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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성능의 보 형 디지털 상장비와 이 린터의 보 으로 인해 인쇄물의 불법 인 변조가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고, 련 범죄 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 식 기술에 기반한 촬   인쇄기기 식

별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쇄기기별 특성에서 기인하는 인쇄물의 노이즈 특성을 이용해 인쇄

기기를 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특성 추출 방법을 설명

하고, 추출된 노이즈 특성에서 명암도 동시발생 행렬을 계산하고 왜도, 첨도, 공분산, 상 계수의 특징을 추출하

다. 추출한 특징을 서포트 벡터 머신에 용하여 디지털 인쇄기기의 제조사와 모델을 별하 다. 제안한 알고리

즘의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7  린터에서 각 371장씩 출력된 총 2,597장 이미지로 실험하 고, 제안한 알고리

즘이 기존 방법에 비하여 높은 정확률을 나타냄을 보 다. 

1.서론

컴퓨터와 디지털 주변기기의 화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는 고성능의 디지털 이미징 장치를 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한 다양한 소 트웨어의 개발로 인해 보자들도 컴

퓨터를 이용하여 복잡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정  측면이 있지만 부정  측면도 있으며, 그 표 인 

가 ·변조 범죄이다. 2009년 10월 13일 지방법원에서 열

린 국회 법제사법 원회 국정감사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통화 

조 범죄는 2005년 1448건에서 2006년 3047건으로 증하

으며, 2007년 3616건, 2008년 3646건으로 통화 조 범죄가 지

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이미지 포 식 기술  상 획득 

장비에 해당하는 컬러 이 린터 별 기술에 하여 설명

한다. 지 까지 연구되어진 린터 별 방법 기술은 주로 흑

백 이 린터를 별하는 기술들이 부분이다. 재는 컬

러 이 린터 보 률이 높아지면서 컬러 이 린터 

별에 합한 별기술이 필요하다. 컬러 이 린터 별 

기술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출력한 장치를 별할 수 있다

면 조지폐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범죄에 한 방과 범죄 

발생 후의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2 에서 

린터 포 식 련 기술을 소개하고, 3 에서는 기기별 노이

즈 특성의 빈도 분석을 통한 린터 별 기술을 제안한다. 4

에서는 다양한 린터를 사용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5

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다.

2. 련 연구

이 린터의 인쇄 결과물은 학 도체 드럼을 돌리

는 기어의 역회  상으로 인해 주기 인 무늬가 나타나

고, 이런 무늬 주기는 이 린터의 기계  특성을 반

한다. Delp et al.는 이와 같은 주기 인 특성을 활용하여 흑

백 이 린터를 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1].

허  변환을 통해 린터를 별하는 기술은 Ryu et al.에 

의해 제안되었다[2]. 컬러 이 린터는 Cyan, Magenta, 

Yellow, Black의 4가지 색상을 조합하여 색을 표 한다. 조합

된 4가지 색상을 분리하여 확 해 보면 색상마다 일정한 선형 

패턴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허  변환을 통해 이러한 패

턴에서 방향성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 이미지를 출력한 

린터의 종류를 별 할 수 있다.

Choi는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통하여 만들어진 고주 (HH)

역에 나타나는 컬러 노이즈들에 한 정보가 린터 기기에 

따라 특징 으로 나타난다는 을 활용하여 린터 별 알고

리즘을 제안하 다[3]. 이 방법은 다른 제조사 간의 린터를 

식별하는데 효율 이지만, 같은 제조사의 다른 모델을 분류하

는 데는 취약하다.

3. 제안하는 컬러 이 린터 별기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컬러 이 린터 별기술은 훈련 

과정과 별 과정 두 가지로 나뉜다. 훈련 과정에서는 별하

고자 하는 린터로 인쇄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각 린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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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기반 데이터 분류기의 라미터

로 입력하여 훈련을 수행한다. 별과정에서는 임의의 데이터

가 들어왔을 때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기반 데이터 분류기에 

입력하여 어떠한 인쇄기기로 출력을 했는지 별을 수행한다. 

