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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기술의 발달로 유해 멀티미디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한 선정 , 폭력  유해 콘텐츠는 청소년

에게 약 향을 끼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정성, 폭력성이 드러나는 상 콘텐츠 차단을 한 다  기법을 제안

한다. 다  기법 내에는 선정성, 폭력성을 검출하는 두 가지 모듈이 있다. 선정성 검출 모듈 내에는 성인 수와 외설 

수를 기반으로 선정성을 검출하는 모델이 있다. 폭력성 검출을 한 모듈 내에는 RGB 역을 이용한 피 검출 모델

과 폭력 인 움직임은 방향과 크기 변화가 크다는 것에 착안한 움직임 추출 모델 두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총 세 

가지 모델의 검출 결과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유해 여부를 단한다. 본 논문의 유해 콘텐츠 차단 다  기법은 무분

별하게 유포되는 선정 , 폭력  유해 콘텐츠를 차단한다.

키워드 : 컴퓨터 비 , 선정성, 폭력성, 유해 콘텐츠, 멀티미디어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harmful multimedia contents are spreading out. In 
addition, obscene and violent contents have a negative impact on children.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ultimodal approach for blocking obscene and violent video contents. Within this approach, there 
are two modules each detects obsceneness and violence. In the obsceneness module, there is a model that 
detects obsceneness based on adult and racy score. In the violence module, there are two models for detecting 
violence: one is the blood detection model using RGB region and the other is motion extraction model for 
observation that violent actions have larger magnitude and direction change. Through result of these three 
models, this approach judges whether or not the content is harmful. This can contribute to the blocking 
obscene and violent contents that are distributed indiscrimin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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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 기술의 핵심인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 패러다임을 

변화 시킬 정도로 다양한 순기능이 있는 반면 그 역기능 

한 심각해서 이에 한 책이 시 하다. 특히, 최근 

ICT 기술의 인 라 성장과 스마트기기 보 의 발달로 인

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융복합 산업들이 속도로 확산

되고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격하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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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용자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

애받지 않고 손쉽게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가 있다. 한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과 같은 디

지털 상 기기의 발달로 사람들은 개인의 장비로 만든 

상물들을 쉽게 제작하고 공유할 수도 있게 되었다[1,2]. 

그러나 유해 멀티미디어의 무분별한 유포로 인해 원치 

않는 사용자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 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별력과 제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됨으로써 사회 으로 큰 문제로 두

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유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유포를 차단하기 해 한 사회  노력과 연

구가 필요하게 되었다[3,4].

상물등 원회에서 제시하는 유해 콘텐츠를 차단

하기 한 상물 등  요소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사, 공포, 약물, 모방 험으로 총 7가지 기 이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상물 등 을 분류하기 해서는 사람이 직

 수작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으로써 실질 으로 명확한 

분류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멀티미디어의 등  분류를 통해 유해 콘텐츠 

차단을 한 자동화 로세스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는  7가지 기   상물등 원회에서 가장 요시 

여기는 선정성과 폭력성에 을 맞추어 유해 콘텐츠 

차단 연구를 진행하 다. 상에서 선정성, 폭력성을 검

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상을 이미지 단 로 나 어 상 내의 픽셀을 분석하

는 Visual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상에서 등

장하는 화자의 화 내용과 자막을 명사, 형용사, 동사와 

같이 문법 으로 구분하여 나  Linguistic 특징을 이용

하는 방법이다. 셋째, 상 속에 등장하는 소리를 주 수

와 데시벨로 나 어 분석하는 Audio 특징을 이용하는 방

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해 콘텐츠를 검출하기 한 세 

가지 특징  Visual 특징에 집 하여 멀티미디어 유해 

콘텐츠를 검출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멀티미디어 유해 콘텐츠 차단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유해 멀티미디어 

상 차단 기법 설계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차단 

메커니즘을 용 한 유해 동 상 별 성능 분석에 하

여 기술하고,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과제를 

제안한다.

