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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 은 스팸이나
로봇에 의한 사이트 자동가입, 계정 생성방지 도구로써, 인간의 우수한 가독성을 통해 특정 언어 또는 그
림을 해독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독하기 어려운 기호, 글자
등을 재입력하도록 하여 스팸을 위한 자동화 도구 등을 무력화 시키는 보안 기술이다. 기존에 사용되어왔
던 CAPTCHA 시스템은 텍스트 기반 시스템이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되었던 텍스트 기반의 CAPTCHA
방식은 웹봇 또는 이미지프로세싱, 머신 러닝 또는 문자 인식 알고리즘을 통하여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Text 기반의 CAPTCHA 시스템과는 달리 이미지 기
반의 새로운 CAPTCHA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서브 이미지를 0, 90, 180, 270 도로 4 가지의 방향중
임의적으로 회전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교정을 요하는 CAPTCHA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 서브 이미지
를 이용한 CAPTCHA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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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터넷의 도래로 많은 웹 페이지 이용 및 생성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웹 페이지 이용
및 웹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현재 인터넷
의 사용자는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많은 홈페
이지들의 생성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시판 이용자들 간의 정보 교환 및 서로의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또한 토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웹봇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가공적인 사용자 등록을 통한 무분별한 스팸 정보 기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보기입을 막기 위해 사용자 등록 또는 게시판에 정보를 기입할 경우, 웹봇과 실제 사용자
를 식별하기 위하여 CAPTCHA 시스템을 도입하였었다. CAPTCHA(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 은 이러한 홈페이지의 무분별한 자동가입, 계정 생성방지 도구로
써, 실사용자를 구분 지을수 있는 방법이었다.
또한 HIP( Human Interaction Prrof )[2] 방식또한 CAPTCHA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이다. 기존에 존재
하는 CAPTCHA, HIP 방식은 텍스트 기반의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텍스트 기반의 CAPTCHA, HIP 시스템들
은 머신러닝[6] 을 통하여 쉽게 통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6]. 기존에 존재하는 텍스트기반 CAPTCHA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다.그림 1 에 a) 와 같은 시스템은 너무 명확한 문자로 CAPTCHA 시스템이 제공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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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장 일반적인 글자를 이용한 CAPTCHA 시스템. a) 와 같은 경우 너무 명확한 문자로
제공되어서 이미지 프로세싱 또는 문자인식을 통하여 쉽게 통과 할 수 있다. b) 와 같은 경우
이미지 프로세싱이 통과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으나, Projection-based segmentation algorithm
을 사용하면 문자열을 덮고 있는 선들을 제거할 수가 있다. c) 와 같은 경우 사용자마저도 통과
하기 힘든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자 인식을 통한 시스템은 컴퓨터
가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사용자에게 어려움이 많은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한다.
문자 인식 프로그램 또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하여 웹봇이 쉽게 통과할 수 있다[10]. b) 와 같은 예제는 문자
인식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식하기 힘든 점이 있으나, Projection-based segmentation 알고리즘을 통하여 문자
들을 덮고 있는 선을 제거 할 수 있다[3]. b ) 에 존재하고 있는 선을 제거한다면 a) 와 같은 예제가 되므로
문자 인식 프로그램을 통하여 웹봇이 쉽게 통과할 수 있다. c) 와 같은 경우는 글자위에 존재하는 선을 더 굵게
하여 CAPTCHA 시스템이 제공되었으며, Projection-based segment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선들을 제거할
수 없지만, 사용자에게도 제공되는 CAPTCHA 시스템내에 있는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효과적인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한다[3].
최근 이미지 기반 CAPTCHA 시스템이 개발되었다[4]. 그림 3 와 같은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은
원안에 이미지를 담아서, 임의적으로 원을 회전시킨뒤 사용자에게 이미지 교정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보다 쉬운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하였으나, 상하가 구분이 없는 사진은 사용자에게 어려움을 제
공한다. 상하 구분이 없는 사진이 사용자에게 어려움을 제공하는 이유로 인하여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에 제한이 주어진다.
그림 2 은 Assira CAPTCHA 시스템이다. Assira CAPTCHA 시스템[5] 은 각각 개와 고양이가 담겨있는
총 12 장의 사진을 제공한 다음, 그중에서 고양이의 사진을 선별해내는 것이다. Asirra 시스템에서는 컴퓨터는
동일한 색을 지닌 개와 고양이의 선별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Asirra CAPTCHA 시스템은 사람은 30 초안에
99.6% 의 확률로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sirra CAPTCHA 는 머신러닝을 통하여 82.7%
로 Asirra CAPTCHA 시스템을 패스하였다[11]. 이렇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중에서 특정 사물이
존재하는 사진을 선별해내는 CAPTCHA 시스템은 머신 러닝을 통하여 쉽게 통과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현재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컴퓨터는 통과하
기 어려운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생각 하였으나, 머신 러닝, 수직, 수평기법, 이미지 프로세싱등 기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통과할 수 있었다.
그림 4 는 공원에서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그림 4 에 존재하는 공원의 사진에서 2 개의 서브 이미지
a),b) 를 추출하였다. 서브 이미지 추출시 이미지에서 임의적으로 위치를 선정하여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다. 이
렇게 추출된 서브 이미지를 4 가지의 방향 0, 90, 180 그리고 270 4 가지의 방향으로 임의적으로 회전을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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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ssira CAPTCHA 시스템이다. Assira CAPTCHA 시스템은 12 장의 사진을 제공한 후,
12 장의 사진에서 고양이의 사진을 선별해 내는 것이다. 각 사진마다 Adopt me 를 클릭하였을
경우 확대된 사진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Assira CAPTCHA 시스템은 사람은
30 초 안에 99.6% 의 확률로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 (a)-(e) 는 Assira 에서 발췌한
대표적인 개, 고양이 이미지 5 개 이며, (f) 는 Assira 시스템이다.

