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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신  환경에서의 썸네일 이미지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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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은닉하고자 하는 정보를 미세한 노이즈의 형태로 변환하여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일 

속에 은닉함으로써 정보은닉 여부를 육안으로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주 목 인 고도의 은닉기법으로, 각종 간첩 행   사이버 공격

에 악용되어 왔다. SNS 메신 는 스테가노그래피의 주요 매개체로 활용되는 멀티미디어 일을 송수신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장 을 
가진 매력 인 랫폼이다. 본 연구에서는 SNS 메신  환경에서 썸네일 이미지의 활용을 통해 완 한 수신율을 보장하는 두 가지의 

새로운 스테가노그래피 통신 기법을 제안했다. 한, 표 인 SNS 메신 인 카카오톡을 사용한 실제 환경에서 제안한 기법들에 

한 구 과 시험을 통해 실  가능성을 검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스테가노그래피 통신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스테가
노그래피 기술의 험성을 재평가하고, 상응하는 방어기법에 한 후속 연구의 발을 도모한다.

☞ 주제어 : 스테가노그래피, 국방정보기술, SNS 메신 , 은닉통신, 카카오톡, 썸네일이미지

ABSTRACT

Steganography is an advanced technique that hides secret messages by transforming them into subtle noise and spreading them 

within multimedia files such as images, video and audio. This technology has been exploited in a variety of espionage and cyber 

attacks. SNS messenger is an attractive SNS Service platform for sending and receiving multimedia files, which is the main medium of 

steganography. In this study, we proposed two noble steganography communication techniques that guarantee the complete 

reception rate through the use of thumbnail images in the SNS messenger environment. In addition, the feasibility was verified through 

implementation and testing of the proposed techniques in a real environment using KakaoTalk, a representative SNS messenger in south 

korea. By proposing new steganography methods in this study, we re-evaluate the risk of the steganography methods and promoted 

follow-up studies on the corresponding defense techniques.

☞ keyword : Steganography,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SNS Messenger, Covert communication, KakaoTalk, Thumbnail image

1. 서   론

최근 북한의 지령을 받아 최신형 5세  스텔스 투기

인 F-35A의 도입을 반 하는 활동을 펼쳐온 일당들이 국

가보안법 반 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휴 용 장장치에서는 북한의 남공작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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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ROKAFA 21-A-7)

문화교류국(구 225국)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 

지령문과 그에 따른 북 보고서 84건이 식별되었는데,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기술을 활용하여 자료를 

은닉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1, 2].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은닉하고자 하는 정보를 육안

으로 구분이 어려울 만큼 미세한 노이즈로 변경하여 이

미지, 비디오, 오디오, 문서와 같은 각종 멀티미디어 일 

속에 은닉하는 고도화된 은닉기술이다. 북한이 스테가노

그래피 기술을 남공작에 악용한 것이 드러난 것은 이

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부터 ‘왕재산 간첩단’ 사

건, ‘통합진보당 RO’ 사건과 같은 국가보안법 반 사건 

마다 이 표 물과 지령문, 충성서약서 등을 은닉하는데 

꾸 히 활용해 왔으며, 그 양상도 차 발 되어왔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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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국방분야는 지속 인 정보유출 등의 공작 

시도와 실제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4-6], 스테가노

그래피 기술에 한 기존 연구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

다[7-9]. 이에 응방안 구축의 기반이 되는 스테가노그래

피 통신 기법에 한 연구가 시 하게 요구된다.

SNS 메신  환경은 스테가노그래피 통신을 수행하기

에 매우 매력 인 특성이 많아 활발히 연구되어왔다. 기

존 연구에서는 스테고 매개체를 신뢰성있게 송하지 못

하는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썸네일 이미지

를 스테고 매개체로 활용함으로써 스테고 매개체의 송 

신뢰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 기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방어기법이 아닌 은닉기법을 제안하는 것

은 을 이롭게 함이 목 이 아니다. 고도의 은 함이 요

구되는 은닉기법의 경우,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도 공격자로 하여  해당 기법을 실제 공격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을 주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은닉기법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방어자는 그에 상응하는 방어 책을 

강구할 것이기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은닉기법을 활용함

으로써 릴 수 있는 공격자의 상  우 가 사라지게 

되어, 결과 으로 은닉행 가 드러날 가능성이 증 되기 

때문이다. 한 방어자로 하여  과거에 식별되지 않았거

나 평가된 을 한 수 으로 재평가되게 함으로

써 련 방어기술에 한 후속 연구를 발시키는 효과 

역시도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후 편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배경

지식과 련 연구에 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SNS 메신

 환경에서의 새로운 스테가노그래피 통신 기법을 제안

한다. 4장에서는 구 과 시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을 검증

하며, 5장에서는 결론을 짓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배경지식  련 연구

본 장에서는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에 해 소개하고, 

주요 실제 악용사례를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한 

SNS 메신  환경이 스테가노그래피 통신에 합한 이유

와 련한 기존 연구사례에 해 알아본다.

