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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점차 진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하여 딥러닝 기반 네트워크인 DNN(Deep

Neural Network)를 통한 보이스피싱 여부 판별할 뿐만 아니라, CNN, Bi-LSTM을 활용한 다양한 관

점에서의 감성 분석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감성 상태를 파악하여 판별된 결과에 신뢰도를

높여주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

1. 서론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가족, 지인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자 등을 사칭하거나, 정부 긴

급 재난 지원금과 같은 사회 현상에 맞춰진 수법들

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기 보이스 피싱은 특정

지역의 어눌한 말투나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는 내

용 등으로 손쉽게 판별이 가능하였으나 최근의 보이

스피싱은 한국인이 참여하거나 전문적인 용어 등이

사용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범행을 저

지름으로써 오히려 2~30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와 같이 특정 연령, 상황, 성

별에 따라 사기수법에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개

인이 완벽히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

서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한 판별을 도울 수 있는 기

술이 필요하다.

2015년 7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조

직을 검거하며 상황별 범행수법 시나리오 80여 가지

를 압수하였다[2].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특정

한 패턴이 존재하게 되고, 각 시나리오별 특정 텍스

트 및 음성 패턴 또한 존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는 이를 통하여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며, 그 뿐만

아니라 감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추가하여 딥러닝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켜 보다 더 높은 확률

로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하여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한다. 또한 감성 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텍스

트에 대한 감성분석만으로는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

질 수 있으므로 음성에 대한 감성분석 또한 진행하

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모델

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2. 관련 연구

2.1 DNN (Deep Neural Network)

DNN은 신경망 기법 중 하나로써 각 1개의 입력

층과 출력층, 그리고 2개 이상의 은닉층을 지닌 신

경망을 뜻한다. DNN은 기존의 신경망 기법과 마찬

가지로 비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계층

마다 존재하는 뉴런들이 입력값과 출력값을 지니고

있어, 입력값을 이용하여 함수를 계산한 후 그 출력

값을 뉴런의 결과값으로 사용한다. 이 때 신경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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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포워드 방식을 지니고 있어 다음 뉴런들은 이

전 뉴런들로부터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을

반복하며 이러한 가중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조

정해나가며 모델 스스로 분류 및 회귀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DNN은 목적에 따라 RNN,

CNN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LSTM, GRU

등이 있다.

2.1.1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은 딥러닝 모델 중 하나로써 주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할 때 Fully Connected Layer를 갖는

MLP(Multi-Layer Perceptron)를 사용한다면 3차원

데이터인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할 때 1차원 데이터

로 만들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갖는 인근

픽셀에 대한 특성을 담지못하며 서로 연관이 없는

픽셀 사이의 값까지 학습을 하게 된다. 또한 신경망

이 깊어질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연산 횟수

와 과적합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때 CNN을 사용하

게 된다면, filter라고 하는 가중치 행렬을 움직이며

3차원 이미지의 특성을 지역적으로 추출하므로 이미

지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에 적합하다.

2.1.2 LSTM (Long Short term Memory)

LSTM은 신경망 기법 중 하나로써 시계열 데이

터에 주로 사용되는 신경망인 RNN(Recurrent

Neural Network)에 cell state를 추가하며 신경망이

깊어질 경우 과거의 데이터를 잊게되는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한 모델이다.

LSTM의 Cell state는 Input gate, Forget gate 그

리고 Output gate에 의해 가공된 데이터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중요한 데이터와 중요하지 않

은 데이터를 판별하여 과거의 중요한 데이터의 정보

를 유지하며 보낼 수 있게 된다.

LSTM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One-to-many,

Many-to-one, Many-to-Many로 나눌 수 있다.

One-to-many는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에 대하여 설

명하는 문장을 생성하는 모델에 사용된다.

Many-to-one은 과거의 주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

가를 예측하거나 사용되는 텍스트에 따른 감성 분석

에 사용된다. Many-to-many는 번역기 등에 사용된

다.

2.2 감성 분석

감성 분석이란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음성 등과

같은 분석 대상에 들어있는 감성이나 태도 등의 주

관적인 정보를 딥러닝 모델을 통하여 분석하는 과정

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감정을 happy, fear,

disgust, angry, surpirse, neutral, sad와 같이 7가지

로 분류하였다[3].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을 크게 긍

정/중립/부정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또한 감성 분석

을 실제 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데이

터를 습득하는 실시간으로 것이 필수적이고 그에 따

라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4].

2.2.1 텍스트 감성 분석

텍스트 감성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응용

한 기술로, 문장을 특정한 단위로 나눠 미리 구축된

감성 사전에 대입하여 문장에 존재하는 긍정/부정을

판단하는 기술이다. 이때 감성사전의 감성 어휘를

딥러닝의 입력 자질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더 높은

정확도를 내게 된다. 하지만 텍스트 기반의 감성 분

석은 같은 텍스트일지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도메인

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도메인에 따라 올바른 감성 사전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슬프다’라는 감정은 일반적으

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영화 감상평의 경우에

는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5].

2.2.2 음성 감성 분석

일반적으로 음성 신호로부터 사람의 감정을 파악

할 수 있는 요소는 톤(Tone), 음성신호의 피치

(Pitch), 포만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 말의

빠르기 등이 있다. 사람은 심리적 변화에 따라 신체

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자연스레 톤, 피치, 주

파수 등의 변화로 귀결된다[7].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감정의 변화에 따른 음성의 변화들을 파형과 같

은 가시적인 데이터로 변환하여 해당 데이터를

CNN 모델에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킨

다.

