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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간의 특성을 이용한 디지털 이미지의

합성 영역 및 필터링 영역 검출

황민구†, 하동환††

요 약

디지털 합성 이미지는 이미지가 담고 있는 진정성을 왜곡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합성 이미지들은 인터넷, 잡지 또는 정치적 광고를 위한 이미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매체들은 이미지가 담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로써 디지털 합성 이미지를 판독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부분의

합성 이미지들은 이미지 크기 조절 및 회전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성 영역에 보간

(Interpolation)이 적용되게 된다. 본 논문은 보간의 흔적을 검출하는 연구로써 이미 보간이 적용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재보간을 적용하여 두 영영간의 주파수 패턴을 검출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합성에 사용된 보간 흔적을 검출하였으며 이미지 리터칭에 사용된 필터링 영역도 검출할 수 있었다.

Detection of Forged Regions and Filtering Regions of Digital

Image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Re-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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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gital image forgery is becoming a topic of great interest with regard to honesty in imaging. We

can often see forged digital images in a variety of places, such as the internet, and magazines, and in

images used in political ads, etc. These can reduce the reliability and factual basi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image. Therefore, objectivity is needed to determine if the image is forged so as to prevent

confusion in the viewing public. Most digital forgeries consist of image resizing, rotating including the

following interpolations. To find evidence of interpolation in forged images,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for detecting digital image forgery using general interpolation factors analyzed through

re-interpolation algorithm of the forged images in order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the patterns.

Through the re-interpolation algorithm we could detect the forged region and filtering region used image

retouching included to 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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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합성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보간 과정

1. 서 론

최근 디지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들이 발전 하면

서 누구나 손쉽게 합성 이미지들을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인터넷, 신문

기사, 잡지 등의 매체에 합성 이미지들의 출현 빈도

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위조를 바탕으로 하는 합성 이미지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수용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으며, 결국 개

인적으로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또 공적으로는 허

위사실 유포, 공문서 위조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합성 이미지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검

증 방법을 제안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아

래와 같이 기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안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복제(Cloning)된 합성 영역 검출 방법[1-3]은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와 DCT(Discrete

Cosine Transform)을 통해 복제된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이지만 실제 합성된 디지털 이미지들은 서로 다

른 이미지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임의로 추출하여 사

용하기 때문에 복제된 부분을 검출하는 방법은 효과

적이지 않다. 또 합성된 영역의 접합(Splicing)부분

을 검출하는 방법[4-6]은 접합된 합성 영역의 가장자

리 정보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만약

합성된 영역이 이미지의 크기 변화 및 전처리 단계에

서 데이터 변형이 일어나 흐림 현상(Blurring)이 나

타나게 되면 접합 부분이 정확하게 검출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외에 컬러 필터 어레이(Color

Filter Array)를 이용한 방법[7], 카메라의 기종에 따

른 센서의 고정 패턴 노이즈(Fixed Pattern Noise)를

이용하는 방법[8-9], 렌즈의 색수차(Chromatic

Aberrations)를 이용한 방법[10]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합성 이미지에 사용된 소스가 서로 다른

카메라의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동일 메커니즘을 이용한 소스들

이 사용되었을 때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이미지에 나타난 빛의 방향을 분석하는 방법

(Lighting Inconsistences)[11-13]은 이미지에 빛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거나 복합 조명이

사용된 경우에는 판독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해서 JPEG 고스트(JPEG Ghost)를 이용한 방법[14]

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합성된 이미지의

배경과 서로 다른 압축 방식 및 압축률을 가지고 있

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

하지 않은 합성 이미지에서는 합성 영역이 검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검출 방법은 리샘플링(Re-sampling)검출

방법이다[15-21]. 합성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거

나 회전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는 기법으로 이미지 변형이 있

을 때 그림 1과 같이 항상 보간(Interpolation)연산을

포함하는 리샘플링이 일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들은 리샘플링이 일어난 보간의 흔적을 찾는 방