(a)

(b)

(c)

그림 3.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이다[4]. 원안에 이미지를 담아서 임의적으로 회전시
킨 후 사용자에게 교정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미지 기반의 시스템이라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
공할 수 있으나, 상하 구분이 없는 사진의 경우 사용자에게 어려움을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에
제한적이다.(a) 와 같은 예제는 정확하게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 그림이며, (b) 의 경우 방향은
잡을 수 있지만 정확한 방향이 다소 모호한 경우, (c) 는 이미지에 특별한 의미적 개체 (semantic
cue) 가 없어서 전혀 방향을 가름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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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반적인 사진이 주어지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CAPTCHA 시스템은 임의적으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다. a) 와 같은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경우 0, 90, 180 그리고 270 도 와 같은
4 가지의 방향으로 임의적으로 이미지 회전을 통하여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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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 장의 사진에서 여러 장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 것이다. 본 예제는 한장의 사진으로
부터 a), b), c), d) 와 같이 총 4 장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였으며, 얼굴인식을 기피하기 위하여
서브 이미지에는 사람의 얼굴 전체가 들어간 사진은 필터링을 통하여 제외 시켰다. 4 장의 사
진에는 사람 얼굴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으나,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는 인식할 수 없으며,
사람은 이러한 의미있는 사진을 쉽게 교정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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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올바른 교정을 요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이다. 그림
4 하단에 보이는 서브 이미지 a) 에 대하여 4 가지의 방향 0, 90, 180, 270 도의 회전시킨 4 가지의 서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b)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경우 a) 와 b) 같은 서브 이미지로 하여금 올바른 교정을 요한다면
쉽게 교정을 할 수가 있다.

