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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CHA에 사용되는 숫자데이터를 자동으로 판독하기 위한
☆
Autoencoder 모델들의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 series of Autoencoder for Recognizing
Numbers used in CAPTCHA
전 재 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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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문 종 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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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오토인코더(Autoencoder)는 입력 계층과 출력 계층이 동일한 딥러닝의 일종으로 은닉 계층의 제약 조건을 이용하여 입력 벡터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복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CAPTCHA 이미지 중 하나의 숫자와 자연배경이 혼재된 영역을 대상으로 일련
의 다양한 오토인코더 모델들을 적용하여 잡음인 자연배경을 제거하고 숫자 이미지만을 복원하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복원
이미지의 적합성은 오토인코더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여 검증하고, CAPTCHA 정보를 자
동으로 획득하는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의 우수함을 검증하였다.
☞ 주제어 : CAPTCHA, 오토인코더, 적층 오토인코더, 잡음 제거, SOFTMAX, 딥러닝

ABSTRACT
Autoencoder is a type of deep learning method where input layer and output layer are the same, and effectively extracts and
restores characteristics of input vector using constraints of hidden layer. In this paper, we propose methods of Autoencoders to remove
a natural background image which is a noise to the CAPTCHA and recover only a numerical images by applying various autoencoder
models to a region where one number of CAPTCHA images and a natural background are mixed. The suitability of the reconstructed
image is verified by using the softmax function with the output of the autoencoder as an input. And also, we compared the proposed
methods with the other method and showed that our methods are superior than others.

☞ keyword : CAPTCHA, Autoencoder, Stacked autoencoder, Denoising, SOFTMAX, Deep learning

1. 서 론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CAPTCHA, 캡챠)는 사용자
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술로
인간은 쉽게 풀 수 있지만, 컴퓨터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여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계정 생성, 게시
물 등록 등을 방지하는데 적용되고 있다[1].
캡챠의 양식은 텍스트 기반 캡챠, 오디오 기반 캡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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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기반 캡챠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텍
스트나 이미지 등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방문자의
상태에 따라 봇을 구분하는 Invisible reCAPTCHA가 발표
되기도 하였다[2].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웹사이트에
서는 텍스트 기반 캡챠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3].
텍스트 기반 캡챠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한 문
자 인식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별 문자의 자동화된 판독
이 쉬워졌으며[4], 이에 따라 개별 문자의 인식을 어렵게
만들거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배경 간 분리를 어렵
게 하는 방법으로 캡챠의 자동화된 판독을 방지하고 있
다[5]. 이중 개별 문자의 인식을 어렵게 하기 위한 방법으
로는 폰트의 종류와 크기 조정, 문자 기울이기, 문자 변
형·왜곡하기, 문자 흐리게 하기 등의 방법들이 있다. 분
리를 방지하는 기술로는 문자와 문자 간 간격을 제거하
여 개별 문자로의 분리를 어렵게 하는 방법 이외에도 캡
챠 이미지에 복잡한 배경과 문자를 함께 삽입하거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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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닌 선들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캡챠에 들어있는 자연배경을 제거하고
숫자 데이터를 자동으로 판독하기 위해 오토인코더
(Autoencoder, AE) 모델들을 사용한다. 즉, 오토인코더 모
델들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복원 기능을 이용하여 자연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오토인코더의 모델은
하나의 은닉 계층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오토인코더와 여
러 개의 은닉 계층으로 구성된 적층 오토인코더(Stacked
autoencoder)를 사용하고 각 구조의 복원 결과를 비교 분
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서 캡챠 공격에 사용된 대표적인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
였으며,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적인 구조와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였
다. 즉, 하나의 숫자와 자연배경, 잡음으로 구성된 이미지
에서 숫자를 제외한 자연배경과 잡음을 제거하는 시스템
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때 사용하는 오토인코더와 적층
오토인코더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적층 오토인코더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는 Greedy layer-wise unsupervised
training 기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오토인코더에 잡음을
주는 방법과 이의 특성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실험의 세
부과정을 설명하고 실험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을 맺으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2. 관련 연구
2.1 기존의 캡챠 공격 방법들
텍스트 기반 캡챠를 공격하는 연구는 이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다양한
방어 기법이 적용되어 있는 텍스트 기반 캡챠를 공격하는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분류되고 있다[4, 6]. 먼저 전단계는
다음 단계인 세그멘트 단계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캡챠 이미지를 그레이 스케일링(Gray-scaling)하여
행렬화하거나, 캡챠 이미지 내 배경이나 잡음 등을 제거
한다. 다음으로 세그멘트 단계는 다음 단계인 분류 단계
에서 개별 문자 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 뭉치
들을 각각의 문자로 분리한다. 이후 분류 단계에서는 세
그멘트 단계에서 분리된 각각의 문자들을 Support Vector
Machine(SVM)이나 신경망(Neural network) 등의 분류기
(Classifier)를 학습하여 캡챠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Elie Bursztein[5] 등은 실제 캡챠 이미지에 적용되고 있
는 분리방지 기법 중 캡챠의 문자열과 백그라운드 간 분리
26

