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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테가노그래피란 숨기려는 정보를 미디어 데이터에 교묘하게 삽입하여 정보의 존재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는 데이터 은닉
기술의 하나이다. 데이터 암호화의 경우에는 정보 데이터에 직접 복호하기 어렵게 복잡한 부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변형하는 것으로, 
정보의 존재를 쉽게 인지할 수 있지만 복호를 어렵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스테가노그래피는 다른 미디어에 정보를 자
연스럽게 숨겨서 정보의 존재를 눈치 채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상에 다른 영상
정보를 숨기는 영상 스테가노그래피의 개념을 소개하고, 스테가노그래피 부호화 여부를 판별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주로 영상 픽셀의
LSB (Least Significant Bit)를 조작하는 공간영역의 기법과, JPEG 압축시 DCT 계수를 조작하는 주파수 영역의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를 소개하고, 이들의 스테가노그래피 부호화 여부와 복호결과를 판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Steganography is to hide information in a media data so naturally that the other users can not notice the existence of hidden 
information. Data encryption focuses on the complex encoding methods of information data in order to make it difficult to decode 
the information even though the other users notice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teganography methods 
concentrate on natural hiding information into other media. Since the other users do not recognize the existence of hidden 
information, the information can be better protected.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image steganography that an image 
information is concealed into another image (cover image), and proposes a new discrimination method of steganography. This 
paper explains the spatial methods with LSB manipulation and frequency methods using DCT coefficients. Finally, this paper 
proposes a new discrimination method of image steganography by inspecting that an image information is correctly de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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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스테가노그래피는 전달하려는 정보를 이미지나 오디오

등의 미디어에 숨기되, 외부에 정보 자체의 존재 여부가 전

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정보 은닉 기술의 총칭이다. 기존

의 암호화 방법(cryptography)은 비밀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은 풀 수 없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형하는 기술로서, 변
형된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외부에 쉽게 노출이 되지

만 해독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변형하는데 중점을 둔다. 반
면에 스테가노그래피는 처음부터 비밀 메시지의 존재 유무

를 완벽하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의

핵심 특징이다. 스테가노그래피에서 정보를 숨겨 전달하는

매체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정보를 숨기면서도 자

연스러움을 유지하기 때문에 영상에 정보를 숨기는 영상

스테가노그래피가 널리 사용된다[1-3].
그림 1은 영상 스테가노그래피의 개념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 정보를 숨기려는 영상을 커버(cover) 영상이라고

하고, 정보가 숨겨진 영상을 스테고(stego) 영상이라고 하

며 스테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스테가노그래피 부호화

(stegano-encoding)라 한다. 그리고 스테고 영상에서 복호

화 알고리즘을 통해 숨겨진 원 영상(original)을 알아내는

과정을 스테가노그래피 복호화 (stegano decoding)라 한다. 
일반적으로 픽셀의 LSB(Least Significant Bit)를 조작하는

공간 영역의 영상 스테가노그래피에서는 커버 영상의 픽셀

수 대비 25%에 이르는 용량의 영상을 숨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원래의 커버 영상과 스테고 영상 간에 40dB 정도

의 PSNR을 갖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도저히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영상 스테가노그래피의 기술범주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

로 나뉘는데, 각각 공간 영역에서의 기술과 주파수 영역에

서의 기술에 해당한다. 공간 영역에서의 영상 스테가노그

래피는 데이터를 숨기기 위해 영상의 픽셀값에 직접 데이

터를 숨기는 방법으로서, 대표적으로는 커버 영상의 각 픽

셀의 LSB를 이용하여 정보 영상의 픽셀 값을 나누어 숨긴

다.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간단하게 숨길

수 있고, 스테고 영상이 시각적으로 차이가 없도록 하는 강

력한 방법이다. 또한 숨기려는 픽셀의 위치를 무작위로 변

경하거나 순지는 값의 크기를 간단하게 조작하기만 하더라

도 원래의 정보를 거의 찾을 수 없다. 다만, 공간 영역의

기법은 픽셀 값을 직접 조작하므로, 영상 압축과 같은 후처

리가 수반될 경우 원본 정보영상을 복원할 수 없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 스테가노그래피는 숨기려는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에서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미