2

시스템 구조

본 단락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소개한다. CAPTCHA 시스템이 가져
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자동생성 및 데이터의 다양성, 간편한 User Interface 와 쉬운 난이도 그리고 웹봇 방지
이다. 즉, 실사용자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사용자는 통과 하기 쉬운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하며, 컴퓨터에
게는 어려운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15]. 텍스트기반의 CAPTCHA 시스템은 텍스트의 조합으로
자동 생성과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 기반 CAPTCHA 에서는 이러한 조합에 의한 생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미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CAPTCHA 시스템은 기존의 방
식과는 달리 일반 사진의 일부분 즉, 전체 이미지가 아닌 서브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는 본 시스템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로서 하나의 이미지 (사진) 내에서 많은 량의 서브이미지 추출이 가능하므로 데이터의 다양성이 보장된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CAPTCHA 시스템의 데이터로 일반적으로 촬영한 1,850 장의 사진이 있다. 우리는 이
1,850 장의 사진에서 약 100,000 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수가 있다.

(a)

(b)

(c)

(d)

그림 6. 서브 이미지의 추출이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서브 이미지들이다. a) 와 같은 사진
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선줄 사진이다. 사용자는 이러한 서브 이미지는 사용자가 이미지
교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진이다. b) 역시 건물의 일부분을 담아온 사진이지만 사용자가 이미지
교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진이다. c) 와 같은 예제는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마루 바닥을 뜻
하는 사진이나 이미지 교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진이다. d) 와 같은 경우도 식물을 촬영한 사진
이란걸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이미지 교정은 어렵다.

시스템의 동작 방식은 추출한 서브 이미지를 0, 90, 180, 270 도로 랜덤하게 회전시키고 사용자는 간편한 마우
스 클릭을 이용하여 추측되는 원래의 Orientation 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서브 이미지 추출 시 이미지의 비율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추출할 수가 있다. 하지만 서브 이미지의 추출하여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할 시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이미지가 추출될 수가 있다. 그림 6 과 같은 사진은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는 이미지라 할 수가 있다. 그림 6 에 있는 사진의 경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의 촬영된 이미지 또는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색상의 비율 그리고 모호한 Edge 의 방향에 의해 인식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된다. 그림 14 는 일반적으로 촬영한 2 개의 사진을 볼수가 있다. 이 두 사진에는 색상의 분포도가 고
르지 못하다. (a) 에 존재하는 빨간 박스에 따라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경우 사용자에게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이미지가 될 것이며, b) 에 존재하는 빨간 박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모호함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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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하여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색상의 비율, 너무 가까운 촬영 거리 (Zoom 고려) 를 자동 Curation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한 웹봇 방지를 위하여 사람의 전체 얼굴이 나오는 서브이미지는 얼굴인식
프로그램[20] 을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그림 7. 좌측의 이미지의 경우 컴퓨터는 얼굴인식을 통하여 이미지에 회전을 가하여 올바른 교
정을 할 수 있지만, 우측의 경우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통하여서는 얼굴을 인지 할수가 없으므로
컴퓨터는 올바른 교정을 할 수 없지만, 사람에게는 통과하기 쉬운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림 7 은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가 얼굴 인식을 통하여 쉽게 교정할 수 없는 서브 이미
지를 추출한 예제이다. 그림 5 는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브 이미지 추출시 얼굴 전체의 모습이 담
겨져 있는 사진을 회피하여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 것이다. 본 예제는 한장의 사진으로 부터 총 4 장의 사진을
추출하였으며, 4 장의 사진에는 전부 얼굴의 부분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어 의미있는 사진이 되어 사용자에게는
교정이 쉬운 이미지가 될수 있으며, 컴퓨터에게는 어려운 이미지로 될수 있다. 또한 옷과 같은 색상 분포도가
적은 서브 이미지의 경우는 필터링을 통하여 서브 이미지로써 추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서브
이미지 추출시 색상 분포도가 적은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지 않기 위하여, 서브 이미지에 존재하는 색상을 총 25
가지의 색상으로 변환한 다음,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색상이 55% 이상이 된다면 서브 이미지를 추출 하지 않기로
하였다[12]. 서브 이미지 추출한 뒤, 25 가지의 색상으로 변환하였을 경우 성능면에서도 향상된 성능을 보이며
사람이 가장 선별하기 쉬운 색상의 갯수는 25 가지이므로 서브 이미지에 존재하는 색상을 25 가지로 변화하여
필터링을 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 회전된 이미지를 찾는 많은 방법들이 공개되어 있다[19, 9]. 기존에 있는 방법들은 머신 러닝[14,
16] 모서리, edge 등으로 찾는 방법, 사진 내에 존재하는 수직, 수평들을 탐지하여 찾는 방법, 벡터머신을 이용하
여 하늘을 Detection 하는 방법, 사진 내 얼굴을 인식[17] 하여 회전된 이미지의 원래 방향을 찾았다. 그러나 본
시스템에서는 전체 이미지가 아닌 서브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한 서브 이미지 추출시 앞서 설명하였던 25
색상 테이블을 이용하여 하늘과 같은 단일 색상또는 색상 균포가 균일하지 않은 것은 서브 이미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이미지 교정 방법으로는 자동으로 방향을 찾기 힘들다.
그림 8 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순서를 나
타내고 있다.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은 총 4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DB1, DB2 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임의적으로 이미지를 선택한다. 임의적으로 선택된 이미지에서 서브 이미지를 임의적 좌표
에서 비율에 따른 크기에 따라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다. 추출된 서브 이미지에 대하여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필터링을 통하여 얼굴 인식 또는 색상 분포도에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임의적으로 이미지를 선택하여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다. 필터링에서 통과되어 서브 이미지가 갖추어지면 서브 이미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미
지 회전을 가할 수 있는 User Interface 를 제공한다. User Interface 가 갖추어지면 본 시스템은 N 개의 서브
Copyright © Graphics Application Lab. Pusan National University

