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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Big Data를 활용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chine Learning과 Deep 
Learning을 이용하여 음성 Big Data를 활용한 이미지 시각화를 통해 보이스 피싱 등 여러 범죄에 도움

이 되게 하고 그 외의 음성과 얼굴 매칭을 통한 새로운 보안시스템  다양한 시 지 효과들을 기

하는 서비스를 기술한다.

 

1. 서론

    보이스 피싱, 납치, 미제사건 등 매년 꾸 히 발생하

고 피해가 지 않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에 한 

정보가 부족하여 검거를 하지 못하거나, 수사진행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한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 

범죄자들의 수법이 나날이 발 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 발

생건수가 증하기도 했으며 피해액 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범죄의 경우 범죄자에 한 음성정보는 가

지고 있으나 시각 인 정보는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부

분이고 그 기에 수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 에 기 하여 4차 

산업의 요한 부분  하나인 빅 데이터와 이미 다방면

에서 활용 되고 있는 얼굴인식 기술, 음성인식 기술을 결

합하여 음성만으로 이미지를 시각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역으로 이미지만으로 략의 음성을 도출하는 기술을 구

상하게 되었다.  

(표 1) 연도별 보이스 피싱 발생 황 

2. 련연구

2.1 Machine Learning 과 Deep Learning의 기  

가치 증가

    4차 산업 명이 두 화 되는 이 시 에서 Machine 

Learning은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기 인 기술이다.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발달은 지  활동의 자동화에 한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에서 그  효과가 매우 크고 

범 할 것으로 망된다. 인공지능 기계학습은 많은 양

의 데이터가 발생하는 Big Data나 사물인터넷 시 에 필

수 인 핵심 SW 기술이다. Machine Learning과 더불어

서 Deep Learning 한 크게 기 되고 있다. Deep 

Learning은 다양한 분야에 용되어 기본 방법을 압도하

는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시스템의 실용화에 한 기 를 

높이고 있다. 가장 표 인 로 오바마 선거캠 의 유권

자 맞춤 선거 략이 있다. 미국의 오바마 통령의 재선

캠 에서는 Big Data와 기계학습을 효과 으로 이용한 사

례로 손꼽힌다. 근사 으로 근하던 모든 데이터를 수치

화 하고 그 값을 바탕으로 효율 으로 자원을 분배하 다. 

한, 유권자들을 투표성향, 성별 인종 등으로 나 어 유

권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성향에 

다라 다른 략을 사용하 다. 이와 같은 기법은 선거 자

 모 에도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기계학습을 활용한 덕

분에 오바마 통령은 선거를 매우 효율 으로 치를 수 

있었다[1].

2..2 Big Data 기반 범죄 방

    2015년 7월에 높은 치안을 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경

찰청은 Big Data 기반으로 범죄를 측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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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기로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래부

와 경찰청은 다크넷을 분석해서 범죄 발생을 상하는 시

스템도 연구·개발 이다. 2018년에 도입할 것으로 상한

다. 참고로 다크넷은 범죄자들이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포

털 사이트를 지칭하는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범죄모

의 내용을 사 에 악할 수 있으므로 범죄 발생을 사

에 방지할 수 있다. 앞으로 국내에도 Big Data를 활용해

서 범죄 측 시스템 도입이 확산될 망이다. 화 마이

리티 리포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범죄 측이 이제 

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2].

3. 본론

3.1 Big Data와 Machine Learning 이용한 이미지 

시각화 방법

   본 연구에서는 Big Data를 이용한 얼굴 이미지 시각

화 서비스를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먼  기 데이터를 수

집한다. 기  데이터란 음성 데이터와 얼굴 데이터를 의미

하는데 이러한 기  데이터를 정형화 데이터로 변환한다. 

그 후 R언어의 분석 알고리즘을 용 후 DB 재를 한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을 용하여 알고리즘을 이용한 패턴

을 생성하고 시각화 패키지를 이용하여 이미지 시각화를 

한다. 

(그림 1) 서비스 순서도

의 순서도 는 Big Data의 세부 작업을 제외한 간

략한 순서도이다. Big Data의  변환은 아래의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다[3][4].

(그림 2) Big Data 변환과정 포함한 흐름도

에서 언 하 듯이 비정형화된 Big Data들을 정리

하는 작업으로 데이터 클리닝  통합 작업을 실시

한다.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통한 Data  음성 

Data와 얼굴 Data를 선별  변환을 한다. 그 후 데

이터의 70%는 모델링 작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30%

는 실사용을 한 테스트 데이터 작업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마이닝 기

법을 용시켜 패턴을 추출해 냄으로써 이미지 시각

화 작업을 완료한다.

3.2 제 안모 델 의 상세  근 방법

    본 연구에서는 Big Data,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등의 기술들이 융합된 상황을 고려한

다. 이러한 기술들은 최근 많은 심과 4차 산업

명을 이끌고 있는 주요한 기술들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인공지능 부분으로 Machine Learning 과정

의 지도학습에 을 두었다. Machine Learning의 

필수 요소인 Data, Running Model을 음성 Data와 얼

굴 Data로 을 맞추었다. Machine Learning에서는 

수많은 시, 이블 의 집합이 한 덩어리의 데이

터가 되어 기계로 달되기 때문에 시에는 음성 

Data, 이블은 얼굴 Data로 설정 하 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서비스는 Input값과 Output값을 알고 있으

므로 가장 한 역  알고리즘을 용하여 

Machine Learning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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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역  알고리즘[5]

4 . 결론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서비스는 수사망을 좁 주

고, 검거율을 높일 수 있다.

음성으로 이미지를 시각화를 시키고, 이미지로 음성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보만으로도 상이 

과범인지 유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설령 범이라 

할지라도 수사망을 좁힐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

기이다. 본 서비스가 활성화 된다면 기존의 성문분

석기술과 3D 몽타주 기술 등 과 같이 다양한 시

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므로 범죄에 

한 검거율이 증 될 것이며 검거율이 높아진다면 

결과 으로 범죄 방 효과도 가져오게 되면서 주 피

해자인 20~30  여성들 뿐 아니라 모든 연령 의 국

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게 될 것 이며 치안유지 부

분에 효과 일 것이다. 나아가서 음성과 이미지 매

칭을 활용하여 새로운 보안시스템도 구축 할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한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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