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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발생 행렬의 특성함수 모멘트를 이용한 접합 영상 

검출

(Spliced Image Detection Using Characteristic Function 

Moments of Co-occurrenc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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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n improved feature extraction method to achieve a good 

performance in the detection of splicing forged images. Strong edges caused by the image 

splicing destroy the statistical dependencies between parent and child subbands in the wavelet 

domain. We analyze the co-occurrence probability matrix of parent and child subbands in the 

wavelet domain, and calculate the statistical moments from two-dimensional characteristic 

function of the co-occurrence matrix. The extracted features are used as the input of SVM 

classifie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obtains a good performance with 

a small number of features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s. 

Keywords : Image splicing, Co-occurrence probability, Markov transition probability, Statistical 

moment, SVM classifier

*Corresponding Author (ikeom@pusan.ac.kr)

Received: 22 July 2015, Revised: 29 Aug. 2015, 

Accepted: 15 Sep. 2015.

T.H. Park: TongMyong University 

Y.H. Mo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ERI

I.K. Eom : Pusan National University

※ 본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초연구사업임(2012R1A1A2042034)

Ⅰ. 서 론

 

최근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과 포토샵 등의 영상 

편집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들도 디지털 영상의 내용을 쉽게 편집하고, 시각적

으로 거의 감지할 수 없도록 위조가 가능하게 되었

다. 이러한 영상 위조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영상

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는 있으나, 조작된 사진을 이

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

될 수도 있다[1-4]. 따라서 영상의 무결성 확인이 

필요한 법원이나 의료 및 군사 분야에서 영상의 조

(a) 영상 내의 일부를 접합한 영상

(a) Image spliced with a part of the same 

image

(b) 다른 영상의 일부를 접합한 영상

(b) Image spliced with a part of the other 

image

그림 1. 영상 접합 위조의 예

Fig. 1 Examples of Image Splicing Fo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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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5, 6].

특히 다양한 영상 위조 방법 가운데 영상 접합

(Image splicing)은 그림 1과 같이 에지 스무딩

(edge smoothing)과 같은 별도의 후처리 없이 같

은 영상 내 또는 다른 영상의 일부 영역을 잘라서 

붙이는 간단한 조작 방법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위조 영상은 간단한 조작에도 불구하

고 인간의 시각으로는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 그러

나 이질적인 영상을 삽입함으로써 인접 화소 또는 

변환 계수간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통계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7-10].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영상의 접합 여부를 검출하고자 하는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영상 접합 검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써 2007

년 Shi 등[11]은 주어진 영상 및 추정된 오차 영상

을 웨이블릿 변환하고, 웨이블릿 부대역의 특성함수

로부터 통계적 모멘트를 추출하였다. 또한 가변 블

록의 이산 코사인 변환 계수들로부터 인접한 네 방

향(수평, 수직, 주대각, 부대각)으로의 차분 영상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통계적 모멘트 및 마코프 전이 

확률을 특징으로 사용함으로써 총 266차의 특징 벡

터를 추출하였다. 2012년 He 등[12]은 이산 코사

인 변환 및 웨이블릿 변환 영역에서 인터(inter) 및 

인트라(intra) 블록 간의 마코프 천이 확률을 구하

고 이를 특징으로 사용함으로써 총 7,290차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였다. 또한 차원을 줄이기 위해 

SVM-RFE를 사용하였으며, 접합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100차의 특징 벡터를 사용하였다. 2013년 

Su[13]는 이산 코사인 변환과 웨이블릿 변환 영역

에서 이웃한 네 방향으로의 차분 영상을 구하고, 차

분 계수에 대한 상태를 선택함으로써, 마코프 상태 

전이 확률을 계산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함수 모

델을 사용함으로써 64차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였

다. 2015년 Zhao[14]는 영상을 2차원 비인과성 신

호로 모델화하고, 이웃 노드간의 통계적 의존성을 

검출하기 위해 비인과성(noncausal) 마코프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델 파라메타는 원 영상과 접