PAP - CAPTCHA - 001, OCTOBER 2009

8

그림 8. 본 논문에서 제시한 CAPTCHA 시스템에서 서브 이미지가 제공되는 순서도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9. 이미지의 크기에서 10% 의 배율 크기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한 것이다. 지금 제공된 것은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제공된 것이다. 좌측 2 개의 서브 이미
지는 색상 분포도가 균일하지 않거니와 사람이 인식 할 수 없는 서브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우측의 2 개의 서브 이미지는 사람의 얼굴이 포함되어 있어 컴퓨터에게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서브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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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제공하여 N-1 개의 이미지에 대하여 교정에 성공 하였을 경우 CAPTCHA 시스템에서 패스하였다고
가정한다. DB1 에 해당하는 사진은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대부분의 사진이 풍경용 사진이며, DB2 에는 일반적

그림 10. 본 논문에서 제시한 CAPTCHA 시스템에서 서브 이미지 추출시 10% 의 비율로 추
출하여,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한 것이다.

으로 촬영한 사진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들이 많은 수직, 수평 선들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진의
윗부분이 밝거나, 하늘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본 시스템에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기 때문에 수진 수평 선분
이 있다 하여도, 이미지의 회전을 가한 이미지에도 똑같은 수직 수평 선분이 존재하며 컴퓨터는 이러한 수직,
수평 선분을 통하여 이미지를 교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 이 수직, 수평 성분이 아닌 사진이 내포
하고 있는 의미로 이미지 교정에 임하기 때문에 교정에 큰 어려움은 없다. 또한 하늘과 같은 윗부분이 밝거나
단일 분포 색상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25 색상 테이블을 이용하여 서브 이미지로 하여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역시 이미지 교정에 어려울 것이다.

