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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조  근방법에 의한 서명검증은 서명을 부분획 단 의 집합 구조로 표 하여 서명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

에 서명의 국부 인 변화의 특성을 효율 으로 흡수하여 우수한 검증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용화할 

때 데이터의 크기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상 으로 요

한 부분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고정크기로 만듦으로서 데이터의 크기를 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고정된 

크기로 선택된 서 패턴에 해서 국부 인 변화도와 복잡도에 의한 가 치를 용한 결과, 더 좋은 검증율을 보

으며, 이 때 고정된 크기를 만들기 한 최소 크기의 참조 모델의 서 패턴의 개수는 일정 갯수의 범 에서 히 

고정될 수 있음을 보 다. 

ABSTRACT

The structural approach in the signature verification, representing a signature as a structural form of local primitives, shows an excellent 

performance since it counts in the local characteristics such as local variation, stroke complexity, and etc. However, this method has a problem 

of template data sizing which can not fix the number of subpatterns comprising a signature.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algorithm to 

reduce the signature data into a fixed size by selecting a fixed number of subpatterns which is considered as important parts. 

As a result, it shows more excellent performance when the fixed sized sub-patterns is applied with local weights extracted from vari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mplexities in local part. And the number of subpatterns representing a signature reference model can be fixed under a 

certain number of segments determined appropriately. 

키워드

고정크기 참조서명, 필기 분할, 온라인 서명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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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 인 서명 검증 과정
Fig. 1. General Process of On-line Signature Verification

Ⅰ. 서  론

정보화와 네트워크 시 가 도래함에 따라 수많은 정

보와 개인정보가 디지탈화되어 네트워크 환경에 노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보기기  데이터베이스 

근에 한 보안의 필요성이 한 문제 으로 두

되고 있다. 비 번호나 ID카드, 열쇠와 같은 기존의 보

안 방법은 유출, 분실, 훼손, 도난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 이를 보완하고자 지문, 홍체, 얼굴, 서명, 등의 생

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생체인식은 안 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미래의 사용자 인증기술로써, 미국

의 911 테러 사태이후 세계 으로 심이 더욱 집 되

고 있다.

이 , 서명은 다른 생체인식 방법에 비해 사람들에

게 친숙하며 상 으로 렴한 장비를 사용하여 단시

간에 본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요즘은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의 폭발 인 

보 으로 펜과 터치 인터페이스가 모바일 단말장치에 

일반 인 인터페이스로 보 됨에 따라 생체인식의 방

법으로 서명인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한, 국내 

자여권이 도입되어 생체 정보를 본인확인의 방법으

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지문 정

보 획득의 거부감으로 인해 얼굴 사진 만에 의한 본인

확인의 한계를 아직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할 

추가 인 생체정보로 서명이 하나의 안으로 생각될 

수 있다[1][2]. 

융카드나 교통카드, 그리고 자여권 등에 내장된 

스마트카드 칩은 제한된 컴퓨  환경을 갖는다. 특히, 

기록 가능한 기억장치인 EEPROM은 기껏해야 수십 

KB (64KB~80KB)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생체 데이터는 고정된 크기의 용량으로 제약될 수 밖에 

없다. 

서명검증의 문제는 특정인의 ID로 입력된 서명을 분

석하여 서명의 진  여부를 별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서명 검증 시스템이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

을 말한다. 서명 검증 시스템은 서명의 입력 방식에 따라 

온라인과 오 라인으로 구분된다.[3] 오 라인 검증은 

지면에 남겨진 서명을 스캐 나 카메라로 입력 받아서 

상 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며, 온라

인 검증은 서명자가 서명하는 순간에 태블릿과 자펜

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직  입력받아 사용하는 방법이

다. 그리고, 온라인 서명 검증의 방법으로는 함수  근

방법과 매개변수  근방법, 그리고 구조  근방법

으로 나 어진다. 이  매개변수  근방법은 고정된 

크기의 특징 데이터를 참조서명의 데이터로 장하지

만, 일반 으로 검증률이 좋지 못하다. 이에 반해, 함수

 근방법은 검증률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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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명의 분할
Fig. 2. Segmentation of Signature 

시간에 한 함수로 입력되는 서명데이터를 모두 장

해야 하므로, 서명에 따라서 장해야될 데이터를 고정

된 크기가 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  근 방법을 도입하여 장 

데이터의 크기가 사람들마다  유동 인 문제 을 해결

하는 즉, 고정된 크기의 서명 데이터를 얻고자 한는 방

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서명을 구조

으로 분석하여 요한 부분과 그 지 않은 부분을 구

분하여, 고정된 데이터 크기의 참조모델을 구성하는 

것이다. 