지를 압축하는 방법 중 하나인 JPEG에서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계수를 조작하여 이진수를 숨기는 방법

으로 이루어진다. DCT 계수를 조작하는 방법들도 영상의

왜곡이 적어 사람의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지만, 조작이 가

능한 DCT 계수는 영상의 픽셀 개수보다는훨씬적기 때문

에, 숨길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영상의

특성에 따라 크기가 동일한 커버 영상이라 하더라도 숨길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일정하지 않다. 
 2절에서는 공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 스테가

노그래피 기법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3절에서는 임의의 영상으로부터 스테가노그래피로 부호화

그림 1. 영상 스테가노그래피의 개념
Fig. 1. Image steganography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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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스테고 영상 여부를 판별하는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판

별 기법을 제안한다. 순수한 커버 영상과 스테고 영상은 육

안으로는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스테고 영상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스테가노그래피 부호화 여부를 판별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이 때 영상의엔트로피 특성과 픽셀 값의 분산에

대한 상관관계, DCT 계수의 분포와 영상의 분산특성등을

학습한 판별 기법을 제안한다. 특히, 픽셀 값을 조작하는

공간 영역 기법은 간단하면서도 판별하기 어려운 부호화

기법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호화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정확한 부호화 기법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부호화 라

이브러리에서임의로선택한 방법으로 숨겨진 영상 정보를

복원해보고, 그 복원 결과가올바르게 복원된 영상 정보인

지를 판별함으로써, 복호화 방법과 정보 복원을 동시에 판

별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간영역

으로 부호화된 스테고 영상으로부터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부호화 여부를 판별하고 숨겨진 영상 정보를 동시에 복원

할 수 있는 기법을 다룬다. JPEG DCT 계수를 조작하는 주

파수 영역에 대해서는 DCT 계수의 분포와 영상 특성을 분

석하여 직접 부호화 여부를 판별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Ⅱ.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기법

1. 공간 영역에서의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기법

공간 영역에서의 스테가노그래피는 영상의 픽셀 값을 이

용하여 정보를 숨겨 커버 영상과 시각적으로 똑같지만 영

상 정보가담긴 스테고 영상을 만들어낸다. 보통 영상의 한

픽셀은 8비트로 표현이 되며 영상 스테가노그래피는 LSB
에 해당하는 1~3비트의 정보를 다룬다. 이는 전체 이미지

의 2~3% 정도의 차이에 해당하며 값을 바꾸더라도 인간의

눈으로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이다. 이러한 인간 눈의

한계를 이용하여 공간 영역에서 LSB를 활용한 영상 스테

가노그래피를 수행한다.
 우선 LSB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영상이필요하다. 하

나는겉으로 보이는 커버 영상, 다른 하나는 전송의목적이

되는 원 정보영상이다. 동일한 크기의 두 영상이 있다고 가

정을 한다면 LSB에 원 영상 정보를 모두 넣기 위해서는

커버 영상을 두배로늘려야한다. 커버 영상을 두배로확

장시키면 공간 비율이 4:1이 되어 커버 영상 4픽셀의 2개씩
하위비트(LSB)에 원 영상 1픽셀에 해당하는 값을 전부 담

을 수 있다. 그림 2는 LSB를 이용한 스테가노그래피 부호

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선 커버 영상의 한

픽셀 데이터를 스테고 영상의 이웃하는 4개의 픽셀에 대응

시킨다. 그리고 각 4개 픽셀의 LSB 2비트 데이터를 원 영상

의 한 픽셀 데이터로 대체시켜주면 스테고 영상이 만들어

지며 커버 영상 대비 값의 차이가최대 3만큼밖에 나지 않

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원 영상의 정보를 그대로 커버 영상의

LSB에 저장하는 것은 쉽게 숨겨진 정보를확인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정직하게 원 영상을 그대로 부호화하