그림 11. 본 논문에서 제시한 CAPTCHA 시스템에서 서브 이미지 추출시 30% 의 비율로 추
출하여,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한 것이다. 사용자가 CAPTCHA 에 임하기 전 CAPTCHA
시스템의 스냅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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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와 같은 경우는 필터링을 통하지 않고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한 것이다. 즉,
얼굴 인식, 25 컬러 색상 테이블을 통하여 필터링을 하지 않고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한 것이다. 그림 9 좌
측 2 개의 서브 이미지는 색상 분포도가 균일하지 않거니와 사람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즉, 의미가 내포되지
않은 서브 이미지로 교정이 있어서 사용자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예제이며, 우측의 2 개의 이미지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컴퓨터에게는 비교적 쉬운 교정을 할 수 있는 예제가 될 수
있다.

그림 12. 11 에서 제공된 CAPTCHA 시스템에서 올바른 이미지 교정을 한 뒤의 스냅샷이다.

본 논문에서 제공한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이다. 그림 10 의 경우 색상 분포도, 얼굴 인식을
통한 필터링을 통하여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 것이다. 하지만 너무 작은 비율로 추출한 결과 사용자가 의미 있는
서브 이미지를 찾기 힘들거니와, 교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제공하는 예제이다. 그림 11 와 같은 예제는 원 이미
지에서 30% 의 확률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10% 비율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 것 보다 서브 이미지내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이미지 교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못느끼는 예제가 될 수 있으며, 그림 12
은 사용자가 이미지 교정을 통하여 서브 이미지 전체에 대하여 정답을 제공한 예제이다.

3

실험
본 단락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던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을 통하여 실험한 결과에 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서브 이미지에 실험은 약 50 명가량의 사용자들을 통하여 시행되
었다. 실험에서 제공된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은 서로 다른 8 장의 이미지에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 뒤, 각 이미지에 회전을 가한 뒤 제공되었다.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시 총 10%-40% 까지의 비율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 하여 총 7 가지 크기의 서브 이미지 크기에 대하여 실험 하였다. 일반적인 사진에서 35% 크기의
비율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에서의 성공률은 약 97.4% 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사용자가 CAPTCHA 시스템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9.2 초가량이 소요되었다.
그림 9 에서 알수있듯이 일반적인 촬영된 사진에서 10% 비율의 크기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였을때, 색상
분포도 균일 하지 못하고 또한 서브 이미지 내에 의미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이미지 교정에 있
어서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판단되었다. 30% 이상의 서브 이미지 추출은 사용자에게 이미지 교정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컴퓨터에게 쉽게 통과할 수 없는 이미지를 추출되어 30% 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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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서브 이미지의 추출시 40% 의 확률로 추출한 CAPTCHA 시스템이다. 필터링을 통
하여 제공된 서브 이미지이며, 사용자가 CAPTCHA 시스템에도 임하였을때 의미 있는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브 이미지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a)

(b)

그림 14.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다. 이 두 사진에는 색상의 분포도 고르지 않다. 만약, 사
진에 보이는 빨간 박스들이 서브 이미지로 추출되어, 본 논문에서 제시한 CAPTCHA 시스템에
서브 이미지로 제공된다면, 사용자들에게는 통과하기 쉬운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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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실험 그래프

SIZE

0.1 0.15 0.20 0.25 0.30 0.35

0.40

tester 1 77.4 80.2 85.7 84.9 94.9 97.6

98.5

tester 2 73.4 76.4 80.7 82.1 88.8 98.6

98.1

tester 3 78.4 79.1 80.1 87.2 88.1 97.7 100.0
tester 4 75.1 74.5 83.9 86.3 91.5 98.4

98.2

tester 5 72.6 81.2 80.1 83.2 91.1 96.8

98.1

tester 6 75.9 78.2 79.4 86.9 93.5 97.5 100.0
tester 7 74.9 75.1 82.4 85.7 88.3 98.7

98.5

tester 8 75.5 74.3 81.2 81.2 94.8 96.4 100.0
tester 9 73.9 80.2 78.5 81.2 88.1 96.4