2.1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기술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정보 은닉 여부 자체를 제 3자

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주목 이다. 암호(Cryptography)

기술이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메시지를 암호문으

로 변환하고, 암호문이 노출되더라도 쉽게 복호화하지 못

하도록 하여 원문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목 인 것과는 

개념  차이가 있다.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고도의 은닉

성으로 인해 과거부터 간첩활동 등에 사용되어왔다.

스테가노그래피 통신은 발신자가 은닉하고자 하는 비

 메시지(Message)를 미세한 노이즈 형태로 변환한 후, 

멀티미디어 일 형태의 커버 매개체(Cover medium) 속

에 은닉(Embed)함으로써 스테고 매개체(Stego medium)를 

생성한다. 이를 통신 채 (Communication channel)을 통해 

수신자에게 발송하면 수신자는 비  메시지를 추출

(Extract)하여 최종 수신하는 차로 이루어진다[10-12]. 

2.2 스테가노그래피 기술 주요 악용 사례

북한은 남공작조직인 문화교류국으로 하여  한

민국의 체제 복을 도모하기 한 국가기 의 탐지와 

수집,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김씨일가 선 , 요인암살·테

러 등 다양한 공작활동을 수행해왔다[13, 14]. 본 장에서

는 에게 알려진 네 가지 국가보안법 련 사건을 

심으로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의 악용사례를 소개한다.

첫째,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다(2011년)[15, 16]. 1993년 

월북하여 김일성과의 견교시를 바탕으로 지하당 ‘왕재

산’ 조직을 결성하고, 국내 정치권, 사회단체의 동향과 군

사자료를 유출하고 김씨 일가를 선 하 다. 2006년부터 

외국계 이메일과 스테가노그래피 로그램을 북으로부

터 지령 수신, 보고문 달, 해외 선일정 조정, 귀국 후 

안착보고, 지하당 운  련 문제 의 등에 활용하 다. 

압수된 USB 메모리와 휴 폰에는 ‘변신 로그람( 로그

램)’이라 지칭된 스테가노그래피 로그램과 커버 일, 

은닉 일, 사용방법과 함께 “변신 로그람에 의한 암호

련락(연락)방법을 부단히 습득하여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라”는 지령문이 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통합진보당 RO 사건이다(2014년)[17, 18]. 북한

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 하, 남 명론에 따라 한민

국 정부를 으로 규정하여 명의 결정  시기에 폭동

이 수반된 사변을 일으켜 자주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북한과의 연방제통일로 통일 명을 완수한다는 목표로 

지하 명조직 RO를 결성하여 련 활동을 수행하 다. 

압수된 스마트폰 SD 카드와 USB 메모리 등에는 이 표

물인 김일성 작집(46권), 김정일 선집(14권), 김일성 

회고록(8권) 등의 북한원 과 충성맹세 서약, 활동 략 

등이 암호화 로그램인 PGP(Pretty Good Privacy), 트루 

크립트(True Crypt)와 스테가노그래피 로그램으로 3  

암호화된 채 은닉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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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PC방 검거 간첩 사건이다(2016년)[19]. 50  남성 

2명이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선하여 지령을 받

아 국내 정세 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고, 이 표

물 등을 소지하다가 검거되었는데, PC방에서 체포되어 

‘PC방 간첩 사건’으로 에 알려졌다. 이 사건을 통해 

북한 공작원이 제공한 스테가노그래피 로그램과 구체

인 사용방법이 공개되었다. ‘보라미 고객 리’라는 이

름의 업무용 로그램으로 장한 자체개발 로그램으

로, 메시지를 난수로 암호화한 후 커버 매개체에 은닉하

여 스테고 매개체를 생성하는 기능을 한다. 해당 로그

램과 사용설명서에 해 “최  극비자료이므로 완 히 

숙지한 후 삭제하며 내용을 담았던 USB는 물리 으로 

괴하라”라는 내용의 보안지침도 발견되었다.

넷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이다(2021년)[20, 21].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 단체를 결성, 충북지역을 

연고로 4년간 암약하 으며, ‘F-35A 도입 반  투쟁 개’ 

지령을 수수한 후 1인시 , 기자회견 개최 등의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일당  두 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65회, 35회에 걸쳐 스테가노그래피 로그램을 활용

하여 지령문을 수신하고 북 보고문을 발송한 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USB 메모리에서는 84건의 지령문과 

북 보고문이 발견되었는데, 다수가 스테가노그래피 기

법을 통해 은닉되어 있었으며 USB 메모리를 은박지, 비

닐 투, 편지 투, 서류 투에 4  되어 이불속에 은

닉 보 하고 있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되었다[22]. 

