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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는 전 보고서 [21, 22] 에서 색상 분포도 실험을 통한 효과적인 서브 이미지를 제공하였었다. 색상
분포도에 따른 필터링 시스템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인식률 높은 서브 이미지를 제공 또한 조금 더 높
은 성공률을 보이기 위하여 실시하였었다. 하지만 이미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색상 분포도 또는 무작위
서브 이미지를 추출 기반인 시스템에 대한 색상 분포도에 따른 필터링 시스템은 색상 분포도가 만족되지
못할 경우 서브 이미지를 재추출하는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및 재추출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였
다. 하지만 실험 성공률은 3% 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크게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후과
제를 남겨둔 지금의 시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자의 인식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하여 서브 이미지의
형태에 따른 사용자의 인식률에 대한 실험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본 보고서에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
는 다각형의 형태는 총 4 가지의 형태로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칠각형 및 정팔각형으로 실험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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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CAPTCHA 시스템에서 보이는 단점, 즉 일반적인 사진에서 무작위로 추출되는 서
브 이미지에 대한 단점이었다. 이 단점으로써는 서브 이미지 추출시 무작위로 선정되어 색상 분포도1 가 균일
하지 못하는 서브 이미지가 추출되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 그림 1 에 (a) 와 같은 이미지의 경우 색상
분포도가 균일하지 못한 서브 이미지로써 사용자에게 불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 의 (b) 와 같은 이미지의
경우 색상 분포도는 균일하지 못한 서브 이미지이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미지로써 CAPTCHA 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는 서브 이미지이다. 하지만 (b) 와 같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반면에 (a) 와 같은 서브 이미지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필터링 시스템을 제공하였었다. 하지만 필터링 시스템은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추출되는 서
브 이미지의 색상 분포도에 따라서 효과적인 서브 이미지를 제공하는 반면에 색상 분포도가 균일하지 못할 경우
너무 많은 리샘플링 및 시스템 과부하로 효과적인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CAPTCHA
시스템에 임하는 사용자의 성공률은 3% 의 증가률을 보였었다. 하지만 추후과제로써 더 많은 실험과 효과적인
필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필터링 Treshold 값 선출과 리샘플링 및 시스템에 과부하에 대한 해결과제가 남
아 있다. 본 보고서에는 추후과제로써 남아 있는 Treshold 값 및 효과적인 필터링 시스템의 개선이 아닌 서브
이미지의 형태에 따른 사용자의 인식률에 대한 실험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지금까지 CAPTCHA 시스템의
실험 및 제공되는 환경에서는 정사각형의 형태로써 사용자에게 제공되었었다. 하지만 본 단락에서는 사용자에
게 효과적인 서브 이미지의 형태가 무엇인지 또한 사각형의 형태가 제일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서브 이미지 추출시 제공되는 형태로써는 총 4 가지의 형태로써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그리고 팔각형의 형태를
띄는 서브 이미지를 통하여 실험을 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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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 CAPTCHA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단점들이다. (a) 와 같은 서브 이미지의 경우
필터링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무작위 선출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였을 경우, 색상 분포도가 균
일하지 못한 서브 이미지들이 추출되어 서브 이미지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아 CAPTCHA
시스템에 임하는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서브 이미지이다. 반면에 (b) 와 같은 서
브 이미지의 경우 색상 분포도는 균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에게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CAPTCHA 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는 서브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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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간이 가장 인지하기 쉬운 색상 25 가지. 이 색상들을 이용하여 서브 이미지내에 각 픽
셀에 존재하는 R, G, B 값의 거리를 구한 뒤 최소값을 가지는 색상을 구하여 서브 이미지의 색
상 값을 변경시켜 서브 이미지 내에 색상들을 단일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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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현된 시스템
본 단락에서는 사용자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실험 환경 즉,
시스템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그림 2 에서는 본 보고서에 제안하는 다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림 2 에서 제공되는 환경은 육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실험 환경은 전 보고서에서 보여주었던 실험 환경과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쉬운
이미지 교정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다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본 보고서 제안하는 실험을 임할 수 있는 실험
환경이다. 오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로 CAPTCHA 실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효과적인 서브 이미지의 CAPTCHA 제공하기 위해, 다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에 대한
실험을 행하기로 하였다.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추출되는 형태의 방법에 대하여 알
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추출되는 서브 이미지의 형태는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여 추출되었었다.
추출된 사각형의 이미지에서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또는 팔각형의 형태를 사각형의 안에서 추출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사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추출된 사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
에서 각각의 도형의 필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는 것이다. 그림 3 을 통하여 좀 더
확고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 3 에서와 같이 (a) 와 같은 형태로 먼저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사각형의 형태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 뒤, (b) 와 같은 팔각형 형태의 필터를 씌운뒤 삼각형의 서브 이미지 형태를 추출할 수
있다. 여타 다른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의 경우도 이와 같이 동일하다.
본 단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의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
단락에서는 각각의 서브 이미지에 대한 사용자의 성공률에 대하여 논의 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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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각형 형태의 서브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버을
제안한다. (a) 와 같이 먼저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사각형 형태 즉, 일반적인 형태의 서브 이미지
를 추출한 뒤, 추출된 서브 이미지에서 (b) 와 같이 팔각형 형태의 필터를 씌워 삼각형을 추출
한다.

