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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 스테그아날리시스는 입력 영상을 스테가노그래피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테고 영상과 스테가노그래피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은
커버 영상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 기존에는 주로 수제 특징 기반의 스테그아날리시스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CNN 기반의 물체
인식이 큰 성과를 이루면서 최근 CNN 기반의 스테그아날리시스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CNN 기반의 스테그아날리시스는 물체 인
식과는 달리 커버 영상과 스테고 영상의 미세한 차이를 식별하기 위해서 전처리 필터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CNN 기반의 스테그
아날리시스 연구들은 효과적인 전처리 필터와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기존 연구들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전처리 필터와 네트워크 구조적인 차이에 의한 성능 변화를 분석한다.

Abstract

Image steganalysis is an algorithm that classifies input images into stego images with steganography methods and cover images 
without steganography methods. Previously, handcrafted feature-based steganalysis methods have been mainly studied. However, 
CNN-based objects recognition has achieved great successes and CNN-based steganalysis is actively studied recently. Unlike object 
recognition, CNN-based steganalysis requires preprocessing filters to discriminate the subtle difference between cover images from 
stego images. Therefore, CNN-based steganalysis studies have focused on developing effective preprocessing filters as well as 
network structures. In this paper, we compare previous studies in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and based on the results, we analy
ze the performance variation caused by the differences in preprocessing filter and network structure.

Keyword : Image steganography, CNN-based steganalysis, preprocessing filter, CNN structure, experiment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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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는 정보 은닉의 개념 중
한 가지로 제 3자가 비밀 정보의 존재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도록 그 정보를 미디어에 내부에 숨기는 것을 의미한

다. 그래서정보를삽입하기위한기반이되는미디어의훼
손을 최소화하여 제 3자가 인위적이거나 이질적인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미디어의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삽입하기위한많은알고리즘들이연구되어왔다. 스테가노
그래피는 다양한 미디어(영상,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등)
에 적용할 수있지만, 특히 영상에 대한 스테가노그래피들
이많이연구되었다. 초기에는단순히 LSB(least significant 
bits)[8]를 바꾸어 정보를 삽입하였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삽

입하기 위해서 이웃 픽셀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영상의

위치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삽입 가능한 정보의 양을 조절

할 수 있는 PVD(pixel valued differencing)[9], Multiway- 
PVD[10-11], Layered-PVD[37]등의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PVD와 Multiway-PVD등의 알고리즘을 이용할 경우 삽
입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났지만 그에 비례해서 삽

입 전의 커버(cover) 영상과 삽입 후의 스테고(stego) 영
상 간의 왜곡 정도가 증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블록
매칭[38]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 방법 또한 연구되었다. 
위의 스테가노그래피 기법들(LSB, PVD, Multiway-PVD, 
Layered-PVD, 블록 매칭)은 영상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단지 정보를 삽입 순서에 따라서 균일한 확률로

삽입을 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스테가노그래피 알고

리즘을 검출하는 기술인 스테그아날리시스(steganalysis)
에 취약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HUGO[12], WOW[13], S-UNIWARD[14]등과 같이 영상의 특

성을 고려하여서 고주파수 성분이 많은 영역(즉 텍스처, 
엣지 등)에 집중적으로 삽입함으로써 스테그아날리시스
에 의한 검출을 어렵게 하는 스테가노그래피 기법들이
연구되었다. 
스테가노그래피의 연구와 함께 초기의 스테그아날리시

스는 커버 영상과 스테고 영상의 통계적인 특성을 이용한

수제(handcrafted) 특징들을영상으로부터획득하고기계학
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커버 영상과 스테고 영상을 분류

하였다. 수제 특징들로는 ALE[15], SPAM[16,39], SRM[17]등이

있다. 이중에서 SPAM은그림 1과같이 커버영상에비해 
LSB 기반 알고리즘이적용된스테고영상의이웃픽셀값
차이가 증가한다는 통계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수직/수평/
대각 방향에 대한 2차 동시 발생 행렬(co-occurrence ma-
trix)을이용하여특징을추출하고 SVM(support vector ma-
chine)[26]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SRM(spatial 
rich model)은 다양한 선형/비선형의 필터를 사용하여 영
상에 존재하는 저주파수 영역과 고주파수 영역에 따라서