2. 관련연구

상에서 선정  유해 콘텐츠를 찾는 연구들은 주로 

사람의 피부색을 이용한다. 많은 연구들이 사람의 피부

색 검출에 RGB 색상 역을 사용하여 피부색과 가까운 

RGB 역을 계산한 다음, 상의 특정 임이 계산된 

RGB 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한, RGB 색상 

역 이외에 피부색을 더 효과 으로 검출할 수 있는 HSV, 

HSI 색상 역도 사용한다[5-8]. 하지만 선정  유해 콘

텐츠가 나타나는 상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동작에 같

은 패턴이 나타나고, 이 패턴을 사용하면 단순하게 피부

색을 확인하는 방법보다 검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정 , 비선정  장면 속 다수의 동작 패턴을 추

출한 후 계산된 동작 패턴을 SVM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분류하면 상 내 선정  유해 콘텐츠를 악할 수 

있다[6].

그러나 피부색을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 각각의 색상 

역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연산이므로 해당 색상 역에 

해당하지 않는 선정  장면은 검출 할 수 없는 단 이 있

다. 그리고 선정  패턴 확인 방법의 경우 단순하게 피부

색을 확인하는 방법 보다 검출 성능 면에서 뛰어나나 많

은 양의 선정  동작 패턴이 필요하다는 단 이 있다.

상에서 폭력  유해 콘텐츠를 검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방법은 폭력 인 상은 비폭

력 인 상에 비해 움직임이 크다는 특징 정보를 이용

한다. 각 방법마다 특징 정보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계산 

방법은 다르나 계산된 결과 값을 통해 폭력 인 상과 

비폭력 인 상을 학습시켜 분류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각 방법을 살펴보자면 Table 1과 같다.

첫 번째 방법은 MoSIFT(Motion 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서술자를 생성해 상의 폭력성을 

검출한다. MoSIFT 서술자의 경우 폭력 인 상에서 나

타나는 움직임과 형태 정보를 함께 이용한다는 장 이 

있지만,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러닝타임이 긴 상

의 폭력성을 검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9]. 두 번째 

방법은 ViF(Violent Flow) 서술자를 생성해 폭력성을 검

출한다. ViF 서술자는 임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류의 크기, 방향 변화를 계산하여 이의 변화량이 큰 상

을 폭력 인 상이라고 단한다. 이 방법의 경우 상 

속의 모든 픽셀들 각각의 움직임이 클 경우 폭력성 검출

이 유의미하지만, 임의 일부 역에서만 움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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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폭력성 검출에는 합하지 않다

[10]. 마지막으로 움직임 서술자는 ViF 폭력 서술자를 만

들어내는 방법과 동일하게 임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류를 측정하여 움직임 정보를 추출한다. 하지만 이 방

법은 서  역별로 움직임 정보를 추출하여 폭력성 검

출 속도가 빠르며, ViF 폭력 서술자에 비해 검출 성능이 

우수하다[11,12].

Table 1. Comparison of three methods for extracting 

movement in violent video

Method Strengths Weaknesses

MoSIFT 

Descriptor

Detection 

performance is 

excellent by using 

appearance and 

motion information 

for detecting 

violence.

The time required to 

generate the 

descriptor is long.

ViF 

Violence 

Descriptor

The time required to 

generate the 

descriptor is small.

It is not suitable for 

detection of 

individual violent 

behavior of minority 

people

Movement 

Descriptor

The time required to 

generate the 

descriptor is small, 

and the detection 

performance is 

excellent.

-

폭력성 검출의 두 번째 방법으로 상 내 피 검출이 

있다. 피 검출법은 RGB 색상 역을 이용하여 피와 가까

운 RGB 역을 계산한다. 그 다음 상의 특정 임 

일부가 피의 RGB 역에 속한다면 해당 임에 폭력

성이 있다고 단한다[13].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붉은 

벽지와 같은 외상황에 한 처리가 어렵다.