앞서 살펴본 일련의 사건들을 고려하면, 북한은 최소 

10년 이상 남 간첩 활동에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을 

극 으로 악용하여 왔으며, 그 활용 양상 역시 차 발

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스테가노그래피 기

법은 실존하는 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더욱 진

보된 형태로 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상할 수 있다.

2.3 SNS 메신  환경의 스테가노그래피 통신 

합성

SNS 메신 는 카카오톡, 라인(LINE), 페이스북 메신

(Facebook Messenger), 왓츠앱(WhatApp), 텔 그램(Telegra

m) 등과 같은 실시간 화형 랫폼을 말한다. SNS 메신

 환경은 다양한 통신 채  에서도 스테가노그래피  

공격자에게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

유가 되는 특성들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이 높다. ‘2020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6세 이상 인터넷 사용인구의 97.1%가 SNS 

메신 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진이나 동 상 같은 멀티미

디어 일을 공유하는 기능을 화 기능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3.8%)[23]. 이처럼 

SNS 메신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일을 주고받는 것은 

무나 자연스러운 행 이기 때문에, 이미지나 비디오 

일 형태의 스테고 매개체를 주고받는 행  역시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 으로 낮아 공격자로 하여  

은닉행 가 드러날 가능성을 낮추어 다.

둘째, 휘발성이 있다. SNS 메신 를 통해 공유되는 멀

티미디어 일들은 방 한 용량과 사용자들의 사생활 보

호 우려 때문에 일반 으로 서버 내에 구히 장될 수 

없다. 카카오톡 메신 의 경우, 송된 멀티미디어 일

들은 기간 내에 단말기에 내려받지 않거나, 유료 장공

간 이용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기간 이후 서버 

내에서 자동 삭제된다[24]. 따라서 지령문 등이 은닉된 스

테고 매개체 역시 특정 기간이 지나면 서버 내에서 자동

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향후 압수수색 등을 비한 증거

인멸 측면에서도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셋째, 확산성이 높다. SNS 메신 는 사 에 모의한 인

원 간에 은 하게 일을 주고받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

지만, 스테가노그래피 기술로 은닉한 일을 불특정 다수 

인원을 상으로 량 유포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련된 기능은 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채

방인 오 채 방(Open chatroom)으로, 카카오톡의 경우 

하나의 방 마다 최  1,500명의 인원이 동시에 참여 가능

하며, 별도의 로필을 용하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

하기도 한다. 텔 그램의 경우는 최  20만명을 지원하기

도 하는 등 더욱 큰 확산성을 가지며, 이는 공격자로 하여

 높은 공격효과를 기 할 수 있게 한다.

넷째, 고가치 자산이 많다. SNS 메신 는 주로 일상

인 화를 나 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COVID-19 이후 

비 면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 업무 용도로의 활용도 

보편화 되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내부망으로 처리하던 

업무용 문서들의 유통이 증가하 고, 이에 따라 공격자가 

업무기 이나 지 재산권 련 자료와 같은 고가치 자산

을 탈취할 수 있는 기회가 증 되었다. 한, SNS 메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수익성 확 를 해 뱅킹이나 페이, 

선물하기 같은 온라인 융서비스를 앞다투어 도입  

운 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  목 의 사이버 공격 사례

가 많이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25],  갈취를 목

으로한 스테가노그래피 기술 기반의 사이버공격의 창

구로 활용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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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련연구  문제정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SNS 메신 는 스테가노그래피 기

반 은닉 통신의 수단으로 매우 합하여 이에 한 연구 

역시 과거부터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26-31].

재우 등은 2019년 연구에서 카카오톡 오 챗에서의 

스테가노그래피 은닉 통신이 가능함을 보 다[27]. 그러

나 오 챗에 참여 인 모든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게 스

테고 이미지를 유포하지는 못하 다. 카카오톡의 경우 스

테고 이미지를 채 방에 송하면 스테고 이미지의 썸네

일 이미지만 모든 참여자의 단말기로 송될 뿐, 원본 스

테고 이미지는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열람하고자 희망하

는 참여자에 한해서만 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 한 

송률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

기 해서 참여자들의 큰 사이즈 이미지 열람을 유도하

고자, 참여자들의 심을 끌만한 이미지를 커버 이미지로 

사용하거나 여러 장의 이미지를 송하여 수신 확률의 

증가를 도모하는 등 추가 인 사회공학  기법을 용해

야만 했다.

그러나 신뢰성 있는 스테고 매개체의 송은 스테가노

그래피 기반 은닉 통신에서 매우 요한 문제이다. 일반

인 통신에서는 메시지 송수신의 성공여부를 확인하기 

해 부수 인 통신 채 을 운 하거나 확인 메시지를 

송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으나, 스테가노그래피 

기반 은닉 통신에서는 필수 인 스테고 매개체 송 이

외에 추가 으로 수행되는 통신 행 는 은닉성을 해하

는 요소로 작용하여 최악의 경우 은닉 통신이 발각되는 

결과를 래할 험이 있다. 따라서 스테고 매개체 자체

의 송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안 하고 합리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메신  환경에서 발신자가 

송하고자 하는 스테고 매개체가 신뢰성 있게 수신자에

게 송됨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문제로 정의하여 이를 

해결하기 한 기법을 제안한다.

