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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서명 검증은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본인 확인 방법의 하나로 다른 생체 인식 기술에 비해 거부감이 적은 

장점이 있다. 서명 검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모조서명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실용적인 응용에서는 모조서명

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조서명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다른 사람의 서

명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검증 과정에서는 서명의 형태적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SVM을 이용하여 검증하였

다. SVM은 특징 벡터를 고차원으로 사상하고 사상된 공간에서 선형 분리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인식기 중 범용적이

면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델 생성 과정에서 모조서명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사람의 서명과 형

태적인 유사점을 찾을 수 없는 서명, 즉, 일반 필기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모조서명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증

률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모조서명 없이도 서명 검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ABSTRACT 

Online signature verification is one of the simple and efficient method of identity verification and has less resistance 
than other biometric technologies. In training to build a verification model, negative samples are required to build the 
model, but in most practical applications it is not easy to get negative samples - forgery signatures. In this paper, 
proposed is a method using someone else’s signatures as negative samples. In verification, shape-based features 
extracted from the time-sequenced signature data are extracted and a support vector machine is used to verify. SVM 
tries to map a feature vector to a high dimensional space and to draw a linear boundary in the high dimensional space. 
SVM is one of the best classifiers and has been applied to various applications. Using general handwriting data, i.e., 
someone else’s signatures which have little in common with positive samples improved the verification rate 
experimentally, which means that signature verification without negative samples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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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 기기의 보급에 따라 스마트 컴퓨팅 환경

에서 사용자 인증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스마

트폰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용자 인증 방식은 비밀번호

를 사용하는 방법과 경로 패턴에 의한 방식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최근 지

문 인식이나 홍체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방식 역시 도

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1] 생체 인식의 경우 사용자의 

거부감으로 인해 가벼운 인증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인증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서명 검증은 전통적으로 본인 확인 용도로 널리 사용

되어 온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스마트 기기에서는 형

태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압력 역시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서명 검증을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

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2-4]. 하지만 서명 검증의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서명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이다. 서명이 서명자의 독특한 필기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명은 학습된 필기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서명 검증의 경우 다른 인식 문제와 

달리 지속적인 모델의 갱신이 필수적이다.

시간에 따라 서명의 특성이 변하는 것은 모델 갱신을 

통해 가능하며 이미 다양한 방법들이 알려져 있으므로 

해결이 가능하다[5]. 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서명 검증에

서의 두 번째 문제점은 서명 검증을 위한 모조서명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패턴 인식에서

는 두 가지 이상의 클래스를 대표하는 샘플들을 사용하

여 모델을 구축한다. 서명 검증을 위해서도 진서명과 

모조서명이 필요하지만 실용적인 응용에서 모조서명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명 검증의 문제를 단일 클

래스 문제(one-class problem)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6] 

단일 클래스 문제의 경우 진서명의 분포를 학습하는 것

과 다르지 않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서명의 특징 벡터 

차원은 56차원이며, 높은 차원 공간에서의 분포 학습을 

위해서는 많은 진서명이 필요하므로 이 역시 실용적인 

응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모조서명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모조서명 대신 일반 필기 데이터를 모조서명 대용으

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일반 필기 데이터로 이 

논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서명 또는 모조서명을 사용

하였다. 다른 사람의 서명 데이터는 검증하고자 하는 

서명과 형태상의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필기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서명 검증을 위해서는 지지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사용하였으며 서명의 형태적인 특징

에 기반한 특징 벡터가 사용되었다. 일반 필기 데이터

를 학습에 사용한 경우 검증하고자 하는 서명에 대한 

모조서명 없이도 10.0%의 검증 오류를 얻어 진서명만

으로도 서명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서명 검증

을 위해 사용한 지지 벡터 머신과 지지 벡터 머신에서 

사용된 56차원의 특징 벡터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

는 모조서명의 개수에 따른 실험 결과를 통해 진서명만

으로 서명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이며, 결

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은 4장에서 언급한다.

Ⅱ. 서명 검증 시스템

2.1. SVM

SVM은 일반적인 분류기가 사용하는 경험적 위험 최

소화 방법이 아닌 구조적인 위험 최소화를 사용한 교사 

학습 방법의 일종으로 Vapnik[7]에 의해 소개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단일 

분류기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분류기 중 하

나로 인정받고 있다[8-11]. 