붉은 벽지와 같은 외 상황 처리를 해 피 검출에 

크기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피의 크기가 일

정 값 이상이라면 이는 붉은 벽지와 같은 외 상황이라

고 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그마한 붉은 벽

지 는 듬성듬성 나타나는 붉은색 계열의 물체를 피로 

인식하는 근본 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3. 유해콘텐츠 차단 기법 설계

본 논문은 멀티미디어 상 유해 콘텐츠 차단을 해 

Fig. 1과 같이 선정성 검출 모듈과 폭력성 검출 모듈을 

설계하 다. 선정성 검출 모듈은 성인 수, 외설 수를 

추출하는 모델을 포함하며, 폭력성 검출 모듈은 피 검출

과 움직임 추출 모델을 포함한다.

차단 기법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상이 입력되면 

상 내 움직임의 최소 단 인 (Shot) 단 를 추출한다. 

이후 추출된  단  상이 선정성 모듈과 폭력성 모듈

을 거치게 되며, 각 모듈 내 모델에서 나온 값으로 해당 

콘텐츠의 유해 콘텐츠 여부가 결정된다.

Fig. 1. Flowchart for Multimodal approach for blocking 

obscene and violent contents

3.1 숏(Shot) 검출

본 논문이 상으로 하는 선정 , 폭력  유해 콘텐츠 

검출은 상에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유해 콘텐츠 검출 

기법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을 

이미지로 분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단순하게 

상을 사진으로 분해하면, 폭력성 검출에서 상 내 움직

임 값을 계산할 때 상 내 어떤 구간을 한 움직임으로 

야 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상물이 선정 , 폭력  

유해 콘텐츠인지를 분류하기  상 내 움직이는 이미

지를 담아내는 최소 단 들을 찾아야 한다. 이 기법을 사

용하여 최소 단 를 찾으면 폭력성 검출을 한 움직임 

최소 단  구간 설정 문제 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상 

내 어떤 구간이 선정 , 폭력 인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최소 단 를 본 논문에서 (Shot) 이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지칭할 것이다.

 구분은 두 이미지 간의 값 변화량으로 단한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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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두 이미지 간의 값 변화량이 크다면 이는 각 이미지가 

서로 다른 에 해당한다고 본다. 기존의  검출 방법은 

주로 RGB 색상 역을 사용하여 두 이미지 간의 값 변화

량을 계산한다. RGB 색상 역을 사용한  검출 알고리

즘은 다음과 같다. 1) 재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입력 

값으로 받는다. 2) 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RGB 값 차

이를 댓값을 워 계산한다. 3) 계산된 RGB 값 차이의 

평균을 구한다. 4) 이 평균이 사용자가 지정한 임계값을 

넘어서면 두 이미지 사이에서 이 변했다고 단한다.

하지만 RGB 색상 역을 사용한  검출의 경우 고정 

되어있는 배경 속에서 발생한 다른 행동들이 같은 에 

속하게 된다. 같은 배경 속에서 다른 행동이 발생했을 때 

특정 행동은 폭력 일 수 있고, 특정 행동은 비폭력 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행동을  단 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구분을 해 본 논문에서는 HSV 색상 역을 사용

한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하 다. 알고리즘의 동작 방

식은 RGB 색상 역을 사용한  검출 알고리즘과 유사

하다. 1) 재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입력 값으로 받는

다. 2) 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HSV 값 차이를 댓값

을 워 계산한다. 3) 계산된 HSV 값 차이의 평균을 구

한다. 4) 이 평균이 사용자가 지정한 임계 값을 넘어서면 

두 이미지 사이에서 이 변했다고 단한다. 이 방법은 

 검출에서 정확도가 RGB 색상 역을 사용한 알고리

즘에 비해 우수하다. 한 HSV 색상 역을 이용하면 

Fig. 2와 같이 비슷한 배경과 장면을 가진 이미지에 해 

서로 다른 이라 단할 수 있다.

   

Fig. 2. Images distinguished by two different shots using 

HSV color space

3.2 선정성(Obscene) 모듈

상에서 선정성을 검출할 때 상을 이루고 있는 이

미지 각각에 해 선정성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하지

만 상 내 모든 이미지에 해 선정성을 확인할 경우 불

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며 이로 인한 검출 속도 

지연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을  단

로 나  다음, 각  단 에서 표 이미지를 선정하여 

표 이미지에 한 선정성을 검출하 다.

