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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PTC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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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해독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독하기 어려
운 기호, 글자 등을 재입력하도록 하여 스팸을 위한 자동화 도구 등을 무력화 시키는 보안 기술이다. 전
보고서에서 서브 이미지를 이용한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이미지에서 추출한 서브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는 쉽고, 컴퓨터 프로그램에게는 어려운 CAPTCHA 시스템을 제공 할 수가 있었다.
전 보고서에는 우리는 사용자에게 보다 쉬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컬러 색상
을 이용하여 필터링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지에 존재하는 컬러 색상을 이용한 필터링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보다 쉬운 이미지를 제공할 수가 없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 보고서에서 보여주었던 필터링
기능에 대하여 좀 더 논의하고, 실험을 통하여 사용자에게는 통과하기 쉬운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K EYWORDS

1

CAPTCHA, Sub-Image

서론

인터넷의 도래로 많은 웹 페이지 생성되고 해당 웹 페이지에서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웹 페이
지가 생성된 만큼 해당 웹 페이지에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또한
사용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히 일어 나고 있다. 이러한 교류 또는 정보 교환을 위하여 사용자들을 게시판을 이
용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가끔 게시판에 음란성 또는 광고성 글들이 무분별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무분별하게 작성할수 있는 경우는 웹봇 (Web-bot) 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보기입을 막기 위해 사용자 등록 또는 게시판에 정보를 기입할 경우, 웹봇과 실제 사용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CAPTCHA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CAPTCHA 시스템의 기본적인 목적은 인터넷을 이
용하는 실 사용자를 가리는 시스템이다. 즉, 인간의 우수한 가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실 사용자를
컴퓨터와 인간으로 구분짓는 것이다. 현재 CAPTCHA 시스템은 크게 2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문자를 이
용한 CAPTCHA 시스템과 이미지를 이용한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문자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은 이미지 프로세싱, 머신 러닝 등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쉽게 통과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문자 기반 CAPTCHA 시스템에 대하여 몇가지
알아보고 또한 해당하는 시스템이 어떠한 방법으로 쉽게 통과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문자 기반 CAPTCHA 시스템중 HIP(Human Interaction Proof) [2] 방식은 텍스트 기반의 시스템이었다. 하지
만 텍스트 기반의 CAPTCHA, HIP 시스템들은 머신러닝 [6] 을 통하여 쉽게 통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문자 기반 CAPTCHA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 1 는 기존에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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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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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램에게는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사용자에게는 다소 모호한
문자 기반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하여 CAPTCHA 시스템의 기본적인 취지를 벗어나는 경
향을 띄고 있다. c) 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는 다소 쉬운 CAPTCHA 를 제공하며 동시에 컴
퓨터 프로그램에게는 다소 어려운 문제를 제공하나 Projection Based Algorithm 을 통하여 c)
에 존재하는 검은 선을 제거하면 a) 와 같은 기본적인 CAPTCHA 시스템이므로 컴퓨터가 쉽게
통과 할수 있다.
있는 문자 기반의 CAPTCHA 시스템들이다. 그림 1 중에 a) 와 같은 시스템은 가장 일반적인 글자를 이용한
CAPTCHA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a) 와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한 문자로 제공되어서 이미지 프로세싱 또는
문자인시글 통하여 쉽게 통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6]. b) 와 같은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게는 어려
움을 제공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는 다소 문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을 띄어 CAPTCHA 기본적인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를 알 수 있다. c) 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게는 모호한 경우도 발생 시키지 않으며 인간
의 우수한 가독성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하였으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알고리즘 (
Projection Based Algorithm ) 을 이용하면[3] c) 에 존재하고 있는 붉은 선을 쉽게 제거 할 수가 있다. 문자를
덮고 있는 선을 제거 할 경우 a) 와 같은 시스템과 동일하므로 쉽게 CAPTCHA 시스템을 통과 할 수 있다. 이
처럼 문자 기반을 이용한 CAPTCHA 시스템은 사용자에게는 쉬운 시스템을 제공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쉽게
통과 할 수 있게 뵈어 버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에게 어려운 시스템을 제공하면 사용자에게는 모호한 환경 또는
어려움을 제공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자 기반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미지 기반을
기초로 한 새로운 CAPTCHA 시스템이 제공 되었다[4].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은 특정한 개체를