Ⅱ. 구조 인 서명 검증 기법의 개요

 

서명 검증을 한 일반 인 처리 과정은 그림 1과 같

이 등록 차와 검증 차로 나 어진다[3]. 등록 차는 

서명자의 고유 번호와 함께 서명 샘 을 입력받아 처

리 과정과 특징 추출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장

하는 단계이고, 검증 차는 입력 서명에 해 처리 과

정과 특징 추출과정을 거쳐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장

된 참조 서명의 특징 값과 비교하여 진 를 단하는 단

계이다. 두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 과정은 처리 과

정, 특징 추출 과정, 데이터베이스 등록과정, 비교과정, 

진  단과정 등이 있다. 

처리 과정은 특징 추출 방법에 따라 필요한 과정

이 달라지는데, 일반 으로 태블릿 표면의 미끄러움이

나 손의 떨림 등을 제거시키는 서명 획의 평활화

(smoothing), 서명의 회 (rotation), 크기(scale) 보정을 

행하게 된다. 

구조  서명 검증 기법은 서명의 분할(segmentation)

로부터 얻어지는 리미티  패턴을 서명의 최소 기

본단 로 하여 서명 체를 구조 인 계층 계로 구

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명 검증 과정을 행하는 방법

이다[4]. 

2.1 리미티  패턴의 정의

본 논문에서는 서명의 분할로부터 얻어지는 서명의 

최소단 인 리미티 는 최소 속력 을 분할 으로 

하여 얻어지는 부분획으로 정의하 다.

2.2 서 패턴의 형성  구분

 서 패턴의 모양은 리미티  패턴의 연결 형태

에 따라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서 패턴의 유형을 

두 개의 리미티  패턴을 결합시켜 단순 회

(rotate), 첨형(cusp), 종형(bell)의 3가지 유형으로 정의

하 다(그림 3). 

 (a)           (b)            (c) 

그림 3. 서 패턴의 유형
(a) 단순회  (b) 첨형 (c) 종형
Fig. 3. Types of Subpatterns
(a) Rotation (b) Cusp (c)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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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 크기가 고정된 구조  

서명 검증 

3.1 고정 크기의 서명 데이터 형성 과정

새로운 서명을 등록하는 과정은 서명자의 식별 번호

와 함께 M개의 진서명 샘 을 입력받아 진서명에 한 

참조 데이터를 만드는, 즉 고정크기를 형성하는 과정이

다. 일반 으로 진서명에 한 참조 데이터는 서명의 특

징과 단 임계치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서명을 서 패턴 단 의 세그먼트로 

구성하므로 서명에 한 특징은 각 세그먼트에 한 특

징 벡터들로 구성된다. 샘 들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

터들로 표 된 세그먼트들의 나열(sequence)을 비 참

조 모델이라 부른다. 비 참조 모델에 포함되는 각 세

그먼트들은 샘 들로부터 지정된 개수만큼 모양이 가

장 안정되게 나타난 부분들만을 추출하여 이들로부터 

특징 벡터를 얻도록 한다. 이때 안정되게 얻어진 부분

의 특징 벡터를 참조 모델이라고 부른다. 각 세그먼트

들에 한 요도를 반 하기 해 국부  가 치를 산

출하 다. 이 과정에서 국부 인 변화도와 복잡도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서명에 한 참조 모델은 안정된 

세그먼트로 선택된 부분의 특징벡터와 국부 인 가

치가된다.  