98.1

tester 10 74.6 77.3 79.2 87.1 93.1 97.2

98.4

Average 75.1 77.6 81.1 84.4 91.2 97.4 98.7
표 1. 10 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8 개의 서브 이미지로 이루어진 CAPTCHA 시스템을 실험한
테이블이다.
15 에서 5% 비율로 추출된 서브 이미지의 경우 CAPTCHA 시스템에 임하였을 경우는 정답률이 0% 에 가까웠
고 서브 이미지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정답률이 높아 지는 것을 볼수 있으나, 30% 에 가까울수록 증가량이
적어지는 것을 알수가 있다. 그리하여 30% 가 사용자에게는 이미지 교정에 있어서 쉽게 통과할 수 있으며, 컴
퓨터에게는 어려운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각 이미지에 임의적으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1 에서는 10 명의 사용자에게서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7 가지의 비율로 추출하였을 때, 각 비율에
따른 사용자의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에서는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각 비율에 따라 추출된 서브 이미지
에 따른 사용자의 이미지 회전의 갯수, 성공률과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에서는 각 사용자들은 비율의 최
소일때는 이미지에 대한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이미지에 대한 교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이미지의 크기가 증가됨에 따라 이미지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부여됨으로 사용자는 이미지에 대한 의미가
부족하므로 계속해서 이미지에 대한 교정을 시도하며 이미지에 대한 올바른 교정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지에 대한 교정이 많아 짐으로 시간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0% 에 가까울 수록
서브 이미지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부여가 되고 사용자 역시 몇번의 교정만으로도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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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IZE Accuracy % Clicks Time(Sec.)
0.10

75.1

0.81

6.2

0.15

77.6

1.12

10.4

0.20

81.1

1.15

14.3

0.25

84.4

1.46

16.4

0.30

91.2

1.41

13.7

0.35

97.4

1.14

9.2

98.7
1.11
6.5
0.40
표 2. 서브 이미지의 크기에 따른 평균 성공률, 평균 클릭수, 시간을 나타낸 표이다. 서브 이미
지의 크기에 따라서 성공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클릭수는 30% 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서브 이미지 추출시 너무 작은 비율로 추출시 의미 있는 이미지를 찾기
힘들어서 클릭의 수가 적은 것을 나타내지만, 서브 이미지 비율이 증가되므로 의미가 부여 되
기 때문에 클릭의 횟수가 늘어가면서 비율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은 사람이 인지 할수 있는
의미가 부여된 서브 이미지가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클릭의 횟수가 적어지고 그에 따른 성공
률도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있으므로, 클릭의 횟수가 줄어 들고 시간도 줄어 드는 것을 알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시스템은 클릭의 횟수가
낮아지는 지점 또는 시간이 감소하는 시점을 서브 이미지 추출의 최대 비율로 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공한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을 기본적인 CAPTCHA 시스템의 취지에 가
까운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즉, 사용자에게는 쉬운 컴퓨터에게는 어려운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
하여, 머신 러닝[1, 7] 실험을 통하여 컴퓨터에게는 더욱 어렵다는 실험 결과를 얻어 내었다. 머신 러닝 실험에
트레이닝 셋은 4,000 장의 사진으루 구성 되어 있다. 4000 장의 사진은 동일한 사진 1,000 장의 사진을 0, 90, 180
그리고 270 이미지 회전을 통한 각각 1000 장 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4,000 장의 사진으로 트레이닝 셋을 만
들때 각 사진에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정 값들을 추출해서 트레이닝 셋을 만들었다[8]. 4000 장의 사진으로
트레이닝 셋을 만들고 테스트 셋은 서브 이미지로 이루어진 400 장의 사진이다. 이 400 장의 서브 이미지 역시
4 가지의 방향이 100 장씩 포함된 400 장의 사진이다. 이 400 장의 서브 이미지를 4 가지의 비율로 서브 이미지를
출력하여 실험에 임하였다. 4 가지의 비율은 10, 30, 50, 100% 로 이루어져 있다. 10-30% 의 비율로 추출된 서브
이미지는 머신 러닝을 통하여 68% 미만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전체 이미지인 100% 의 사진은 85.10% 의 성공률
을 보였다. 68% 의 성공률을 보이는 전체 이미지의 머신 러닝의 결과는 일반적인 사용자가 본 시스템에 20% 의
비율로 서브 이미지로 구성된 CAPTCHA 시스템을 임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결국 머신 러닝으로도 우리의
시스템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 하였다. 100% 의 전체 이미지를 머신 러닝에 테스트한 결과 85.10% 의
결과를 보였으나,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CAPTCHA 시스템은 서브 이미지의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에 대한 머신 러닝에 대한 결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18, 13].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팸이나 로봇에 의한 사이트 자동가입, 계정 생성방지 도구로써 서브 이미지 기반의 새로운