는 것보다 변형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데이터를 복원하기

어렵게 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커버 영상과 원 영상의

픽셀 값 차이를 구한 차 영상을 이용하거나 위치를 무작위

로 섞어서 숨긴다[4-7]. 차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음의 부호를

그림 2. LSB 스테가노그래피 인코딩 과정
Fig. 2. LSB steganography enco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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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하고 비트수를 좀 더 줄이기 위하여 차이 값에

modulus 2나 5, 또는 XOR 연산 기법들을 활용하여 공간

영역에서의 스테가노그래피 부호화를 수행한다[8]. 식
(1)~(4)는 각각 차 영상, modulus 2, modulus 5, 그리고

XOR 연산에 대한 수식이며  는 차 영상,  는 커버

영상 그리고  는 원 영상에 대한 기호이다.

   (1)

    (2)

    (3)

 ⊕ (4)

가장단순하게 modulus 2 연산을취하는 것은 차 영상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인 –255~255를 8비트로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에 2로 나누어–127~128로 축소시키는 방

법이다. 그리고 거기에 127을 더해, 최종적으로 0~255의 8
비트 범위로 만들어 스테가노그래피 부호화를 가능하게 만

든다. 그리고 modulus 5 연산은 차 영상이 가질 수 있는

–255~255의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5로 나누어 1개
의 값에 5개의 값이 대응되게 하고 대응되는 값의 수가 동

일하도록 2를 더하여 총 7비트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마지

막으로 XOR연산을 이용하여 차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부

호 비트를필요로 하지 않아 연산결과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간단하다. 
그밖에 커버 영상에 원 영상의 데이터를 숨길 때 대응되

는 위치가 복잡하면 복원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따라서임

의 순열행렬(random permutation matrix)을 이용하여 변형

된 LSB의 위치를섞게 되면 보안성이 한층더높아진 스테

가노그래피 부호화가 가능하게 된다[8]. 순열 행렬(permu- 
tation matrix)은 이중장치의 역할을 하는 key 값으로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초기에 생성하여 서로 갖고 있어야 하고

스테고 영상을 부호화하거나 원 영상을 복호화할 때에 필

요하다. 아래식 (5)와식 (6)에서 는 기존 영상, 는임의

순열로 바꾼 영상이다. 는 행에 대한 임의 순열 행렬이

그림 3. 원 영상과 스테가노그래피 차 영상 기법 영상 (modulus 2, 5 and 
XOR)
Fig. 3. Original image and subtracted images by modulus 2, 5 and 
XOR methods

고, 는열에 대한임의 순열행렬이다. 임의 순열행렬은

각 행과 열의 단 하나의 원소만 1이고 다른 모든 원소가

0인 정방 행렬로 이것을 목적이 되는 행렬에 곱하게 되면

그 행렬의 행의 순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를 전치

행렬로 이용하는 것은 열의 순서를 바꿔주기 위함이다.


 

 (5)

 
 

 

  ∙  ∙ 
(6)

2.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기법

가장 대표적인 주파수 영역에서의 스테가노그래피 알고

리즘은 JPEG 압축 시 DCT 이후 양자화를 거친 계수들의

LSB를 조작하여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들이다. JSteg, F3, 
F4, F5[9]가 JPEG 압축 시 이뤄지는 대표적인 영상 스테가

노그래피 기법들이며, 양자화된 DCT 계수들에 데이터를

숨긴 후 Huffman 코딩 또는 Arithmetic 코딩을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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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된 영상을 생성한다. 그러고 나면 원본 영상과 차이가

작은 스테고 영상을생성하게 되며, 그 안에는 숨겨진 정보

가 존재하게 된다. 수신자는 디코딩을 통해 양자화된 DCT 
계수를 복원한 다음 적용된 스테가노그래피 알고리즘에 맞

게 계수들을 읽으면 그 원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JSteg 알고리즘[10]은 JPEG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스테가노그래피 알고리즘으로 DCT이후 양자화 된 테이블