합 영상을 구분하기 위한 특징 벡터로 사용하였으

며, 웨이블릿 변환과 블록 코사인 변환 영역에도 동

일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였다. 이 연

구는 93.36%의 높은 검출 성능을 보이지만 14,240

차의 많은 특징 벡터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접합 

영상 검출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화소 또는 변환 

영역의 계수들 간의 상관성을 검출하기 위해 마코

프 전이 확률을 특징으로 사용한다[15]. 그러나 특

징 벡터의 차원을 줄이기 위해 일정 구간 내의 전

이 값만을 사용함으로써 통계적 특성의 많은 부분

이 손실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적은 수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영상 접합 조작에 

대한 높은 검출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개선된 특징 

추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영상 접합에 의해 부모와 자식 부대역의 

의존성이 파괴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영상을 웨이블

릿 변환하고, 부모와 자식 부대역 간의 동시 발생 

확률의 특성 함수로부터 3차 모멘트를 추출한다. 이

때 사용한 동시 발생 확률은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임계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통계적 특성의 손실이 

없고, 행렬 요소가 아닌 모멘트를 특징으로 사용하

기 때문에 적은 수의 특징 벡터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방법은 비교적 적은 수의 특징 

벡터를 사용하여 우수한 영상 접합 검출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

서는 접합 영상 검출에 많이 사용되는 기존의 마코

프 전이 확률 방법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Ⅲ장에서

는 동시 발생 행렬을 이용한 제안된 영상 접합 검

출 방법을 기술한다. Ⅳ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나타

내고, 마지막 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Ⅱ. 영상 접합 검출을 위한 마코프 천이 

확률 추출 및 문제점

 

영상 접합은 이질적인 영상 조각을 원 영상에 

붙이는 조작으로, 에지 또는 어떤 영역에 급격한 변

화를 야기한다. 이 때 차분 영상(difference image)

은 영상 내의 급격한 변화를 검출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영상 

에서 수직 방향의 에지를 검출하기 위한 수평 

차분 영상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영상의 좌표를 의미한다. 수직 또는 

대각 성분의 차분 영상    및   도 동일

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상 접합은 원 영상에 이질적인 요

소가 첨가되므로 불연속성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불연속적인 부분이 차분 영상의 마코프 천이 행렬

에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차분 영상을 유한

한 상태의 마코프 체인으로 모델화 하고, 인접 화소

간의 의존성을 검출함으로써 접합 조작의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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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차분 영상의 히스토그램

Fig. 2 Histogram of difference image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차분 영상은 대부분 0 근처에 집중되어 있

으나 상당 부분이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5]. 이러한 영역은 마코프 상태의 수를 

증가시키므로 영상 접합 검출을 위한 특징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분 영상의 화소값이 특정 임계치보다 크거

나 작으면 임계치로 제한하는 방법[13-15]을 일반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임계치 이하로 제한된 

수평 방향 차분 영상을 
라고 하면, 주어진 

임계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한다. 

   
  if 

 

  


이 때, 임계치로 제한된 차분 영상의 계수 


를 마코프 상태로 모델링하고, 수평 방향의 1차 마

코프 천이 확률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Pr      




  




  




  


  

  


  



       



  

 

여기서  및 는 마코프 상태를 나타내며,  는 

와 가 같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델타 함수이며, 과 은 각각 차분 영상의 행 및 

열 크기를 의미한다. 

임계치가 일 때 총 개의 마코프 천이 

확률값이 추출되며, 이 확률값들이 영상 접합 검출

을 위한 특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마코프 천이 확

률을 이용한 특징 추출 방법은 임계치의 적용으로 

구분

Threshold
within  out of 

  67.35 32.65

  71.99 28.01

표 1. 임계치에 따른 공간 영역 차분 영상의 계수 

분포(단위 : %)

Table 1. Coefficient distribution of the 

difference image according to the threshold 

value in the spatial domain(unit : %)

그림 3. 접합 영상의 3-레벨 웨이블릿 변환

Fig. 3 3-level wavelet transform of 

splicing image

상당한 수의 계수 정보가 손실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표 1은 임의의 영상에 대해 차분 영상의 계수