3. 제안 모델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및 각종 감성 분석을 이용

한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별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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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이스피싱 여부 판별 흐름도

그림 1은 전체적인 흐름을 도식화 한 것이다. 먼저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

소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 보

이스피싱 과정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특정 단어가 존

재한다는 것이다. 주로 공공기관의 일원을 사칭하며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의 통화를 진행하거

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한다며 개인정보유출

을 유도하는 식의 언어가 사용된다[6]. 두 번째로 보

이스피싱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말의 높낮이

(pitch), 톤(tone), 데시벨 등이 존재한다. 보이스피싱

과 일반적인 통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음성의 높낮

이에 대한 편차와 발화 속도이다. 주로 보이스피싱

에서 더 높은 발화 속도와 음성의 높낮이가 나타났

다. 세 번째로, 통화를 진행하는 동안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감성 상태이다. 감성 상태를 파악하는 방

법으로는 크게 텍스트와 음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텍스트와 음성에 따라서 상대를 압박하거나 당황을

했을 때 또는 분노 같은 특정 감성 상태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황을 했을 때 말을 더듬는다

거나 음성의 pitch가 높아지는 등의 특징이 나타난

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

하여 판별한 결과값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우선 일정시간 통화가 진행되면, 진행 동안에 텍스

트 및 음성적인 특징을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학습된 딥러닝 모

델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해당 통화가 보이스피싱

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한다. 그 후, 미리 구축된

감성 사전을 이용하여 수집된 텍스트 및 음성적인

특징에서 나타나는 감성에 대하여 정의한다. 정의된

감성에 따라 딥러닝 모델을 통하여 판별한 보이스피

싱 확률에 가중치를 더하거나 감소시킨다.

3.1 Neural Network를 통한 보이스피싱 여부 판별

해당 모델에서는 총 2개의 신경망을 사용한다.

먼저 첫 번째로는 통화 내용에 나타나는 단어를

data로 사용하고 해당 통화의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

한 판별을 label로 사용하는 신경망이다. 다음으로

음성의 pitch와 발화 속도를 수치화하여 data로 사

용하고 보이스피싱 여부를 label로 사용하는 신경망

이다.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신경망을 통하여 보이

스피싱 여부에 대하여 확률값으로 나타내게 된다.

첫 번째 신경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게 될 때는 통

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단어를 입력값으로 사용하

게 된다. 또한 두 번째 신경망은 음성의 pitch와 발

화 속도를 입력값으로 사용하게 된다. 두 개의 신경

망의 출력층에서는 활성함수로써 sigmoid function

을 사용하며 여부에 대한 결과값을 확률적으로 나타

내게 된다.

표 1 text 기반 신경망

표 2 pitch, 발화 속도 기반 신경망

3.2.1 Bi-LSTM을 통한 텍스트 감성 분석[5]

특정 도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용 한국어 감

성 사전을 구축한다. 이는 특정 도메인에 영향을 받

지 않는 독립적인 감성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감성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뜻풀이를 활용

하여 감성 어휘를 추출하고 구축한다. 이때,

Bi-LSTM(Bidirectional Long-Short Term

Memory)을 통하여 뜻풀이 감성 분류 모델을 구축

한다. 다음으로 구축된 감성 분류 모델을 사용하여

뜻풀이를 긍정/부정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긍정

으로 분류된 뜻풀이에서는 긍정에 관련된 감성 어휘

를, 부정으로 분류된 뜻풀이에서는 부정에 관련된

감성 어휘를 추출하여 감성 사전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좋아하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긍

정적인 감성을 나타내지만, 부정적인 감성으로 ‘남의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비웃거나 빈정거릴 때 하는

말’이라는 뜻풀이가 있다고 했을 때, 해당 뜻풀이가

부정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부정 감성 어휘를 추출하

ACK 202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권 2호)

- 813 -



게 된다. 이때 부정 감성 어휘는 ‘어리석은’, ‘비웃거

나’, ‘빈정거릴 때’가 그 어휘이며 해당 어휘들을 추

출하여 감성사전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구축된

감성사전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당황을 하

거나 다급한 상황에서의 감성을 나타내게 된다면 보

이스피싱 판별 여부에 대한 확률값에 가중치를 더하

게 된다.

3.2.2 CNN을 이용한 음성 감성 분석

일반적으로 음성신호로부터 사람의 감성을 인식

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 중 일반 통화와

보이스피싱에서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는 감성에 영

향을 끼치는 음성적인 특징은 음성신호의 피치

(Pitch), 포만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치와 포만트 주파수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파형을 data로 사용하며 해당 파형에 대한

감성을 label로 사용하여 학습하게 된다. 추후 감성

분석 단계에서 플레이어의 음성 파형의 이미지를 입

력값으로 받아 해당 이미지에 cnn을 적용 및 특징

을 추출하여 파형의 감성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통화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파형에 대해 CNN 모

델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여 격양되거나 당황했을 때

의 음성 신호의 파형이 나타난다면 이 때도 역시 보

이스피싱 여부에 대한 확률값에 가중치를 더해주게

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점차 진화되어 가는 보이스피싱

에 수법에 맞춰 딥러닝 모델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

아 보이스피싱에 대한 여부를 판별하는 모델을 제안

한다. 또한 해당 기능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높여주

기 위하여 음성에 대한 특징을 적용시킨 딥러닝 모

델이나 감성 분석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한

판별값에 신뢰성을 더해주게 된다. 해당 모델은 한

가지의 감성 분석만으로는 오히려 모델의 일반화 성

능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 두 가

지의 감성 분석을 통하여 서로 간의 취약점을 보완

해주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하지만 감성 사전 특성

상 도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해당 도메인에 적

합한 감성사전을 구현해야 한다. 추후에 해당 사항

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현을 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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