법으로써 기존의 전제 조건이 없어 합성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간의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

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Popescu와 Farid[15-17]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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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발생한 부분을 검출하기 위해서 EM(Expecta-

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이 알고

리즘은 보간이 발생한 부분을 찾아내는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보간 발생 영역에 대한 추정치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이 방법은 1차 보간이

발생한 이미지의 변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2차 이

상의 보간이 발생한 영역에서는 분석이 어려운 단점

이 있다. 또 Gallagher[18]은 디지털 확대 이미지에서

이차 미분의 분산 함수를 이용하여 선형(Linear)과

입방형(cubic) 보간법의 신호 주기성을 검출하여 보

간 여부를 판별하였다. 이 주기성은 이차 미분으로부

터 계산된 평균 신호의 주파수 변환을 통하여 추출되

어진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디지털 확대 이미지에

서 일어난 보간 계수 검출은 가능하지만, 일부가 위

조된 경우에는 영역을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

다. 그리고 Prasad와 Ramakrishnan[19]는 [18]이 제

안한 알고리즘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간 발생

여부를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진 영상 분

석에만 적용됐다는 문제점이 있다. Mahdian과 Saic

[20-21]은 보간 신호의 공분산 구조(Covariance

Structure)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스케일링 계수,

또는 회전각에 대한 주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보간 영역을 검출하기 위하여 128�128 픽셀
의 원도우 크기를 실험 이미지에 수평방향으로 중첩

되지 않도록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이미지

에서 보간이 발생한 영역이 윈도우 크기보다 작거나

또는 128�128 픽셀의 윈도우 크기 내에 일부분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간 발생 영역을 정확하게 검출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이와 같이 윈도우

의 크기를 정해 검출을 하다 보면 최종 검출 맵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

에 검출된 합성 영역의 검출 맵은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 정확히 어느 부분을 합성이라고 판단하기 힘

들다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보간 검출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 이상의 보간이 일어난 합성 이미지에서는

정확한 합성 영역을 검출하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합성된 이미지들은 출처를 알 수 없어 1차 보간 이외

의 다양한 보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

다. 이 때문에 기존의 보간 관련 연구로는 다양한 합

성 이미지 분석이 불가능하다.

(2) 일부분이 합성된 이미지나 이진영상이 아닌

이미지에서의 합성 영역에 대한 판독이 불가능하다.

(3) 최종 검출맵이 1픽셀별로 스캐닝(Scanning)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검출 맵이 정확하지 않

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 합성 영역과 비합성 영역에 동일한 임의 값으로

재보간 함으로써 두 영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패턴을

분석하여 최종 검출 맵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이 방

법은 재보간을 통해 합성된 이미지 데이터의 주파수

성분을 강제로 훼손 시킬 수 있어 처음부터 보간이

있었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주파수 손실정도

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주파수의 변화

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주파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DFT(Discrete Fourier Trans-

form)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을 위해서 2장에서 이미

지가 보간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서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를 DFT를 통해 확인한다. 3장에서는 앞서 나

타난 패턴들이 합성 영역과 비합성 영역에 재보간을

적용하였을 때의 패턴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도출

된 패턴을 바탕으로 실제 합성이 이루어진 이미지에

재보간을 적용함으로써 최초의 합성 이미지와 차후

재보간을 적용한 이미지와의 차분 값을 이용한 최종

검출 맵을 구현한다. 또 5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의 문

제점이 해결되었는지 성능 테스트를 하였으며, 마지

막으로는 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합성에 많이 사용

하는 각종 필터링 영역에 대한 검출 테스트를 진행하

였다.

