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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0년대 초부터 SNS가 활발해 지면서 위조품 판매 채널이 SNS로 많이 전이되었는데, 대표적인 온라인 사진 공유 서비스

인 인스타그램에서는 2016년 20,892개의 위조품 판매 계정이 있던 것에 비해 2019년 56,769개로 171% 이상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SNS 환경을 저해하는 위조품 판매 게시물을 탐지하고 더 나아가 위조품 및 가짜 상품의 광범위한 생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딥러닝 방법을 사용한 위조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위해 인스타그램에서 총 382,790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이미지 내 특정 패턴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심층 합성곱 신경망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위조품 

판매 게시물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사전학습 된 심층 합성곱 신경망 모델 5가지를 사용하여 탐지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 가장 성

능이 좋은 딥러닝 모델은 이미지만으로도 92%의 성능으로 위조품 판매 게시물을 탐지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경량화 모델 역시 

90%의 성능을 내었는데 이를 통해 위조품 판매 게시물 탐지 알고리즘의 모바일 환경에서 실제 사용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 detection algorithm using a deep learning method to help detect counterfeit sales posts that hinder the 
SNS environment and further curb the widespread production of counterfeit. We analyzed 382,790 data collected from Instagram 
using a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CNN) and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counterfeit sales posts. As a result of 
comparing detection performance using five pre-trained DCNN models, the best performance model was able to detect counterfeit 
sales posts with 92% performance only with images. In addition, the lightweight model also performed 90% which demonstrates 
the practical availability of counterfeit sales post detection algorithms in the mobil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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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The Global Brand Counterfeiting Report 2018[1]에 따르면 세

계적으로 총 위조품의 양은 2017년 1.2조 달러에 이르렀고, 
2020년에는 모든 장비·제품의 위조를 포함하여 1.8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전 세계 온라인 위조로 인한 손

실은 3,3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위

조품 판매로 인해 럭셔리 브랜드에서 발생한 손실은 30.3억 달

러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에서 볼 수 있듯 위조품의 확산은 이

제 더는 오프라인에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화되면서 여러 플랫

폼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4월 

Analytics Firm Ghost Data[2]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의 패션 제품에 관한 모든 게시물

의 20%가 위조품이었으며, 활성화된 위조품 판매 계정을 확인

한 결과 2016년 20,892개의 계정이 있던 것에 비해 2019년 

56,769개로 171% 이상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상당수의 위조

품 판매자들이 인스타그램을 판매 채널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인데 이러한 현상은 인스타그램이 2019년 3월 19일 소매 업체

를 위한 In-App 결제 기능을 출시함에 따라 더욱 확산 및 가속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렇듯 사용자들이 제품을 더욱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면서 더 많은 위조품 판매자들이 인스타그램을 판매 

플랫폼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용자들은 그들의 의지

와는 관계없이 위조품 판매 게시물 같은 무수한 광고성, 클릭 

베이트 성 게시물에 더욱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러한 위조 상품 판매 채널의 다각화 및 온라인화는 사회·경제

적 측면에서 더욱 큰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루

빨리 위조품 판매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계에서도 위조품과 관련한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꾸

준히 진행됐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위조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3]-[8]이거나 구매 태도[9]-[11]에 관한 연구

로, 이들 연구는 위조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에 위조품을 판매하는 사람 혹은 온라인상에서 판매

되는 위조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사하게,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를 저품질 콘텐츠로 유도하는 클릭 베이트 탐지

에 관한 연구는[12]-[15]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인터넷상에

서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해 저품질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

는 링크로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게시물에 대한 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링크로 유입시

키려는 목적 자체는 클릭 베이트나 위조품 판매 게시물이나 동

일하다. 하지만 링크로의 유입이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클릭 베

이트와는 다르게 인스타그램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는 계정은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에 더 큰 목표를 둔다. 사용자들

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요소가 텍스트(클릭 베이트)인지 이미지

(위조품 판매 게시물)인지에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더욱 근

본적으로 일반 계정과 위조품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판별해내

는 연구를 통해 사용자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사용 경험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조품 판매 계정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