에서 각 계수들의 LSB를 숨기고자 하는 데이터의 비트로

교체하는 형식이다. 이 때 0과 1을 제외한 나머지 DCT 계
수들에 대해서만 변환을 진행한다. 그런데 DCT 계수들의

빈도수는 0일 때 가장많고 계수의절댓값이클수록빈도수

가줄어들며, 양수와 음수 계수에 대해빈도수가 대칭을 이

루는 통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JSteg을 적용시키

게될경우 이 특성이 파괴되어 DCT 계수의 분포를 육안으

로 관찰할 경우 스테고 영상을 쉽게 구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DCT 계수 분포대칭성왜곡을 없애기 위해 발전

한 알고리즘이 F3이다. F3은 0을 제외한 DCT 계수들의

LSB가 숨기고자 하는 데이터의 비트와 다를 때 계수의절

댓값을감소시켜서 부호화하는 방법이며 그림 4는 F3 알고

리즘으로 커버 영상을 스테고 영상으로 부호화 하는 예시

이다. 예를 들어 커버 영상에서 JPEG 계수 –2의 LSB는
0을 가지며 만일 숨기고자 하는 데이터의현재 비트가 1이
라면 절댓값을 감소시켜 계수를 –1로 만들고 반대로 0이
라면 그대로 두어서 부호화를 진행한다. 또한 커버 영상의

JPEG 계수가 0일 경우에는 데이터를 넣게 되면 대칭성이

파괴될수 있으므로 부호화하지 않고 다음 JPEG 계수로넘

어가도록 한다. 그러면 수신자가 스테고 영상을 읽을 때 0

을 제외한 JPEG 계수들의 LSB만읽으면 숨겨진 정보를추

출해낼 수 있다. 
F3은절댓값이 작은 DCT 계수들의 빈도수가 높고 음수

와 양수 계수의 빈도수 대칭성이 유지되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DCT 계수 –1이나 1의 LSB가 숨길 데이터의 비트

와 달라 절댓값을 감소시켜 0이 되어버릴 경우 숨긴 데이

터의 비트인지 원래 이미지의 DCT 계수 0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DCT 계수에 대하여 다시 변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스테가노그래피 부호화를 하게

되면 DCT 계수 0의 빈도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단점이 존

재한다.
F4 알고리즘은 F3 알고리즘에서 DCT 계수 0의빈도수가

많아지는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된 기법으로 DCT 
양수 계수들은 F3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호화를 수행하지만

음수 계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LSB가 숨길 데이터의 비트

와 같을 때 절댓값을 감소시킨다. 그림 5는 F4 알고리즘으

로 부호화 하는 과정이며 음수 계수들에 대해서 반대로 동

작하는 것이 F3과의 차이점이다. 특히 JPEG 계수 –1과 1
이 숨길 데이터 비트에 의해 0으로 바뀌는 값이 달라 상대

적으로 스테고 영상의 JPEG 계수 0이 만들어지는 빈도수

가줄어들게 되어 커버 영상의 DCT 계수 분포와 유사해지

게 된다.
이 외에도 F5 알고리즘도 존재하지만 이는 숨길 수 있는

정보의 양을늘리기 위해 나온방법이며 F4 알고리즘과 유

사한 특성을 가졌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들로 부호화 된 영

상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DCT 계수의 빈도수 변화 특성과

이에 따른 영상 특성 변화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F3 부호화 과정
Fig. 4. F3 enco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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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은 일반 영상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각 스테가노그

래피 기법을 적용시킨영상의 DCT 계수빈도수 분포를 보

여주고 있다.