좋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필터이다. 이 필터
로부터 10000차원 이상의 특징을 획득하는데 전체 특징을
SVM과 같은알고리즘에적용할경우 학습 속도가느리기
때문에 각 필터로부터 획득된 특징을 FLD(Fisher’s linear 
discriminant)[18]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십 개의 분류기를
생성하고 이를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알고리즘을
이용한 앙상블(ensemble) 학습[19]을 통해서 통합된 분류기

를 생성하였다. 
최근 딥러닝 기술 중에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20-22,30]이 영상의 분류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으

로 영상의 특징을 추출한다는 점이 CIFAR[31], ILSVRC[32]

등의 영상 인식 대회에서 검증이 되었다. 특히 AlexNet[21]

을 통해 수제 특징 기반의 영상 분류 모델[33]보다 CNN 
기반의 딥러닝이 특징의 추출과 분류에 대한 뛰어난 성

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로 VGG[30]

과 같이 CNN 기반의 딥러닝 모델들이 분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영상 스테그아날리시
스 분야에서도 이런 우수한 특징 추출 및 분류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스테그아날리시스 방법들[1-7]

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CIFAR 10 데이터 셋과 같은
기존의 일반적인 물체 분류 문제와는 다르게 스테그아날
리시스는 커버 영상과 스테고 영상 사이의 아주 미세한

스테고 신호를 추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CNN 
분류와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CNN은 물체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추출하여 분류했지만 CNN 기반의 스테그아날
리시스에서는 스테고 신호의 세기 때문에 방법이 제한되

어 입력에 가까운 계층일수록 영상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풀링(pooling)이나 큰 스트라이드(stride)를 가지
는 합성곱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논문들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조합하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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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각 방법은 특

정적,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상호 간의
성능을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표된 CNN 기반 스테그아날리시스 방
법에 대하여 BOSSBase 1.01[23]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동
일한 실험(영상의 크기와 알고리즘, payload 등) 환경을
설정하고, 각 방법의 구조적인 차이로부터 나타나는성능
을 실험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그림 1. BOSSBase 데이터셋의 1,000장의커버영상과 1LSB(bpp = 0.4), 
S-UNIWARD(bpp = 0.4)에 의한 스테고 영상의 이웃 픽셀 사이의 값 차이
분포  
Fig. 1. Histogram of neighboring pixel value differences of 1,000 cover 
images in BOSSBase data sets and their stego images made by 
1LSB(bpp = 0.4) and S-UNIWARD(bpp = 0.4) 

Ⅱ. 관련 기술

CNN은 기존의인공 신경망에합성곱 계층을추가한 알
고리즘으로 합성곱 계층으로부터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

고추출한특징을완전연결계층을통해서분류한다. CNN
의이러한특성때문에분류문제에강점을보이며 CIFAR- 
10등의 대회에서 수제 특징에 의한 분류 모델들보다 대부
분좋은결과를보였다. 하지만일반적인물체분류와는달
리 스테그아날리시스 문제는 영상 내부의 아주 미세한 스

테고 신호를 추출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구조적인

최적화를위해서많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실
제 CNN 기반의 스테그아날리시스의 비교와 분석을 다루
기에 앞서 2절에서는 CNN의 기본구조와 스테가노그래피, 
스테그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소개한다.

1.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은 기존의 신경망에서 사용자 정의 필터를 사용한
합성곱계층이추가된딥러닝알고리즘으로기존의신경망

이 각 계층간에 완전 연결(fully connected)된 가중치의 학
습을 통해서 전체구조를 학습시킨다면 CNN은 각 계층에
사용자 정의된 필터와 입력의 합성곱을 하고 정의된 필터

의 가중치를 학습시킨다. 그림 2와같이 완전 연결 계층의
경우에 -계층의 각 노드는 5개의 가중치를 갖게 되고 20
개의 가중치가 소요된다. 반면에 합성곱 계층의 경우에는
초기에 정의된 필터의 크기 3과 필터의 수 2에 의해서 총
6개의가중치만을필요로한다. 이러한특성은입력되는정
보가 고차원일수록 많은 컴퓨터 성능을 요구하는 기존의