알고리즘의 체 인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컬러 이 린터 별과정

본 연구에서는  필터를 이용해 기기별 노이즈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해 기기별 노이즈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3.1 에서는 노이즈 특성

의 추출에 해 기술하고, 3.2 에서는 노이즈 특성에 해 명

암도 동시발생 행렬을 이용한 특징의 추출 방법을 설명한다. 

3.3 에서는 학습기반 데이터 분류기에 해서 설명한다.

3.1 노이즈 추출

입력 상에 필터링을 수행하여 노이즈가 제거된 이미지를 

얻고, 원 상과 차이값을 추출하여 노이즈 특성 데이터로 사

용한다. 추출한 노이즈에 해 명암도 동시발생 행렬을 생성

한다. 이에 하여 질감분석을 한 조, 상 계, 합계, 유

사성, 공분산을 계산하여 특징 으로 사용하 다. 

3.1.1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추출

RGB 역으로 장된 이미지를 CMY 역으로 변환 후 

 필터를 거쳐 노이즈가 제거된 상을 생성한다. 원본 상

과 노이즈가 제거된 상의 차이를 통해 노이즈 특성을 추출

하 다. 린터가 문서를 출력할 때 CMY 역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CMY 역으로 변환시키면 린터로 출력될 

때 생기는 잡음의 손실이 어 린터에 의한 노이즈 특성이 

잘 나타나게 된다. (그림 2)에는 필터를 통하여 추출된 

린터별 잡음 특성의 를 도시하 다. 

(a) Xerox

  

(b) HP

(그림2) 필터에 의해 추출된 잡음

3.1.2 DWT 변환을 이용한 노이즈 추출

RGB 역에서 HSV 역으로 변환 시킨 다음 이산 웨이블

릿 변환을 수행하 다. HSV 역은 RGB 시스템보다 사람이 

컬러 감각을 인지하는 방식에 훨씬 더 가깝다.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여 변환된 역  고주  신호 정보를 담고 갖

고 있는 HH 역을 노이즈 특성으로 사용하 다(그림 3 참조).

(a) DWT 변환

 
(b) HH 역

(그림 3) DWT 변환에 의해 추출된 잡음

3.2 GLCM을 통한 빈도분석  특징추출

명암도 동시발생행렬(Gray Level Co-occurrence Matrix,  

GLCM)은 통계  텍스쳐 상 생성을 한 기본 개념으로, 

Haralick et al.에 의해 제안되었다[4]. (그림 4)와 같이 명암도 

동시발생 행렬은 상 내에서 픽셀간의 밝기 값의 계를 나

타내는 방법으로, 두  사이의 거리로 인 한 두 픽셀의 값

을 좌표 값으로 이용하여 그러한 좌표 값이 얼마나 자주 나오

는지 세어 놓은 행렬이다. 이 행렬은 원본 상의 크기에 상

없이 항상 고정된 크기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 노이즈 상에서 0°, 45°, 90°, 135° 4가지 방

향에 해 명암도 동시발생 행렬을 계산하 다. 명암도 동시

발생 행렬으로 변형된 역에 하여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유사성, 조, 합계, 상 계, 공분산의 통계 인 특성

을 사용하여 각 특징 을 추출하 다.

(그림 4) 명암도 동시발생 행렬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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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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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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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

 





공분산

  
 
 



× 



 
 





<표 1> 명암도 동시발생 행렬에 한 특징

통계 인 특성으로는 4가지 방향성에 한 명암도 동시발

생 행렬 변환을 수행하여 얻어진 3개의 각 역에 한 유사

성, 조, 합계, 상 분산과 3개 역간의 공분산이 있다. 이와 

같이 추출된 60가지의 특징 들은 하나의 벡터로 합쳐져 학습

기반 데이터 분류기에 컬러 이 린터를 별하는데 훈련 

 별과정 데이터로 이용된다.