(a) 상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사진

(b) 상하의 구분이 명확한 사진

그림 2.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 중에 하나이다[4]. 이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
스템은 원 안에 이미지를 담아서 무작위 회전을 가한 후 사용자에게 교정을 요하는 시스템이
다. 인간의 우수한 가독성을 이용한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이나 이미지의 상하 구
분을 정할 수 없는 이미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a) 와 같은 기타의 경우
교정을 가할 수 있지만, 어떠한 방향을 정답으로 간주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이다. b) 와 같은
자동차의 경우 사람은 정확하게 이미지 교정을 가할 수 있다.
선별해내는 시스템 또는 이미지에 올바른 교정을 요하는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림 2 와 같은 경우는 사
용자에게 올바른 이미지 교정을 통한 실 사용자를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림 2 에 있는 이미지 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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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시스템은 그림 2 에 존재하는 a) 와 같이 교정을 할 수 있으나, 올바른 답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이미지
또는 상하의 구분이 모모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경우 컴퓨터에게는 다
소 어려운 시스템일수도 있으나, 사용자에게는 모호한 경우를 제공 또한 상하의 구분이 없는 이미지를 제공해야
하므로 데이터의 수집이 제한적인것이 단점이다. 특정한 개체를 선별해내는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
은 이미지에 담겨진 개체의 의미를 알수 있는 특징을 이용한 시스템이다. [5] 와 같은 시스템은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12 장을 제공한 뒤, 12 장의 사진에서 고양이의 사진을 선별해내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임하는 실
사용자의 경우 99.6% 의 확률로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머신 러닝[11] 를 통하여 82.7% 로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문자 기반 또는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고함
과 동시에 컴퓨터 프로그램에게는 통과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생각 하였으나 머신 러닝, 문자 인식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싱 등 알고리즘을 통하여 통과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서브 이미지를 이용한 CAPTCHA