신경망에 비해서 CNN이 많은 이점을 갖는다. 특히 영상
내부의스테고잡음을추출하기위한스테그아날리시스문

(a) (b)

그림 2. 1차원입력을가지는신경망의계층. (a) 완전연결계층, (b) 합성곱
계층
Fig. 2. Layers in 1D-input neural network. (a) Fully connected layer, 
(b) convolution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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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경우에 영상 전체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고차원 입력

을갖기때문에효과적이라고볼수있다. 완전연결계층으
로만이루어진신경망의 경우에각 계층의노드의수를사

용자가 할당하면 각 계층의 구성이 끝나는 반면에 합성곱

계층의 경우에초기의입력정보와 각합성곱 계층별로구

성된필터의 크기와그 채널수에의해서 다음 계층의입력

정보의 차원과 채널이 결정된다. 패딩 크기, 필터의 크기, 
스트라이드, 필터의 수를 각     라고 할 때 입력과
출력 값의 차원    의 관계는식 1과같다(그림 3 참조). 
출력된 크기가 인 필터의 채널 수는 가 된다.

그림 3. CNN 파라미터. 서로다른패딩크기, 필터의크기, 스트라이드, 필터
채널을 가지는 두 CNN, 각각 A = {0, 3, 1, 2}, B = {2, 5, 2, 1}
Fig. 3. CNN parameters, Two CNNs with different padding sizes, filter 
sizes, stride, and filter channels, A = {0, 3, 1, 2}, B = {2, 5, 2, 1}

   


 (1)

3절에서 소개할 스테그아날리시스에 사용된 CNN 구조
중에서 하나인 Xu-net[2]을 보면 5개의 합성곱 계층과 2개
의 완전연결 계층(소프트맥스 계층포함)으로 구성되어있
으며스테고신호를효과적으로추출하기위해서 ABS(ab-
solute)[2], BN(batch normalization)[24]과 pooling[25] 계층을
사용하였다(그림 4 참조).

그림 4. Xu-Net[2]에서 제안한 CNN
Fig. 4. CNN proposed in Xu-net[2]

1.1 BN(Batch normalization)
신경망은 교사 학습(supervised learning)이며 입력 특징
으로부터 각 계층이 신호를 순전파하고 정답과의 차이를

손실함수를통해서정의한다. 정의된손실함수의전역최
저치(global minima)를 경사 하강법(gradient decent meth-
ods)을이용하여반복적인학습으로각계층의가중치와바
이어스를 학습하게된다. 특히 인공 신경망에서는 각 계층
의가중치와바이어스그리고활성화함수들이연결되어있

어서 출력으로부터 그래디언트가 역전파되어 순전파의 역

순으로학습이이루어진다. 각계층마다존재하는그림 8과
같은활성화함수들의그래디언트가주로 0~1의값을갖기
때문에깊은인공신경망일경우에역전파되는그래디언트

가 소실될 수 있다. 배치 정규화는 신경망의 학습과정에서
그래디언트의 소실문제[34,35]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입력데이터의값을일정하게유지하여문제

를해결한다. 개의미니배치로구성된입력값을 이라

고 할 때 그 평균과 분산은 각 식 2,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미니 배치의 분산과 평균을 이용하여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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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내부의 입력 값을 식 4와같이 조정한다. 그림 5에서
확인할수있는것처럼입력값이클경우또는반대로너무

작을 경우에 배치 정규화는 입력값을 정규화 시켜서 효과

적으로 그래디언트 소실/폭주 문제에 기여한다.