Ⅲ.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판별 기법

1. 공간 영역에서의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판별 기법

공간 영역에서의 스테가노그래피 기법들은 다양하고 의

심받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미세한 정보 조작이 이루어진

다. 예를 들어임의 순열기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key를모
르는 사용자가모든조합을 이용하여 원 영상이 제대로 복

원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LSB를 조작하는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에서는 부호화

여부를 바로 판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11]. 스테고 영상의

하위비트 특성을 분석하여 스테가노그래피 부호화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주요 방향이었으나, 영상의 특성과 숨겨진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판별 성능이 크게 달라지고 정확도도 70% 수준이

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14]. 본 논문에서는 스테고 영상을 직

접 분석하여 부호화여부를 판별하는 기존의 기법과는 전혀

다르게 스테가노그래피로 복호시킨 결과 영상을 분석함으

로써, 올바르게 복호된 영상과잘못 복호된 영상이 갖는 다

른 특성을 이용하여 부호화가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판

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스테가노그래피 부

호화 방법과올바르게 복호된 정보를 동시에얻을 수 있으

며, 일단 복호를 통하여 스테가노그래피 부호화 여부를 확

실하게 판별할 수 있다.  
잘 복호된 일반적인 영상과 잘못 복호된 노이즈 영상은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영상의 복잡한 정도가 다르다[12].
따라서 이 차이를극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16X16 블록에

대해 지역적 복잡도 특성에 해당하는 영상의 국소엔트로피

값을 조사하였다. 그림 8은잘복호된 정상적인 영상과 그렇

지 못한 비정상적인 영상의 16X16 블록에 해당하는 국소

엔트로피 값의평균과 분산에 대한 분포그래프다. x축은 국

그림 5. F4 부호화 과정
Fig. 5. F4 encoding process

그림 6.  DCT 계수 빈도수 분포(왼쪽부터 일반 영상, JSteg, F3, F4)
Fig. 6. distribution of DCT coefficients frequency (original image, Jsteg, F3,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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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엔트로피의평균을 뜻하고 y축은 국소엔트로피의 분산

을뜻한다. 그림 8을 보면 그림 7에서 보이는 노이즈에 해당

하는 비정상적인 영상의 random dot에 의해엔트로피가높

게 나타나며블록 간의엔트로피편차는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정상적인 영상의 경우에는엔트로피

의평균이 영상 특성에따라 다양하며, 엔트로피 분산은블

록 내 영상 정보에따라서 크게 나타남을알 수 있었다. 이는

정상적인 영상이라면, 블록 내에서는 픽셀 값의 유사성이높

고, 블록 간에는 변화가 많다는 영상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모든 블록이

random dot 영상처럼보이므로, 엔트로피가클뿐만 아니라, 
블록간의 엔트로피 편차가 매우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잘복호된 영상과잘못 복호된 영상

간에 복잡도 특성이 다름을 이용하여 기계 학습방법으로 판

별 기법을 제시하였다. YCbCr 색 공간에서 영상을 16X16 
블록으로 나누어엔트로피를 계산하고 그평균과 분산을 구

한 6차원의 데이터를 학습 모델로 설정하고 SVM(Support 
Vector Machine)을활용한 기계 학습방법으로 학습하여 판

그림 8. 영상의 각 채널에 대하여 국소 엔트로피 값들의 평균과 분산
Fig 8. distribution of local entropy average and variance distribution in each channel of image 

 그림 7. 잘 복호된 원 영상(a), 잘못 복호된 영상(b), 순열이 잘못된 영상(c)
Fig 7. original image(a), wrong decoded image by irrelevant method(b), wrong decoded image by wrong permutation matri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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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알고리즘을구성하여실험을 수행하였다. 아래식(7)은학

습모델에 대한 수식이며 YCbCr 색공간의 각 채널별로 국

소엔트로피평균과 분산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 국소

엔트로피의평균값으로 총 n개의블록에해당하는영역의엔

트로피 값의 평균으로 계산하며 식(8)과 같이 계산된다. 
는 영상의 번째블록에 해당되는 영역의좌표를 의미

하며 는 국소 엔트로피 분산 값을 나타낸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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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판별
기법

JPEG 압축 시 영상의 DCT 계수 빈도수 분포는 영상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13]. 영상의 단순하고

