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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기반 방식과 블록 기반 방식을 융합한 효율 인 
CMF 조 검출 방법

☆

Hybrid copy-move-forgery detection algorithm fusing keypoint-based and 
block-based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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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opy move frogery(CMF) 조를 검출하는 기술은 블록(block) 기반 방식과 특징 (keypoint) 기반 방식으로 구분 된다. 블
록 기반 방법은 조 검출 과정에서 조사해야 하는 블록의 수가 많기 때문에 높은 계산 비용이 발생한다. 한 조되
는 역이 기하학  변환을 거친 경우 조 검출에 실패하는 단 이 있다. 반 로 특징  기반 근법은 블록 기반 

방식의 단 을 극복 할 순 있지만 CMF 조가 이미지의 낮은 엔트로피 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검출 할 수 없다는 
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징  기반 방식과 블록 기반 방식을 융합하여 이미지의 모든 역에서 CMF 

조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우선 체 이미지를 상으로 특징  기반 조 검출을 수행한다. 

그 후 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역을 선별하여 블록 기반 조 검사를 다시 수행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조 
검출 기술은 이미지의 모든 역에서 발생하는 CMF 조를 검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은 방법보다 우수한 조 검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 주제어 : CMF, 이미지 조, 특징  기반 방식, 블록 기반 방식, 조 검출

ABSTRACT

The methods for detecting copy move frogery (CMF)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block-based methods and keypoint-based 

methods. Block-based methods have a high computational cost because a large number of blocks should be examined for CMF 

detection. In addition, the forgery detection may fail if a tampered region undergoes geometric transformation. On the contrary, 

keypoint-based methods can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the block-based approach, but it can not detect a tampered region 

if the CMF forgery occurs in the low entropy region of the image.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detect CMF 

forgery in all areas of image by combining keypoint-based and block-based methods. The proposed method first performs 

keypoint-based CMF detection on the entire image. Then, the areas for which the forgery check is not performed are selected and 

the block-based CMF detection is performed for them. Therefore, the proposed CMF detection method makes it possible to detect 

CMF forgery occurring in all areas of the imag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achieves better forgery detection 

performance than conventional methods.

☞ keyword : Copy move forgery, image tampering, keypoint-based methods, block-based methods

1. 서   론

는 디지털 이미지 편집 소 트웨어의 속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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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교한 조 이미지를 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

게 되었다. 일반 인 이미지 편집의 경우에는 사회에 부

정 인 향을 미치지 않지만 악의 인 의도로 조작된 

이미지의 경우에는 사회  혼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

치/군사  오용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사회  

변화에 맞춰 디지털 이미지의 조 여부를 검출하기 

한 디지털 포 식(forensics) 분야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4]. 

디지털 이미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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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MF 조의 

(Figure 1) Examples of CMF tampering

그 에서 이미지의 일부를 복사하여 다른 역에 붙여 

넣는 Copy Move Forgery(CMF)는 표 인 디지털 이미

지 조작 방법이다. CMF 조 과정에서 복사 된 역은 

회 , 크기변환, 블러링(bluring), 잡음 제거와 같은 일련의 

사후 처리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원본 역과 정확히 일

치하지 않는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련 분야 문가의 

경우에도 CMF 조작 이미지에서 복된 역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지의 고유한 성

질이나 통계  특성을 이용해 CMF 조를 검출해 내는 

기술의 요성은 추후에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CMF 조를 검출하는 기술은 블록(block) 기반 방식과 

특징 (keypoint) 기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5]. 블록 

기반 방식에서는 입력 이미지를 첩(overlapped) 블록으

로 분할하고, 각 블록을 상으로 특징(feature) 탐지  

매칭(matching)을 수행하는 근법이다. 특징  기반 근

법은 입력 이미지에서 특징 을 탐지하고, 탐지된 특징

에서 특징 벡터(feature vector)추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매

칭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재까지 많은 블록 기반의 CMF 조 검출 기술이 제

안되었다. 첫 번째 CMF 조 검출 방법은 2003년 Fridrich

에 의해 제안되었다[6]. 이 방법은 이미지를 8 × 8 첩 

블록으로 분할하고 블록에서 이산 코사인 변환(DCT) 특

징 벡터를 추출한다. 그 후 특징 벡터를 사 식(lexico-

graphical)으로 정렬하고 인 한 치의 특징 벡터를 조사

하여 조 여부를 단한다.  최근에는 블러 불변 모멘트

[7], 주성분 분석 (PCA)[8], Hu moments[9], 이산 웨이 렛 

변환 (DWT)[10], 개선 된 DCT 피처[11], Zernike moments 

[12], upsampled log-polar Fourier (ULPF) 표 [13] 등의 더

욱 효율 인 블록 기반 기술이 제안되었다. 