선정성을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련 연구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지 

내의 피부색을 확인하여 그 역의 크기로 선정성을 검

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검출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단 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선정  장면에서 등

장하는 동작 패턴을 다량 추출한 다음, 이를 SVM(Support 

Vector Machine)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방

법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많은 양의 동작 

패턴 추출이 필요하며, 은 수의 동작 패턴으로는 검출

의 성능을 높일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 내 선정성 검출의 정확도

를 높이고자 이미 학습된 선정성 검출 모델을 활용하

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선정성 검출 모델은 Microsoft에

서 서비스 하고 있는 Cognitive Service 의 Computer 

Vision API 이며, 해당 모델은 Kaiming He, Xiangyu 

Zhang, Shaoqing Ren, and Jian Sun. 의 두 논문에 의해 

개발되었다[14,15]

3.3 폭력성(Violence) 모듈

3.3.1 피 검출 모델

상에서 폭력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피 검

출 모델을 이용했다. 선정성 검출과 마찬가지로 피 검출 

모델 역시 상 내 이미지 각각에 해 동작한다. 따라서 

상 내 특정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피의 비율이 높다라

면 이 상의 해당 구간은 폭력 인 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상에서 등장하는 피의 종류를 밝은 피와 

어두운 피 두 가지로 구분하 다. 그 다음 밝은 피, 어두

운 피 각각에 해 RGB 색상 역 범 를 설정하 으며, 

만약 이미지 내 특정 픽셀이 피에 해당하는 RGB 색상 

역 범 에 해당하면 이 픽셀에 피가 표 되었다고 단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RGB 색상 역 범 는 식 (1), 

(2)과 같다.

    &    &                (1)

    &    &     & 

                                (2)

하지만 해당 RGB 색상 역 범 에 해당하는 픽셀들을 

모두 피라고 단하면 붉게 나타난 노이즈 역과 붉은 

벽지와 같은 외 상황을 처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피로 분류된 역이 작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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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노이즈로 단하는 필터를 사용했다. 하지만 

피로 분류된 역이 클 경우 붉은 물체의 검출을 막기 

해 사용할 수 있는 크기 필터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각 이미지 내에서 등장하는 피의 크기

는 이미지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피가 장면의 큰 부

분을 차지하는 이미지의 경우 크기 필터에 의해 피가 검

출되지 않았다고 인식될 수 있다. 즉 상 내에서 피가 

차지하는 역이 비교  큰 이미지는 크기 필터에 의해 

폭력 이지 않다고 분류 될 험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은 피로 분류된 역이 클 경우 사용하는 필터를 아래 필

터로 체했다.

빨간 물체와 다르게 피의 경우 상에서 그 농도차이

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찰에 착안하여 피라고 

인식되는 역의 사이즈가 크고, 피라고 인식되는 픽셀

의 주변 값들이 자기 자신의 픽셀 값과 일치하지 않다면 

이를 피라고 단하는 필터를 해당 알고리즘에 추가했다. 

이 필터를 사용하면 큰 피를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 변화가 크지 않은 벽지

와 같은 빨간 물체는 피라고 단하지 않는 필터로서 역

할 역시 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추가한 구체  알고

리즘은 다음과 같다. 만약 피라고 인식되는 역의 사이

즈가 크다면 피라고 인식되는 픽셀을 심으로 5X5 정사

각형을 만들었고, 이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값들이 심 

픽셀의 RGB 값과 같은지 비교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그 

이후 심 픽셀의 RGB 값과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일부 

픽셀의 RGB 값이 동일하다면 이 심 픽셀은 피로 보지 

않았다.

3.3.2 움직임 추출 모델

상의 폭력성 검출 두 번째 방법으로 폭력 인 상

은 비폭력 인 상에 비해 움직임이 크다는 특징 정보

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련 연구에서 소개한 

MoSIFT, ViF, 움직임 서술자  폭력성 검출 속도가 빠

르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움직임 서술자를 이용하여 

폭력 인 행 가 담긴 상을 검출하 다.

