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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는 예전 연구 [22] 을 통하여 서브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에 대하여 논하였다. 예전 연구
[22] 는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무작위 좌표를 선정하여, 선정된 좌표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서브 이미지의
비율에 따라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브 이미지 추출시 정사각형의 형태로 추출하
였다. 또한 [21] 을 통하여 사람이 가장 쉽게 분별하기 쉬운 색상 25 가지를 이용하여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필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좀 더 효과적인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또한 [23] 을 통하여
우리는 사용자에게 가장 인지 하기 쉬운 다각형의 형태를 찾기 위하여 총 5 가지 형태의 다각형을 제
시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인식률이 높은 다각형을 찾는 실험을 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졌다. 원에 가까운 정다각형의 경우 인식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본
단락에서 [23] 에서 제안했던 원의 넓이에 근거한 서브 이미지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정삼각형에서 정 16
각형까지의 다각형을 제공하여 실험에 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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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의 많은 보급 및 발달로 인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의 차지하는 비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인터넷의 보급이 발달함에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서비스를 받
고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된 정보를 찾으며, 많은 미디어체계를 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1 과 같이
인터넷에서 유익학 정보를 접하고 있음과 동시에 정보와 관련된 글이 올라오는 게시판에 해당 홈페이지와는
상관없는 난해한 정보 및 광고성의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난해한 글들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유익한 인터넷의 홈페이지 또는 뉴스의 댓글에 많이 상주
하게 도미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글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요구하였
으나, 웹봇을 이용한 자동 가입 그리고 광고성 글들이 무수히 많이 게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광고성 및
스팸성의 글들을 막기위하여 CAPTCHA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CAPTCHA 시스템은 인간의 우수한 가독성을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이 쉽게 해독하기 어려운 기호, 글자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써 이 시스템을
정보 게재 및 사용자 가입 이전에 제공하여 스팸성 및 광고성 글들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CAPTCHA 시스템은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텍스트 기반의 CAPTCHA 시
스템은 문자들의 조합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은 데이터의 다양성이 제공되지 못
하여, 머신러닝의 공격이 우려된다. 또한 텍스트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많은 기법
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이 제공되었다.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은 일련의 이미지들을 나열하고 특정 오브
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미지의 올바른 교정을 요하는 CAPTCHA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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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나쁜 글 또는 악성 댓글에 대한 예시이다. 우리는
이러한 광고성 댓글들을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전 연구 [22] 에서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추출된 서브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CAPTCHA 시스템을 제안했다. 예전 연구 [22] 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무작
위 좌표를 선정하여, 사용자가 선정한 서브 이미지 비율에 근거하여 선정된 좌표에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다.
추출되는 서브 이미지는 정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정사각형의 형태로 출력된 서브 이미지를
무작위 회전을 통하여, 무작위 회전된 서브 이미지를 올바르게 교정하는 것이다. 정사각형이 가지는 방향은 4
가지 방향 (0 도, 90 도, 180 도 그리고 270 도) 으로 이 4 가지 방향중 무작위 회전을 하고, 회전된 정사각형을
사용자가 올바르게 교정하는 것이다. 또한 [21] 에서는 사람이 가장 인지하기 쉬운 25 가지 색상을 이용하여,
서브 이미지를 필터링 하는 시스템을 통해 인식률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알아보았다. 25 가지 색상을 통한 서