3. 제안 기법

본 장에서는 국내 최고의 이용율(99%)로[23], 다수

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톡 

SNS 메신  환경에 용 가능한 새로운 스테가노그래피 

기반 통신기법을 두 가지 제안한다. 각 제안 기법의 도 

연구 성과는 앞서 두 건의 학술 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

으며[30, 31],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한 결과를 기술한다.

3.1 카카오톡에서의 이미지 일 송 차 분석

카카오톡에서는 발신자가 채 방에 참여한 인원들을 

상으로 이미지 일을 송할 경우, 원본 이미지 일

을 곧바로 송하지 않고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만을 먼  송한다. 이후 채 방 참여자가 큰 사

이즈의 원본 이미지 열람을 원하는 경우, 채 방에 송

된 썸네일 이미지를 터치(PC 환경의 경우 클릭)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 한해서만 서버에서 원본 이미지를 해당 참

여자의 디바이스에 송  시 한다(그림 1). 따라서 카

카오톡에서 원본 이미지는 모든 참여자가 아니라, 큰 이

미지의 열람을 요청한 일부 참여자에게만 제한 으로 

송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스테고 매개체의 신뢰성 있

는 송을 보장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그림 1) 카카오톡의 이미지 일 송 차

(Figure 1) Image File Transfer Process in KakaoTalk

카카오톡에서 원본 이미지를 그 로 송하지 않고 썸

네일 이미지를 생성하여 먼  송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용량이 큰 원본 이미지를 그 로 

송하면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송 소요시간 만큼의 서

비스 지연이 발생하며, 네트워크와 서버에 불필요한 부하

를 유발하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디바이스의 장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동시에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한 과  문

제가 상되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썸네일 이미지는 원

본 이미지 비 일 크기를 이는 것이 목 으로, 일반

으로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를 축소(Down scaling)하거

나 압축(Compression)하는 과정을 통해 품질(Quality)을 낮

추는 방식으로 생성한다. 이 게 생성된 용량의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 열람 요청 여부와 무 하게 참여

자 모두에게 송되며, 채 방을 확인하는 즉시 모든 참

여자의 디바이스에 송  장된 후 화면에 시 된다.

3.2 썸네일 이미지 기반 스테가노그래피 통신기법

상기 분석결과에 따르면, 썸네일 이미지야말로 신뢰성 

있는 송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최 의 커버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썸네일 이미지에 비  메시지를 은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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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의도나 별다른 조작 없이도 모든 참여자에게 완

한 송률로 비  메시지를 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썸네일 이미지의 생성은 카카오톡 서버 내부

으로 수행되는 차이기 때문에 공격자는 이를 제어할 

수 없고, 오로지 송할 원본 이미지만을 조작할 수 있다. 

원본 이미지에 비  메시지를 은닉하여 송하여도, 썸네

일 이미지 생성 간 발생하는 축소 스 일링과 압축 과정

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인해 내부에 은닉된 비  메시지

가 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썸네일 이미지에 비  

메시지를 은닉하여 통신하고자 한다면, 썸네일 이미지 생

성과정을 거치더라도 내부에 은닉된 메시지가 괴되지 

않게 원본 이미지에 비  메시지를 은닉하는 기법이 요

구된다. 이를 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도출하 다.

첫째, 원본 이미지에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채 그 로 

썸네일 이미지로 생성되는 조건을 찾고, 그 조건을 만족

하는 원본 이미지를 커버 이미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둘째, 썸네일 이미지 생성 간 발생하는 축소 스 일링

에 의해 은닉된 메시지가 괴되지 않도록, 발생이 상

되는 축소 스 일링 과정을 감안하여 스테가노그래피 은

닉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안이다.

셋째, 썸네일 이미지 생성 간 발생하는 압축에 의해 은

닉된 메시지가 괴되지 않도록, 발생이 상되는 압축과

정을 고려하여 스테가노그래피 은닉 알고리즘을 설계하

는 방안이다.

일반 으로 썸네일 이미지 생성에 사용되는 압축의 경

우에는 JPEG가 사용되는데, 이는 손실압축(Lossy 

compression) 과정에 해당되어 비가역  정보 손실이 발

생하기 때문에 은닉된 정보 역시 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와 둘째 방안을 연구 범

로 집 하여 각각의 방안을 용한 기법을 제안한다.

