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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3월 5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DMV가가가가 얼굴인식얼굴인식얼굴인식얼굴인식 기술을기술을기술을기술을 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 13,000건의건의건의건의 신분신분신분신분 사기를사기를사기를사기를 조사했다고조사했다고조사했다고조사했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2010년년년년 이래이래이래이래 조사로조사로조사로조사로 인해인해인해인해 2,500여여여여 명이명이명이명이 체포되고체포되고체포되고체포되고 5,000여여여여 명이명이명이명이 행정행정행정행정 조치에조치에조치에조치에 직면직면직면직면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얼굴인식 기술이 3년전에 구현된 이래 뉴욕주 차량부(DMV)가 

13,000건의 신분 사기 혐의를 조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로 인해 2,500여 명이 

체포되고 5,000여 명이 행정 조치에 직면하였습니다.  

 

“DMV의 효과적인 얼굴인식 기술 사용은 우리 주 정부가 뉴요커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 21세기 

세계로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성공적으로 우리 도로에서 

위험한 운전자를 몰아내고 범죄자들을 추적하며 납세자 달러를 보호함으로써 뉴욕주가 신분 

사기를 용납하지 않으며 신분 사기 시도자를 붙잡을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인식 기술 사용의 비범한 결과를 보았습니다”라고 DMV 부장 Barbara J. Fiala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신분 사기 시도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기술을 

구현한 현장수사과(DFI)에 찬사를 보냅니다.” 

 

“얼굴인식 기술은 신분 절도와 싸우는 우리 수사관들을 위해 극히 소중한 도구였습니다”라고 

DMV의 현장수사과장 Owen McShane이 말했습니다. “이 주도권은 뉴욕주의 하이웨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희생시켜 사기를 저지르려고 시도한 

많은 사람들을 식별하였습니다.” 

 

2010년 2월에 DMV는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는데, 그것은 2개 이상의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식별 문서를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분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면허 정지 회피, 신분 절도, 금융 사기 저지름 또는 경찰 또는 교통 

보안관에게 허위 신분증 제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인식 기술은 

또한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면허 등급을 변경하는 사람이 해당 면허증을 원래 발급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한 명의 운전자, 한 개의 면허”라는 

DMV의 목표를 추진하고 하이웨이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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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소프트웨어는 DMV의 디지털 얼굴 사진을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변환시킵니다. 훈련된 

요원이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유사한 알고리즘을 갖는 것으로 식별되는 사진 이미지를 

매칭시킵니다. 이 검토에는 DMV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 약 2천만 장의 사진뿐만 아니라 

DMV에서 매일 촬영되는 새 사진들도 포함됩니다. DMV는 각 신청자에게 한 개의 신분증만 

발급하려고 노력합니다. 새 사진이 관련된 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ID는 매칭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사진을 훈련된 요원이 검토할 때까지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분증 추구는 허위 

서류 제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University at Albany의 교통안전관리연구원(ITSMR)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2개 이상의 

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식별된 대상자들의 운전 기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DMV를 도왔는데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식별된 대상자의 약 50%가 한 개의 유효한 NYS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서 정지 또는 취소된 두 번째 면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식별된 대상자의 약 20%가 모든 알려진 기록에 의거 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식별된 대상자의 약 30%가 복수의 유효한 면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가에는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식별된 사람의 운전 이력과 나머지 뉴욕주 운전면허 모집단과의 

비교도 포함되었는데 다음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 뉴욕주 전체 면허 운전자의 42%에 비해 63%가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 주 전체 면허 운전자의 2%에 비해 9%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 전체 면허 운전자의 9%에 비해 29%가 휴대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 전체 면허 운전자의 7%에 비해 46%가 무면허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 전체 면허 운전자의 21%에 비해 56%가 안전벨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 전체 면허 운전자의 11%에 비해 35%가 2004년 11월 18일 이후의 어느 시점에 18개월 

기간 내에 면허증 기록에 6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었습니다. 

 

DMV의 얼굴인식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중범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 지난 3년 동안 DMV는 한 개의 면허 기록 하에 미결 중범죄자 영장을 가지고 있고 영장이 

없는 대체 이름 하에 새로운 뉴욕주 ID를 확립한 100여명을 식별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상자 

중 한 명은 1993년 Nassau 카운티에서 은행을 턴 후 17년 동안 도망다닌 사람이었습니다.  

• 테러리스트 감시 리스트에 올라 있는 두 명의 대상자들이 “깨끗한” 새 이름 하에 추가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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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된 한 여성은 한 이름, 생년월일 및 사회보장번호 하에 유효한 D급 운전 면허를 갖고 

있고 다른 이름, 생년월일 및 사회보장번호 하에 비운전자 ID도 갖고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여성은 사회보장청과 뉴욕주 보험 기금으로부터 사기 급여로 총 $525,000를 받았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중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한 이름, 생년월일 및 사회보장번호 하에 면허를 받고 뉴욕주에서 CDL 스쿨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이 다른 이름, 생년월일 및 사회보장번호 하에 비운전자 ID도 갖고 

있었는 데, 범칙금 미납으로 여러 번 면허가 정지되어 있고, 마약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로 그의 면허권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상자는 복수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더 이상 스쿨버스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 체포된 어떤 대상자가 한 이름, 생년월일 및 사회보장번호 하에 유효한 뉴욕주 운전 

면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 하에 두 번째 뉴욕주 운전 면허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2003년 이래 DWI 유죄 판결로 취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 하에 세 번째 면허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해소되지 않은 DWI 체포와 

6건의 이사 위반 벌금 미납으로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상자는 체포된 후 법원 명령 

정지를 위해 생성된 또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의 네 번째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대상자는 복수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기록들은 통합되었고 그의 

면허권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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