개의  차원 특징 벡터 와 1 또는 –1의 값을 가

지는 클래스 라벨 가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SVM이 

두 클래스 사이의 분류 경계면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다

른 분류기와 동일하다. 하지만 SVM은 정확하게 분류

된 데이터 포인트들이 분류 경계면에서 멀리 있도록 함

과 동시에, 잘못 분류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경계면 가

까이에 놓이도록 하는 목적 함수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SVM은 일반적인 분류기와 

달리 데이터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경계면까지의 거

리를 중요시하므로 최대 마진 분류기(maximum margin 

classifier)라고 불린다. SVM에서 최소화하는 목적 함수

는 식 (1)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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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는 경계면을 나타내는 벡터로 은 

정확하게 분류된 데이터 포인트가 가지는 경계면까지

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즉, 정확하게 분류된 데이터는 

경계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목적 함수의 값은 줄

어든다. 반면 는 잘못 분류된 데이터 포인트의 경계면

까지의 거리로, 오류값에 해당한다. 는 두 항의 비율

을 조절하는 상수로 식 (1)을 최소화하면 정확하게 분류

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경계면에서 최대한 멀리 있도록 

하고, 잘못 분류된 데이터 포인트들의 경계면까지의 거

리 합은 최소가 되도록 해준다. 식 (1)의 최적화는 이차 

프로그래밍(quadratic programming) 최적화 기법을 통

해 구할 수 있다.

2.2. 서명 검증을 위한 특징 벡터

서명 검증에서 흔히 사용되는 특징에서는 형태적인 

특징과 압력 특징이 있다. 형태적인 특징에 비해 압력 

특징은 서명자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 검증 효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터치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서명 검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형태에 기반한 특

징만을 사용하였다. 서명 검증을 위해 사용한 특징은 

표 1의 56개 특징이다. 표 1에서 1번부터 40번까지의 

특징은 서명의 축 및 축에 대해서만 추출한 특징으

로 1차원적인 특징에 해당한다면, 41번부터 56번까지

의 특징은 서명의 2차원적인 형태를 반영한 특징이다.

Table. 1. Feature vector description

56개의 특징은 56차원의 특징 공간상의 한 점 로 

서명을 표현한다.

                       (2)

2.3. 학습 과정

개의 진서명 샘플과 개의 모조서명 샘플 데이

터가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 (3)

    ∈ (4)

전체 학습 샘플의 집합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

식 (5)에서  이고, ∈ 이다. 이 

때 SVM은 식 (1)의 최적화 문제를 통해 경계면 벡터 

Feature 
Index Description
x y

1 2 average speed

3 4 (Max – Min) / duration of pen-down

5 6 average of absolute velocities

7 8 average of positive velocities

9 10 average of negative velocities

11 12 average of accelerations

13 14 average of absolute accelerations

15 16 variance of speed

17 18 variance of absolute velocity

19 20 variance of acceleration

21 22 maximum speed

23 24 maximum acceleration

25 26 minimum speed

27 28 difference between maximum and average speed

29 30
difference between positive maximum velocity
and positive average velocity

31 32 frequency of positive velocity

33 34 frequency of negative velocity

35 35 zero-crossover of velocity

37 38 average positive acceleration

39 40 difference between maximum and minimum speed

41 accumulated angles

42 accumulated angles / total duration

43 average speed

44 ratio of height and width

45 ratio of eigen values of signature shape vectors

46 zero-crossover at gravity center

47 ratio of left and right margin at gravity center

48 ratio of upper and lower margin at gravity center

49 number of strokes

50 duration of pen-up

51 duration of pen-down

52 accumulated angles / duration of pen-down

53 variance of speed

54 maximum speed

55 average-crossover of speed

56 total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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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함으로써 진서명과 모조서명을 구별하는 최적의 

경계면을 얻을 수 있다.

2.4. 검증 과정

테스트 서명 샘플 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식 (6)을 통해  ≧ 이면 진서명으로, 

  이면 모조서명으로 판별한다. 

  




               (6)

식 (6)에서 는 학습 샘플 에 대한 라그랑제

(Lagrange) 승수로 학습과정에서 얻어지는 값을, 는 

바이어스 값을 나타내며 ∙는 커널 함수에 해당한

다. 이 논문에서는 RBF(Radial Basis Function) 커널을 

사용하였다.

Ⅲ. 실험 결과

이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방법은 기존 서명 검증 방

법과 동일하며 기존 서명 검증 방법과의 차이는 모조 

서명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서명 검증 절차를 설명하지는 않으며 일반

적인 서명 검증 절차는 기존 논문[2]을 참고하면 된다.

3.1. 실험 데이터

실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9명의 

서명자가 참여하였다. 각 서명자로부터 시간차를 두고 

1회에 20개씩 5회에 걸쳐 총 100개의 서명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9명의 서명자 중 나머지 8명으로부터는 모조

서명을 획득하였다. 각 모조서명자는 진서명의 서명 과

정과 형태를 관찰한 후 모조를 시도하였으며, 모조서명

자당 50개씩 총 400개의 모조서명을 수집하였다. 즉, 진

서명 100개 모조서명 400개를 9명에 대해 수집하였다.