앞서 언 한 데로 블록 기반의 방식 이외에도 특징  

기반의 조 검출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이 근 방식은 

이미지의 높은 엔트로피 역에서 특징 을 탐지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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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블록기반 방식과는 다르게 탐지된 특징 에서만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따라서 특징  기반 기술에서는 추출된 

특징 벡터의 수가 격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계산 복잡

도가 블록 기반 방식과 비교하여 상 으로 낮다. 재

까지 다수의 특징  탐지  특징 벡터 추출 기술이 CMF 

조 검출을 해 사용되었다. 그 에서도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14]와 SURF(fast up robust 

feature)[15] 기술이 상 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블록 기반 방법은 조 검출을 해 조사해야 하는 블

록의 수가 많기 때문에 높은 계산 비용이 발생한다. 한 

복사되는 역이 기하학  변환을 거친 경우 조 검출

에 실패하는 단 이 있다. 반 로 특징  기반 근법은 

블록 기반 방식의 단 을 극복 할 순 있지만 CMF 조가 

이미지의 낮은 엔트로피 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검출 

할 수 없다는 단 이 존재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블록 기

반의 Zernike 방식과 특징  기반의 SIFT 방식을 융합하

여 조를 검출하는 것을 제안하 다[16]. 해당 방법은 기

존 방식과 비교하여 상 으로 우수한 조 검출 성능

을 보 으나 반복 인 클러스터링(clustering) 과정을 필요

로 하여 복잡도가 높다는 단 이 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여러 블록 기반의 조 검

출 기술  ULPF를 이용하는 검출 기술이 상 으로 우

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17] 의 실

험 결과에 따르면 여러 특징  기반 기술  SIFT 방식이 

다른 방식들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LPF 방식과 SIFT 방식을 융합하여 상

의 모든 역에서 CMF 조를 검출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우선 체 이미지를 상으로 SIFT 기

술을 이용하여 복 역을 검출 한다. 그 후 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역을 상으로 블록 기반의 ULPF 기

술을 용하여 CMF 조 여부를 다시 검사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조 검출 기술은 이미지의 모든 역에서 발

생하는 CMF 조를 검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특징  

 블록 기반 방식을 융합한 제안하는 CMF 조 검출 방

법을 소개 한다. 3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기존의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

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제안하는 CMF 조 검출 방법

제안하는 방식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SIF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징 과 특징 벡터를 추출하

고, 이를 이용하여 CMF 조를 검출한다. 다음으로 조

를 검출하기에 충분한 수의 특징 이 구해지지 않은 국

소 역(local region)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조사된 국

소 역을 상으로 ULPF 기반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이

를 이용하여 조를 검출한다. 각 단계의 세부 내용은 다

음 하  에서 자세히 다룬다.

2.1 SIFT를 사용하는 특징  기반 조 검출

스 일 공간에서 안정된 특징 을 검출하기 해 SIFT 

알고리즘은 가우시안(Gaussian) 피라미드로 구  된 스

일 공간 표 을 사용한다[14]. 입력 이미지는 가우시안 블

러를 반복 으로 용하여 부드럽게 처리 된 다음 서  

샘 링을 통해 더 높은 수 (level)의 피라미드를 구한다. 

그 후 Difference-of-Gaussian(DoG) 이미지는 인 한 이미

지 스 일 간의 차를 구함으로서 계산된다. 그림 2는 

DoG를 구하는 과정을 도식 으로 보여 다[18].

(그림 2)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이용한 DoG 계산

(Figure 2) DoG caculation using Gaussian pyramid

2차원 입력 이미지의  치의 화소(pixel) 값을 

라고 정의하자.  스 일 의 가우시안 블러 이

미지를 라고 정의하자. 해당 정의를 이용하

여 DoG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

여기서, 는 스 일 에서의 가우시안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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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와 입력 이미지 의 컨벌루션

(convolution) 결과이다.  의 국부 극치(local 

extrema)를 검출하기 해, 각 샘  치는 재 스 일에

서 8 개의 이웃들과 와 아래 스 일에서 9 개의 이웃들

과 비교된다. 그런 다음 26개의 모든 인  보다 큰 값

( 는 작은 값)을 가지는 치가 특징 으로 선택된다.