폭력 인 행동이 담긴 상과 사람의 움직임만 포함

된 일반 인 상을 비교해 보면, 사람이 걷거나 뛰는 행

동을 할 때에는 움직임의 방향이 한 쪽으로 일정하고 크

기 한 일정하다. 하지만 폭력 인 행동의 경우 방향과 

속력은 일정하지 않고 그 크기 변화 역시 크다. 즉 폭력

인 행동의 움직임은 체 으로 변하는 움직임이 많

지만, 비폭력 인 행동의 경우 변하는 움직임이 비교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찰 결과에 착안하여 다

음과 같은 움직임 추출 모델을 개발하 다.

Fig. 3. Flowchart for movement descriptor

움직임 서술자는 Fig. 3과 같이 4단계를 거쳐 생성된

다. 먼  상의 크기를 720x1280 픽셀로 조정한다. 그 

이유는 SVM 분류 알고리즘에서 학습할 때 사용하는 입

력 값들을 일정하게 맞춰주기 함이다. 이후 크기가 조

정된 상이 입력되면 15x15(픽셀)의 서 역 단 별로 

류(Dense optical flow)를 계산하여 사람의 움직임 정

보를 추출한다. 서 역으로 나 면 연산시간을 일 

수 있고, 서술자의 차원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ig. 4와 같이 서 역의 가운데 픽셀 움

직임 정보를 표 움직임 정보로 사용하 다.

Fig. 4. Sub-region representative movem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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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임 마다 이  임과의 크기  방향 변화량

을 식 (3)을 이용하여 하나의 값으로 표 한다. 이때, 서

역 에서의 표 움직임 정보는  로 

표 된다.  

  

∙

∙


(3)

여기서 는    을 만족 하는 상수이며, 일반

으로 속력의 변화가 큰 움직임보다는 방향의 변화가 

큰 움직임이 폭력 인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으로 

  로 설정한다.

다음으로는 계산된 을 이용하여 상에서 움직임

의 변화가 큰 역을 추출한다. 이 역의 추출을 해 

본 논문은 다음 식 (4)을 이용하 다. 이를 이용하면 

이 사 에 설정된 임계값보다 큰 역만을 추출할 수 있

다. 본 논문은 해당 역을 움직임 이진맵(Motion Binary 

Map)이라고 부를 것이다.

       
        (4)

이후 각 임 별 이진맵을 통해, 식 (5)에 표 된 각 

 별 T 임 단 의 평균 MBM을 계산하 다.

 
 




     (5)

최종 으로 구한 평균 MBM으로 각각의 에 한 

움직임 서술자를 생성하 다. 생성한 움직임 서술자의 

차원은 Fig. 5와 같다. 720x1280(픽셀) 크기의 임을 

15x15(픽셀)의 서 역으로 나 어 가운데 픽셀로 움직임 

정보를 표하 으므로 생성된 움직임 서술자는 총 

48x85개 이다. 48x85 개의 움직임 서술자를 SVM(Support 

Vector Machine) 분류기를 이용하여 폭력 인 행동을 담

은 상과 그 지 않은 상을 분류하도록 학습시켰다.

Fig. 5. Movement descriptor vector dimension

4. 구현 및 실험결과

4.1 선정성 검출

본 논문에서는 이미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선정성

을 검출하 다. 해당 모델의 경우 계산되어 나오는 adult 

score 가 0.5가 넘으면 해당 이미지를 선정 인 이미지라

고 단한다. 한 racy score 가 0.5가 넘으면 해당 이미

지가 외설 이라고 단한다.

상물연령등 원회에 의해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

년 람불가 등  정을 받은 화를 상으로 해당 모

델의 정확도를 계산해보았다.

Table 2. Result of detecting obscene and non-obscene 

images

Tag Image
Adult 
score

Racy 
score

Obscene 0.765 0.771

Obscene 0.795 0.542

Obscene 0.040 0.940

Not 
obscene

0.12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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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해 동 상 콘

텐츠 내에 있는 선정  이미지의 경우 성인 수가 0.5를 

넘는다. 반면에 유해 동 상이라고 단되지 않은 콘텐

츠 내 이미지의 경우 성인 수가 0.5를 넘지 않는다. 따

라서 본 논문도 해당 모델의 기 과  표의 결과에 착안

하여 성인 수가 0.5를 넘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동 상 

콘텐츠를 유해 동 상으로 분류하 다.