2. 보간 방법과 보간 비율에 따른 특성 분석

대부분 프로그램을 통해 합성하는 이미지들은

Adobe® Photoshop에서 제공하는 보간 방법을 사용

한다. 이 보간은 최근접 이웃화소 보간법(Nearest

Neighbor), 양선형 보간법(Bilinear), 고등차수 보간

법(Bicubic)의 3가지로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최근접

이웃화소 보간법은 보간의 방법 중 가장 단순한 구조

를 가진 보간법으로 원래 픽셀에서 가장 가까운 픽셀

을 선택해서 보간하는 방법이다. 양선형 보간법은 가

로, 세로방향으로 주위에 있는 4개의 픽셀을 선택해

서 평균을 내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 고등차수 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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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보간 방법에 따른 패턴의 차이

그림 3. 실험에 사용된 원본이미지(왼쪽)와 DFT 출력결과인

FI(u, v) 이미지(오른쪽)

그림 4. 각 보간 방법과 비율에 따른 원본이미지의 변환 및

DFT변환 과정

법은 이보다 진보화 된 계산법을 사용하여 가로, 세

로, 대각선 방향으로 샘플링하고 각 픽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값을 적용한 보간법이다.

이러한 보간 방법들은 이미지에 따라서 그림 2와

같은 패턴을 만든다. 최근접 이웃화소 보간법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픽셀 값을 계산하지 않고 이웃한 픽

셀 값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각이진 형태의 패턴이

나타난다. 양선형 보간법은 새로운 픽셀 값을 계산하

여 채워 넣었기 때문에 최근접 이웃화소 보간법 보다

는 각진 형태가 완화되어 스무딩(Smoothing)한 이미

지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차수 보간법은 더

많은 이웃 픽셀들을 참조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양선

형 보간법 보다 더욱 스무딩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각 보간법과 보간 비율에 따라서 DFT

변환시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보간이 일어날수록 고주파성분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으로, 위에서 설명한 보간

방법의 특성이 보간 비율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패턴을 만들 것 이라는 가설에서 시작되었

다. DFT는 2차원으로 변환하였으며 식(1)과 (2)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는 해상도 800� 
800 pixel에 TIFF파일로 저장된 원본 이미지이다. 원

본 이미지는 I(x, y)로 표기하며 N은 픽셀의 넓이,

M은 픽셀을 높이를 나타낸다. 원본이미지에 각 보간

을 적용한 이미지들은 IE(x, y): 최근접 이웃화소 보

간법, IL(x, y): 양선형 보간법, IC(x, y): 고등차수 보

간법으로 표시하며, 보간을 하지 않은 이미지에

DFT를 적용한 결과는 FI(u, v), 각 보간이 적용된

결과물에 DFT를 적용한 결과물은 FE(u, v), FL(u,

v), FC(u, v)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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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식 1, 2를 원본 이미지인 I(x, y)에

적용 시켰을 때 2차원 주파수 변환을 통해 고주파

성분과 저주파 성분으로 나누어진 맵이 형성된다. 고

주파 성분은 검출 맵을 기준으로 가운데에 형성되며

저주파 성분은 맵의 가장자리 부분에 표현된다.

이러한 주파수 성분들이 보간 방법 및 비율에 따

라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4와 같이 각 보간법에 따라서 10%에서 200%까지 이

미지 보간 하였다. 그 결과 그림 5, 6, 7과 같이 보간법

과 보간 비율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패턴이 있는 이미

지들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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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본 이미지를 최근접 이웃화소 보간법을 이용하여

10% 단계로 확대하였을 때 DFT 결과

그림 6. 원본 이미지를 양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10% 단계

로 확대하였을 때 DFT 결과

그림 7. 원본 이미지를 고등 차수 보간법을 이용하여 10%

단계로 확대하였을 때 DFT 결과

최근접 이웃화소 보간법을 사용한 FN(u, v)에서는

그림 5와 같이 보간 비율이 30% 이상이 될 때 선명한

격자 패턴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이웃한 픽셀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고주파 성분과 저주파 성분이 분