 


  



 (2)

  


  



 
 (3)


′    

 
(4)

1.2 풀링(pooling)
풀링은 입력값의 차원을 줄이기위해서 사용한다. 합성
곱계층과동일하게커널크기, 스트라이드, 패딩등이요구
되며 그 기능은 풀링의 종류에 따라서 커널 내의 값들의

최대, 최소, 평균연산을통해서대푯값을획득한다. 영상이
라는 특수한 2차원 배열이 입력 값이므로 인접한 거리에
있는픽셀들은유사한값을갖고이러한 성질은계층을통

과하더라도 유지된다. 그러므로 풀링을 통해서 입력 값의
차원을감소시켜서성능은유지하면서학습속도는향상시

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커널 내부의 대푯값을
선별하기 때문에 외부의 잡음에도 영향을 덜 받는 효과가

있지만스테그아날리시스분류문제에서는스테고신호또

한 아주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잡음과 특성이 유사할 수

있으므로 풀링의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영상 스테가노그래피(Image steganography)

단순 LSB만을 고려하지 않고 영상의 텍스처나 엣지같
은 고주파수 성분에 정보를 삽입하는 것이 영상의 배경과

같이 변화량이 거의 없는 저주파수 성분에 삽입하는 것

보다 검출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후로는 영상의

컨텐츠에 대해서 고려한 알고리즘들이 연구되었다. 대표
적인 방법들로는 HUGO, WOW, S-UNIWARD등이 있으
며 위의 3가지 방법은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특정
필터를 이용하여 삽입하기 용이한 고주파수 성분을 특정

하고각 픽셀에대한비용함수를구하고 비용함수의 값이

가장 적은 왜곡의 정도가 덜한 픽셀에 정보를 삽입한다. 
WOW와 S-UNIWARD는 Daubechies 8 웨이블릿 LPF(low 
pass filter), HPF(high pass filter)인 와 를 사용사용하여

그림 6과 같은 3가지 필터  ∙ ,  ∙ , 

 ∙를 생성하여 잔차  을 계산한다. 각

필터에 의해서 계산된 잔차는 미러패딩된 와 합성곱을

통해서 계산되어 영상과 동일한 크기의 잔차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된 잔차로부터 와 를 계산한다. 

WOW는    ,  






 , S-UNIWARD

는   


 ,  





로 각 다르게 계산하

고 결과적으로 동일한영상에대해서 각픽셀에 대해서다

른 확률로 비밀 정보를 삽입하게 된다. 그림 7는 pay-
load=0.4의고정키로동일한커버영상에비밀정보를삽입
하였을때 삽입된 비밀 정보의 분포를 보여준다. 결과적으
로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비밀 정보의 삽입 영역을 효과적

그림 5. ABS와 BN 적용 전/후 히스토그램. (a) 입력, (b) ABS 적용 후, BN 적용 후
Fig. 5. Histogram before/after applying ABS and BN. (a) input, (b) after ABS, (c) after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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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선택하여생성된스테고 영상의픽셀값 차이의분포

정도를그림 1의 커버영상과같이분포를유사하게만들어
초기의스테그아날리시스방법으로검출했을때 LSB 기반
의스테가노그래피알고리즘 보다 효과적인은닉성을보여
주었다. 

3. 영상 스테그아날리시스(Image steganalysis)

스테가노그래피알고리즘이 적용된 스테고 영상과 적용

되지않은커버영상을분류하는알고리즘을스테그아날리

시스라고 한다. 초기의 스테그아날리시스는 스테가노그래
피에 대한 사전지식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ALE, 
SPAM과같은수제특징을영상으로부터추출하였다. 이런
초기의특징들은그림 1처럼스테고영상과커버영상사이
에 통계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특징을 설

계하였고 영상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분류 문제에 적

합한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류 문제를

해결하였다. 최근에는 특징의 추출과 기계학습의 구분없
이 CNN알고리즘을사용하여특징의추출과분류를동시에
해결하려는연구들이주를이루고있다([1-7] 참조). 초기의
스테가노그래피 알고리즘인 LSB, PVD등의 알고리즘들은
수제특징인 ALE, SPAM등의특징을사용하여효과적으로
분류를 하였다. 이후에 기존의 스테그아날리시스 방법으
로 검출이 어려운 HUGO, WOW, S-UNIWARD등 영상의
컨텐츠를 이용한 스테가노그래피들이 개발되면서 10000
차원 이상의 특징을 갖는 SRM과 같은 특징들이 연구되
었고 고정된 정보를 삽입한 스테가노그래피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분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고차원의 특징으로
인해서 SVM같은 단일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학
습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급증하여서 FLD분류기

