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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전자메일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상에 개인 전자메일주소의
노출로 인한 스팸메시지의 양도 덩달아 증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메일 사용자에게 악용되어 바이러스 전
파 및 개인정보 노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많은 스팸메시지 차단 기법들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텍스
트를 포함한 메시지에 특화되어 있어 문자가 포함되어 하나의 이미지로 전송되는 이미지스팸에는 차단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이미지스팸(Image Spam)에 대해서 LBP(Local Binary
Pattern)를 추출하여 SVM(Support Vector Machine)의 기계학습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필터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1)

1. 서 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브로드밴드 포털자료에 따
르면 인구대비 유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서 한국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1위를 차지했다. 2006년부터 2위
로 조금씩 밀려 2011년 7위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이상의 순위를 두고 있다[1].
이런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전자메일의 사용
자 수도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송수신에 편리하고 비용
이 들지 않는 전자메일의 장점을 이용해 많은 개인, 기업
들은 상업적 광고를 포함한 스팸메시지를 무분별하게 발
송하고 있으며 그 양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
작년 하반기 국민 1인당 하루에 수신하는 이메일 스팸
양을 측정한 결과 평균 0.66통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상반기 0.51통과 비교해 늘어난 수치이다. 포털 다음이
0.66통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와 네이트가 각각 0.42
통으로 나타났다[3].
이런 증가 수치는 여러 스팸필터링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스팸발신자가 여러 특수문자, 영문+한글 혼합문자,
세로쓰기 등 문자를 변칙적으로 적용하여 메시지를 보내
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내용을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텍스트는 거의 없이 이미지나 HTML만을 포함하는 이미
지스팸(Image Spam)이 등장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스
팸메시지는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스팸메시지 차단을 위
해 텍스트 필터링 기술이 도입되어 왔다. 하지만 이미지
스팸은 텍스트를 전혀 포함하지 않아 기존 스팸차단 솔

루션기술 마저도 우회하기 때문에 스팸발신자들은 이미
지스팸의 이런 특징을 이용해 대량으로 스팸메시지를 발
송하고 있다[4].
이미지스팸의 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개인이 한달동안 수신한 메일중 스팸메시지의 비율이 전
체 스팸메시지의 52%를 차지하기도 하였다[5].
본 논문에서는 이런 이미지스팸에 대한 효율적인 차단
을 위해 LBP(Local Binary Pattern)를 통한 이미지 처리
후 SVM(Support Vector Machine) 학습으로 스팸메시지를
필터링하는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텍스트 스팸 필터링

그림 1. 스팸 분류기 학습 컴포넌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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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서 제안한 해당 알고리즘은 텍스트기반의 스팸필터
링 전처리기 단계를 가진다. 텍스트에서 스팸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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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단어들과 비교하여 필터링하기 위해 전처리 단계에서
텍스트메시지의 특수문자를 제거, 문장 사이 자동 띄어
쓰기 추가, 수사어절 표준화, 실제 사전에 없는 은어와
같은 불용어 제거 단계를 우선적으로 거친다. 그리고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필터링 단어의 패턴으로 학습된 SVM
을 통해 메시지의 스팸여부가 판단된다.
하지만 해당패턴은 문자를 변칙적으로 적용된 기존 텍
스트 스팸메시지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지만 텍스
트를 포함하지 않은 이미지스팸의 분류에는 적합하지 않
다.

3.2 이미지의 이진화

3. 제안사항
3.1 제안된 알고리즘

그림 3. 이미지스팸[8]의 이진화와 히스토그램
그림 3은 이미지스팸을 이진화하여 히스토그램으로 나
타낸 것이다. 성인광고 이미지스팸에 대한 히스토그램에
서 평균적으로 그레이레벨이 155~170, 220~230 사이에서
높은 해당 그레이레벨의 빈도 수를 가진다. 이런 특징들
은 SVM의 학습에서 정확한 분류 임계값을 정하는 기준
이 된다. 또한 원본이미지를 그대로 SVM에 학습시킬 경
우 차원의 수가 너무 많아 학습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
고 분류결과도 정확하지 않은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이진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2. 이미지처리 이용 SVM기반 스팸필터링 흐름도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미지처리를 이용한
SVM기반 스팸필터링 흐름도이다. 스팸메시지가 들어오면
시스템은 해당 메시지가 이미지스팸인지 여부를 우선 판
단한다. 이미지스팸으로 판단이 되면 이미지스팸에 포함
된 이미지파일을 이진화하여 그레이 스케일로 바꾼 후
LBP(Local Binary Pattern) 정보를 추출한다. LBP는 이미
지의 질감정보를 2진화 데이터로 표현하는 기술로 여기
서는 이미지 내에서 적은 차원을 가지면서 많은 질감정
보를 표현하는 eLBP(edge-LBP)를 사용하였다[7]. eLBP를
통해 추출된 스팸, 비스팸패턴에서 무작위로 약 20%를
각각 무작위로 추출하여 학습 데이터로 선정한다. 선정
된 학습데이터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학습에
활용된다. 학습이 완료된 SVM은 전체 이미지스팸의 패턴
을 입력받아 학습된 경계를 기준으로 패턴을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 패턴의 분류율을 가지고 구현된 스
팸필터링의 성능을 분석한다.