명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이며, 특히 50%씩 보간 비율

이 증가할 때마다 이 격자 패턴들이 균일하게 확장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6, 7과 같이 양선형

보간법과 고등차수 보간법을 사용한 FL(u, v), FC(u,

v)의 이미지는 FN(u, v)처럼 보간시에 이웃한 픽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픽셀을 생성하여 사용하

였기 때문에 FN(u, v)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태가 다

른 패턴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비율과 보간법

에 따른 두 결과물은 각 퍼센트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각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을 통해서 보간법 및

비율에 따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이러한 특성에 임의의 재보간을 발생 시켰을 때 어떠

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3. 보간이 일어난 합성 영역 검출을 위한 재보

간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보간이 일어난 부분을 검출하기 위해

서 원본이미지를 통해 그림 8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즉, 합성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원본이미지에 보간

법에 따라서 �N 만큼의 보간 비율을 적용하였다.

또 재보간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간이 일어난 이미지

에 다시 �1/N 만큼 이미지를 축소시킨 뒤 다시 �N
만큼 보간을 주어 재보간 하였다. 이렇게 되면 보간

된 이미지는 재보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때 합성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첫 �N 만큼 적용한 이미지의

DFT(A)를 출력하고, 다음으로 �1/N과 다시 �N만
큼 재보간한 이미지의 DFT(B)를 출력한다. 여기서

마지막에 �N만큼 보간한 이유는 이미지의 사이즈

를 원본과 동일한 크기로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반대

로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 재보간을 주기

위해서 원본이미지에 합성 영역과 같이 �1/N만큼
보간을 적용하고 다시 �N만큼 보간을 준 후 결과

이미지를 DFT(C)로 출력한다. 다음 단계로 합성 영

역에서 첫 보간 된 합성 이미지와 재보간 된 합성

이미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DFT(A)와 DFT

(B) 차분 값을 구하고, 비합성 영역에서는 원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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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재보간을 통한 합성 영역과 비합성 영역 검출 알고리즘 흐름도

그림 9. Nearest Neighbor에서의 A와 B의 차분 값 그림 10. Nearest Neighbor에서의 O와 C의 차분 값

지의 DFT(O)와 재보간이 일어난 DFT(C)의 차분값

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재보간을 통해 완성된 합성된

영역과 비합성된 영역의 두 차분 값을 두 영역끼리

다시 차분 값으로 계산하면 합성 영역 검출 맵이 완

성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합성 영역이 포함된

한 장의 이미지에 재보간을 적용함으로써 재보간 된

합성 영역과 비합성 영역으로 나누어 질수 있기 때문

에 최종 합성 영역 검출 맵이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테스트를 위해서 그림 4의 원본 이미지를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이 때 N의 값은

임의로 2(100%)값으로 설정하였다. 또 각 보간법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서 언급한 세 가지 보간법을 모두 테스트하였으며,

차분 값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3차원 픽셀 정보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3.1 알고리즘을 적용한 최근접 이웃화소 보간법 분석

결과

합성 영역에서 알고리즘을 적용한 최근접 이웃화

소 보간법을 사용한 이미지는 그림 9와 같이 �N만
큼 보간한 A와 재보간을 준 B와의 픽셀 레벨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최근접 이웃화소 보간

법을 사용한 합성이미지는 재보간시 이웃한 인접 픽

셀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초 �N만큼 보간이 일어난

합성 이미지에 �1/N과 �N만큼 재보간을 적용하게

되더라도 원래 상태인 N값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픽셀 레벨 값이 0인 흑색으로 표현되게 된다. 하지만

비합성 영역에서는 그림 10과 같이 원본에 재보간을

�1/N만큼 적용하여 원래 있던 정보를 손실 시켰기

때문에 다시 �N만큼 보간을 하더라도 원상태로 복

구되지 않아 특정한 레벨 값을 갖게 된다.