3.3 학습기반 데이터 분류기

학습기반 데이터 분류기인 Support Vector Machine(SVM)

은 학습 알고리즘의 하나로, 통계자료의 이진분류를 한 목

으로 개발되었다[5]. 이진분류란 수집된 훈련 데이터를 이용

하여 최 의 선형 결정 평면을 찾는 것으로, 생물정보학, 문자

인식, 필기인식, 얼굴  물체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

으로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서포트 벡터 머신 라이 러리  다

 클래스 분류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LIBSVM를 사용하 다

[6-7]. LIBSVM은 unbalanced 클래스에 한 penalty 부가 기

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그룹을 확실하게 분류하기 해 사용

자가 평면을 정하는데 있어서 분류 오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일반 으로 커  함수는 다음 <표 2>와 같이 Linear, 

Polynomial, Radial basis function, Sigmoid의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Radial Basis Function(RBF) 커 을 

사용하 다. RBF 커 은 고차원의 특징공간으로 입력 벡터를 

비선형 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문제

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커  함수 식

Linear    


Polynomial   


  

Radial basis 
function

  


 



Sigmoid    
  

<표 2> 서포트 벡터 머신의 커  함수

4. 실험 결과

4.1 제조사별 성능 분석

동일한 실험환경 하에서  필터와 DWT를 이용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제조사별 별성능을 분석

하고, Choi 알고리즘[4]과 비교하 다. 실험에 사용된 컬러 

이 린터의 제조사는 Xerox, HP, Canon와 Konica 이고, 각

각의 제조사에 해 훈련데이터 186장, 별 데이터 185장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수행하 다.

<표 3>에는 필터와 GLCM을 이용하는 알고리즘, 

DWT와 GLCM을 이용하는 알고리즘과 Choi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컬러 이 린터 제조사를 별한 별결과를 나타

내었다. 제조사에 한 별율의 정확도 비교는 (그림 5)에 도

시되어 있다.

0

20

40

60

80

100

Xerox HP Canon Konica

Wiener+GLCM

DWT+GLCM

DWT Only

(그림 5) 제조사별 별율의 정확도 비교

Xerox HP Canon Konica

Xerox

Wiener+GLCM 98.9 0.3 0.0 1.6

DWT+GLCM 94.0 0.0 1.8 0.0

DWT Only 98.3 7.0 15.6 2.2

HP

Wiener+GLCM 0.3 98.9 0.8 1.3

DWT+GLCM 1.3 97.5 0.8 2.4

DWT Only 0.7 91.4 1.1 0.2

Canon

Wiener+GLCM 0.3 0.3 98.4 0.5

DWT+GLCM 3.7 1.8 96.7 0.26

DWT Only 0.5 1.6 76.3 0.2

Konica

Wiener+GLCM 0.5 0.5 0.8 96.5

DWT+GLCM 0.8 0.5 0.5 97.3

DWT Only 0.6 0.0 0.7 97.3

<표 3> 린터 제조사별 별결과 (%)

필터+GLCM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린터별 사이의 

분류 결과는 98.2%, DWT+GLCM 알고리즘의 분류 결과는 

96.9%로, Choi 알고리즘의 분류 결과인 90.8%보다 각각 7.3%

와 6%정도 높게 나왔다. Konica를 제외한 Xerox, HP, Canon 

이 린터의 별에서 필터를 사용한 방법이 더 높은 

별률을 보 다.

4.2 동일 제조사 모델별 성능 분석

동일한 실험환경 하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동일 제조사의 

모델별 별성능을 분석하고, Choi 알고리즘[4]과 비교하 다. 

실험에 사용된 컬러 이 린터는 Xerox사의 DCC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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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 450, DCC 5560, DCC 6540이고, 각각의 모델에 해 훈

련데이터 186장, 별 데이터 185장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수행하 다.

<표 4>에는 필터와 GLCM을 이용하는 알고리즘, 

DWT와 GLCM을 이용하는 알고리즘과 Choi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컬러 이 린터 제조사를 별한 별결과를 나타

내었다. 제조사에 한 별율의 정확도 비교는 (그림 6)에 도

시되어 있다.