M개의 진서명 샘 들을 입력받아 참조 모델을 형성

하는 과정은 그림 4에서와 같이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서명 샘 들에 해 가장 안정된 세그먼트들의 특징 벡

터를 구한다. 분할  특징 추출 과정은 입력된 N개의 진

서명 샘 을 분할하여 각 세그먼트별로 특징을 추출하

는 과정이다. 동일 모양 서 패턴 매칭과정에서는 서명 

샘 들간에 동일 모양을 갖는 세그먼트들 간의 매핑 

계를 얻기 해 서 패턴 단 의 DP 정합을 행한다. 그

리고 다음 과정인 고정 세그먼트 그룹핑 과정을 거쳐서 

각 세그먼트들에 해 동일 부분으로 매핑된 샘  세그

먼트들을 그룹핑한다. 각각의 세그먼트들에 해 샘  

세그먼트들의 특징값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변별력 있는 안정된 서 패턴을 추출하여 최종 으로 

참조 모델 E를 구하게 된다. 

1. 분할  특징 추출

M개의 서명 샘 들을 속력의 국부극소 에 의해 서

명을 분할하고 서 패턴 단 로 특징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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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참조 모델 형성 과정
Fig. 4. Generation of Reference Model 

서명 샘 들의 집합을 S라 하자. 

     (1)

서명 샘  Sm이 분할 과정을 거쳐 서 패턴 단 의 

세그먼트들로 구성된 경우, 다음과 같이 표 한다.

  sm sm sm  snm  sNmm   (2)

여기서, Nm은 서명 샘  Sm의 세그먼트의 개수 

smn은 m번째 샘 의 n번째 세그먼트를 나타내는 특

징 벡터이다. 

snm  특징특징특징k 특징K 
 

  
  

 
 

 (3)

여기서, K는 특징의 개수이다.

2. 동일 모양의 서 패턴 매칭

김성훈[4]이 제안한 서 패턴 단 의 DP 매칭을 이용

하여 기  서명을 선택한다.

∈
mi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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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S i,S j)는 서 패턴 단 의 DP정합의 차

이 계산값이다.

특징들 설  명

1 세그먼트의 폭

2 길이

3 첫번째 피크의 폭

4 두번째 피크의 폭

5 두 원시 패턴의 연결 각도

6 세그먼트의 필기 시간

7 최  속력

8 평균 속력

9 최 속력 - 평균 속력

10 최  압력

11 최소 압력

12 평균 압력

13 최  압력 - 최소 압력

14 최  압력 -평균 압력

표 1. 세그먼트의 특징표
Table 1. Features of Segments

3. 고정세그먼트의 그룹핑

선택된 기  샘 을 각 세그먼트들에 해 매칭 워핑 

함수로부터 다른 샘 들에서의 세그먼트를 그룹핑하는 

과정(그림 5)이다. 

그림 5. 고정 세그먼트 그룹핑 과정의  
Fig 5. Example of Grouping Fixed Segments

4. 비 참조 모델 형성

비 참조 모델의 각 세그먼트들의 특징 벡터는 그룹

핑된 고정 세그먼트들로부터 특징 공간상의 심값과 

표 편차를 계산하여 구한다.

rn  mnn    ≦ n≦ Nr
mn     
n    

 (5)

여기서 번째 세그먼트에 하여, 은  특징 벡터의 

평균과 표 편차의 이며, 은 특징벡터의 평균값이

고, 은 특징벡터의 표 편차이다. 

5. 참조 모델 형성

변별력 있게 선택된 서 패턴 E은 그룹핑된 고정세

그먼트 집합에서 n번째 세그먼트의 비 참조 모델과 학

습 샘 들의 세그먼트간의 평균차이 값을 구하여 결정

한다. 이 평균값을 참조 모델의 국부 인 변화도 V라고 

정의하 다. 국부 인 변화도 V의 차이 값이 작을수록 

안정하고 변별력 있는 서 패턴이라고 정의하 다. 고

정 크기를 만들기 해 차이 값이 작은 순서로 고정된 수

의 서 패턴을 선택하여 장하 다. 

       (6)

vn=
1
M ∑

M

m=1
d(r n,s

m
n )   (7)


   












 



   (8)

여기서, 식 (8)은 n번째 세그먼트와 m번째 샘 의 n번

째 세그먼트와의 거리(Euclidean distance)이다. 