를 어렵게 만드는 기법인 Background confusion[5]을 3가지
로 구분하고, 이를 공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중 복잡
한 배경을 이용한 방법은 선이나 다른 형태의 모양을 삽입
하여 캡챠 이미지로부터 글자의 분리를 어렵게 하는 방법
이다. 여기서는 게임 스크린샷들을 랜덤 배경으로 사용하
고, 특정 색상을 글자에 적용한 Blizzard 캡챠를 예시로 들
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글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제외
한 모든 색상을 없앰으로서 글자를 추출할 수 있음을 보였
다. 다음으로 색상의 유사성을 이용한 방법은 사람의 눈에
는 구분되지만, RGB 색 공간에서는 유사한 색상을 백그라
운드에 사용하여 배경과 글자의 분리를 어렵게 만든 기법
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Skyrock 캡챠[5]
가 인간의 지각 능력과 유사한 HSV색 공간을 이용하는 경
우 공격이 가능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잡음을 이용하는
방법은 캡챠 이미지의 임의 영역에 잡음을 삽입하여 글자
의 분리를 어렵게 하는 기법이다. 여기서는 Gibbs 알고리즘
[5]을 사용하여 각 픽셀의 에너지를 주변 픽셀로부터 구하
고, 특정 문턱치(Threshold) 이하의 에너지를 가지는 픽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잡음을 제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자연배경이 포함된 캡챠 이미지를 공격하기 위해 김
근영 등의 논문[7]에서는 콘볼루션 필터링과 색상 반전
을 이용하여 네이버 캡챠의 배경을 제거하였다. 콘볼루
션 필터링은 입력 이미지의 각 픽셀과 해당 픽셀에 이웃
한 영역의 값에 대해 특정 값을 가진 커널과의 행렬 곱셈
연산으로 이루어지며, 커널 값에 따라 이미지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블러링(Blurring)과 이미지의 윤곽을 또렷
하게 만드는 샤프닝(Sharpening) 등을 원본 이미지에 적
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캡챠 이미지에 블러링-샤프닝을
두 번 반복 적용하여 자연배경을 제거하였고, 이후 세그
멘트 단계에서는 숫자들이 모두 떨어져 위치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글자를 분리하였다.
또한, 김재환[8] 등은 자연배경이 포함된 캡챠 이미지
를 공격하기 위해 특징 추출 단계에서 글자에 해당하는
포그라운드 정보와 자연배경에 해당하는 백그라운드 정
보를 확보한 후 SVM을 사용하여 두 부류를 분리하였다.
이때 포그라운드 정보의 경우 백그라운드인 자연배경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밝기값을 가지기 때문에 캡
챠 이미지별로 적절한 문턱치를 정하여 추출하였고, 백
그라운드 정보는 글자가 중앙에 위치하는 특성을 이용해
캡챠 이미지의 가장자리에서 추출하였다. SVM를 이용한
특징 분리시 파라미터로는 앞서 [5]에서 언급한 HSV 색
공간 중 S(채도)와 V(명도), 그리고 영상의 Texture를 나
타내는 Local Binary Pattern(LBP) 정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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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유사 사례
인공신경망의 일종인 오토인코더는 주로 차원 축소를
통해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거나, 깊
은 신경망 구조를 비지도학습 방식으로 가중치를 초기화
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오토인코더 구조를 응용하여, Junyuan Xie[9] 등
은 잡음제거 오토인코더와 희소 표현(Sparse coding)을 합
친 Stacked Sparse Denoising Auto-encoders(SSDA)를 사용
하여 배경이미지와 혼재된 문자 이미지를 제거하고 훼손
된 이미지 영역을 복원(Inpainting)하였다. 배경이미지 복
원을 위해 잡음제거 오토인코더(Denoising autoencoder)를
사용하였으며, 입력 데이터인 글자가 포함된 배경이미지
로부터 목표 값인 원본 배경이미지를 학습하도록 하였
다. 그 결과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패턴의 문자 이미지에
한해 문자 이미지를 제거하고 원본 배경 이미지에 가깝
게 복원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오토인코더 모델을 사용
하여 제한적이지만 문자 이미지를 제거하고 파손된 부분
을 복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이미지 복원
능력은 배경이미지를 제거하고 문자로만 이루어진 이미
지 정보 추출로 응용 가능하다.