그림 6. WOW와 S-UNIWARD에 사용된  × 크기의 3가지 필터
Fig. 6. Three  ×  filters used in WOW and S-UNIWARD

(a) (b) (c)

그림 7. S-UNIWARD와 WOW에 의한 비밀 정보 삽입 영역. (a) 커버 영상, (b) S-UNIWARD, (c) WOW
Fig. 7. Secret information insertion regions by S-UNIWARD and WOW. (a) Cover image, (b) S-UNIWARD, (c)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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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개를학습시키고학습된분류기를랜덤포레스트알고

리즘으로 통합한 단일 분류기를 사용하였다. 이후의 스테
그아날리시스는 CNN을 이용한방법들이연구되고있으며
공통적으로초기화와학습의속도를돕기위해서전처리단

계로 다양한 종류의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 1채널의 HPF 
(high pass filter)필터부터 SRM필터까지 다양한 종류의 필
터를사용한다. 초기의전처리단계가끝나면 CNN의구조
에 따라서 다양한 알고리즘들 옵티마이저, 손실함수, 초기
화, 활성화함수, 풀링등각계층들을적절하게조합해가면
서 CNN의 검출률을 향상시킨다. 

Ⅲ. CNN 기반의 스테그아날리시스

본 논문에서는 SC(slelection-channel)[36]처럼 스테고 영

상의 알고리즘이나 사전 지식이 포함된 CNN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계층의 수, 전처리 필터의 종류, 계층에서
사용한 방법등구조적인 차이를 보이는 CNN에 대해서성
능의차이를비교하기위해서 5가지구조를비교하였다. 그
림 10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 [2-3,5-6]의 4가지구조는
BN을 적용하며 4의 구조는 BN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2]
는 1채널의 HPF를 전처리에서 사용하였고 [3]은 [2]와 유
사한 3채널의 HPF를사용하였다. [4]와 [5]는동일한 30채
널의 SRM 필터를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6]은 3가지 종
류의 필터를 사용하는 구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차
이로부터 분류 결과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각 계층의 이점

을 함께 분석해본다. 실험은 5가지 구조에 대해서 영상의
크기와 스테가노그래피 알고리즘(WOW와 S-UNIWARD)
삽입 정보량(payload) 삽입 정보의 고정키, 랜덤키에 대해
서 비교하고동일한 조건 하에서 CNN의 구조적인차이가
검출률에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비교 분석한다. 3.1에서
는 각논문들의구조적인차이에대해서비교하고 3.2에서
는실험환경에대해서 소개하고검출결과에 대한 분석을

한다.

1. CNN 구조

[2]의 Xu-net은 5개의합성곱 계층과 2개의 완전연결계

층으로 구성된다. 전처리 과정으로는 식 5와 같은 HPF를
사용한다. 특징으로는 첫 번째 합성곱 계층에서 HPF를 통
과한 전처리 ABS(absolute activation) 계층과 BN 계층을
함께 사용한다. 2가지 계층을 통과한 값의 분포는 그림 5 
ABS와 같이 변하며 0을 중심으로분포한다. 이 분포는 직
후에 적용되는 tanH 활성화 함수가 입력 신호가 0에 근사
할 경우에 학습이 용이하다는 점을 극대화한다. [3]은 Xu- 
net과동일한 구조에서 전처리에사용된 필터를 추가한구
조이다. 추가된필터는식 7, 8이며 Xu-net에비해서 2가지
필터를 추가함으로써 영상으로부터 더 다양한 스테고 신

호를 추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4]에서는 전처리에 영상
스테그아날리시스에서 효과적으로 스테고 신호를 추출했

던 SRM 필터를사용하였다. SRM필터는 선형적인 필터와
비선형적인 필터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선형적인 필

터 30가지를사용하였다. 전처리에 사용된 필터적용 과정
을 스테그아날리시스 문제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역전파

과정에포함시켜서 SRM 필터또한학습이 가능하도록하
였고 필터링된 입력 값은 TLU(truncated linear unit) 활성
화 함수를 이용하여 신호의 밀도가 큰 0에 가까운 값들에
대해서만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신호를 더 정제하였다