특징 을 추출한 후 복 역을 검출하기 해 특징

 간의 매칭(matching) 작업을 수행한다. 특징 을 매칭

하는 직 인 방법은 각 특징 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 

간에 유클리드(Euclidean) 거리에 한 역 임계 값을 설

정하여 이를 만족하는 (pair)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징 벡터의 차원이 높아지면 정확한 매칭이 되

지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19]. 따라서 효과 인 매칭 작

업을 해 2NN[20]와 g2NN[21] 기술이 제안되었다. 그  

본 논문에서는 g2NN 기술을 이용하여 특징  간의 매칭 

작업을 수행하여 신뢰도가 높은(reliable) 매칭 을 선별

한다. 

검증 단계에서는 앞에서 구해진 신뢰도가 높은 매칭 

을 이용하여 복 역간의 기하학  변환(transfor-

mation) 매개 변수(parameter)를 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Same Affine Transformation Selection(SATS) 기법을 이용

하여 복 역 간의 아핀 변환 라미터(affine transfor-

mation parameter)를 구한다[22]. 최종 아핀 변환 라미터

가 구해지면 이를 이용해 동일한 아핀 변환을 통해 조

된 모든 복 역을 조사한다. 

2.2 추가 인 조 검출이 필요한 국소 역 검출

제안하는 방법은 특징  기반 조 검출을 수행한 후, 

충분한 수의 특징 이 추출되지 않아 조 검사가 이루

어지지 않은 국부 역을 선별한다. 복 역 간의 아핀 

변환 라미터를 구하려면 3개 이상의 특징  이 존재

해야 필요한 라미터 값을 특정할 수 있다[22]. 만약 국

소 역이 3개 이하의 특징 을 가진다면 해당 역은 특

징  기반 방식을 이용해 CMF 조를 검출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를 16 × 16 첩 

블록으로 분할하고 각 블록이 아핀 변환 라미터를 추

정하는데 필요한 수의 특징 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

당 블록을 블록 기반 조 검사가 필요한 역으로 구분

한다. 

를 이미지 내의 임의의 첩 블록이라 정의하자. 그

럼 다음과 같이 블록 기반 조 검출이 수행되어야 하는 

블록 집합 를 구할 수 있다. 

               ≺              (2)

여기서 는 블록 가 포함하고 있는 특징 의 수를 

나타낸다. 가 3 이상인 경우는 재 블록이 충분한 

수의 특징 을 포함하고 있어 블록 기반 조 검출이 필

요하지 않다. 반 로 가 3 미만인 경우는 해당 

역에서 CMF 조 발생한 경우에도 특징  기반의 방식으

로는 조 검출이 불가능해 블록 기반 조 검출이 수행

되어야 한다.  과정을 통해 블록 기반 조 검출을 용

할 블록 집합 를 구하고 이는 다음 단계의 입력이 된다. 

2.3 ULPF를 사용하는 블록 기반 조 검출

제안하는 방법은 블록 집합 의 원소들을 상으로 

ULPF 특징을 추출한다[13]. ULPF 기반의  특징 벡터 

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자. 

                                      (3)

여기서 와 는 특징 벡터 의 헤더(header)와 바디

(body)를 나타낸다. 헤더 는 재의 블록의 체 인 특

성을 함축하여 나타내고, 바디 는 실제 특징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제안하는 방법은 블록의 표  편차를 이용

하여 특징 헤더 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4)

여기서 는 블록 내 화소 값의 표  편차이고 ∙는 

라운드 함수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방식은 ULPF 방식을 사용하여 특

징 바디를 추출한다. 우선 을 와 를 포함하는 ULPF 

특징 벡터의 체 길이라 하자. 그럼 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5)

여기서, ,   ⋯  ,는 의 번째 요소이

다. 를 재 조사 인 블록의 Fourier transform이라고 

정의하자. 제안하는 기술은 의 크기(magnitude) 성분을 

AZS(adaptive zigzag scanningt) 순서로 재배치하여 를 구

한다[13]. 즉 는 의 번째의 주 수 성분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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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방법
SIFT [21] ULPF [13] 제안하는 기술

정확도 검출률 조화 평균 정확도 검출률 조화 평균 정확도 검출률 조화 평균

단순 복사 0.760 0.791 0.775 0.820 0.897 0.857 0.881 0.913 0.897

크기 변환 0.717 0.747 0.731 0.391 0.677 0.496 0.786 0.792 0.789

회전 변환 0.811 0.818 0.814 0.780 0.867 0.821 0.875 0.916 0.895

(표 1) CMF 조 검출 방법들의 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CMF detection algorithms

양자화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6)

여기서 ∙는 양자화 연산이고 는 AZS 순서로 

번째 주 수 성분을 나타낸다.