적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SNS 환경을 저해하는 위조품 판매 게

시물을 탐지하고 더 나아가 위조품 및 가짜 상품의 광범위한 생

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조품 판매 게시물을 탐지하기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특히 딥러닝 알고리즘은 여러 도메인에 

적용되며 곳곳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

를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위조품 판매 게시물을 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Ⅱ. 선행연구 

2-1 이상 계정 탐지

2004년 페이스북, 2006년 트위터, 2010년 인스타그램 등 

2000년대 SNS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SNS
상에서 이상 계정 탐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

했다. 특히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
나 k-means clustering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많은데[16]-[19], 
그중에서 Viswanath et al. 연구진[16]은 일반 사용자의 행동을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이로부터 중요한 편차를 이상으로 식별

하는 PCA 알고리즘을 적용해 페이스북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의 유사 활동을 연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Adewole et al. 연구

진[17]은 PCA 및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스팸 

발송자를 탐지하였다. Savyan & Bhanu[18] 는 페이스북에서 사

용자들의 반응을 k-means clustering과 코사인 유사도 분석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반응 변화

를 살펴보고, 비정상적인 동작을 탐지하였다. Lee & Kim[19]은 

악성 계정 이름을 가진 스팸 발송자를 그룹화하기 위해 계층적 

클러스터링 방식을 제안했다. 그들은 트위터의 유효한 계정 이

름으로 마르코프 체인 모델을 훈련하여 일정 패턴을 위반하는 

모든 계정 이름은 악성으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이외에도 이상 계정을 탐지하는데 딥러닝 기법

을 사용한 연구도 있다. Alom et al. 연구진[20]은 딥러닝 기반

의 트위터 스팸 발송자 탐지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이들은 트윗 

텍스트와 사용자의 메타 데이터(계정, 나이, 팔로워/팔로잉 수 

등)를 모두 활용해 스팸 발송자를 탐지했다. 비슷하게 Gong et 
al. 연구진[21]은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용 악성 계정 

탐지 시스템인 DeepScan을 설계하였다. DeepScan은 딥러닝 기

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동적 행동을 학습한다. 특히, 사용자 활

동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장단기 기억 메모리 

(LSTM; long short term memory)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0.964
의 F1 점수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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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클릭 베이트 탐지

클릭 베이트란 클릭(click)과 미끼(bait)의 합성어로 사용자

들로 하여금 링크를 클릭하고 싶게 유도한 후, 낮은 가치의 정

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클릭 베이트를 탐지하는 연구는 2016년부터 본

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Potthast[22]는 클릭 베이

트에 대한 215가지 특성(feature)을 선정한 후, 세 개의 카테고

리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을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공

식(LR; logistic regression),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NB; Naïve 
Bayes classifier), 랜덤 포레스트(RF; random forest)로 각각 탐

지 모델을 만들어 평가하였다. 
Agrawal[23]은 클릭 베이트 탐지에 처음으로 심층 합성곱 신

경망을 사용하였다. 레딧,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추출한 데이터

를 바탕으로 word2vec으로 임베딩한 텍스트 데이터를 심층 합

성곱 신경망의 입력으로 넣고 분류 모델을 만들었다. Zheng et 
al. 연구진[24]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사전 훈련

된 word2vec을 사용해 기사의 헤드라인을 의미론적으로 이해

하고 다양한 커널을 사용해 헤드라인의 특성을 찾았다. 이후 심

층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클릭 베이트에 관한 연구는 특히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를 사

용한 연구가 많다. Geçil[25]은 뉴스의 헤드라인과 부제목을 수

집하여 뉴스 기사에서 TF-IDF를 사용하여 식별한 클릭 베이트 

헤드라인을 온톨로지 방법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 특징 추출로 

클릭 베이트 뉴스의 내용을 보고 요약했다. 이렇게 요약된 버전

은 뉴스 기사를 클릭하지 않고도 사용자에게 바로 표시되도록 하

였다. Chakraborty et al. 연구진[26]은 wikinews에서 기사 18,513 
건을 수집하여, 클릭 베이트를 자동으로 감지한 다음 특정 클릭 

베이트가 다른 웹 사이트에 나타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서포트 벡터 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과 의사 결정 나무(DT; decision tree), RF를 사용