 표의 네 번째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정성 

수가 다소 낮지만 외설 수가 높은 이미지들이 있다. 

이 이미지들은 직 으로 선정  유해 콘텐츠에 해당되

지 않지만, 청소년에게 선정 인 향을  수 있다. 따라

서 외설 수(Racy score)가 0.5 이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상 콘텐츠 역시 유해 동 상으로 분류하 다.

4.2 피 검출

본 논문에서 사용한 피 검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해 피가 등장하는 유투 (Youtube) 상과 국내 화를 

실험 데이터 셋으로 이용하 다. 피 검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체 내에서 피의 범 가 0.5% 

이상일 때 해당 이미지가 폭력  상 콘텐츠에 속하는 

이미지라고 단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폭력  이

미지 내에 피가 검출될 경우 세 이미지 모두 그 범 가 

0.5% 이상이다. 한 벽지의 경우 피의 농도차이에 기반 

하여 개발한 알고리즘에 의해 이미지 체가 피의 색상

과 유사하게 붉지만 피가 매우 소량 검출되었다고 단

한다. 하지만 확 되어있는 꽃과 같은 이미지의 경우 

체 인 색감이 붉고, 갈래마다 농도 차이가 달라 피라고 

잘못 검출된다.

4.3 움직임 추출

본 논문에서 움직임 서술자를 이용하여 폭력성을 검

출  평가하기 해 공개 데이터인 Hockey데이터를 사

용하 다. Hockey 데이터는 NHL 하키 리그 상  폭

력행  데이터 500개와 비폭력행  데이터 500개로 구성

되어있다. Fig. 6은 실험 데이터의 상을 캡처한 부분이

다. Fig. 6의 (a)는 폭력 상이고 (b)는 비폭력 상이다.

Table 3. Result of detecting blood and non-blood images

Tag Image Blood score

Blood 0.0599

Blood 0.0078

Blood 0.0173

Not Blood 0.0062

Not Blood 0.0018

(a)

(b)
Fig. 6. Examples of experiment dataset in movement 

extraction

움직임 서술자를 이용하여 움직임 추출 모듈을 만들 

때 폭력행  데이터 400개와 비폭력행  데이터 400개를 

SVM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하 다. 학습에 사

용하지 않은 폭력행  데이터 100개와 비폭력행  데이

터 100개는 학습한 모델의 결과를 확인하는데 사용하 다. 

제안된 기법의 폭력성 검출 성능은 정 도(Precision)

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정 도는 Table 4와 식 (6)로 

확인할 수 있다. 움직임 서술자 추출을 해 필요한 최

의 하이퍼 라미터(Hyper parameter)를 찾기 해 는 

0.05에서 0.45까지 0.05씩, 는 0.5에서 5까지 0.5씩 탐색

하는 그리드 서치(Grid Search)를 이용하 다. 그 결과 

는 0.4이고, 는 0.5일 때 본 기법의 폭력성 검출 성능

은 정 도 88.5% 라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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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actual answers and 

actual results

실제 정답

Positive Negative

실제 

결과

Positive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Nega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6)

5.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상 콘텐츠  선정 , 폭

력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기 한 다  기법을 제안하

다. 선정성 검출에는 검출 성능 향상을 해 잘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 다. 폭력성 검출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

용하 다. 첫 번째 방법은 피 검출로, 이미지 내에 있는 

피의 역을 찾아 폭력성을 검출하 다. 두 번째 방법은 

움직임 추출로, 의 움직임 서술자를 생성하여 폭력성

을 검출하 다. 최종 으로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상의 유해 콘텐츠 여부를 확인한다.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세 방법  피 검출과 움직임 

추출로 폭력성을 계산하는 방법들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 

따라서 이미 업로드 된 상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단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화질 상을 상으로 선정성과 

폭력성을 러닝타임 내에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폭력성 모듈의 속도 향상을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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