CAPTCHA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CAPTCHA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촬영된 사진에서 사진
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 뒤, 이 서브 이미지에 0, 90, 180, 270 도 4 가지의 방향중
임의적으로 방향을 선택하여 회전을 가하여 사용자에게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본 시스템에
서 제공되는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은 우리는 실험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촬여된 사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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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IZE Accuracy Precision Recall
10%

65.66

31.68

32.32

30%

66.92

35.96

41.41

50%

71.72

43.16

41.41

100%

85.10

68.18

75.76

표 3. 머신 러닝을 통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10-30% 비율의 서브 이미지에서는 68% 미만의
성공율을 보였다. 100% 비율의 크기 즉, 전체 이미지에 대한 머신 러닝 결과는 85.10% 의 성공
률을 보였으나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CAPTCHA 시스템은 서브 이미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미지 크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실험자들을 통하여 사용자에게는 의미가 있는 서브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고, 컴퓨터에게는 통과 하기 어려운 비율을 실험을 통하여 알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컴퓨터에게는 통과 하기 어려운 CAPTCHA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수직, 수평 방법, 얼굴 인식등을 피하기 위
하여 필터링 기능도 구성하였다.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필터링은 컴퓨터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얼굴 인식을
피하기 위하여 서브 이미지 추출시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 서브 이미지는 추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또는 자동 이미지 교정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하여 색상 분포도가 균일 하지 않은 서브 이미지는 25 색상 테이
블을 이용하여 추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우리는 실험을 통하여 일반적인 사진에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사
용자에게 제공하였을 때, 사용자는 이미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또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는 사진을
찍기 때문에 CAPTCHA 시스템에 임하는 사용자들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을 통과할 수 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미지 CAPTCHA 시스템이 머신 러닝으로 통과 할수 있는 것을 알고 머신
러닝으로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을 테스트 해보았다. 트레이닝 셋은 1,000 장의 동일한 사진이 4
가지 방향 0, 90, 180, 270 도로 이루어진 4,000 장이 사진이 트레이닝 셋으로 구성되었다. 테스트 셋으로는 서브
이미지의 100 장의 사진을 4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머신 러닝을 통하여 실험에 임하였다. 원 이미지의 사진으
로 테스트 했을 경우 85.10% 의 성공률을 보였다. 하지만 본 시스템에서 제시한 CAPTCHA 시스템은 서브 이
미지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려 하지 않아도 되며 50% 비율로 추출한 서브 이미지로 테스트한 결과
71% 의 성공률을 보였다. 71% 의 성공률은 서브 이미지의 비율이 10% 에서 나타나는 성공률이므로 머신 러닝을
통하여서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을 통과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추구 연구로써는 머신 러닝을 통하여 사진 Sample 10 만장을 트레이닝 셋으로 이용하여 좀 더 평균적인 실
험을 해볼 예정이고, 본 논문에서 제시되었던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을 웹 서비스을 제공하여
좀 더 많은 실험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실험 결과을 얻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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