이중 오토인코더 단계는 잡음인 자연배경을 제거하고
숫자 이미지를 복원하는 단계이다. 오토인코더 모델들을
학습 시 입력은 숫자와 자연배경, 잡음이 혼재된 이미지
를, 목표 값은 숫자만 존재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학습 과정을 통해 숫자 이미지를 제외한 자연배경을 제
거하였다.
예측(Prediction) 단계는 오토인코더 모델의 출력인 자
연배경이 제거된 숫자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숫자
이미지를 분류하고 정확도를 측정하는 단계이다. 이때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한 교사 값은 One-hot encoding이
적용된 라벨을 사용하였고, 숫자 예측을 위한 활성화 함
수는 Softmax classifier(SMC)를 사용하였다.

3.2 오토인코더

3. 제안하는 방법
3.1 개요
제안하는 오토인코더 모델을 적용한 자연배경 제거 및
숫자 분류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
(Figure 1) A structure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2) 오토인코더의 구조
(Figure 2) A structure of the autoencoder

오토인코더(Autoencoder, AE)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의 일종으로 그림 2와 같이 인코딩디코딩 과정을 하나의 은닉 계층(Hidden layer)을 이용하
여 수행한다[10]. 오토인코더는 입력 계층(Input layer), 출
력 계층(Output layer), 하나의 은닉 계층으로 구성되며,
입력 계층과 출력 계층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학습방
법은 일반적인 다중 계층 신경망(Multi-layer neural
network)과 같이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학습한다. 이러한 오토인코더는 인코딩 과정에서 입
력 벡터  ∈  를 식         를 이용하여
은닉

계층의

표현인

′

 ∈  로

변환한다.

이때

    , 는 ′ × 차원의 가중치 행렬을, 는 바이

제안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은 오토인코더 모델의 입력
을 복원하는 단계와 오토인코더 출력을 입력으로 사용하
여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예측하는 단계로 구성되어있으
며, 각 단계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학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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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 벡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코딩된 은닉 계층의
표현인

는

디코딩
′

과정에서

′

 ∈  를

식

′

   ′        를 이용하여 출력 벡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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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하며, 출력  는 실제로는 입력에 해당되므로 복
원(Reconstruction)된
벡터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   ′ ′ 이고, 출력층과 입력층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중치 행렬인  ′ 는   가 된다.
오토인코더는 주어진 입력과 복원된 출력 간 손실
(Loss)이 최소화되도록 학습되며, 최적화된 파라미터
   ′ 를 유도하는 식 (1)은 다음과 같다[11].
 
   ′    ′ 
     

 
   ′ 
    ′    








이때 손실 함수(Loss function)는 오토인코더의 입력 
와 출력  의 값에 따라 사용가능하다. Mean Square Error
(MSE, 평균제곱오차)함수인  는 출력  가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경우 사용하며, Cross Entropy(CE)함수인
  는 출력이 이진 분류 시에 주로 사용한다[12]. 이러한
손실 함수  ,   는 하나의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식
(2)와 식 (3)과 같이 각각 정의되며[11], 여기에서 k는 벡
터 데이터의 k번째 요소를 의미한다.
    ║   ║





      −

  