(그림 8. (a) 참조). 30가지필터를통해서얻어진입력값은
8개의합성곱 계층과 1개의완전연결계층으로구성된신
경망에서 효과적인 스테그아날리시스 성능을 보여주었다. 
[5]는 Xu-net에서 사용한 BN, ABS의 조합과 [4]의 SRM 
필터와 TLU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였다. 전처리에서는
SRM 필터만적용하고첫번째합성곱계층에서는 T=3, 두
번째합성곱계층에서는 T=2를적용한 TLU를사용하고합
성곱계층전체에 BN을적용하여각합성곱계층에서얻어
지는 특징맵의 값을 정제하였다. 마지막으로 [6]은 전처리
과정에서 선형 SRM, 비선형 SRM, Gabor 필터[27] 3가지를
사용하였고 각 필터는 16, 14, 16개로 구성된다. Gabor 필
터는  × 의크기를갖고식 8과같으며세부파라미터는
′     ,  ′      로 는필터

의 위상이며 나머지 변수는   ,  와 같다. 
ReST-net에서사용한필터는 의값이 0~로 8방향과
    or   으로 16개의필터가 생성된다. 생성된 3종
류의 필터에 의해서 전처리된 3가지 입력은 그림 10의 (e)
에서 서브 모델의 입력이 된다. 서브 네트워크는 5개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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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곱 계층으로 구성되는데 2, 4번은 DAM(diverse activa-
tion module)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그림 9 참조). DAM
은 그림 8의 (b), (c), (d) 3가지 활성화 함수 ReLU, tanH, 
sigmoid가 병렬적으로 배치된 합성곱 계층으로 각 활성화
함수는 동일한 입력값으로부터 다른 비선형적으로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하여 성능향상에기여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전체 CNN의 구조는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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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AM 구조
Fig. 9. DAM structure

(a) (b)

(c) (d)

그림 8. 4가지 활성화 함수. (a) TLU, (b) ReLU, (c) tanH, (d) sigmoid
Fig. 8. 4 activation functions. (a) TLU, (b) ReLU, (c) tanH, (d) sigm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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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10. 성능 분석에 사용된 CNN 기반의 스테그아날리시스 방법의 네트워크 구조. (a) [2]의 방법, (b) [3]의 방법, (c) [4]의 방법, (d) [5]의 방법, (e) [6]의
방법
Fig. 10. Network structures of CNN-based steganalysis methods used in performance analysis. (a) Method of [2], (b) method of [3], (c) method 
of [4], (d) method of [5], (e) method o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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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NN 기반의 스테그아날리시스 성능

실험은  ×   크기의 BOSSBase 1.01[23] 흑백영상
셋 10,000장을중복되지않도록 4분할한  ×   크기
의 흑백 영상 40,000장을 사용한다. 커버 영상 40,000장은
조건마다 S-UNIWARD와 WOW 스테가노그래피 방법에
대해서스테고영상 40,000장을생성한다. 고정키스테고영
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뮬레이터는 [28]에서 제
공하는Windows C++ 버전을사용하였고랜덤키스테고영
상은Matlab 버전을사용하였다. 생성한스테고영상의 pay-

load는각 0.2, 0.4로생성된다. 생성된영상셋은각조건에
따라서 1 대 1 비율의 60,000장의학습셋과 20,000장의실
험셋으로나누어학습과검증에사용한다. 실험은텐서플로
우(tensorflow) 라이브러리[29]의 환경에서 진행하였고 S- 
UNIWARD와WOW 알고리즘에대한 분류결과는 표1, 2
와 같으며 초기화와 최적화의 파라미터는 표 3과 같다.
표 1과 2는 각 S-UNIWARD와 WOW에 대한 검출률의
실험결과를보여준다. 검출률은커버영상과스테고영상의
비율이 1대1인 20,000장의테스트셋으로부터 32/32의커버
/스테고 영상의 임의의 배치를 1000번 반복한 결과이다. 

fixed key random key
paper iteration payload=0.2 payload=0.4 payload=0.2 payload=0.4

[2] 200,000 0.67258 0.75602 0.66748 0.79158
[3] 200,000 0.59453 0.75992 0.59631 0.74195
[4] 100,000 0.77894 0.86453 0.68609 0.80656
[5] 100,000 0.66656 0.79383 0.67247 0.78625