최종적으로 최근접 이웃화소 보간법을 이용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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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ilinear에서의 A와 B의 차분 값 그림 12. Bilinear에서의 O와 C의 차분 값

그림 13. Bicubic에서의 A와 B의 차분 값 그림 14. Bicubic에서의 O와 C의 차분 값

성한 이미지는 합성 영역에 검정색으로 표현되고 비합

성 영역은 0보다 큰 값을 가진 레벨로 표현이 된다.

3.2 알고리즘을 적용한 양선형 보간법 분석 결과

합성 영역에 양선형 보간법을 사용한 이미지는 알

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그림 11과 같이 차분 값에서

최근접 이웃화소 보간법과 다르게 일정 수준의 레벨

값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위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선형 보간 방법은 수직, 수

평의 이웃 픽셀을 계산하여 새로운 픽셀을 만들기

때문으로 재보간을 적용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세 번

의 보간(�N,�1/N, �N)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픽셀

들의 차이이다. 하지만 비합성 영역에서는 그림 12와

같이 �1/N과 �N의 두 번의 보간이 일어났기 때문

에 합성 영역에서와의 레벨 값 차이가 발생하게 된

다. 최종적으로 양선형 보간법에서도 합성 영역과 비

합성 영역과의 레벨 차이가 발생하여 재보간 알고리

즘을 적용하였을 때 합성 영역을 검출해 낼 수 있다.

3.3 알고리즘을 적용한 고등차수 보간법 분석 결과

합성 영역에 고등차수 보간법을 사용한 이미지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그림 13과 같이 표현된다.

고등차수 보간법은 양선형 보간법보다 더 많은 계산

을 통해서 새로운 픽셀들을 만들기 때문에 앞선 양선

형 보간법에서의 차분 값의 결과 보다 더 많은 픽셀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합성 영역도 그림

14와 같이 위와 동일한 원리로써 보간에 따른 더 많

은 새로운 픽셀의 생성으로 차분 값의 레벨이 변화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해 재보간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합성 영역과 비합성 영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

며, 이를 통해 한 장의 이미지에 삽입된 합성 영역의

특성을 추출해 낼 수 있는 단서를 찾아 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실제 합성된 이미지에 재보간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실제로 합성 영역을 검출할 수 있는 맵

이 구현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4. 합성 영역 검출

4.1 보간법에 따른 합성 영역 검출

본 장에서는 위에서 검증한 재보간 알고리즘의 특

성을 이용하여 실제 합성된 이미지에 적용하고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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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재보간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흐름도

그림 16. 합성되지 않은 원본이미지에 알고리즘 적용

도출된 검출 맵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합성

된 한 장의 이미지를 재보간 하였을 때 3장의 결과와

같이 최초 보간이 들어간 영역의 패턴과 그렇지 않은

패턴이 레벨 값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얻기 때문이

다. 이 테스트를 위해서는 그림 15와 같이 합성된 이

미지를 �1/N만큼 보간하고 다시 �N만큼 보간하여

결과물을 출력하였다. 다음으로 최초 합성된 이미지

와 재보간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미지의 차분 값을

통해 맵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각 보간법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장

면을 세 가지의 보간법으로 합성하여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 그림 16과 같이 합성 영역이 없는 원본이미

지에 재보간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검출 맵에

특정 패턴이 없는 상태로 검출되었지만 그림 1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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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특정 영역에 세 가지 보간법을 적용한 이미지를 본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결과

그림 18. Nearest Neighbor 보간 비율 N이 2였을 재보간 비율 1/N을 1.4, 1.6, 1.8로 적용한 검출 맵

같이 보간법에 따라서 특정 부분에 보간을 발생 시켰

을 때 원본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정 보간 영역이 검

출되었다.