0

20

40

60

80

100

DCC 400 DCC 450 DCC 5560 DCC 6540

Wiener+GLCM

DWT+GLCM

DWT Only

(그림 6) 모델별 별율의 정확도 비교

400 450 5560 6540

400

Wiener+GLCM 96.5 0.8 0.5 0.3
DWT+GLCM 97.3 1.9 0.0 0.0
DWT Only 92.2 0.8 6.0 7.0

450

Wiener+GLCM 1.9 94.6 0.5 0.5
DWT+GLCM 2.7 97.6 0.8 0.3
DWT Only 1.0 72.0 4.6 11.3

5560

Wiener+GLCM 0.5 1.3 76.8 29.1
DWT+GLCM 0.0 0.3 64.6 42.3
DWT Only 3.2 14.6 61.5 35.6

6540

Wiener+GLCM 1.0 3.2 22.1 70.0
DWT+GLCM 0.0 0.3 34.8 57.4
DWT Only 3.5 12.7 28.0 46.0

<표 4> 동일제조사 모델별 별결과 (%)

필터+GLCM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린터별 사이의 

분류 결과는 84.5%, DWT+GLCM 알고리즘의 분류 결과는 

79.2%로, Choi 알고리즘의 분류 결과인 67.9%보다 각각 

16.6%와 11.3%정도 높게 나왔다. 이를 통하여 동일 제조사의 

모델을 별하는데 있어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기존 방

법에 비하여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문서의 조나 변조가 용이해 

짐에 따라 통화 조 범죄의 험성 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출력

된 이미지에 해 인쇄 기기의 특징을 추출하여 기기를 별

하는 기술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필터와 이산 웨이블릿 변환

을 이용하여 노이즈 특성을 추출하 다. 추출된 노이즈 특성

을 명암도 동시발생 행렬을 이용하여 조, 상 계수, 합계, 

유사성, 공분산 등의 특징값을 획득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 학

습기반 데이터 분류기를 사용하여 인쇄 기기를 식별하 다.

식별 결과는 반 으로 필터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추

출한 방법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제조사별 별에서 Konica에 

한 분류 결과와 동일 제조사의 모델별 분류에서 DCC 400과 

DCC 450에 한 분류 결과에서는 이산 웨이블릿 변환이 약간 

우세한 정확도를 보 다.

제조사별 기기 별 성능에 비해 동일 제조사 모델별 별 

성능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제조사의 모델이 유사하

거나 동일한 제조공정을 통해 제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 따라서 동일 제조사 모델들의 미세한 노이즈 특성까지 추

출할 수 있는 노이즈 추출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문화체육 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9년도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

음

참고문헌

[1] A. K. Mikkilineni, G. N. Ali, P.-J. Chiang, G. T.-C. 

Chiu, J. P. Allebach and E. J. Delp, 

"Signature-embedding in printed documents for security 

and forensic applications", Proc. of the SPIE Int. Conf. 

on Security, Steganography and Watermarking of 

Multimedia Contents, vol. 5306, pp. 455-466, 2004.

[2] S.-J. Ryu, H.-Y. Lee, D.-H. Im, J.-H. Choi, and H.-K. 

Lee, “Electro photographic Printer Identification by 

Halftone Texture Analysis," Proc. of IEEE Int. Conf.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2010

[3] J.-H. Choi, 'Color laser printer identification using color 

noise features,' MCS 09030, MS thesi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9.

[4] R. M. Haralick, K. Shanmugam, and I. Dinstein, 

"Textural features for image classification," IEEE 

Trans. on Systems, Man, Cybernetics, vol. 3, no. 6, pp. 

610-621, 1973.

[5] Vapnik, V., “Statistical Learning Theory”, Springer, 

NewYork, 1998.

[6] S.-J. Ryu, H.-Y. Lee, I.-W. Cho, and H.-K. Lee, 

"Document Forgery Detection with SVM Classifier and 

Image Quality Measure",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5353, pp. 486-495, 2008.

[7] Wikipedia, “Support Vector Machine”, 

http://en.wikipedia.org/wiki/Support_vector _machine

- 560 -

제3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7권 2호 (201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