서명 검증은 진서명 중 개의 진서명 샘플과 개

의 모조서명을 임의로 선택한 후 SVM을 학습시켜 모

델을 생성하였다. 이 때 개의 모조서명에는 검증하

고자 하는 서명자의 모조서명에 해당하는 유형 1, 검증

하고자 하는 서명자 이외에 8명의 진서명에 해당하는 

유형 2, 검증하고자 하는 서명자 이외에 8명의 모조서

명에 해당하는 유형 3 등 3가지 종류의 서명이 포함된

다. 유형 2와 유형 3은 일반 필기 데이터로 볼 수 있으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서명 데이터의 특징값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은 세 가지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패턴 인식의 경우에서와 동일하게 진서명과 

유형 1의 모조서명만을 사용하였다(EX1 : ‘Basic’). 모

조서명의 수는 1개에서 10개로 변화시키면서 모조서

명의 개수에 따른 검증률 변화를 실험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진서명과 유형 1과 유형 2의 모조서명을 

사용하였다(EX2 : ‘+True Signature’). 유형 1의 모조서

명 개수는 0개에서 10개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고 

이 때 유형 2의 모조서명은 8개를 사용하였다. 세 번째

는 두 번째 실험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유형 2의 모

조서명이 아닌 유형 3의 모조서명을 사용하였다(EX3 : 

Fig. 2. Verification error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forgery samples

Fig. 1. Sample sign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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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ery Signature). 첫 번째 실험이 일반적인 실험 방

식과 동일하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실험은 일반 필기 데

이터를 모조서명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모든 실험에서 진서명은 20개를 사용하였으며 학습 

샘플은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테스트를 위해서는 학습

에 사용하지 않은 샘플 중 진서명 20개, 모조서명 50개

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로 주어진 값은 동일한 실험

을 1,000회 반복하여 평균한 값이다. 그림 2는 모조서명

의 개수에 따른 검증률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EX1에 

비해 일반 필기 데이터를 사용한 EX2와 EX3의 검증률

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서명자의 모조서

명을 사용한 EX3이 위조 서명의 개수와 무관하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것에서 모든 모조서명에는 진서명과 

구별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에서 주목할 점은 일반 필기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검

증하고자 하는 서명에 대한 모조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2의 실험 결과에서의 오류는 모조서명을 진서

명으로 인식하는 FAR(False Acception Ratio)과 진서명

을 모조서명으로 인식하는 FRR(False Rejection Ratio)

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그림 3과 그림 4는 그림 2의 오

류에서 FAR과 FRR을 나타낸 것이다. FAR의 경우 다

른 사람의 모조서명을 일반 필기 데이터로 사용한 EX3

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FRR의 경

우에는 일반 필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FAR에 비해 그 절

대적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큰 이점으로 볼 수는 없

다. 표 2는 실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Ⅳ.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서명 검증을 본인 확인을 위한 용도

로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점 중 하나인 모조서명 확보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 필기 데이터를 사용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반 필기 데이터는 검증하

고자 하는 서명자 이외 서명자의 진서명 또는 모조서

명을 사용하였다. 검증하고자 하는 서명자 이외의 서

명은 검증하고자 하는 서명과 형태상의 공통점을 찾아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필기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 결과 일반 필기 데이터를 사용

하는 경우 검증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모조서명 

없이도 서명 검증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진서명을 

일반 필기 데이터로 사용한 경우 모조 서명의 개수에 

따라 일반적인 서명 검증 방법에 비해 23~54% 검증률

의 향상을 보였다. 다른 사람의 모조 서명을 일반 필기 

데이터로 사용한 경우에는 26~59%의 검증률 향상을 

보였다. 가장 좋은 결과는 다른 사람의 모조서명을 일

반 필기 데이터로 사용한 EX3이지만, 다른 사람의 진서

명을 일반 필기 데이터로 사용한 EX2가 실용적인 응용

Fig. 3. False acception ratio (FAR)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forgery samples

Fig. 4. False rejection ratio (FRR)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forgery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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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3에 비해 EX2의 검

증률이 좋지는 않지만 일반 필기 데이터 샘플이 8개만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일반 필기 데이터의 

정의 및 수집을 통해 검증률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며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검증을 위해 진서명을 20개 사용하였

으며 56차원의 특징 벡터를 사용하였다. 보다 적은 수

의 진서명만을 학습에 사용하고, 따라서 낮은 차원의 

특징 벡터를 사용하는 방법 역시 향후 연구 과제로 남

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특징 기반의 검증이 아닌 시계

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신경망의 사용 등 다양한 검증 

방법에 관한 연구도 향후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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