와 같이 의 원소에 한 ULPF 특징 벡터를 구한 

후 특징  기반 방식과 유사하게 복 역을 검출 한다. 

먼  특징 벡터를 사 식으로 정렬하고, 인  특징 벡터

간의 매칭 작업을 수행하여 신뢰도가 높은 매칭 을 구

한다. 다음으로 구해진 매칭 을 이용하여 SATS 기법을 

이용하여 조된 역을 검출한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을 기존 SIFT를 이용한 

특징  기반의 방식과, ULPF를 이용하는 블록기반 방식

과 비교하여 조 검출 성능을 평가 하 다. 모든 알고리

즘은 ANSI-C 코드를 사용하여 구 되었으며 성능은 

16GB RAM이 장착 된 Intel i7 3.4GHz CPU에서 평가되었

다. 체 조 검출 로세스는 OpenMP 기반 병렬화 설

계를 이용하여 가속화되었다. 본 논문에는 [17]에서 소개 

된 조 상 데이터베이스와 조 검출 로세스를 사

용하여 조 검출 성능을 측정했다. 본 실험에서는 시뮬

이션에서 라미터 L을 65로 설정하 다. 

재까지 CMF 조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한 여러 

데이터 세트가 소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7]에서 소개 

된 고화질의 조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다. 각 방법의 성

능을 정량 으로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해 정확도

(Precision)와 검출률(Recall)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한다.

    정확도위조로검출된총화소수
실제로위조된화소수

       검출률위조된총화소수
검출된화소수

정확도는 조된 것으로 별된 역  실제로 조가 

발생된 역의 비율을 나타내고, 검출률은 체 조된 

역  조사 과정에서 검출 된 역의 비율을 나타낸다. 

일반 으로 정확도와 검출률 간에는 상반되는 계

(trade-off)가 존재한다. 정확도가 높을수록 검출률이 어

들고, 정확도가 낮은 경우에는 검출률이 증가 한다. 정확

도와 검출률을 모두 고려하기 해 다음과 같이 조화 평

균을 사용한다. 

    조화평균정확도검출률
×정확도×검출률

본 논문에서는  3가지 측정 기 을 사용하여 각 방식이 

조된 된 역을 얼마나 효과 으로 검출하는지 정량

으로 성능을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 고, 각 시나리오에 맞게 생성된 48개의 조 상을 

이용하여 검출 성능을 측정하고 이를 평균하 다.  

 단순 복사: 원 역을 크기나 회  변환 없이 단순 

복사하여 조 역 생성

 크기 변환: 원 역을 120% 크기 변환 하여 조 

역 생성 

 회  변환: 원 역을 60°회  변환 하여 조 

역 생성

표 1은 각 방식을 상으로 3가지 경우에 측정된 조 검

출 성능을 보여 다. 표 1에서 보듯이 ULPF를 이용하는 

블록 기반  검출 방법은 SIFT를 이용하는 특징  기반 방

법보다 단순 복사와 회  변환 경우에 우수한 성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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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복사 역이 크기 변환 되는 경우에는 특징

 기반 방법과 비교하여 성능이 격히 떨어지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제안하는 융합 검출 기술은 모든 3가

지 모든 경우에 기존 조사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

다. 구체 으로 제안하는 기술은 단순 복사, 크기 변환, 

회  변환 경우에 0.897, 0.789, 0.895의 높은 조화 평균을 

달성하 다. 이는 제안하는 기술이 조 역이 여러 후

처리 작업을 거치는 경우에도 효과 으로 조 역을 

검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 다.

CMF 조 검출 방법의 처리 시간은 조 상의 특성

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으로 SIFT방식이 가장 빠르며, 

그 다음으로는 제안하는 방식이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추가 인 조 검출이 필요한 국소 

역이 크기가 상 으로 작아 ULPF 방식보다 처리 시

간이 게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1.01M 화소로 구성된 상을 처리하는데 SIFT, ULPF, 제

안하는 방식은 각각 1.92 , 7.21 , 6.28 의 처리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특징  기반 방식과 블록 기반 방식을 

융합하여 효과 으로 CMF 조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

하 다. 제안하는 조 검출 기술은 이미지의 모든 역

에서 발생하는 CMF 조를 검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의 특징  기반 방식이나 블록 기반 방식보다 범 하

게 조 역을 검출 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은 방법보다 조 역이 단순 복사, 크기 변

환, 회  변환 되는 경우에 우수한 조 검출 성능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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