       (9)

여기서, e n은 비 참조 모델 집합 R에서 m번째 변

별력 있고 안정된 서명을 새롭게 n번째로 정의한 것이

다. 이때 서 패턴의 집합 E를 참조 모델(그림 6)이라고 

정의하 다.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1350

서명전체

구조적 분석

선택된 참조모델

부분

서명전체

구조적 분석

선택된 참조모델

부분

그림 6. 선택된 참조 모델 집합의 
Fig 6. Example of Selected Reference Models Set 

3.2 국부  가 치 

세그먼트에 한 가 치는 국부 인 변화도와 복잡

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4] 변화도는 모든 세그먼트들

의 국부 인 변화도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복잡도는 

Plamondon[5]의 정의에서 서 패턴 유형의 반복에 의한 

감쇄효과를 추가하여 산정한다.[4]

변화도와 복잡도를 동시에 고려한 국부  가 치 

는 다음과 같이 n번째 세그먼트의 변화도 
과 복잡도 


  두 요소의 기하 평균으로 산정한다. 

       

     
           (10)

3.3 서명 검증

단 임계치의 설정은 기존의 변화도에 의한 설정 방

법, θ=C⋅μ을 이용하 다[6]. 

입력된 서명 T와 참조 모델 E와의 동일한 형태를 갖

는 세그먼트들끼리의 매핑 계를 얻기 해 세그먼트 

단 의 DP 정합을 하여 체 상이도는 다음식과 같이 정

의된다.  

 









  



 ⋅
   (10)

Ⅳ. 실험 결과

  

실험을 한 데이터는 총 10명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서명은 진서명 70, 모조 서명 각 50개로 구

성되어 있다. 모조 서명은 10개의 진서명에 해 각각 서

로 다른 모조자를 정하여 1개월간의 모조 훈련을 거친 

후, 1인당 50개의 샘 을 획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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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구조  방법의 검증률 

(a) 가 치를 용하지 않은 검증 오류율
(c = 1.1일 때, 최소 오류율 7.1%) 
(b) 가 치 산출시의 검증 오류율 
(c= 1.1일 때, 최소 오류율 6.6%)

Fig. 7 Performance of Structural Approach
(a) Error-Rate Curve of Applying No Weight-factor 
(when c = 1.1, Minimum Error Rate is 7.1%)
(b) Error-Rate Curve of Applying Weight-factor 
(when c = 1.1, Minimum Error Rate is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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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고정 크기에 따른 Error Trade-off 곡선
Fig. 8 Error Trade-off Curves in Fixed-number Segments

실험은 진서명 샘 들에서 20개의 샘 들을 임의로 

추출하여 등록과정에 사용하 고, 유형 I 오류 실험 샘

로 진서명의 등록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50개의 샘

들을, 유형 II 오류 실험 샘 로 50개의 모조서명 샘 들

을 사용하 다. 그리고 10사람의 서명을 분할하여 형성

된 서 패턴의 평균 개수는 11～56개이다. 

그림 7은 구조  방법에 의한 서명 검증에서 서 패

턴에 한 국부  가 치를 용하 을 때의 성능의 향

상을 보이기 함이다. 그림 7-(a)에서 균등한 가 치로 

모든 서 패턴을 사용하 을 때 평균 에러률 7.1%이고, 

그림 7-(b)에서 국부  가 치를 용한 경우 평균 에러

률 6.6%를 얻었다. 

최 의 고정된 서명 데이트의 크기를 얻기 한 실

험은 서 패턴의 갯수를 여가면서 검증률을 구하는 

실험을 행하 다. 그림 8의 실험 결과에서 보면, 참조 

모델의 개수가 30개일 때 메모리와 검증률 측면에서 

최 의 성능을 나타내었고, 이 때의 평균 에러율은 

8.9%이며, 참조 모델의 장용량은 약 1.8KB가 요구

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서명 검증을 해 요한 부분을 선

택하여  데이터의 크기를 고정된 크기로 사용하는 구

조  근 방법을 제안하 다. 서명의 요 부분들을 

선택하기 해서 변화도 정보와 복잡도 정보를 이용

하여 참조 모델을 형성하 다. 이러한 국부  변화도

와 복잡도를 바탕으로 한 국부  가 치 정보를 이용

하여 서 패턴의 선별  용이 가능하므로, 고정된 

개수의 서 패턴을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고정된 개수로 선택된 서 패턴에 해서 국부 인 

변화도와 복잡도에 의한 가 치를 용한 결과, 가 치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은 검증율을 보 으며, 

이 때 고정된 크기를 만들기 한 최소 크기의 참조 모델

의 서 패턴의 개수는 일정 개수의 범  내에서 함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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