3.3 제안 기법①: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썸네일 이

미지 생성 조건 활용

본 제안 기법은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가 이미 충분히 

작은 이미지라면, 썸네일 이미지 생성 간 축소 스 일링

이나 압축 없이 원본 그 로 송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

반한다.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 비 용량을 이

는 것이 목 이지만, 최소한의 시인성은 보장되어야 하므

로 해상도를 무한정으로 축소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정을 검증하기 해 다양한 조건의 원본 

이미지 I를 송하여, 카카오톡의 썸네일 이미지 생성함

수 Thumb()에 의해 생성된 썸네일 이미지 T의 양상을 분

석하 다. I와 T, Thumb()는 다음 식(1)을 만족한다. 

T = Thumb(I) (1)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의 장공간은 내부 장소와 

외부 장소 역으로 나 어진다. 권한에 기반해 근을 

제한하는 내부 장소 역과 달리, 외부 장소 역은 별

도의 근 권한 는 루 (Rooting) 없이도 자유롭게 근

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화방을 통해 수신된 썸네일 이

미지 T는 외부 장소 역  ‘\Phone\Android\data\com.kaka

otalk\contents\Mg==\’ 경로 아래 확장자 없는 16진수 형태

의 난수로 구성된 일명을 가진 채 장됨을 확인하

다. 바이 리 일 뷰어(HexEditor)로 열람하여 일 카빙

(Carving)을 통해 확장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그림 2) 카카오톡 썸네일 이미지 추출 과정

(Figure 2) Thumbnail Image Extraction Process 

in KakaoTalk

원본 이미지 I를 확장자, 해상도, 일크기 등을 변수

로 다양하게 생성한 후, 카카오톡 채 방을 통해 송하

여 생성된 T를 확인하여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

다. T의 생성에 향을 미치는 I의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확장자이다. JPG, BMP, GIF, PNG 확장자를 가진 

이미지 일만 썸네일 이미지가 생성됨을 확인하 다. TI

F(TIFF), WebP 확장자의 경우는 썸네일 이미지 생성 없이 

일반 일 형태로 송되었으며, PCX(PiCture eXchange) 

확장자는 지원하지 않는 확장자로 분류되어 송이 불가

능함을 확인하 다.

둘째, 일크기이다. 카카오톡 화방을 통해 송 가

능한 일의 최  용량은 300MB이나, 15MB를 과하는 

이미지 일의 경우 썸네일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고 일

반 일과 같은 형태로 송됨을 확인하 다. 한, 

15MB 미만의 이미지 일은 일크기 500KB를 기 으

로 각 확장자 별 썸네일 이미지 생성양상이 서로 상이하

다. 단, I의 일크기가 500KB보다 작은 경우에는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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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기법①의 순서도(Flow chart)

(Figure 4) Flow chart of Proposed Method ①

확장자에 무 하게 T는 JPG 확장자로 생성되었다. 

500KB보다 큰 경우에는 I의 긴 변 해상도에 따라 T의 생

성양상이 상이하 다.

셋째, 긴 변의 해상도이다. T가 생성되는 15MB 미만의 

이미지 일 , 일크기 500KB를 과하면서 긴 변의 

해상도가 640픽셀을 과하는 경우에는 외없이 긴 변

의 해상도는 640픽셀로, 짧은 변의 해상도는 그에 비례하

여 축소 스 일링이 용되었다. 긴 변의 해상도가 640픽

셀 미만인 경우에는 확장자마다 다른 양상을 보 다.

(그림 3) 카카오톡의 썸네일 이미지 생성 조건

(Figure 3) Conditions of Thumbnail Image Generation 

in KakaoTalk

상기 결과에서 PNG 확장자의 경우 특이한 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 I의 일크기가 500KB를 과하면서 긴 

변의 해상도가 640픽셀 이하인 경우, I와 T의 확장자와 

해상도가 상이하지 않고 일치하게 생성되어 축소 스 일

링이 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한 조건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1. I의 확장자가 PNG여야 한다.

·조건2. I의 크기는 500KB 과, 15MB미만이어야 한다.

·조건3. I의 해상도는 긴 변 640픽셀 이하이어야 한다.

즉,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미지를 커버 이미지

로 사용하여 비  메시지를 은닉,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

하고 이를 송하여 생성된 썸네일 이미지로부터 비  

메시지의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그림 4).

3.4 제안 기법②: 축소 스 일링에 의해 메시지가 

괴되지 않는 은닉함수 설계  활용

그러나 제안 기법①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커버 이

미지는 매우 제한 이다. 스테가노그래피 은닉 통신에서 

다양한 해상도의 커버 이미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은 

방어자에게 탐지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격자에

게는 은닉성을 해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건3’에 한 제약을 극복하여 긴 변의 해상도가 640픽

셀을 과하는 PNG 이미지까지도 자유롭게 커버 이미지

로 활용할 수 있다면 공격자에게 큰 이로움을  수 있다.