[6] 
50,000 0.55388 0.73620 ⦁ ⦁
100,000 0.60098 0.76719 0.64994 0.77238

표 1. S-UNIWARD 알고리즘 분류 결과
Table 1. Classification results for S-UNIWARD

fixed key random key
paper iteration payload=0.2 payload=0.4 payload=0.2 payload=0.4

[2] 200,000 0.63214 0.76269 0.69930 0.79702

[3] 200,000 0.61322 0.70811 0.70672 0.78714

[4] 100,000 0.66308 0.81608 0.74703 0.82398

[5] 100,000 0.62330 0.77574 0.70111 0.79234

[6] 
50,000 0.53030 0.61514 ⦁ ⦁
100,000 0.65652 0.73864 0.68791 0.65486

표 2. WOW 알고리즘 분류 결과
Table 2. Classification results for WOW

paper
initializer optimizer

convolution fully-connected optimizer moment learning rate
[2] gaussian xavier Momentum 0.9 0.001
[3] gaussian xavier Momentum 0.9 0.001
[4] gaussian gaussian AdaDelta 0.95 0.4
[5] xavier xavier Momentum 0.95 0.01
[6] gaussian gaussian Momentum 0.9 0.001

표 3. 실험에 사용된 각 CNN의 하이퍼파라미터
Table 3. Hyperparameters of CNNs used i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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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S-UNIWRD에 대한 분류 결과를보여준다. [2]와
[3]은동일한구조에서필터수의차이만을보여주며결과또
한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지 낮은 payload에 대해서
[2]가 0.67258, 0.66748로더뛰어난성능을보여주었다. [4]
는고정키와랜덤키에서모두가장우수한성능을특히 pay-
load 고정키의성능에서 0.86453의높은성능을보여주었다. 
가장깊은 CNN 구조와다양한필터, 필터의학습이효과적
으로스테고신호를추출했다. [5]는 [4]와동일한필터, TLU
와 [2]의 ABS, BN등을함께사용한 CNN으로두번째로뛰
어난성능을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6]은 DAM과 3개의서
브넷을사용하여가장다양한구조를하나의 CNN에결합하
여사용했지만 payload=0.2의고정키에서아주낮은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2는WOW에대한실험결과를보여준다. 대
부분의 경우에서 S-UNIWARD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
다. [2]는 S-UNIWARD와유사한성능을보여주었다. [3]은
랜덤키 payload=0.2의경우에특히 0.10 정도로 성능향상이
컸다. [4]의 경우에 고정키 payload=0.2의 경우에 성능이
0.66308로 S-UNIWARD에비해서는 0.13정도성능이감소
하였다. [5]는고정키의경우에 0.04정도검출률이소폭감소
하였고랜덤키의경우에검출률이소폭상승하였다. 마지막
으로 [6]은전반적으로유사하나랜덤키 payload=0.4의경우
에 0.12정도의 성능 감소를 보였다. 

[2]와 [3]의 경우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하이퍼파라미터
를 사용하였고 단지 입력의 HPF필터만의 구조적 차이를
갖는 CNN기반의 스테그아날리시스이다. 이러한 차이로

볼때 1채널의 HPF를사용한 [2]보다 3채널의필터를사용
한 [3]이 성능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오히려 3채널의
HPF를 사용한 [3]이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구조는필터를제외하고그림 10의 [2], [3]에서처럼 5개
의 합성곱 계층을 갖고 각 계층은 8, 16, 32, 64, 128개의
채널을갖는다. 이는앞서설명한것처럼 [3]이필터를 3채
널로증가시켰음에도구조가동일한것이구조적인최적화

를 이루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즉 1채널에서 3채널로 필
터를 확장 시킬 경우 그에 맞는 합성곱 계층의 채널 수를

증가시키거나 CNN을 더 깊게하여 효과적인 학습이되도
록할필요가있어보인다. [4]는가장깊은 CNN으로다른
4가지구조와는달리입력영상의필터링에 TLU를적용함
으로써 입력 신호를 한번 더 정제하였고 BN을 적용하지