복잡한 정도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영상 픽셀

값들의 분산을 계산하는 것이 있다. 그 중 이미지를 일정

블록으로 나누어 국소 분산을 계산하고 평균을 취하는 것

을 이미지의 국소 분산이라 한다. JPEG 압축은 이미지를

8X8블록으로 분할하여 DCT를 수행하며 해당블록의 국소

분산값이클경우 DCT 계수 중 0의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특성이 나타나며 이 두성분의 상관 계수를 조사하면

–0.802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었다[13]. 여기서 F3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보를 숨길 경

우 DCT 계수 0의 빈도수가 변화하게 되며 아래 그림 9는
F3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각 영상마다최대로 숨길 수 있

는 양 만큼정보를 숨긴 스테고 영상의 DCT 계수 0의빈도

수 변화를 나타낸분포이다. 파란색점들은 원 영상이며 주

황색점들은 F3 스테고 영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테가노

그래피가 적용되면 DCT 계수 0의 빈도수가 변하게 되어

원본 영상에서 가지는 상관관계가 변하고 이 특성을 이용

하면 주파수 영역에서 영상 스테가노그래피가 적용된 여부

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
JSteg 알고리즘의 경우 육안으로 DCT 계수의 분포를살

펴보고 비대칭적인 분포를확인하여 스테고 영상을손쉽게

구별해 낼 수 있지만, F3와 F4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DCT 
계수의 분포가 일반적인 영상과 비슷하므로 육안으로 판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3, F4로 부호화 된 영

그림 9. 원본 영상과 F3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영상의 DCT 계수 0의 빈도수와 국소 분산
Fig. 9. distribution of frequency of DCT coefficient 0 and local variance in original image and F3 encod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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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판별하기 위해 영상의 복잡도와 DCT 계수 0의빈도수

관계 특성과 기계 학습방법을 이용하여 기법을 제시하였다. 
YCbCr 색 공간에서 JPEG 압축 시 Y 색상에 대하여 8X8 
블록의 국소 분산값의평균과 양자화 된 테이블의 DCT 계
수 0의빈도수를 학습모델로 설정하고 SVM을활용해 판별

알고리즘을 구성하여실험을 수행하였다. 아래식 (10)은 학

습에 사용된모델에 대한 수식이며 는 Y 색상에 대한

국소 분산 값의 평균을 의미하고 는 양자화된 DCT 
계수 0의빈도수를 의미한다. 국소 분산의평균값은식 (11)
처럼 8X8 블록으로 나누어진 영상의 각 영역들의 분산을 계

산한 다음 그 값들의 평균으로 나타낸다.

  ,   







 (10)

  


∈

 ,

  





∈



(11)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규칙성이 없고 편향되지 않

으며 임의의 이미지 500장을 수집하였다. 특히, 영상 구조

가 복잡하고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을 갖는 판별이 어려운

영상을 다수포함하였다. 스테가노그래피 알고리즘을 적용

시킨스테고 영상을 만들어 총 1000장의 학습데이터를 구

성하였고 이를 각 방법에 맞게 학습시킨다음 판별을 수행

하였다.
공간 영역에서는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부호화 여부 판별

을 위해서 500장의 정상 복호화 영상과 500장의 비정상 복

호화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임의의 영상이

부호화된 스테고 영상이라면 복호화를 시켰을 때 그림 8의
(a)와 같이 정상적인 복호화 영상이 나타날것이며 일반 영

상을 복호화 시킨다면 그림 8의 (b)나 (c)와 같은 비정상적

인 영상이생성되기 때문에 이 차이를 구분하도록 학습진

행하였다. 이를 위해 각 영상들을 16X16 블록으로 나누어

엔트로피의 평균과 분산 값을 YCbCr 색공간의 각 채널에

대하여 계산하고 SVM 학습 방법으로 학습시킨 후임의의

실험 영상을 이용하여 판별하였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판별의 경우는

500장의 정상 영상으로부터 F3, F4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

테고 영상 500장을 각각생성하였다. 이 때, 공간 영역에서

의 스테가노그래피와 달리 영상에 숨길 수 있는 정보량이

작기 때문에 최대한 원 영상과 스테고 영상이 차이가 날

수 있도록 98에 해당하는 압축 quality로 JPEG 압축 시 영

상마다최대한 숨길 수 있는 정보의 양을 활용하여 스테가

노그래피 부호화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영상들을 8X8 
블록으로 나누어 Y 채널에 대하여 국소 분산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DCT 계수 0의빈도수 값을 SVM 학습 방법으로

학습하고 판별하였다.

