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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까지 유해한 컨텐츠(Contents)를 차단하기 한 활발한 연구가 있었으나, 사람의 사운드(sound)

와 이미지(image)를 통합한 필터링(filtering) 기법에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이미지(image) 데이터  피부색 분포 비율과 사운드(sound) 데이터  주 수 분석을 통한 

심층 인 기법을 활용하여 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미지 필터링(image filtering)방법에 한 수행 결

과보다 획기 으로 개선된 성능을 보이고자 한다. 즉, 사운드와 이미지의 특징 정보를 이용한 성인 컨

텐츠(Adult Contents)분류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성인 컨텐츠(Adult Contents)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는 사운드 패턴을 분석하여 재까지 한정된 자원인 이미지만을 활용한 기법보다는 한 향상

된 수행능력을 측해 볼 수 있다.  

(그림 1 사운드(sound)와 이미지(image)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Contents) 필터링(Filtering) 기법

1. 서론

   재  세계는 고속 인터넷 시 의 패러다임을 넘

어서서 Web 2.0이라는 새로운 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

다. 이에 따라 Web의 역이 수동 인 분야에서 재는 

사용자가 능동 으로 Web환경에 참여하여 능동 인 피드

백을 받고 있다. 이에 편승해 사용자가 만든 여러 멀티미

디어 컨텐츠(Multimedia Contents)가 Web환경에서 쏟아지

고 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정보의 공유라는 역할도 하

고 있으나, 개인 사생활 정보의 유출, 유해한 정보의 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재까지 행해진 연구에서는 컨

텐츠(Contents)정보에 한 이미지(image)정보를 활용한 

필터링(Filtering)기법이 부분이고, 컨텐츠(Contents)에 

한 사운드(sound) 부분에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

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미지 데이터 에서는 피부색 분

포비율과 컨텐츠(Contents)에 포함된 사운드(sound)정보에 

한 주 수 분석을 통한 이미지(image)  사운드

(sound)의 통합정보의 활용으로 지 까지 리 알려진 기

법보다 보다 향상된 이미지(image)와 사운드(sound) 통합 

기법을 구 하는데 있다.

2. 사운드(sound)과 이미지(Image)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필터링(Contents Filtering)기법

   컨텐츠(Contents)가 가진 사운드와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한 후, 사운드는 특정 음원에 해서 주 수 특징을 

추출한 후, 추출한 데이터에서 특정 주 수에 서로 다른 

가 치를 부여하여 가 치에 따른 최 의 기법을 찾는다. 

가 치는 특정 음원에 한 주 수 범 에 한 빈도수를 

토 로 작성된다.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피부색 분포율을 구한 후 분포율이 31 ～ 81%에 속한 경

우를 성인 이미지라 간주하고 그 지 않은 경우는 일반 

이미지(image)로 간주한다. 이 게 추출한 사운드(sound)

자료와 이미지(image)자료에 한 각각의 가 치를 통합

하여 사운드(sound)과 이미지(image)를 통합한 기법을 만

든다.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122

(그림 6) 성인 컨텐츠 주 수 

(그림 5) 일반 컨텐츠 주 수 

(그림 4) Texture를 이용한 피부색 추출식

(그림 2) 채 별 피부색 범  추출식

(채  1에서의 피부색 추출 역)

      (그림 5) 이미지내의 피부색 분포율

3. 이미지를 이용한 필터링 기법

 본 논문은 인체만이 갖는 고유한 색상 특성인 피부색을 

이용한다. 추가 으로 이미지에 한 질감을 추가하여 수

행 능률을 높인다. 

 AND

 (채  2에서의 피부색 추출 역) 

 AND

 (채  3에서의 피부색 추출 역)

 (그림 3) 색상 모델별 피부색 범  추출식

4. 사운드를 이용한 필터링 기법

 사운드에 한 데이터는 특정 음원으로부터 인식에 유효

한 특징 라미터를 뽑아내어 데이터 집합을 만들고, 주어

진 데이터 집합에서 주 수 분석 등을 통한 작업을 수행

하여 특징 정보에 한 가 치를 추출한다.

5. 실험  결과 (사운드 역)

 총 수집한 컨텐츠(Contents) 89개 이고, 이  성인 컨텐

츠(Contents)는 42개, 일반 컨텐츠(Contents)는 47개이다. 

실험 결과 42개의 성인 컨텐츠(Contents)  약 71%인 30

개의 데이터가 주 수 범  100 ～150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 다. 그리고 47개의 일반 컨텐츠(Contents)  약66%

인 31개의 데이터가 주 수 범  150 ～200에서 가장 높

은 빈도수를 보 다.   

6. 결론           

성인 컨텐츠(Contents)에서 추출된 사운드(sound)정보

에서 특정 음원정보에 한 패턴을 구하는 기법을 추가함

으로써 재 많이 연구된 이미지(image)데이터만 활용한  

기법보다는 수행처리 능력이 우수할 것으로 단이 된다. 

추후 패턴을 구하는 방법에서 인공지능 처리 기법을 도입

하면 수행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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