3.3 edge LBP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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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미지의 eLBP 변환[7]
LBP는 이미지 정보를 2진화 패턴으로 추출하는 방법
으로 이미지 질감에 대한 특징표현이 매우 우수하다. 그
중 eLBP는 기존 LBP로는 표현하기 힘든 질감의 경계정
보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그림 4는 이미지
에 대한 eLBP 변환 방법을 나타낸 그림이다[7]. 3×3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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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블록 단위로 중심 화소의 화소값이 중심 화소 및 이웃
화소의 화소값의 차보다 크면 1 작으면 0의 값으로 표현
한다. 그렇게 나온 값에 1, 1, 2, 2, 4, 4, 8, 8의 가중치를
각각 곱하여 수직, 수평 성분별로 따로 더한다. 그림 2에
서      는 화소의 수직, 수평 정보를 표현한 값이고
   는 대각선 정보를 표현한 값이다. 최종적으로
이미지의    값은      와    를 함께
더하여 표현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이미지스팸의
이미지에서 스팸패턴은 614개, 비스팸패턴은 1125개를
포함한 총 1739개의 패턴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전체 패
턴의 약 23%에 해당하는 스팸패턴 200개, 비스팸패턴
200개를 학습데이터로 선정해 SVM의 학습데이터로 선정
해 분류 알고리즘의 학습을 진행한다.
3.4 SVM 학습
일반적으로 분류 알고리즘에는 결정트리, 신경망, SVM
등이 존재하며 그중에서도 SVM은 가장 뛰어난 성능과
분류율을 가진다[9]. 결정트리는 신경망 모델이 분류율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반해 SVM은 오류
율을 최소로 하여 분류율을 높이되 나아가 지원벡터를
정해 분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최대화 하는 것까지 고려
한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제안하는 스팸필터링에서는 SVM
분류기를 선택하여 패턴학습을 진행한다.
SVM은 커널 함수의 활용에 따라서 그 성능의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커널함수를 통해 단순 이차원 평면상
의 데이터분류 보다 고차원 형태의 분류도 가능하게 해
주어 주로 많은 차원의 수를 가지는 실시간 이미지 정보
의 패턴분류에 많이 이용된다[10]. 본 논문에서는 고차원
을 가진 LBP를 학습하기 위해 비선형 SVM을 사용하였
다. 이중 가우시안 커널(Gaussian Kernel)과 다형식 커널
함수(Polinomial Kernel)를 통해 SVM 학습을 진행하여 분
류율을 비교하였다.
4. 성능분석
성능분석은 SVM의 커널 함수마다 정확한 SVM의 분류
결과를 얻기 위해 각각 1000, 1500, 2000, 2500 에폭
(Epoche)단위로 진행했으며 각 에폭 당 분류율의 평균을
구하여 스팸메일 필터링의 전체 분류율을 계산하였다.

Epoche
1000
1500
2000
2500

시간
(s)
156
231
311
402

총
패턴수
1739

실패
패턴수
129
126
110
119

성공
패턴수
1610
1613
1629
1620

성공률
(%)
92.54
92.75
93.67
93.1

표 1. Gaussian Kernel을 이용한 eLBP 분류결과

Epoche
1000
1500
2000
2500

시간
(s)
163
250
334
432

총
패턴수
1739

실패
패턴수
64
61
62
65

성공
패턴수
1675
1678
1677
1674

성공률
(%)
96.31
96.49
96.43
96.26

표 2. Polinomial Kernel을 이용한 eLBP 분류결과
표 1은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한 SVM 이미지스팸의 분
류 결과이며 표 2는 다형식 커널을 이용한 SVM 이미지
스팸의 분류결과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평균 93%의 분류
율을 보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평균 96%의 분류율을 보
였다. 다형식 커널을 통한 이미지스팸의 필터링에서 약
3%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필터링 알고리즘은 앞에서 언급한
텍스트 기반 스팸메시지필터링의 단점을 보완한다. 하지
만 스팸발신자가 보낸 이미지스팸의 패턴이 복잡하거나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에서는 분류가 어렵다. 또한 이미
지의 LBP 변환 계산시간도 오래 걸려 SVM의 학습시간까
지 고려한다면 알고리즘의 실적용에는 아직 미흡하다.
성능분석 결과에서도 테스트 결과 평균 90%이상 분류율
을 가지지만 완전한 필터링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LBP 성능을 개선하고 SVM과
는 다른 새로운 신경망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
상시킨다면 실상용화가 가능한 스팸필터링이 가능할 것
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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