본 단락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이미지 기반의 새로운 CAPTCHA 시스템의 구조 및 시스템을 소개한
다. CAPTCHA 시스템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자동생성 및 데이터의 다양성, 간편한 User Interface 와
쉬운 난이도 그리고 웹봇 방지이다. 즉, 실사용자를 쉽게 판별 할 수 잇는 사용자는 통과 하기 쉬운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하며, 컴퓨터에게는 어려운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자 기반의 CAPTCHA 시
스템은 문자의 조합으로 자동 생성과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 기반 CAPTCHA[15] 시스
템에서는 이러한 조합에 의한 생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CAPTCHA 시스템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일반 사진의 일부분 즉, 전체 이미지가 아닌 부분 이미지 (SubImage) 를 이용한다. 서브 이미지를 이용할 경우 한 장의 이미지에서도 각기 서로 다른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의 데이터로써도 충분한 CAPTCHA 시스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서브 이미지를 이용한 CAPTCHA 시스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촬영된
이미지에서 무작위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한 뒤 해당 이미지에 무작위 회전을 가한뒤 사용자에게 이미지 교정을
요하는 것이다.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는 형태는 사각형의 형태를 이루며, 임의로 회전하는 방향은 0 도, 90 도,
180 도 그리고 270 도 이다. 그림 3 은 본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서브 이미지를 이용한 CAPTCHA 시스템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CAPTCHA 시스템은 총 8 장의 임의의 사진에서 임의의 위치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여
각각의 서브 이미지에 무작위 회전을 가하여 CAPTCHA 시스템이 제공된다. 일반적을 촬영된 이미지에서 서브
이미지 추출시 추출하는 크기는 원 이미지의 크기에 비례하여 추출된다. 본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CAPTCHA
시스템은 사용자가 CAPTCHA 시스템에 임하여 사진의 교정을 쉽게 하기 위하여 각 서브 이미지의 크기 만
큼의 영역을 할당하여 마우스 클릭으로 이미지 교정을 할수 있게 하였다. 그림 3 에 있는 Combo Box A 는 원
이미지에서 서브 이미지 추출시 크기를 변경시킬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사용 된다. 그림 3 에 있는 Box B 는 서
브 이미지내에 픽셀 값들을 하나씩 가져와 픽셀 값이 가지는 R, G, B 값들과 테이블 1 에 있는 모든 색상들과
비교하여 가장 가까운 값으로 변경 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서브 이미지 값들을 전부 변경시킨다. 테이블 1 의
색상 값들은 사람이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색상 값들이다. 서브 이미지의 한 픽셀에 존재하는 R, G, B 값과
테이블 1 에 존재하는 색상들을 수식 (pr − Cir )2 + (pg − Cig )2 + (pb − Cib )2 을 통하여 모든 값들을 구한 뒤 최소
값을 가지는 컬러 색상 즉, 테이블 1 에 있는 컬러 값으로 변경하여 서브 이미지의 전체 픽셀에 R, G, B 값들을
변경한다. 변경된 서브 이미지내에 색상 분포도를 조사하여 가장 높은 값 3 가지를 표시한 결과가 바로 그림 3
에 있는 Box B 이다. 사용자의 쉬운 이미지 교정을 위하여 각 서브 이미지의 영역안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하여
쉬운 이미지 교정을 할수가 있다. 본 단락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서브 이미지를 이용한 CAPT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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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서브 이미지를 이용한 CAPTCHA 시스템
그림 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서브 이미지를 이용한 CAPTCHA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Combo Box A 를 이용하여 원 이미지에서 추출되는 서브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Box B 에 보이는 소숫점 자릿수 3 개는 서브 이미지에 존재하는 한 픽셀 안에 있는 R, G, B 값
들과 테이블 1 안에 있는 색상들과의 거리중 최소값을 가지는 색상값 즉, 최소값을 가지는 테이
블 내의 색상값으로 대치하여 색상 분포도를 단일화 시킨 후 서브 이미지내에 색상 분포도를
파악하여 가장 큰 값을 오름 차순으로 정렬하여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3 개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제공되는 CAPTCHA 시스템은 Box C 와 같은 크기로 서브 이미지가 제공된며,
사용자는 각각의 서브 이미지의 영역안에서 마우스의 클릭으로 쉽게 이미지 교정을 할 수 있다.
시스템을 알아보았다.

3

실험

본 단락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서브 이미지를 이용한 이미지 기반의 CAPTCHA 시스템을 실험을 통하
여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을 때에 확률적으로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서브 이미지의 비율을 찾고 색상 분포도에 따
른 사용자의 성공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본 실험은 최고 200 명의 실험자들을 통해 실험에 임하였다. 실험의
전반적인 배경은 총 8 장의 서브 이미지를 제공하여 각각의 이미지에 대하여 성공 또는 실패의 여부를 따지어
8 개의 서브 이미지를 제공한 뒤 7 개의 서브 이미지에 대하여 올바른 이미지 교정을 했을 경우, 서브 이미지
CAPTCHA 시스템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단락에서의 실험의 결과는 테이블 2 와 같다. 테이블의 성공률은 8 개의 서브 이미지에 대하여 7 개이상의
서브 이미지에 대하여 올바른 교정을 했을 경우 본 CAPTCHA 시스템을 통과했다는 거와는 달리 테이블 2 은
각각의 서브 이미지에 대한 성공률을 보여주는 것이다. 테이블 2 에 보이는 값들을 보면 서브 이미지의 비율이
낮을 경우 사용자는 서브 이미지에 대한 의미를 찾기 힘들어 많은 클릭을 통하여 교정에 임하는 것을 알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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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R