즉, 각 보간법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보간이 일어난 곳과 아닌 곳의 패턴의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접 이웃화소 보

간법을 사용한 이미지에서는 DFT실험과 같이 레벨

값이 0인 검정색으로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보간법

에서도 합성 영역과 비합성된 영역과의 픽셀 레벨이

다른 패턴으로 표현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

과적으로 본 실험을 통해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

으로 합성 영역이 검출 가능하다는 것을 최종 검출

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2 재보간 비율 1/N값에 따른 검출 맵 분석

지금까지의 결과물은 보간 비율인 N값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재보간 시 �1/N만큼 재보간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수많은 합성 이미지들의 보간 비율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N값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임의의 값을 대입하였을 때도

합성 영역이 검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험을 위해서 합성 영역의 보간 값 N이 2였을 때

재보간 비율 1/N을 1.4, 1.6, 1.8로 적용하여 테스트하

였다. 그 결과 최근접 이웃화소 보간법에서는 그림

18과 같이 합성 영역은 레벨 값이 0인 흑색으로 표현

되지 않고 격자 형태의 패턴으로 검출 되었다. 이는

재보간시 보간 비율이 맞지 않아 이웃한 픽셀이 겹치

면서 나타나는 패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재보간 비율 1/N이 동일하지 않는 최근접 이웃화소

보간법에서도 합성 영역을 검출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19, 20과 같이 양선형 보간법 및 고등차수 보간

법에서도 검출 맵이 최초 재보간 비율을 정확하게

적용한 결과와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재보간 비율이

커지면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양이 적어지게 되어 해

상도에 영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임

의의 재보간 비율을 알고리즘에 적용하였을 때 역시

합성 영역의 보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검출

맵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재보간 알고리즘 성능 테스트

본 논문에서는 각 보간법에 대한 특성과 재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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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Bilinear 보간 비율 N이 2였을 재보간 비율 1/N을 1.4, 1.6, 1.8로 적용한 검출 맵

그림 20. Bicubic 보간 비율 N이 2였을 재보간 비율 1/N을 1.4, 1.6, 1.8로 적용한 검출 맵

알고리즘 적용에 따른 합성 영역과 비합성 영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합성 영역을 검출하는 맵을 구현하

였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이

기존의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능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서론에 언급했

던 3가지 문제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다.

(1) 1차 이상의 보간이 일어난 합성 이미지에서는

정확한 합성 영역을 검출하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합성된 이미지들은 출처를 알 수 없어 1차 보간 이외

의 다양한 보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

다. 이 때문에 기존의 보간 관련 연구로는 다양한 합

성 이미지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본 논문의 알고리즘으로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해 합성된 이미지를 각 보간법에 따라서 0.7배 , 1.2

배, 0.8배로 보간 하여 3차 보간을 발생 시켰다. 테스

트 결과 그림 21과 같이 각 보간법에 따라서도 모두

합성 영역을 검출할 수 있었다.

(2)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분이 합성된 이미지나

이진영상이 아닌 이미지에서의 합성 영역에 대한 판

독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

을 때 이진영상이 아닌 컬러 영상을 사용하여 합성

영역을 검출하였으며, 일부분이 합성된 영역에서도

검출할 수 있었다.

(3) 최종 검출 맵이 1픽셀별로 스캐닝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최종 검출 맵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합성된 이미지를 재보간

함으로써 픽셀을 1대1의 차분 값으로 계산하였기 때

문에 기존 연구보다 정교한 합성 영역을 검출할 수

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샘플을 통해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았다. 그 결과 그

림 22, 23, 24, 25, 26과 같은 합성 영역을 세밀하게

검출해 낼 수 있었다.

또한 보간 발생 여부만을 증명한 [21]의 연구를 응

용하여 보간에 의해 합성된 영역을 보간 연산 과정을

통해 픽셀 패턴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 [22], [23]과

본 알고리즘의 비교를 통해 검출맵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이 연구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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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합성된 이미지를 3차 보간을 발생 시키기 위해서 0.7, 1.2, 0.8배로 다시 보간하였을 때 알고리즘 적용 결과 맵

(Nearest Neighbor, Bilinear, Bicubic 순)

그림 22. Nearest 84% 합성 그림 23. Bilinear 53% 합성 그림 24. Bicubic 30% 합성

그림 25. Nearest Neighbor 45% 합성

들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최근 연구이다. 하지만

패턴 검출에 있어 블록 스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성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는데 문제가 있다.