3 실험
본 단락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서브 이미지의 형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실험에 들어
가기 앞서 실험에는 총 4 명의 실험자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사용자마다 각각의 도형에 따라 약 80 번의 횟수로
실험을 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도형은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그리고 팔각형이다.
각각의 다양한 서브 이미지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자의 교정 할수 있는 방향도 각각 다르다. 먼저 사각형의
경우 0, 90, 180 그리고 270 의 방향으로 총 4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5 각형의 경우 5 가지의 방향인 0, 72,
144, 216 그리고 288 도 (degree) 로 총 5 가지의 방향을 가진다. 즉, 각 도형이 가지는 면의 갯수 만큼에 따라
방향을 가지는 경우이다. 하지만 도형이 가지는 면의 갯수 만큼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의 이미지 또는 더 많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각형의 경우 더 많은 방향을 가지게 되므로 더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가설 그리고 각 도형이 가지는 특성을 배경으로 실험에 임하여 보겟다. 먼저 실험된 결과를 테이블 2 의
우측 그래프를 살펴 보자.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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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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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각형

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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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각형

59.38

70.02

73.97

81.76

86.66

칠각형

51.05

64.82

70.45

77.03

84.33

팔각형 46.75 56.25 59.61 71.68 77.74
표 2. 4 명의 실험자들을 통하여 각각의 도형에 따라서 약 80 번의 횟수로 실험한 결과표.
그래프 4 에서는 사각형에서 점점 더 많은 면을 가지는 팔각형까지 점점 사용자의 성공율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각형에서 팔각형까지 더 많은 면을 가지는 즉, 교정할 수 있는 방
향 그리고 각 도형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의 정보량,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전달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 또는 사용자의 성공율을 결정한다고 볼 수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다각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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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본 그래프에서는 사각형에서 점점 더 많은 면을 가지는 팔각형까지 점점 사용자의 성
공율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본 그래프를 통하여 우리는 사각형에서 점점 더 많은 면을
가지는 팔각형 즉, 더 많은 교정을 할 수 있는 다각형의 경우 점점 원에 가까운 다각형일수록
성공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정보량에 따라서도 성
공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면을 가지는 즉, 더 많은 방향을 가지게 되어 교정될 수 있는 방향을 가지는 면에 따라서 사용자
의 성공율을 결정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다각형의 서브 이미지가 내포하는 방향의 경우 다각형이
가지는 면에 갯수와 일치 하므로 방향을 적게 가지는 다각형일수록 사용자에게 성공율을 높이는 다각형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자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추출되는 서브 이미지의 형태를 다각
형의 형태로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높은 인식률을 보이는 서브 이미지의 형태를 실험을 통하여 알아 보았
다. 실험에는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그리고 팔각형 총 4 가지의 다각형의 형태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
하여 사용자들에게 실험 해보았다. 실험의 결과는 다각형 즉, 교정할 수 있는 많은 방향을 가지는 다각형 일수록
사용자의 성공율이 낮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 각 도형이 보여지는 이미지의 양에 따라서 성공율을 결정하는가 ?
– 각 도형이 가지는 교정할 수 있는 방향에 따라서 성공율을 결정하는가 ?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정아래 삼각형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경우 사각형 보다 높은 성공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하지만 삼각형의 경우 사각형 보다 더 낮은 면을 가지며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삼각형 과 그리고 다른 다각형에 대한 더 많은 실험과 다각
형이 가지는 면 즉, 교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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