않았다. 30채널의 SRM 필터를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서각계층의합성곱의필터채널을 30, 30, 30, 32, 32, 32, 
16, 16으로하고깊은합성곱계층을유지하고필터의가중
치도학습하여가장좋은성능을낼수있었다. [5]는 [2]의
구조에서처럼 ABS, BN, TLU를 이용하여 입력 특징의 신
호밀도를높였다. [4]와 [5]는같은 30채널의선형 SRM필
터를사용하였지만 [4]와는 달리 필터의 학습을 하지 않았
다. 결과적으로동일한필터를사용하였지만 [4]가더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5]가두번째로 좋은성능을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6]은 선형, 비선형 SRM과 Gabor 필터를모두
사용하고 3가지 종류의 활성화 함수를 병렬로 적용하는
DAM을 사용하여 다양한 특징을 추출하였지만 1채널의
HPF만을 사용한 [2]에 비해서도 두드러지는 성능을 보여
주지는못했다. 이는다양한필터와 3개의서브모델, 3가지
종류의전처리필터를사용하여입력으로부터풍부한특징

을 추출할수 있는 기반을만들었음에도복잡한 구조를최

적화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CNN기반의 스테그아날리시스의
성능을효과적으로분석하기위해서동일한조건하에서 S- 
UNIWARD와 WOW, payload와 삽입 정보의 고정여부에
따라서 분류 결과가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였

다. 또한 구조적으로 각 계층에서 사용된요소들의성능을
분석하기위해서 [7]과같은채널인식기반의방법들은배
제하고구조적인차이로부터발생하는성능을분석하기위

해서 [2-6]의 5가지 CNN기반의 스테그아날리시스의 성능
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구조는 평균 풀링이나 BN을 대부
분사용하고전처리필터로는 1채널의 HPF, 3채널의 HPF, 
30채널의 SRM 그리고선형, 비선형 SRM과 Gabor 필터를
모두 사용하는 등의 구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각 CNN은
1채널과 3채널의 HPF, SRM, 선형, 비선형 SRM 마지막으
로 Gabor 필터가사용되었는데각필터는영상으로부터잔
차를 추출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이러한 필터로부터 추
출된잔차는합성곱 계층에서문제해결에 도움이되는특

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처리를 거친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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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2-6]의제안된 CNN 중에서 [4]의 CNN이가장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다른 구조들과 달리 전처리 필터를 학

습 과정에 포함시켰고 BN이나 ABS등의 전파되는 신호를
이동 시키거나스케일링을 하지 않았으며 가장 깊은 CNN
을사용하고옵티마이저로 AdaDelta를사용하는학습자체
를 위한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에 [6]의 경우 가장 복
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3개의 서브 네트워크가 각 다른
필터를 사용함으로써가장다양한특징을 추출 할수있는

구조를갖추었지만성능은 1채널만사용한 [2]와비교했을
때에도성능의우위를보여주지못 하였다. 즉필터의수가
많다고 좋은 성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학습을 제한하여

성능이 감소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영상으로부
터 잔차를 추출할 수 있는 우수한 전처리 필터의 사용과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였을 때 그 성능이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2]와 같이 학습을
돕기위한 ABS, BN등의사용은그림 5에서볼수있는것
처럼 각 계층에서 전파되는 신호를 가공한다. 이러한 신호
의가공은 CNN의학습단계에서각계층의학습을돕기위
해서 적용하는 계층인데 [4]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가공을
최소화 하였는데가장 좋은 성능을보였고 CNN에적용하
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CNN 기반의
스테그아날리시스는일반물체인식과는다르게전처리과

정에서 전처리필터를사용하게되는데이때 사용하는필

터의채널이다양하다. 이러한다양한필터를사용할때합
성곱의 채널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4]와 [5]도 동일한 30채널의
SRM을 사용하였지만 합성곱 채널은 30, 30, 30, 32, 32, 
32, 16, 16과 30, 30, 32, 64, 128로 그 차이가 명확하다. 
앞으로의 CNN 기반의 스테그아날리시스 연구는 이러한
점을인식하고전처리필터의설계뿐아니라 CNN 구조에
대한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병행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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