브 이미지 필터링은 효과적이었으나, 몇몇 서브 이미지의 경우에는 필터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게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필터링 시스템의 경우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3] 을 통하여 서브 이미지 추출시 정사각형의 형태가 아닌 다른 다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칠각형 그리고 정팔각형을 통하여 사용자 인식률 실험을 행하였다. 실험의 목적은 사용자는 각각의 다각형중
어떤 다각형에 가장 많은 인식률을 보이는 것과 서브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다각형의 각의 갯수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률이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실험을 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 보고서 [23] 에서 새롭게 제안한 원의 넓이에 근거한 서브 이미지 추출방법을 통하여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고, 전 보고서와는 달리 더 많은 다각형을 제공하여, 원의 근거할수록 또는 다각형이 각의
갯수 또는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가질수록 사용자의 성공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단락에서는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2 구현된 시스템
본 단락에서는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서브 이미지의 추출방법과 본 보고서에서 제안
하는 방법으로 구현된 CAPTCHA 시스템에 대한 것을 다루어 보겠다.
본 보고서의 서브 이미지 추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전 보고서들의 서브 이미지 추출 방법에 대
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전 보고서 [22], [21] 에서의 서브 이미지 추출방법은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무작위 좌표
선정을 한뒤, 선정된 좌표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서브 이미지 비율에 따라서 정사각형의 형태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다. 또한 보고서 [23] 에서는 본 보고서와 동일한 서브 이미지 추출방법을 사용한다. 본 보고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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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 16 각형의 모습이다. 정 16 각형의 경우 원의 넓이와 거의 일
치하는 넓이를 가지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또는 교정할 수 있는 각의 갯수는 정 16 각형이
가지는 각의 갯수와 동일하다.
용하는 서브 이미지 추출방법은 전 추출방법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무작위 좌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좌표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원의 반지름의 크기에 해당하는 원을 감싸는 다각형의 형태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
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 보고서와는 다르게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다. 먼저 사용자가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CAPTCHA 시스템에 임하기 전에 두 가지의 파라메터 값을 설정한다. 본 시스템의 CAPTCHA 시스템의 파라
메터 값은 (dn , ln ) 와 같다. 이 두 가지의 파라메터 값은 각 도형이 가지는 각의 갯수 dn 에 해당하고, 이미지
의 크기를 설정하는 각 도형의 내접하는 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원의 반지름 값 ln 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의
값으로 CAPTCHA 시스템의 서브 이미지의 크기와 도형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파라메터 값을 설정하는 이유는 원의 반지름 값인 cn 을 설정하여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시 원의 크기는 일정
하고 원의 내접하는 다각형을 추출하기 때문에 다각형의 넓이가 일정하게 변한다. 즉, 사각형에서 다각형으로
진화할 수록 다각형은 점점 원에 가까워 진다. 즉, 원의 넓이에 가까워 지는 것이다. 그림 4 을 살펴보자. 그림
4 에서는 현재 정오각형안에 내접하고 있는 원을 나타내고 있다. 본 그림의 정오각형의 dn 의 값은 d5 = x1 x5
이다.
본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첫번째로는 사용자는 어떤
다각형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가 와 서브 이미지 제공시 서브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다각형의 크기 또는
서브 이미지가 담고 있는 즉, 다각형에 있는 이미지의 정보 양 또는 픽셀의 양에 따라서 사용자의 인식률이 달
라지는 가에 대한 목적을 두고 실험에 임하는 것이다. 즉, 내접하고 있는 원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사용자의
인식률이 달라지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사용자는 어떤 다각형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가 ?
나. 각 다각형들의 내접하고 있는 원의 크기에 따라서 사용자의 인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행하였다. 다음 단락에서는 실험의 배경 및 결과 등 실험에 전반
적인 내용에 대하여 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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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다각형들의 모습이다. (a) 는 정삼각형, (b) 는 정오각형, (c) 는
정육각형, (d) 는 정팔각형에 해당한다.

