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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및 프린터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문서 활용 사례가 전 분야에 확산되면서 디지털

문서의 위·변조 범죄가 증가하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를 이

용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이 더욱 중요해지

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 매체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

들을 수집·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컴퓨터 법의학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린터기로 출력된

문서의 고해상도 영상현미경 이미지를 사용하여 원본 여부를 판별 할 수 있는 프린터기 동

일 여부 판별 기술을 제안한다.

   

1. 서론

컴퓨터와 주변기기들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과거 수

기 형태로 작성되었던 각종 문서들은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터기로 출력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수기 문서에 대

한 위·변조 감정 방법 연구 사례는 많이 있으나 문서 작

성에 사용된 재료나 개인화된 특징 등의 변인 요소를 추

출하기 어려운 출력 문서에 대한 감정 방법은 많이 연구

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의 출력에 사용된

프린터기의 특징을 찾아내는 작업은 디지털 포렌식의 한

분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연구하기 위해 총 10종의 잉크젯 및 레이저 프린터기의

출력물을 모니터 배율 500배 고해상도 영상현미경으로 확

대한 후 그 확대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육안으로는 판별할

수 없는 미세한 특징 값을 추출할 수 있었다.

2. 관련연구

출력문서의 프린터기 동일 여부 판별 방법에는 프린터

인쇄 과정 중 매개 변수를 직접 수정하여 출력물에 특정

정보를 삽입하는 프린터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와 같은 능동적 방법과 프린터기의 내부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출력물 상의 보이지 않는 특징

들을 찾는 수동적 방법이 있다[7].

수동적 방법 중, 거리 변환을 이용한 프린터 판별 방법

에서는 문자 이미지 매칭과 프린트된 문서에 존재하는 글

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거리 변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1]. 그림 1은 레이저 프린터로 프린트 된 문서들

을 배율 56(약 4450dpi)으로 확대하여 720×572 pixels의

BMP 포맷 이미지로 캡쳐했을 때 프린터의 품질에 따라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1]. 그림 2에서는 사전 등록된

비교용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들과 최소 거리차를 갖는

문자 이미지들을 포함한 프린터를 해당 문서를 인쇄하는

데 사용한 프린터로 판별하는 프린터 판별 시스템의 구조

를 보여주고 있다[1].

그림 1. 구별되는 프린트 특징 (Distinct print features)

그림 2. 거리 변환을 이용한 프린터 판별 시스템 개요

3. 프린터별 출력물 특징값 추출 기술

본 논문에서는 프린터별 출력물의 고해상도 영상현미경

확대 이미지의 경계선 이미지를 추출하여 특징값을 구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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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프린터 출력물의 고해상도 영상현미경 이미지

프린터는 인쇄방식에 따라서 크게 충격식(impact) 프린

터와 비충격식(non-impact) 프린터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충격식 프린터인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와 레이저 프린터의 출력물

특징값을 구해보고자 한다. 잉크젯 프린터는 액체 상태의

잉크를 분사하거나 잉크를 뭉쳐서 분사하는 프린터를 말

하며, 레이저 프린터(laser printer)는 복사기처럼 분말 형

태의 탄소 토너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프린터를 말한다. 따

라서 표 2와 같이 고배율로 확대된 출력물의 이미지를 통

해 출력물의 프린터 종류가 잉크젯 프린터인지 레이저 프

린터인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표 1. 출력에 사용된 프린터 기종

분류 모델명 프린터 ID

잉크젯 프린터

EPSON STYLUS CX4100 ink1

EPSON STYLUS CX3700 ink2

HP OFFICEJET 4355 All-in-one ink3

HP Photosmart 2575 All-in-one ink4

HP deskjet 948C ink5

레이저 프린터

SAMSUNG CLX-3175K las1

SAMSUNG CLX-2161K las2

CANON LBP 6330K las3

SAMSUNG ML-1640 SERIES las4

SAMSUNG ML-2570 las5

표 2. 고배율로 확대된 영상현미경 이미지 (0.12mm굵기의 선)

모니터배율(배) 프린터 ID ink1 프린터 ID No. las1

300

500

850

1700

3400

3.2 영상현미경 이미지의 경계선 이미지 추출

영상현미경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먼저 이

미지의 잡음을 제거하고, 잉크/토너의 경계점들을 선명히

하기 위해 임계값을 설정하였다. 그림 3은 설정된 임계값

을 기준으로 이진화 처리된 이미지 변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 영상현미경 이미지의 thresholding 처리된 경계선

이미지 추출 결과

3.3 프린터 별 출력물의 특징값 계산

추출된 경계선 이미지 점들의 열(column)별 분포 특징

(표준편차)을 통해 프린터별 출력물의 특징값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는 식 (1)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나타내며,

그림 5는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계산된 출력물의 특징

값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식 (1)

그림 4. 프린터별 특징값 계산 알고리즘

그림 5. 경계선 이미지의 특징값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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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프린터별 특징 추출 결과

프린터 ID 모니터배율 500배 추출 이미지 특징값

ink1 5.74

ink2 4.84

ink3 6.35

ink4 5.38

ink5 3.08

las1 3.11

las2 4.04

las3 3.17

las4 4.33

las5 5.03

4. 결론

문서를 출력하는 데에 사용된 프린터별 특징을 표준화

하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향후 연구들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린터 기

종은 수백 가지가 넘으나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와 같은 출력 방식의 차이들로 대분류를 하여 출력 상의 

큰 특징을 추출하고, 프린터의 범주를 더 세분화해나가며 

그 범주에 속하는 프린터에서 출력된 출력물의 특징들을 

추출해나가야 할 것이다. 프린터에 따라 출력물의 특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 요소들을 연구하여 표준화해나

간다면 향후 디지털 포렌식의 한 기법으로 문서의 감정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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