축소 스 일링은 W(Width)*H(Height) 픽셀의 원본 이

미지를 W>w, H>h을 만족하는 w*h 픽셀의 작은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로 축소 재생성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 과정

에서 원본 이미지의 정보가 일부 손실된다. 이미지 스테

가노그래피 기법은 커버 이미지(C)의 색상정보를 조작함

으로써 비  메시지(M)를 은닉하여(Embed) 스테고 이미

지(S)를 생성하는데, 생성된 스테고 이미지에 축소 스

일링이 용된다면 필연 으로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된

다. 이는 곧 은닉된 비  메시지가 괴되어, 수신자가 정

상 으로 추출(Extract)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썸네일 이미지 생성 간 축소 스 일링 과정을 

거치더라도, 은닉된 비  메시지가 괴되지 않게 해야만 

다양한 해상도의 커버 이미지를 활용하여 스테가노그래

피 은닉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 인 스테가노그래피 은닉 통신 과정은 다음과 같

다. 커버 이미지 C에 비  메시지 M을 은닉하여 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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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카카오톡의 썸네일 이미지와 상이한 보간법 래그

를 용한 샘  간 일치율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Match Rates between 

Thumbnail Image in KakaoTalk and 

Samples with Different Interpolation Flags

보간법

(INTER_)

샘플 이미지 별 일치율(%)

Airplane House Mandrill Peppers

AREA 100 100 100 100

NEAREST 17.92 46.19 3.51 8.63

CUBIC 35.94 43.29 8.87 20.24

LINEAR 49.82 66.48 17.33 35.59

LANCZOS4 33.00 4.26 7.93 18.29
NEAREST_

EXACT
25.84 50.35 4.82 17.25

LINEAR_
EXACT 49.58 65.84 17.25 35.43

이미지 S를 생성하는 스테가노그래피 은닉 함수를 Emb()

라 하면 C, M, S와 Emb()는 다음 식(2)을 만족한다.

S = Emb(C, M) (2)

발신자는 식(2)에서 생성된 S를 수신자에게 송하고, 

수신자는 발신자로부터 수신한 S로부터 은닉된 비  메

시지 M을 추출 함수 Ext()를 활용하여 추출한다. M과 S, 

Ext()는 다음 식(3)을 만족한다.

M = Ext(S) (3)

한편, 제안 기법②에서의 은닉통신 과정은 다음과 같

다. 썸네일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입력 이미지 I가 축소 

스 일링 함수 DS()를 통해 썸네일 이미지 IT를 출력한다

면 I와 DS(), IT는 다음 식(4)을 만족한다. 

IT = DS(I) (4)

발신자가 식(2)에 의해 스테고 이미지 S를 생성하여 

송하면, 식(4)에 의해 스테고 썸네일 이미지 ST가 수신자

의 디바이스에 생성된다(ST = DS(S)). 수신자는 식(3)에 따

라 생성된 ST로부터 Ext()를 통해 메시지 M을 추출할 수 

있어야한다. 최종 으로 다음 식(5)을 만족해야 한다.

M = Ext(DS(Emb(C, M))) (5)

식(5)에서 Emb()는 DS()에 의해 내부에 은닉된 메시지

가 괴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식(4)에 의한 축소 스

일링 알고리즘을 반드시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카카오톡에 실제로 용하기 해서는 카카오톡

에서 썸네일 이미지 생성 간 발생하는 축소 스 일링 함

수 DS()에 어떠한 알고리즘이 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축소 스 일링 과정은 W*H개 픽셀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간법(Interpolation)을 활용하여 w*h개 픽셀의 값을 산출

해내는 과정으로, 표 으로 최근 이웃(Nearest 

neighbor), 선형(Linear), 3차(Cubic), 역(Area) 보간법 등

이 용된다. 이러한 보간법 알고리즘은 이미지 처리 라

이 러리에서 제공되는데, 이썬 OpenCV의 경우 이미

지 해상도 변경 함수(resize())의 래그(flag) 형태로 기본 

제공된다[32].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축소 스 일링 함수 DS() 역시 

자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이미지 처리 라이 러리를 활

용했을 것으로 가정하 다. 이를 검증하기 해 카카오톡

을 통해 생성된 썸네일 이미지와, 이썬 OpenCV에서 제

공하는 해상도 변경 함수 resize()의 보간법 래그

(InterpolationFlag) 7종을 각기 상이하게 용하여 생성된 

샘  이미지 간의 픽셀값 일치율을 비교하여 표 1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 다. 카카오톡의 축소 스 일링 함수 DS()

는 INTER_AREA 래그가 용된 OpenCV의 resize()함

수와 완 히 같은 결과를 출력한 것으로 보아 두 함수는 

서로 같은 원리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OpenCV의 INTER_AREA는 축소 스 일링에 면

(AREA)에 따른 가 치 개념을 사용한다[33]. 폭과 높이가 

W, H 픽셀인 이미지 I를 w, h픽셀인 썸네일 이미지 T로 

축소 스 일링하기 해, I를 W/w * H/h 크기의 면 을 

가진 w*h개의 단  AREA로 균등 분할한다. 분할된 각 

단  AREA는 T의 각 픽셀에 1:1로 사상(mapping)된다. 

