 

3. 시스템 구

3.1 구 환경

그림 2 시스템의 SW/HW 환경

3.2 시스템 알고리즘

그림 3 시스템 알고리즘

  사용자가 ATM에 근하면 opencv로 얼굴을 검출하고 

거리를 확인한다. 얼굴이 검출되면 opencv를 통해 사용자

의 과 입을 검출한다. 사용자의 과 입이 모두 검출되

면 사진을 촬 한다. 촬 된 사진에 yolo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용하여 선 라스  마스크 검출한다. 

아래는 시스템의 주요 기술인 딥러닝 기술의 데이터 수집 

 학습방법에 한 설명이다.

3.3. 데이터 수집

   3.3.1 구  크롤링 이용

  사용자의 신원 악을 해 얼굴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단하기 한 마스크와 선 라스 사진을 구  검색 엔진

에서 크롤링하여 련 이미지를 수집했다. 한 안경과 선

라스를 구분해야하기 때문에 안경 이미지도 수집했다.

  마스크 500개, 안경 400개, 선 라스 530개를 수집.

   3.3.2 직  수집

  범죄자 사진을 직  얻기 어려워 우리를 범죄자로 가정

한 후, 카메라에서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수집했다. 이미지 수집은 한명 당 1시간 30분이 

걸렸으며, 클래스 당 1500개를 수집하 다.

3.4 학습모델 구축

 딥러닝 기술 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You Only 

Look Once(YOLO)를 사용한다. YOLO를 실행시키기 

해서 Darknet framework를 사용하며 Darknet은 신경망 

임 워크로 dnn(deep neural network)를 학습시키고 

실행시킬 수 있는 틀을 말한다.[3]

 YOLO는 각 이미지를 S x S 개의 그리드로 분할하고, 

그리드의 신뢰도를 계산한다. 신뢰도는 그리드 내 객체 인

식 시 정확성을 반 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처음에는 객

체 인식과는 동떨어진 경계 상자가 설정되지만, 신뢰도를 

계산하여 경계 상자의 치를 조정함으로써, 가장 높은 객

체 인식 정확성을 가지는 경계 상자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YOLO의 동작 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4. The YOLO Detection System.[3] 

YOLO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실시간이 요한 본 연

구에 합하다 단하 고 카메라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감지되는지 검증한 후 학습모델을 구축하 다.

3.5 데이터 학습

 YOLO는 이미지에서 객체를 추출하기 에 객체의 범

에 있는 경계 상자를 먼  확인한다. 경계 상자를 식별하

기 해서는 Class의 이름, 4변에 한 정보 이 게 5가지

의 변수를 사용한다. 경계 상자를 측하기 한 그리드에 

객체 포함 여부를 계산하기 해, 객체 클래스 수를 계

산한다. 이 결과로 총 S x S x N 객체가 측된다. 이 그

리드의 부분은 낮은 신뢰도를 가진다. 신뢰도를 높이기 

해 주변의 그리드를 합칠 수 있다. 이후, 임계값을 설정

해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할 수 있다.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해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의 

개수와 구축된 학습모델을 수정을 하며 최 의 학습모델

- 522 -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8. 11)

을 찾는 과정을 진행한다. 

  3.4.1 선 라스, 마스크 이미지 학습

 선 라스, 마스크를 500개의 이미지를 학습 모델에 학습

시킨다. 선 라스를 구별하기 해 추가 인 데이터로 안

경을 추가하 기 때문에 안경은 400개의 이미지만을 학습

시킨다.

그림 5. 얼굴과 마스크 검출

  3.4.2 범죄자 이미지 학습

 범죄자 클래스당 1500개의 이미지(총 4명)를 학습 모델에 

학습시킨다. 

그림 6. 범죄자( 시) 얼굴 검출

4. 실험 결과

 학습 데이터에 따른 평균 정확도에 한 실험을 두 차례

를 거쳐 진행하 다. 

 첫째, 학습시킨 이미지의 개수에 따른 평균 정확도

 둘째, 사물 자체를 학습시켰을 때와 사물을 착용한 사람

을 학습시켰을 때의 정확도의 차이

4.1 트 이닝 시킨 이미지 개수와 평균 정확도

이미지의 수(장) 10 100 300 500

평균 정확도(%) 16 32 58 63

표 2. 학습시킨 이미지의 개수에 따른 평균 정확도 결과

 이미지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정확도도 높아지는 

비례 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300장의 이미지를 학습시

켰을 때와 500장의 이미지를 학습시켰을 때의 평균 정확

도의 증가율이 0.025(%/1장)인 것을 고려하 을 때, 300장 

이상의 이미지 학습은 큰 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4.2 사물 자체를 학습시켰을 때와 사물을 착용한 사람을 

학습시켰을 때의 정확도 차이(500장)

이미지의 내용 물체만 사람과 물체

평균 정확도(%) 58 78

표 3. 사물 자체를 학습시켰을 때와 사물을 착용한 사람을 

학습시켰을 때의 정확도 차이 결과

  학습시킨 이미지의 내용에 따라 평균 정확도가 달라짐

을 알 수 있다. 사물 자체를 학습시켰을 때는 평균 58%의 

정확도를 보이고, 사물을 착용한 사람을 학습시켰을 때는 

평균 78%의 정확도를 보여 다. 이를 고려하 을 때, ‘사

물을 착용한 사람’ 이미지를 트 이닝 시키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범죄 방 ATM은 평균 78%의 정확도로 선 라스와 마

스크를 검출하고, 평균 90%의 정확도로 얼굴을 인식하여 

신원 확인에 높은 별률을 보여주었다. 실제 ATM에 

용이 된다면, 5만명의 피해자, 2천 400억에 달하는 피해액

을 폭 이고, 신속한 범죄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상

된다.

 한 본 시스템은 생체인증을 시행하는 국내 은행에 안

면 인식을 통한 ATM 사용 허가 시스템으로써 도입이 가

능하다. 재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선 라스와 마스크를 

검출하고, 사용자 인식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완료

되었으나 향후  깜빡임, 동공 움직임을 면 히 연구하여 

보안면에서 우수한 인증 방식으로 추가할 것을 기 해본

다.

참고문헌

[1] 최 , 김민지 (2015). 한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행과

정에 한 연구. 경찰학연구, 15(3), 233-261.

[2] 홍정오,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은행인증시스템 설

계에 한 연구”, 한양 산업 학원석사논문, 2000년 6월.

[3] J. Redmon, S. Divvala, R. Girshick, and A. Farhadi, 

“You Only Look Once: Unified, Real-Time Object 

Detection,” Proceeding of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779-788, 2016

- 5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