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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는 앞선 연구 [23] 에서 다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인식률 또는 CAPTCHA
시스템에 임하는 사용자들의 통과율을 알아보았었다. 전 보고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
졌었다. 각 도형에 보여지는 이미지의 양에 따라서 성공율 을 결정하는가? 각 도형이 가지는 방향 즉,
교정이 가능한 방향에 따라서 성공률을 결정하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의문점 중 하나인 각 도형에 보여
지는 이미지의 양에 따라서 성공율을 결정하는가? 를 해결하고자 본 보고서에서는 전 보고서에 실험을
통하여의문점을 가졌던 다각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 정보량에 따라서 사용자의 통과율 또는 인식율이
달라지는가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 보고서에서는 다각형을 추출할 경우 사각형의 서브 이미지 안
에서 다각형의 형태로 이미지를 추출하여 시스템에 제공하였던 반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각형의 넓이를
지정하고, 해당하는 크기 만큼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CAPTCHA 시스템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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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 원 이미지에서 무작위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 추출된 서브 이미지의 무작위 회전을 가하여 이 회전된
서브 이미지의 올바른 교정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2].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는 서브 이미지 제공시 원 이미지에서 무작위 위치를 선정하여 추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진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시 필터링 시스템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사진을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안하였었다[21]. 하지만 필터링 시스템에서도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이 이미지가 가지는 색상 분포도의 유무를 판별하는 Treshold 값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연구는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다.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때에 다각형의 형태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시에는 장, 단점들이 있겠지만, 그림
1 에서는 다각형의 단점을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시에는 올바른 각도 또는 사용자의
임의적인 각도로 촬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 에서 (b) 와 같이 임의의 각도로 촬영한 사진에서 다각형의
형태로 추출한 서브 이미지는 사용자에게 올바른 이미지 교정을 요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사진의
EXIF 정보를 읽어들여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지만, 자칫 촬영된 각도에 의하여 올바른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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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는 일상 생활에 접하면서 많은 사진들을 찍게 된다. 우리는 동일한 사진에 대하
여 정사각형과 정오각형으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경우 이미지의 상태에 따라서 각 도형들의
장점과 단점을 알수 있다. 본 그림에 있는 일반적인 사진은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모니
터 사진을 촬영한 경우이다. (a) 와 (b) 와 같이 일반적으로 촬영한 이미지의 전체를 보면 이
사진이 오른쪽으로 기울여 진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미지에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서브 이미지만 살펴볼 경우 이와 같은 환경을 알 수가 없다. (c) 와 같이 정사각형으로
추출할 경우 모니터의 객체를 제외하고도 모니터 주변의 정보를 보고도 서브 이미지가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d) 와 같이 정오각형으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경우 정사각형과는
달리 모니터를 제외한 정보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오각형의 경우 사
용자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미지 교정에 어려운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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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연구 [23] 에서는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때 서브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다각형이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논하였었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행한 실험을 통하여 다각형이 많은 방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인식률일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즉, 교정할 수 있는 많은 방향을 가지는 다각형 일수록
사용자의 성공율이 낮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보고서 를 통하여 2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었다. 각 도형에 보여지는 이미지의 양에 따라서 성공률을 결정하는가? 각 도형이 가지는 교정할 수 있는
방향에 따라서 성공율을 결정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점 중 첫번째 의문점에 대하여 논하여 보겠다. 우리는
도형에 보여지는 이미지의 양에 따라서 성공률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 보고서와는 다르게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실험에 임하였다.

2 구현된 시스템
전 보고서에서 제공된 다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는 원 이미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서브 이미지 비율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 후, 추출된 서브 이미지내에서 다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시 제공되는 시스템은 무작위 이미지를 선정, 선정된 이미지에서 무작위 위치를 선택하여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추출된 이미지내에서 다각형 형태의 이미지를 추출하기 때문에 다각형의 넓이가 일정하
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보고서에서는 전 보고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다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다고 하였다. 먼저 전 보고서에서는
사용자에게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때에 비율을 정하여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때에 비율을 정하여 추출하면 이미지 마다 크기가 다를 경우 제공되는 서브 이미지의 크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목적과는 다르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원 이미지에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때에 픽셀의 단위를 지정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픽셀의 단위를 50 픽셀에서 200 픽셀까지 10단위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픽셀 단위를 제공한다.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는 픽셀의 단위를 선정한다면 이제는 서브
이미지를 포함하는 다각형을 선택하여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것이다. 전 보고서와는 틀린 점은 바로 다각형을
추출할 때이다. 다각형을 추출할 때에는 선택된 서브 이미지 픽셀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포함하는 다각형의
형태로 추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 픽셀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름이 100이 되는 원을
형성 할 수 있다. 이 지름이 100이되는 원을 포함하는 다각형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림 2 에서 처럼 그림에
존재하는 빨간색 원이 사용자가 지정한 픽셀값을 반지름으로 갖는 원이라고 한다면, 이 원의 크기를 갖는 정오
각형의 형태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는 것이다. 또한 본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의 파라메터 값을 설정하여
실험 환경을 구축한다. 두 가지의 파라메터 값은 (dn , li ) 이다. dn 의 값은 다각형의 각의 갯수를 나타내며 또한
사용자의 다각형 선택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정오각형을 선택할 경우 n 의 값은 5에 해당한다. li 의 값은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서브 이미지 추출 방법에 쓰이는 원의 반지름 값이다.