AREAij(단, 1≤i≤w, 1≤j≤h)에 속하는 픽셀 imn(단, 1≤m

≤k, 1≤n≤l)는 단  AREA 내에서 차지하는 면

(AREA)의 비율인 wmn을 가 치로 가진다. AREAij에 사상

되는 T의 픽셀 tij는 AREAij의 각 픽셀 imn과 가 치 wmn의 

곱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식(6). 단, 소수 이하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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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아래 표 2는 INTER_AREA를 활용하여 3*3픽셀 크기

의 I를 2*2픽셀 크기의 T로 축소 스 일링하는 시이다.

앞선 과정을 통해 카카오톡의 축소 스 일링 알고리즘 

DS()가 OpenCV의 INTER_AREA가 용된 resize()함수와 

동일하게 동작함을 확인하 으며, INTER_AREA의 동작

원리를 바탕으로 이를 고려한 은닉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 다.

(표 2) INTER_AREA 축소 스 일링 시

(Table 2) Example of Down Scaling with INTER_AREA

I imn wmn imn*wmn ∑ T

AREA11

1 4/9 4/9
21/9

≈ 2
t11 = 2

2 2/9 4/9
4 2/9 8/9
5 1/9 5/9

AREA12

2 2/9 4/9
33/9

≈ 4
t12 = 4

3 4/9 12/9
5 1/9 5/9
6 2/9 12/9

AREA21

4 2/9 8/9
57/9

≈ 6
t21 = 6

5 1/9 5/9
7 4/9 28/9
8 2/9 16/9

AREA22

5 1/9 5/9
69/9

≈ 8
t22 = 8

6 2/9 12/9
8 2/9 16/9
9 4/9 36/9

기본 은닉 기법으로 LSB 체 기법을 사용한다. LSB 

체 기법은 이미지의 각 픽셀 색상 값의 최하  비트를 

체함으로써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범  안에서 정

보를 은닉하는 표 인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으

로, 그림 6과 같은 원리로 정보를 은닉한다[10, 11].

(그림 5) LSB 체 기법 개념

(Figure 5) The Concept of LSB Replacement Technique

특정 픽셀의 LSB 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LSB()라 할 

때, 커버 이미지 C를 DS()로 축소 스 일링할 경우, 각 단

 AREAij에 1:1로 사상되는 썸네일 이미지 T의 각 픽셀 

tij의 LSB 값인 LSB(tij)가 은닉 메시지 M을 2차원 이진 비

트스트림 형태로 나열한 mij의 LSB 값인 LSB(mij)와 일치

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해서 AREAij에 축소 스 일링 

함수 DS()를 용한 결과 값인 tij의 LSB값이 mij와 일치하

도록, AREAij를 구성하는 픽셀 imn의 값에 더해  값 smn을 

구하여 imn에 더해 다. 이 과정을 모든 AREA를 상으

로 반복하여 스테고 이미지 S를 생성한다. 이를 알고리즘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알고리즘 1).

알고리즘 1: 제안 기법②의 은닉 알고리즘
･Input: C, M ･Output: S ･Function: LSB(), DS()
1: 

2:

3:

4:

5:

6:

7:

for all AREA in C:

  if LSB(DS(AREAij) == mij : #DS(AREAij) == tij
    continue

  else:

    while LSB(DS(AREAij)) != mij : 

      all imn in AREAij += smn

return S ← C

4. 구   시험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두 가지 기법을 구   

시험을 통해 실  가능성을 검증한다. 모바일 기기는 삼

성 갤럭시 S9, PC는 Intel i5 10세 , 16GB RAM 사양의 

삼성 랩탑으로 환경을 구성하 으며, 이미지 처리는 이

썬3의 OpenCV 라이 러리를 활용하 다. 본 장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썸네일 이미지가 동일하게 생성되는 조건을 만

족하는 스테고 이미지를 송하여 썸네일 이미지로부터 

메시지 추출이 가능함을 보인다(제안 기법①의 검증).

둘째, 정보를 은닉한 스테고 이미지를 송하고, 축소 

스 일링을 거쳐 생성된 스테고 썸네일 이미지로부터 메

시지 추출이 가능함을 보인다(제안 기법②의 검증).

4.1 제안 기법① 검증

제안 기법①의 검증을 해 다음 그림 6과 같이 구  

 시험 차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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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 기법① 검증 차

(Figure 6) Verification Process of the Proposed 

Method ①

① 제안 기법①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커버 이미지에 

메시지를 은닉하여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한다.

② 스테고 이미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송한다.