G

B

Black

0

0

0

Sea Green

0

182

0

Light Green

0

255

179

Olive Green

36

73

0

Aqua

36

146

170

Bright green

36

255

0

Blue

73

36

170

Green

73

146

0

Turquoise

73

219

170

Brown

109

36

0

Blue gray

109

109

170

Lime

109

219

0

Lavender

146

0

170

Plum

146

109

0

Teal

146

182

170

Dark red

182

0

0

Magenta

182

73

170

Yellow green

182

182

0

Flouro green

182

255

170

Red

219

73

0

Rose

219

146

170

Yellow

219

255

0

Pink

255

36

170

Orange

255

146

0

255 255 255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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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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의 색상 분포도

(b)20% 의 색상 분포도

(c)30% 의 색상 분포도

(d)40% 의 색상 분포도

그림 4. 서브 이미지의 비율에 따른 색상 분포도를 보여 주고 있다. Y 축은 색상에 따른 갯수를
따르고 잇으며, X 축은 이미지에 대한 색상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있으며, 서브 이미지에 대한 의미가 낮게 부여된 만큼 정답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브 이미지의
비율이 증가 됨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부여되며, 정답률도 올라가며 의미가 부여됨에 따라 사용자는 이미지에
대한 올바른 교정을 위해 계속적인 마우스 클릭을 통하여 이미지 회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브 이미지의 비율
이 25% 에서는 가장 많은 클릭을 보였으며, 정답률의 증가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5% 에 비하여
30% 에서는 사용자들의 클릭수는 25% 에 비하여 낮아진 것을 알수 가 있다. 이것은 빠른 교정을 통해 더욱더
사용자에게 쉬운 환경을 제공하였다고 가정하여, 30% 가 사용자에게 가장 좋은 서브 이미지 추출할수 있는 비
율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본 단락에서는 앞 단락에서 논한 바가 있는 테이블 1 을 이용한 서브 이미지의 색상을 단일화 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논한 바가 있었다. 본 단락에서는 테이블 1 를 이용하여 서브 이미지의 색상 분포도를 각 서브
이미지의 추출 비율에 따라 살펴보고, 또한 색상 분포도에 있어서 한 가지의 색상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면, 해당 서브 이미지를 CAPTCHA 시스템에서 제외시키고 이와 같은 필터링을 통하여 사용자의 성공률은
얼마나 증가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그림 4 을 살펴보자. 그림 에서 a) 의 그래프는 서브 이미지의 추출시 원 이미지에서 10% 비율로 서브 이미지
를 추출한 것이다. 서브 이미지의 비율이 낮고 또한 서브 이미지의 비율에 낮음에 따라서 색상 분포도도 균일
하지 못한 것을 알수가 있다. 즉, 40% 이상 45% 미만 또는 45% 이상 50% 미만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따.
따라서 한 서브 이미지에서 한 가지의 색상이 거의 50% 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b) 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서브
이미지의 추출시 원 이미지에서 20% 의 비율로 추출한 것이다. 20% 의 추출시 색상분포도는 10% 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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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이미지의 비율