 − − 



위와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서 오토인코더는 입력 
와 출력  를 항등 관계(Identity mapping)로 학습이 가능
하다. 다만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오토인코더의 은닉
계층에는 Undercomplete와 Overcomplete라는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13]. 전통적인 오토인코더는 은닉 계층의 벡터
를 ′  와 같이 입·출력 계층의 벡터의 수보다 줄임으
로써 뉴런의 병목현상(Bottleneck)을 이용하며, 이와 같은
제약 조건을 Undercomplete라고 한다. 이러한 제약 조건
은 차원 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를 통하여 입력 데
이터에서 중요한 특징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14]. 그리
고 은닉 계층의 벡터가 ′  와 같이 입·출력 계층의 벡터
의 수보다 큰 경우 이와 같은 제약 조건을 Overcomplete라
고 하며, 이러한 경우 은닉 계층에 희소 제약(Sparsity
constraint)을 적용하여 신경망을 효과적으로 학습 가능하
다[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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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잡음제거 오토인코더
잡음제거 오토인코더(Denoising autoencoder)는 오토인
코더의 입력 계층에서 입력 벡터  대신에 부분적으로
 값을 입력으로 사용하고, 교사학습으로 손상되
손상된 

지 않은 원래의 입력 값  를 사용하여 손상된 입력인 
로부터 출력  가 원래의 입력  를 복원하도록 인코딩-디
코딩 과정을 수행하는 인공신경망이다[11]. 잡음제거 오
토인코더의 학습 방법은 오토인코더와 동일하며, 손상된
입력 값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학습 방법은 입력 데이터
로부터 흥미로운 구조를 찾는데 유용하고, 데이터의 손
상 또는 변형으로부터 신경망을 강인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3.4 적층 오토인코더
적층 오토인코더(Stacked autoencoder, SAE)는 다수의
은닉 계층을 이용하여 인코딩-디코딩 과정을 수행하는
인공신경망이다[13]. 적층 오토인코더 내 다수의 은닉 계
층은 보다 복잡한 코딩을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하며,
그림 3과 같이 중앙의 은닉 계층을 기준으로 대칭인 구
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층 오토인코더와 같은 다중 계층 신경망은
은닉 계층이 깊어질수록 학습이 정체되는 Local minimum
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4, 16]에
서는 Deep Belief Network(DBN)의 학습에 Greedy
layer-wise unsupervised train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깊이
가 깊은 다중 계층 신경망에서도 학습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러한 학습 알고리즘은 적층 오토인코더에도 적용이 가
능하며, [13]에서는 적층 오토인코더에서 Pre-training을 수
행한 경우 수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보
였다.
3.4.1 Greedy layer-wise unsupervised training
Greedy layer-wise unsupervised training은 DBN[14, 16]
의 학습에 사용된 비지도학습(Unsupervised training) 알고
리즘으로 깊은 다중 계층 신경망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
였다. 이러한 전략은 하나의 인접 계층씩 학습 과정을 반
복하는 Pre-training과 Pre-training이 완료된 후 전체의 신
경망에 대해 학습하는 Fine-tuning으로 구성된다. 이때
Pre-training은 각 층별 학습 단계를 통해 초기 입력 값의
정보를 보존한 가중치로 초기화하며, 그림 3과 같이
Pre-training을 거친 가중치는 다음 Pre-training의 입력으로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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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이러한 Greedy layer-wise unsupervised training
은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학습하는 다층 오토인코더와 같
은 깊은 신경망도 학습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이 경
험적으로 증명되었다[10].

지 중에서 그림 4와 같이 하나의 숫자와 자연배경이 혼
재되어 있는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테두리
(Edge)만을 이용하여 숫자를 표현한 글씨체는 제외하였
다. 실험을 위해 해당 사이트의 캡챠 이미지[18]를 다운
받아 숫자와 자연배경이 혼재된 영역을 추출하였다. 다
운받은 캡챠 이미지 중 실험에 사용한 숫자 이미지는 1
에서 9까지의 숫자로 구성되어있고, 다수의 폰트가 존재
하며, 숫자의 기울기와 크기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림 3) 적층 오토인코더와 Unsupervised pre-training
(Figure 3) Stacked autoencoder and unsupervised
pre-training

(그림 4) 숫자와 자연배경이 혼재된 이미지
(Figure 4) Mixed numbers and natural backgrounds

4.1.1 학습 데이터

3.5 Softmax classifier
Softmax classifier(SMC)는 클래스 분류를 위한 활성화
함수로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에 대하여 정규
화한 지도학습(Supervised training) 모델이다[17].
임의의 입력  가 주어져있고, 클래스의 개수가
     일 때, 식      에서 각각의 k에 대한 확
률을 구하는 식 (4)는 다음과 같다.