그림 10. 실험 데이터 영상 표본
Fig. 10. Samples of imag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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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결과처럼 공간 영역에서의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판별성능은 Simple LSB 기법에 대하여 92.0%, 임의 순열

기법에 대하여 92.2%정도로 나타났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F3 기법에 대해 85.8%, F4 기법에 대해서는 81.8%의성능

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을
고려한 정확도(F-measure)도는 Simple LSB 기법이 0.92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의 순열 기법과 F3, F4 순서

로 낮게 나타났다. True Positive는 스테고 영상을 스테고

영상으로 잘 판별한 경우를 의미하고, True Negative는 스

테가노그래피가 적용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원본 영상으로

잘 판별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False Positive는 원본

영상을 스테고 영상으로 잘못 판별한 경우이며, False Ne- 
gative는 스테고 영상을 원본 영상으로잘못 판별한 경우를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공간 영역에서 스테가노그래피 부호

화 여부는 제안한 판별 기법으로 잘 판별해 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테고 영상을 판별하는 주파수

영역에서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공간

영역에서보다 숨기는 정보의 양이 적어 상대적으로 왜곡

이 적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11은 공간 영역에서의 스테

가노그래피 부호화 판별에 실패한 영상(a, b)과 주파수 영

역에서 스테고 영상 판별에 실패한 영상(c, d)들이다. 그
림 11의 (a)와 (b)는 비정상적인 복호화 영상이지만 영상

내에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에 어려움이 존재했고

그림 11의 (b)와 (c) 영상은 특징이 거의 없어 숨길 수 있

는 데이터의 양이 적기 때문에 원 영상 대비 스테고 영상

의 왜곡이 적어 주파수 영역에서 이를 판별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다.

Ⅴ.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스테가노그래피의 개념과 공간 방법과

주파수 방법에 대한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을 소개하였

다. 공간 영역에서의 스태가노그래피는 커버 영상 각 픽셀

값의 하위비트 (LSB) 1~3개에 숨기려는 영상의 픽셀 값 8

True Positive(TP) True Negative(TN) False Positive(FP) False Negative(FN) Accuracy F1 score
Simple LSB 476 444 56 24 92.0% 0.923

Random Permutation 456 401 99 44 92.2% 0.881
F3 461 397 103 39 85.8% 0.867
F4 399 419 81 101 81.8% 0.814

표 1.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판별 결과
Table 1. Image steganography discrimination result

그림 11. 공간 영역에서 잘못 판별한 영상의 예(a, b)와 주파수 영역에서 잘못 판별한 영상의 예(c, d)
Fig. 11. misidentified images in spatial domain(a, b) and frequency domain(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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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를 나누어 숨기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조작이 결합되어

복화하기 어렵도록 한다. 주파수 영역에서는 주로 JPEG 압
축 시 나오는 양자화된 DCT 계수의 값에 1 비트씩약속한

방법으로 부호화를 수행하여 정보를 숨긴다. 영상 스테가

노그래피의 부호화 방법은 매우 많고, 간단한 LSB 조작만

으로도 데이터를 완벽하게 은닉할 수 있으므로, 그 부호화

방법을 찾는 것은 거의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가

노그래피로 부호화가 되었는지를 직접 판별하는 것이 아니

라, 일단임의의 한 방법으로 영상을 복호해보고 그 결과가

올바른 영상으로 복원되었는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법

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무한한 경우를 갖는 영상 스테

가노그래피로 부호화된 숨겨진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영상 스테가노그래피 및 판별

기법은 서로 상충되는 주제이지만, 목적에 맞게 데이터 보

안과 복호 기술로서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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