Copyright © Graphics Application Lab. Pusan National University

REP - CAPTCHA - 001, MAR 2010

5

그림 4. 전 보고서 [23] 에서 제안하는 서브 이미지 추출방법이다. 전 보고서에서는 서브 이미
지 추출시 사용자는 두 가지의 파라메터 값을 선택한다. 파라메터 값은 (dn , ln ) 이다. dn 의
값은 다각형이 가지는 각의 갯수를 나타낸다. 즉, 사용자가 정오각형을 선택할 시 n 의 값은 5
를 가진다. li 의 값은 내접하고 있는 원의 반지름을 나타낸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두 가지의
파라메터 값으로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고, 설정된 시스템에서 실험을 행한다.

3 실험
본 단락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제안했던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시 크기를 결정하는 하나
의 방법으로 제안했던 원의 크기를 결정한뒤 원이 내접하고 다각형의 형태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험하고 실험에 결과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실험 환경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실험 환경으로써 실험자는 총 3 명으로 실험을 행하
였으며, 각 실험자 마다 원의 사이즈 100, 150, 200 의 크기로 정삼각형에서 정 16 각형까지 실험하였다. 각각의
크기와 도형마다 약 80 번의 횟수로 실험에 임하였다. CAPTCHA 시스템의 실험은 각각 도형 마다 사용자가
앞서 논의하였던 두 가지의 파라메터 값을 설정하여, 실험에 응하는 것이다. 두 가지 파라메터 값 (dn , ln ) 에서
li 의 값은 100, 150 그리고 200 의 크기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dn 의 값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달
라진다. 사용자가 정삼각형을 선택할 경우 dn 에서 n 의 값이 3 이 되는 것이다. 또한 n 이 나타내는 값은 각
도형에 대하여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갯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실험의 결과를 그래프 6 를 통하여 알아보자. 현재 그래프에서 y 축은 사용자의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x 축은 다각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래프에서는 3 가지의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3 가지의 값들은 사용자가
파라메터 값을 설정했던 원의 반지름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의 환경에서 제공했던 3 가지의 값인 100,
150, 200 에 대한 결과를 다른 색깔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를 살펴보자. 실험의 결과는 도형의 dn 의 값이 증
가할수록 또는 도형이 진화할수록 전체적으로 성공률이 낮아 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성공률이
낮아 지는 것은 다각형으로 진화할수록 또는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정삼
각형에서 다각형으로 진화할수록 넓이는 원의 넓이에 가까워 진다. 원의 넓이에 가까워 질수록 다각형의 넓이는
원의 넓이와 동일해지기 때문에 다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가 담을 수 있는 양이 작아 지는 것이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정사각형과 정 14 각형에서 급격하게 성공률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전 보고서에서 사용해왔
던 필터링 시스템 [12] 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각 3 명의 실험자가 각각의 사이즈마다 80 번의 실험을 행하였으나
Copyright © Graphics Application Lab. Pusan National University

REP - CAPTCHA - 001, MAR 2010

6

그림 5. 본 보고서에서 제안했던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의 값을 테이블로 나타내고 있다.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은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더 많은 실험을 행하고 또한 필터링 시스템을 제공하
여 다시 한번 실험을 행하여 올바른 결과를 찾고 또한 이와 같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유를 찾아야 할것이다.

4 결론 및 추구 과제
본 보고서에서는 전 보고서와는 다른 방법의 서브 이미지의 추출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서브 이미지의 추
출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촬영된 이미지에서 서브 이미지를 추출시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여, 지정된 반지름의
원을 내포하고 있는 다각형의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한 목적은 전 보
고서를 통하여 실험했던 정사각형에서 정팔각형까지 실험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인식률이 점점 다각형에
가까워질수록 성공률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각각의 도형이 가지는 넓이의
값들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서 본 보고서에서 실험의 환경으로써는 적합하지 않아서 본 보고서
에 제안했던 서브 이미지의 추출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는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험의 환경으로써
두 가지의 파라메터 값을 정하였다. 파라메터 값은 (dn , ln ) 와 같다. dn 의 값은 각 도형이 가지는 각의 갯수
즉, 사용자가 정삼각형에서 정 16 각형중 하나의 도형을 지정하는 값이며, li 의 값은 원의 반지름 값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파라메터의 값을 통하여 실험에 임하였다. 실험의 결과로써는 정사각형과 정 14 각형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나오는 값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값은 정삼각형에서 정 16 각형에 이를수록 사용자 인식률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추후 과제로써는 정사각형과 정 16 각형에서 나오는 급격한 성공률에 대하여 원인을 찾고 이와 같은 값이
다시 나오는지 또 한번의 실험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전 보고서에서 필터링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실험에 행하였다. 그리하여 필터링 시스템을 거치고 또한 더 많은 실험자와 더 많은 데이터를 통
하여 좀 더 평균적인 값을 실험을 통하여 얻어내어 어떠한 도형이 좀 더 서브 이미지의 CAPTCHA 시스템에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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