3 실험
본 단락에서는 다각형 서브 이미지 추출시 전 보고서와는 다르게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다각형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다각형을 CAPTCHA 시스템에 적용하여 사용자가 이미지가 담기는 넓이에 따르는
사용자 인식율에 대한 실험에 대하여 논해보겠다.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실험에는 총 4명의 실험자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사용자마다 각각의 도형에 따라
약 80번의 횟수로 실험을 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도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칠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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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 보고서에서는 전 보고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다. 사용자가 지
정한 픽셀값을 반지름으로 갖는 원을 형성한 뒤, 그 원의 크기를 갖는 다각형의 혈태로 서브
이미지 를 추출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원을 포함하는 정오각형의 형태로
다각형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서브 이미지의 추출방법은
사용자가 두 가지의 파라메터 값을 설정하여 서브 이미지가 추출된다. 사용자가 설정하는 것은
원의 반지름 값과 다각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값을 (dn , li ) 이라 한다. dn 은 다각
형이 가지는 각의 갯수를 의미하며 또는 다각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본 그림에서 n 값은 5에
해당하며 d5 = x1..x5 값이다. li 값은 반지름의 값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팔각형이다. 각각의 도형에 따라서 교정될 수 있는 방향은 각 도형들이 가지는 각의 갯수에 비례한다.
즉 사각형의 경우 0, 90, 180 그리고 270 도 (degree) 이며, 팔각형의 경우 0, 45, 90, 135, 180, 225, 270 그리고
315 도 (degree) 이다. 즉, 각 도형이 가지는 면의 갯수 만큼에 따라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다각형의 경우 더 많은 방향을 가지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통과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삼각형의 경우는 3 방향 ( 0, 120 그리고 240 ) 을 가지게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의 이미지 교정을 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는 통과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CAPTCHA 시스템에 제공된 삼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교정
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는 통과율이 높을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삼각형은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부적합한
도형일수도 있다. 그래프 3를 살펴보자.

N-gon

50

100

200

n = 3

71.25

88.75

93.75

n = 4

69.87

77.50

89.53

n = 5

67.50

73.75

85.75

n = 6

63.12

69.84

83.58

n = 7

57.75

64.37

79.66

n = 8 50.87 61.82 76.37
표 1. 4 명의 실험자들을 통하여 각각의 도형에 따라서 약 80번의 횟수로 실험한 결과표.
그래프 3 을 살펴보면 사각형에서 점점 더 많은 면을 가지는 팔각형까지 즉,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을 더 많이
가진 다각형 일수록 성공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공율이 저하되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가설로 내세웠던 다각형이 포함하는 이미지의 양 즉, 다각형의 넓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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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의 성공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가지는 다각형 일수록 사용자의 성공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상했던 바와 같이 삼각형의 성
공율을 우리가 내세웠던 가설과는 반대로 성공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인즉 삼각형의 경우 사용자에게
보이는 이미지의 양은 사각형 보다 더 많다. 즉, 반지름이 50인 원을 내포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원을 내포하는
사각형의 넓이보다 크다는 것이다. 또한 삼각형의 경우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이 적은 만큼 사용자가 교정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 삼각형의 성공율이 높은 이유는 앞의 내용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3. 본 그래프에서는 사각형에서 점점 더 많은 면을 가지는 다각형에 이르기 까지 성공율
이 저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각형에서 다각형까지 성공율이
저하되는 이유를 생각 해볼 수 있다. 우리는 성공율이 낮아 지는 이유에 대하여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다각형에 이르는 도형일수록 원에 가까운 도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사각형에 비하여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넓이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를
담고 있는 넓이가 작음으로 인하여 사진에 담긴 정보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각형에
이를 수록 교정할 수 있는 방향 즉, 무작위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음으로 인하여 교정할 수
있기도 어려우며 교정된 이미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삼각형에 대한 성공율은 사각형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러한 성공율에
대하여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동일한 크기의 원을 내포하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의 차이는 삼각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삼각형이 훨씬 더 많은 이미지 정보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며, 삼각형이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이 적으므로 사용자가 이미지 교정을 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삼각형이
CAPTCHA 시스템에 불리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4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전 보고서에서 행하였던 다각형을 통한 사용자 인식률에 대한 좀더 확고한 의미를 찾고자
다각형에 넓이 따르는 사용자의 인식율에 대하여 논해보았다. 전 보고서에서는 서브 이미지 추출시 원 이미지
에서 비율을 설정하여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추출된 서브 이미지내에서 다각형의 형태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CAPTCHA 시스템에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서브 이미지 추출은 원 이미지의 비율로 추출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미지들이 크기가 일정하지 못하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다른 방법의 추출에 대하여 논하였다.
Copyright © Graphics Application Lab. Pusan National University

REP - VULGAR - 001,

6

픽셀값을 정하여 픽셀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내포하는 다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CAPTCHA
시스템에 제공 그리고 실험을 행하였다. 사각형에서 부터 팔각형 까지 다각형의 형태로 올라갈수록 사용자의
인식률을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내세웠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넓이의 크기가 작을 수록 사
용자의 인식율을 떨어질 것이라는 것에 들어맞았다. 즉, 다각형 형태를 가지는 도형일수록 원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넓이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각형의 경우 사각형보다 원을 내포
하고 있는 형태의 넓이는 사각형 보다 크고, 또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양도 사각형 보다 많으나, 삼각형이
가지는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이 너무 작은 관계로 무작위 회전을 통하여 CAPTCHA 시스템에 제공하였을 시에는
사용자가 교정을 하지 않아도 해당 시스템이 통과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삼각형은 CAPTCHA 시스템에 제공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과제로써는 본 보고서에서는 실험의 규모가 작았고, 또한 제공되는 이미지의 데이터 역시 작은 것으로
생각된다. 더 많은 데이터와 실험을 통하여 CAPTCHA 에 가장 적합한 도형을 찾는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
에서는 각 도형들에 대하여 CAPTCHA 실험에 적용할 때에 8개를 제공하였으나, 각 도형에 대하여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이 다르므로, 각각의 도형에 대하여 제공되는 갯수를 달리하여 실험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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