  
   


 

   

⋮
 
  









이때 출력 값은 K개의 클래스에 대한 각각의 확률이
K 차원의 벡터 형태로 나오며, 이들의 총합은 1이 된다.
그리고 학습은 손실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가중치  를 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손실함수로는 Cross Entropy
를 사용한다.

4. 실 험
4.1 실험 데이터 특성
실험 데이터는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캡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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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인 숫자와 자연배경이 혼재
되어 있는 이미지, 출력 데이터인 숫자만 존재하는 이미지,
교사 값인 해당 숫자의 라벨로 구성되어있다. 학습 이미지
를 제작하기 위해 자연배경 이미지는 네이버 캡챠에서 500
개 추출하였으며, 숫자 이미지는 네이버 캡챠에서 HSV 색
공간의 채도(Saturation)와 밝기(Value)값으로 자연배경과
글자 분리가 가능한 특성[8]을 이용하여 숫자와 자연배경
이 혼재되어 있는 원본 이미지에 문턱치 기법을 적용하여
숫자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픽셀의 위치를 찾아내고, 해
당 픽셀의 채도 값과 밝기 값을 1300개 추출하였다.
하나의 캡챠 데이터는 앞서 생성한 자연배경 이미지
와 숫자 이미지를 기준 데이터로 하여서, 임의로 각각 하
나씩 선택하여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생성방법은
선택된 자연배경 이미지에서 각 픽셀의 HSV 값을 각각
(H, S, V), 선택된 숫자 이미지에서 각 픽셀의 HSV 값을
각각 (H’, S’, V’)라고 했을 때, 조합된 캡챠 이미지는 해
당 픽셀이 배경일 경우 (H, S, V), 해당 픽셀이 숫자의 일
부분일 경우 (H, S’, V’)가 되도록 하였다. 이때 S’와 V’값
은 해당 숫자 이미지 전체의 최대 값과 최소 값 사이에
존재하는 임의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Canny Edge Detection[19]을 사용하여 숫자 이미지의 테
두리를 찾아서, 이중 1 ∼ 10%의 테두리 픽셀과 테두리
인접 픽셀의 채도와 밝기 값을 해당 숫자 이미지의 최대
값과 최소 값 사이의 임의의 값을 가지게 하여 앞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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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숫자 이미지에 다양한 형태의 잡음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숫자 이미지에 대해 기울기는 –20° ∼ 20°를 적
용하여서, 원래의 숫자 이미지를 변형하였다. 생성된
HSV 형태의 이미지는 그레이 스케일링을 적용한 후 신
경망에서 학습 가능한 형태인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일
반화하였다. 출력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 생성 시 선정된
숫자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숫자를 의미하는 교
사 값은 임의로 선택된 숫자와 일치하도록 생성하였다.

해 오토인코더 모델과 사용된 손실 함수에 따른 복원된 이
미지의 형태와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모델은 학습 횟
수가 동일하며, 이때 적층 오토인코더의 학습 횟수는 초기
가중치를 결정하는 Pre-training 단계를 제외한 Fine-tuning
단계의 학습 횟수를 말한다.
4.3.1 Undercomplete autoencoder(UAE)

4.1.2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는 다운받은 캡챠 이미지에서 숫자와
자연배경이 혼재된 영역을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
며, 캡챠 이미지에 존재하는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각각
100개씩 임의로 추출하여 총 900개의 이미지를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4.2 실험 환경
실험을 위해 사용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의 환경은 다
음 표 1과 같다.