가 특정 임계치 내에 분포한 비율과 임계치 외에 

분포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1로부터   및  일 때, 각각 32.65%

와 28.01%의 차분값이 임계치 밖으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산 코사인 변환 및 웨

이블릿 변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임계치 

범위를 벗어난 차분값은 영상 접합 검출을 위한 마

코프 천이 확률의 계산에서 제외되며, 이는 계수들

의 통계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요인이 

되어 접합 검출의 성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계치의 제한 없이 통계적 의존성

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모멘트 기반의 영상 접

합 검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제안 방법

 

웨이블릿 변환은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서 영상 

내의 국부적 변화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으므로 

급격한 에지의 변화를 야기하는 접합 영상을 검출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그림 3과 같이 웨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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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image spliced image

spatial 

domain

low 

frequency

vertical 

direction

horizontal 

direction

diagonal 

direction

그림 4. 조인트 특성 함수의 비교(왼쪽 : 원본 

영상, 오른쪽 : 접합 영상)

Fig. 4 Comparison of joint characteristic 

function (Left : authentic image, Right : spliced 

Image) 

릿 변환의 스케일 레벨이 커짐에 따라 자연 영상의 

에지 성분은 점차 약해지나, 접합에 의해 야기되는 

인위적인 에지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게 된다. 따

라서 접합 조작에 의한 강한 에지 성분은 부모와 

자식 부대역의 통계적 의존성에 손상을 야기하게 

된다. 

그림 4는 원본 영상 및 접합 위조된 영상에 대

해 2-레벨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한 후, 4개의 부모

와 자식 부대역의 조인트 특성 함수를 나타낸 것으

로써, 접합 영상의 조인트 특성 함수는 원 영상과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각 방향 부

대역에서 의존성이 더 많이 손상되었으며, 이는 레

벨이 커짐에 따라 강한 고주파의 에지 성분이 영향

을 주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웨이블릿 계수의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동시 

발생 행렬을 이용한 영상 접합 검출 방법을 제안하

고자 한다. 먼저 영상 를 다음과 같이 -레

벨로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한다. 즉,

→
     ⋯ 

여기서 
 는  부대역(LL: 저주파 부대역, 

LH: 수평 부대역, HL: 수직 부대역, HH: 대각 부

대역)을 가지는  레벨의 웨이블릿 변환 계수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 웨이블릿(mother wavelet)

은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특성이 우수한 것으

로 알려진 Daubechie's 웨이블릿 변환이다. 

이 때 웨이블릿 영역의 부모와 자식 부대역의 

동시 발생 확률 
 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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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부대역의 웨이블릿 

계수는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므로 마코프 천이 

확률과 마찬가지로 동시 발생 확률은 많은 상태를 

요구한다. 그러나 상태 수를 줄이기 위해 임계치를 

적용하게 되면 웨이블릿 부대역의 상당한 특성이 

손실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모-자식 부대역의 의존

적 특성을 손실하지 않기 위해 기존의 방법과는 달

리 동시 발생 확률에 임계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특

징 벡터의 수를 줄이기 위해 동시 발생 확률로부터 

특성 함수를 구한 후, 이로부터 고차 통계 모멘트를 

특징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때 2차원 특

성 함수의 -차 통계적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특성 함수의 크기이고, 특성 함

수는 2차원 동시 발생 확률을 퓨리에 변환한 것이

다. 또한 과 은 동시 발생 확률의 크기로써, 임

계치에 의한 제한이 없으므로 부모 및 자식 부대역 

계수의 최대값에 따라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영상을 5-레벨 UWT 

(Undecimated 웨이블릿 변환)하여 16개의 부모 및 

자식 부대역을 생성한다. 그리고 와 의 값을 동일

하게 두어 16개의 부모-자식 부대역으로부터  1차, 

2차, 3차 모멘트를 추출함으로써 총 144개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이를 영상 접합 검출에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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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olumbia Dataset의 몇 가지 예

Fig. 5 Some examples of Columbia Dataset

Ⅳ.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디지털 비디오 멀티미디어(DVMM)에 

의해 제공된 Digital Columbia Image Splicing 

Detection Evaluation Dataset[16]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셋은 BMP 포맷의 크기 128×128의 흑백 영