그 결과 500�500 pixel에 TIFF로 저장된 코뿔소

합성 이미지를 분석한 최종 결과 맵에서 본 알고리즘

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 연구 보다 합성 영역을 명확

하게 구분해 낼 수 있었다. 이는 블록 스캔을 사용하

지 않고 1픽셀 별로 차분값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검출 맵의 효과가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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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Bicubic 76% 합성

그림 27. [22], [23]의 결과물(중)과 본연구의 결과물(우) 비교

그림 28. 실험에 사용된 원본 이미지

6. 필터링 된 이미지 영역 검출

Adobe® Photoshop에서 많이 사용하는 필터들은

Gaussian Blur, Sharpen, Add Noise, Despeckle,

Median 필터들이 있다. 이 필터들은 이미지 조작에

많이 사용하는 필터들로 피사체의 디테일을 조정하

거나 합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된다. 각 필터들은 보간 연산에 의한 리샘플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재보간 알고리즘이

적용 하였을 때 보간 영역 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실험을 위해 각 보간법에 따라서 위의 5가지의 필터

들을 원본 그림 28에 적용하여 테스트 하였다. 그 결

과 아래 그림과 같이 각 필터들과 보간법에 따라서

배경의 레벨과 다른 패턴의 보간 영역이 명확하게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림 34와 같이 피사체의 특정 부분에

필터링을 적용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본 논문의 재보

간 알고리즘을 통해 보간 영역을 검출할 수 있었다.

이는 이미지에 있는 인물의 조작 여부를 명확히 판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필터링 작업이 이루어진 합성

이미지를 판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단 예로



그림 29. Gaussian Blur를 적용한 이미지 검출 맵(Nearest Neighbor, Bilinear, Bicubic 순)

그림 30. Sharpen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 검출 맵(Nearest Neighbor, Bilinear, Bicubic 순)

그림 31. Add Noise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 검출 맵(Nearest Neighbor, Bilinear, Bicubic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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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Despeckle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 검출 맵(Nearest Neighbor, Bilinear, Bicubic 순)

그림 33. Median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 검출 맵(Nearest Neighbor, Bilinear, Bicubic 순)

그림 34. 임의의 얼굴 특정 부분에 필터링을 하였을 때 검출 맵(Gaussian Blur필터 적용 검출 맵, Gaussian Blur + Add

Noise 필터 적용 맵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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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36과 같이 인터넷에 있는 합성 이미지를 본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였을 때 유사한 레벨 값을 지닌

피부톤에서 상이한 레벨 패턴이 눈, 코 , 입 주변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5. 인물 합성 사진의 분석 결과 1

그림 36. 인물 합성 사진의 분석 결과 2

7. 결 론

합성 이미지는 18세기부터 정치적 이용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전문가의 기술로만 이루어졌던 생산

수단이 현재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누구든

지 손쉽게 합성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현재에는 다량의 합성 이미지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

의 연구과정으로써 재보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 과정을 정리하면 보간 방법과 비율에 따른 DFT

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재보간 발생되었을 때 합성

영역과 비합성 영역과의 DFT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 최종적으로 합성 영역의 검출 맵의 구현을 위해서

두 영역간의 차분 값을 맵에 구현한 합성 영역 검출

맵을 완성하였다. 또 보간이 발생하는 필터링된 이미

지에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적용 시켜 필터링 영역을

검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합성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용자의 숙

련도와 프로그램의 선택 및 기타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에

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였으며, 지속적인 연구

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합성 영역 검출 방법을 연구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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