총 사진 갯수

정답률

사용자 클릭수

평균 클릭수

평균 시간

10%

832

76.40%

674

0.81

6

15%

832

84.13%

935

1.12

10

20%

824

86.77%

948

1.15

14

25%

832

91.58%

1215

1.46

16

30%

816

93.62%

1155

1.41

13

35%

816

95.00%

932

1.14

9

40%

832

97.00%

926

1.11

6

832 98.90%
632
0.75
5
45%
표 2. 서브 이미지 하나에 대한 사용자들의 성공률, 정답률 및 마우스 클릭수를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 사용자들은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비율에 적을 수록 서브 이미지에 대한 의미를
찾기 힘들어서 평균 클릭수가 낮고 성공률이 낮은 반면, 서브 이미지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어 점점 클릭수가 증가되며 30% 에서 부터는 사용자 클릭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띄어 30% 의 서브 이미지가 사용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진을 부여할수 있다고 가정한다. 클
릭수가 감소하는 양상은 이미지에 의미가 부각되어서 쉬운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부분이 10% 와 20% 이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20% 의 경우 10% 보다
조금 더 색상 분포다가 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30% 의 경우 10%, 20% 의 경우와는 다르게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났다. 고로 서브 이미지를 추출할 경우 이미지의 비율이 즉, 서브 이미지의
크기가 증가될수록 색상분포도가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곳이 30% 와
동일하게 나타내었으나 전체적인 분포도가 40% 가 더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지의 비율이 증가될수록
이미지의 크기가 증가될수록 색상 분포도가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실험은 각 서브 이
미지의 사이즈마다 250 장을 추출하여 평균적인 분포도를 나타낸것이다. 즉, 30% - 40% 경우에도 색상 분포도가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서브 이미지 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 분포도가 균일하지 못하고 한 가지의
색상이 70% 되는 서브 이미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모호함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본 실험에서 색상 분포도가 균일
하지 못한 서브 이미지에 대하여 필터링을 제공하고 필터링 시킨 CAPTCHA 시스템에 대하여 실험을 해보았다.

(a)10% 의 색상 분포도

(b)20% 의 색상 분포도

그림 5. 서브 이미지내에서 한 가자의 색상 분포도가 55% 이상이 되는 서브 이미지를 제외 시
킨 후, 평균 분포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Copyright © Graphics Application Lab. Pusan National University

REP - VULGAR - 001,

8

그림 5 는 서브 이미지내에 존재하는 색상 분포도중에 한 가지의 색상이 55% 차지할 경우 서브 이미지를
이용한 CAPTCHA 시스템에서 제외 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필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200 명의 사용자들을 통
하여 실험에 임하였다. 그림 5 에 a) 의 그래프는 서브 이미지의 비율 10% 로 추출하여 색상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고, 20% 의 경우 b) 에 해당한다. 추출된 그래프를 살펴보면 필터링을 통하여 색상 분포도는 달라진 것은
없으나 테이블 을 통하여 성공률이 더 증가된 것을 알수가 있다. 즉, 서브 이미지 추출시 필터링을 통하여 한
가지의 색상이 너무 많이 차지 하는 이미지를 제외시켰을 경우 필터링을 제외시킨 경우 보다 성공률이 더 올라
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CAPTCHA 시스템에 제공될 가장 알맞은 서브 이미지의 비율을 찾기 위하여 200 명의 실험

자들을 통한 실험을 행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서브 이미지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사용자들이 올바른 이미지 교정을 위하여 가장 많은 클릭을 보였던 25% 이상인 30% 를 가장
이상적인 서브 이미지의 비율로 정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이미지의 비율이 아닌 추출된 서브 이미지에
의미가 부여되어 사용자가 쉽게 CAPTCHA 시스템에 임할수 있도록 테이블 1 을 이용하여 색상을 단일화 시
킨 뒤, 서브 이미지에서 한 가지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서브 이미지는 필터링을 통하여 CAPTCHA 시스템에
서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이 필터링을 제공한 뒤, 200 명의 실험자들을 통하여 실험을 행하였다. 필터링을 통
한 CAPTCHA 시스템에서는 더 높은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필터링을 행한다 하여도 한 가지의 색상이
40% 정도 차지하여도 사용자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다른 방법으로 한 서브
이미지를 25 가지 색상으로 단일화 한 뒤, 25 가지의 색상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서브 이미지를 추출해야
할것이다. 즉, 테이블 1 을 통하여 서브 이미지의 색상을 단일화 시킨뒤, 25 가지의 색상을 많이 고르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추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필터링을 통하여 또 한번의 실험을 거쳐서 사용자에게는
보다 더 낳은 CAPTCHA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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