상으로써 1845개(933개의 원 영상과 732개의 접합 

조작된 영상, 그리고 180개의 복사-이동 조작 영상)

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된 접합 조작 검출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He[12]와 

Su[13] 그리고 Zhao[14] 방법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방법들과 동일한 테스트 환경을 위

해, 추출된 특징 벡터들은 RBF 커널의 SVM 분류기

를 사용하여 학습 및 테스트 하였다. 이때 6-겹 교차 

검증을 통해 5/6은 학습을 위해, 나머지 1/6은 테스

트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검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한 척도로는 TP(True Positive)와 

TN(True Negative) 그리고 T(True)를 사용하였다. 

TP와 TN은 각각 원 영상 및 접합 영상의 정확한 검

출율을 의미하고, T는 접합 검출의 전체적인 정확도

로써 원 영상과 접합 영상 모두를 정확하게 검출한 

확률을 나타낸다. 

표 2는 기존의 접합 검출 방법과 제안 방법의 검

출율 및 검출을 위해 사용한 특징 벡터의 수를 비교

한 것이다.  표 2의 결과로부터 제안 방법은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검출율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4,240차의 특징 벡터를 요구하는 Zhao의 방

법에 비해 제안 방법은 144차의 저차원 특징에도 불

구하고 약 0.7% 정도 향상되었으며, Su의 방법에 비

해 6.5% 정도 검출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 of 

feature
TP TN T

He[12] 100 93.28 93.83 93.55

Su[13] 64 87.50 87.60 87.60

Zhao[14] 14,240 92.99 93.75 93.36

proposed 144 93.60 94.70 94.10

표 2. 기존 방법 및 제안 방법의 검출율 (단위: %)

Table 2. The detection rates of the 

conventional methods and the proposed 

method (unit: %)

     detection 

rate

# of feature

TP TN T

144 93.6 94.7 94.1

120 93.9 95.5 94.7

110 94.2 95.3 94.7

100 94.6 95.5 95.1

표 3. 차원 축소에 따른 제안 방법의 성능 비교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proposed method according to the dimension 

reduction

나 제안 방법은 He의 방법에 비해 차원 수는 높은 

반면 검출율은 0.55% 정도만 개선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

안 방법에 의한 특징 벡터의 차원을 축소하고, 각각

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때 차원 축소 방법으

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을 사용하였다[17]. 

표 3은 차원 축소에 따른 제안 방법의 성능을 비

교한 것이다. 표 3으로부터 특징의 수를 100으로 축

소한 경우, 축소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검출율이 1% 

개선되었으며, 같은 차원을 가지는 He의 방법과 비

교하여 검출율이 1.55%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차원 축소를 통해 잡음 특성을 갖는 원치 않는 특징

들을 제거하고 고차원의 특징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저차원 특징들만 추출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제안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척도

로써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류 확률(Error 

probability),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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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존 방법 및 제안 방법의 오류 확률

Fig. 6 The error probabilities of the 

conventional methods and the proposed 

method


  


   

여기서 는 오류 확률, 와 은 각각 원 영상 

및 접합 조작 영상을 잘못 검출한 확률을 의미한다. 

그림 6은 제안 방법과 기존 방법들의 오류 확률을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 6으로부터 제안 방법

의 오류 확률이 가장 낮으며, 특히, 특징의 수가 100

개 일 때 0.05 이하로 현저히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 방법의 우수한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가 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접합 조작된 영상을 검출하기 위

하여 웨이블릿 영역에서 부모-자식 부대역 간의 동

시 발생 행렬의 고차 모멘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제안 방법은 기존의 마코프 천이 확률을 

사용하는 방법과는 달리 임계치를 적용하지 않으므

로 웨이블릿 부대역의 통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특징 벡터의 차원을 줄일 수 있었다. 실험 결과 제

안 방법은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저차원의 특징으

로도 높은 검출율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차원 축소를 통해 제안 방법의 성능을 95.1%까지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다양한 접합 

조작 영상들과 컬러 영상에 대해 검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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