(그림 5) 테스트 데이터에서 UAE 모델의 숫자별 오분류율
(Figure 5) Probability of misclassifications by each
number in UAE model in test data

(표 1) 개발 환경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CPU

AMD Ryzen 7 1800X Eight-Core Processor

RAM 64GB
GPU
OS

NVIDIA GeForce GTX 1080 Ti
Ubuntu 16.04

(그림 6) UAE로 정상적으로 복원·분류된 이미지 샘플
(Figure 6) Samples of images normally restored
and classified by UAE

실험은 Python 기반의 Tensorflow를 사용하여 진행하
였으며, 1.0 버전을 이용하였다. 학습 데이터 생성 시
HSV 색 공간 변환 및 Canny edge detection을 적용하기
위해 OpenCV를 사용하였으며, 오토인코더의 구현을 위
해서 [20]을 참고하였다.

4.3 실험 결과와 분석
실험에 사용된 오토인코더의 모델은 입·출력보다 적은
개수의 은닉노드 한층을 가진 오토인코더(Undercomplete
autoencoder, UAE), 입·출력보다 많은 개수의 은닉노드 한
층을 가진 오토인코더(Overcomplete autoencoder, OAE), 은
닉 계층의 개수가 많은 적층 오토인코더(SAE)이다. 오토
인코더의 손실 함수로는 [21]을 참고하여 Mean Square
Error(MSE)와 Cross Entropy(CE)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
30

(그림 7) UAE로 비정상적으로 복원·분류된 이미지 샘플
(Figure 7) Samples of images abnormally restored
and classified by UAE

UAE 모델에서 사용한 입·출력 계층의 노드(Node) 개
수는 1600개, 은닉 계층의 노드 개수는 300개이다. 이러
한 구조의 UAE로 복원된 이미지는 각각 그림 6, 7이며,
이중 그림 6은 숫자가 정상적으로 복원·분류된 이미지이
고, 그림 7은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복원되거나 오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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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이다. 실험 결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각각
91.2%(MSE), 93.1%(CE)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그림 5와
같이 UAE는 손실 함수와 상관없이 숫자 ‘7’과 숫자 ‘8’에
대한 오분류 비율이 가장 컸다.
4.3.2 Overcomplete autoencoder(OAE)

(그림 8) 테스트 데이터에서 OAE 모델의 숫자별 오분류율
(Figure 8) Probability of misclassifications by each
number in OAE model in test data

에 대하여 각각 88.3%(MSE), 92.6%(CE)의 정확도를 보였
으며, 그림 8과 같이 OAE는 손실 함수가 MSE인 경우 숫
자 ‘7’과 숫자 ‘1’, 손실함수가 CE인 경우 숫자 ‘8’과 숫자
‘4’에 대한 오분류 비율이 가장 컸다.
4.3.3 Stacked autoencoder(SAE)
SAE 모델에서 사용한 입·출력 계층의 노드 개수는
1600개이다. 은닉 계층의 노드 개수는 3개의 은닉 계층의
경우 1000-700-300이며, 5개의 은닉 계층의 경우 13001000-700-500-300이다. 이러한 구조의 SAE로 복원된 이
미지는 각각 그림 12, 13이며, 이중 그림 12는 숫자가 정
상적으로 복원·분류된 이미지이고, 그림 13은 숫자가 비
정상적으로 복원되거나 오분류된 이미지이다. 실험 결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3개의 은닉 계층을 가진 적층
오토인코더는 각각 92.8%(MSE), 94.1%(CE)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5개의 은닉 계층을 가진 적층 오토인코더는 각
각 95%(MSE), 96.2%(CE)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림 11과
같이 SAE는 공통적으로 숫자 ‘7’과 숫자 ‘8’에 대한 오분
류 비율이 가장 컸다.

(그림 9) OAE로 정상적으로 복원·분류된 이미지 샘플
(Figure 9) Samples of images normally restored
and classified by OAE

(그림 10) OAE로 비정상적으로 복원·분류된 이미지 샘플
(Figure 10) Samples of images abnormally restored
and classified by OAE

OAE 모델에서 사용한 입·출력 계층의 노드 개수는
1600개, 은닉 계층의 노드 개수는 5000개이며, 여기서는
손실 함수에 희소 조건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
의 OAE로 복원된 이미지는 각각 그림 9, 10이며, 이중
그림 9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복원·분류된 이미지이고, 그
림 10은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복원되거나 오분류된 이미
지이다. 그림 10에서 숫자 ‘3’의 경우 모두 정상 복원·분
류되었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실험 결과 테스트 데이터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8권6호)