③ 수신자의 디바이스에서 썸네일 이미지를 추출한다.

④ 추출한 이미지로부터 은닉된 메시지를 추출한다.

⑤ ①에서 은닉한 메시지와 ④에서 추출한 메시지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일치할 경우 검증

에 성공한 것으로 단한다.

먼 , 제안 기법①을 통해 확인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커버 이미지의 샘 을 표 3과 같이 비하 다.

(표 3) 샘  이미지의 검증

(Table 3) Validation of Sample Image

조건 값 만족 이미지

확장자 PNG PNG O

크기 500KB 초과 1.19MB O

해상도
긴변 640 
픽셀 이하

640*640px O

은닉할 비  메시지로 139KB 용량의 JPG 일을 비

하 으며, 은닉 기법으로 LSB 체기법을 활용하는 공

개용 스테가노그래피 도구인 Steg(v1.1.0.0)[34]을 활용하

다. 생성한 스테고 이미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송한 

후, 수신자의 디바이스에 생성된 썸네일 이미지를 추출

하 다. 추출한 썸네일 이미지로부터 은닉에 사용한 것

과 동일한 로그램을 활용하여 은닉된 비  메시지를 

추출하 다. 은닉한 비  메시지와 추출한 비  메시지 

간의 해시값(CRC32) 비교를 통해 서로 같은 일임을 

확인하 다(표 4). 이후 제안 기법①의 조건을 만족하는 

범 에서 커버 이미지의 해상도를 달리하여 수행한 추

가 시험(5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 제안 기법①을 

검증하 다.

(표 4) 은닉 메시지와 추출 메시지 비교(4.1)

(Table 4) Comparison of Embedded and Extracted 

Messages
발신자 측

구분 커버 이미지 은닉 메시지 스테고 이미지
확장자(크기) PNG(1.19MB) JPG(139KB) PNG(1.19MB)

해상도 640*640px 420*630px 640*640px
해시값 - 6F2B7058 -

이미지

수신자 측
구분 썸네일 이미지 추출 메시지

확장자(크기) PNG(843KB) JPG(139KB)
해상도 640*640px 420*630px
해시값 - 6F2B7058

이미지

4.2 제안 기법② 검증

제안 기법②의 검증을 해 다음 그림 7과 같이 구  

 시험 차를 설계하 다.

(그림 7) 제안 기법② 검증 차

(Figure 7) Verification Process of the Proposed 

Method②

비  메시지 M을 은닉한 스테고 이미지 S를 카카오톡

을 통해 송한 후, 축소 스 일링 결과 생성된 썸네일 이

미지 ST로부터 추출한 비  메시지 M을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 검증에 성공한 것으로 단한다.

알고리즘1을 이썬 코드로 구 하여 PNG 확장자의 

커버 이미지 C(960*960px)에 은닉 메시지 M(226*226px, 1

04KB)을 은닉, 스테고 이미지 S를 생성하 다. 이를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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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톡을 통해 송하여 수신자의 디바이스에서 스테고 썸

네일 이미지 ST를 확보하여 메시지 M을 추출하 고, 은닉 

메시지와 비교한 결과 일치함을 확인하 다(표 5). 이후 

커버 이미지의 해상도를 달리하여 수행한 추가 시험(5회)

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 제안 기법②를 검증하 다. 

(표 5) 은닉 메시지와 추출 메시지 비교(4.2)

(Table 5) Comparison of Embedded and Extracted 

Messages

발신자 측
구분 커버 이미지 은닉 메시지 스테고 이미지

확장자(크기) PNG(1.21MB) PNG(104KB) PNG(1.27MB)
해상도 960*960px 226*226px 960*960px
해시값 - 4FBCB29B -

이미지

수신자 측
구분 스테고 썸네일 이미지 추출 메시지

확장자(크기) PNG(843KB) PNG(104KB)
해상도 640*640px 226*226px
해시값 - 4FBCB29B

이미지

5.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과거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의 악용사례

를 확인함으로써 재에도 실존하는 임과 동시에 활

용양상이 차 발 하고 있다는 을 확인하 다. 한, 

SNS 메신 가 스테가노그래피 통신에 매우 합한 특성

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이 환경을 악용할 가능

성이 높다고 평가하 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의 제한사

항인 완 하지 못한 수신율을 보완하기 해, 썸네일 이

미지를 활용하는 두 가지의 새로운 스테가노그래피 통신 

기법을 제안하 다. 한, 카카오톡을 사용한 실제 환경

에서 제안한 기법들에 한 구 과 시험을 통해 실  가

능성 역시도 검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SNS 메신  환

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테가노그래피 통신의 험성이 

재평가되게 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방어기법에 한 

후속 연구의 발을 한 석을 마련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손실 압축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썸네일 이미지에 해서도 메시지

가 괴되지 않도록 은닉하는 추가 인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에 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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