(그림 11) 테스트 데이터에서 SAE 모델의 숫자별 오분류율
(Figure 11) Probability of misclassifications by each
number in SAE model in test data

(그림 12) SAE로 정상적으로 복원·분류된 이미지 샘플
(Figure 12) Samples of images normally restored
and classified by S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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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AE로 비정상적으로 복원·분류된 이미지 샘플
(Figure 13) Samples of images abnormally restored
and classified by SAE

4.3.4 종합 분석

(그림 14) 학습 횟수에 따른 테스트 정확도
(Figure 14) Test accuracy by number of learnings

(표 2) 오토인코더 모델별 테스트 정확도
(Table 2) Test accuracy by autoencoder model
사용 알고리즘
UAE
UAE
OAE
OAE
SAE (3 layer)
SAE (3 layer)
SAE (5 layer)
SAE (5 layer)

손실 함수(AE)
MSE
CE
MSE
CE
MSE
CE
MSE
CE

정확도
91.2%
93.1%
88.3%
92.6%
92.8%
94.1%
95.0%
96.2%

앞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오토인코더 모델별 정확도를
나타내는 표 2와 학습 시간에 따른 정확도를 나타내는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이 1개의 은닉 계층보다는 3개의
은닉 계층에서, 3개의 은닉 계층보다는 5개의 은닉 계층
을 가진 오토인코더에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졌다. 또한, 오토인코더의 손실 함수로는 Cross Entropy
를 사용한 결과가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한 결과보다
정확도가 더 높았다.
그 이유는 오토인코더 모델과 손실 함수에 따른 이미
지 복원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15, 16과 같이 Cross
Entropy를 사용한 경우 분류단계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숫자 이미지가 보다 선명하게 복원되어 실제 분류 단계
의 학습 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또한 희소 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OAE는 UAE나 SAE에 비해 은닉 노드 개
수는 많지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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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오토인코더 모델로부터 복원된 이미지
(Figure 15) Image restored with autoencoder model

(그림 16) 오토인코더 모델로부터 복원된 이미지
(Figure 16) Image restored with autoencoder model

4.3.5 다른 방법들과 비교
위 실험에서는 오토인코더 모델을 사용하여 하나의 숫
자와 자연배경으로 이루어진 캡챠 이미지에서 자연배경
을 제거하고 이를 입력으로 하여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와의 성능 비교가 필요하지만, [7, 8] 모두 숫
자열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하고 있고, 특히 [7]의 경우 자
연배경은 다르지만 같은 숫자열을 가진 이미지 30개를 한
세트로 분석하고 판독하여 정확도를 측정하고 있다. 또
한, 현재의 네이버 캡챠는 문자의 종류와 폰트가 다양해
지고, 문자의 위치가 랜덤으로 위치하며, 문자와 문자간
분리방지기법이 적용되고 있는 등 데이터의 특성이 과거
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서 소개했던 네이버 캡챠를
공격한 사례와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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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객관적인 성능 비교는 어렵지만 본 실험의 의
의는 네이버 캡챠에서 자연배경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적
용하고 있는 문자와 배경 간 분리방지기술에 대해 오토
인코더 모델을 이용하여 캡챠 이미지내 다양한 자연배경
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였으며, 이를 입력으로 받는 단일
계층 신경망(Single-layer neural network)과 소프트맥스 함
수를 사용하여 96.2%의 높은 확률로 개별 숫자 인식을
성공했다는 점이다.

[5]

[6]

5. 결 론
본 논문은 오토인코더를 이용하여 숫자와 자연배경으
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에서 자연배경을 제거함으로서
숫자를 인식하는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다양한 오토인코더의 모델을 이용하
여 자연배경이 제거된 숫자 이미지를 복구하고, 이를 입
력으로 받는 Softmax Classifier를 사용하여 숫자별로 분
류하는 형태이다. 실험 결과 오토인코더 모델에 층의 개
수가 많고, 손실 함수로는 Cross Entropy를 사용하는 경우
자연배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이러한 결과가 숫자를
인식하는 정확도에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오토인코더와 같은 인공신경망을 사용
하여 숫자가 아닌 다른 문자에 대해서도 자연배경과 같
은 잡음이 제거된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 및 분류하는 것
과 이를 사용하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캡챠 이
미지 인식에 사용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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