하여 클릭 베이트 분류기를 만들고, 차단된 기사의 언어적 패턴

을 식별하여 클릭 베이트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Ⅲ. 위조품 판매 게시물 탐지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서 세 단계

를 거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첫 번째로 기존 연구[27]와 동일

하게 인스타그램 내 상위 인기 태그인 ‘패션’ 카테고리에서 15
개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선정한다. 이후, 해당 브랜드명을 

해시태그로 사용한 계정 ID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계정

에 대한 구분은 표 1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였으며, 인스타그램 

사용자 세 명이 각각 계정에 대해 판단한 후, 세 명의 의견이 모

두 일치한 계정에 한하여 등록된 이미지 정보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일반 계정 100건, 위조품 판매자 계정 100건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는데, 이때 계정에는 위조품 판매

자 계정과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일

반 판매자 계정이 38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인스타그램의 생태

계를 고려한 것으로, 2017년 기준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8억 명

이고, 2500만 명의 계정이 비즈니스 계정으로 등록되어 있다

[28]. 이는 전체 사용자의 약 3.1%의 비율인데, 정식으로 등록

된 비즈니스 계정이 아니더라도 인스타그램 상에서 자신이 판

매하는 제품을 업로드하고, 판매 링크 등을 노출하는 일반 판매

자 계정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약 6:4의 비율이 되

도록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현재 일반 판매자의 경우 그 수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없다. 
하지만 6:4의 비율은 단순히 제품 사진인지, 인물사진인지에 

의해 예측 결과가 결정지어지지 않을 정도로 일반 판매 계정을 

포함하되, 인스타그램은 일반 계정이 위주를 이루는 환경이라

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한 비율이다. 본 연구에서 이미지 수집은 

Instalodaer API를 사용하였다. 
수집 완료 후, 데이터 전처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데이터 클렌징 단계로, 한 게시물에 여러 개의 이미

지가 포함된 경우 모든 이미지를 수집한 후 1번부터 N 번까지 

번호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조품 판매 게시물을 탐지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조품 판매자 계정에서 수집된 데이터

를 positive로, 일반 사용자 계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negative
로 표현하였다. 일부 위조품 판매자 계정에 포함된 위조품과 관

련 없는 게시물의 경우 학습 시에는 모델을 robust 하게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예측 시에는 노이즈가 될 수도 있

어 테스트 세트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통해 필터링

해주었다. 

표 1. 계정에 대한 구분 기준

Table 1.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counterfeit sales 
accounts

 1
Provides personally accessible information such as phone 
number, wechat, and whatsapp.

2
Provides information that may be suspicious of the 
authenticity of a product, such as lowest price, $300, and 
best quality.

3 Hashtags that are not related to posts are repeatedly used.

4 Posts with the same content are used repeatedly.

표 2. 해시 태그 검색에 사용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 리스트

Table 2. List of global fashion brands used for hashtag 
search

#chanel
#louis
vuittion

#hermes #celine #gucci

#prada #dior #rolex
#bottega
veneta

#balenciaga

#vetement #supreme
#max
mara

#nike #ad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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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over-sampling이다. Fraud detection이나 

anomaly detection과 같이 데이터의 각 클래스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데이터의 불

균형문제이다. 해당 연구에서도 클래스별로 각각 100명의 계정

에 등록된 이미지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negative 데이터 세트가 

positive 데이터 세트의 4.4 배 정도로 각 클래스의 불균형문제

가 두드러졌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각 클래스의 개수가 비슷할 

때 좋은 결과를 내는데, 이처럼 하나의 클래스 개수가 다른 클

래스에 비해 많게 되면 알고리즘은 데이터 세트가 적은 positive 
클래스를 negative 클래스로 오분류 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over-sampling 방법의 하나인 repetition을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 세트의 minority 클래스를 추가해 주었다. 데이터 전처

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분류된 데이터 세트는 총 382,790건이다.

그림 1. Positive 이미지 데이터 세트

Fig. 1. Positive image dataset

그림 2. Negative 이미지 데이터 세트

Fig. 2. Negative image dataset

 분석에 앞서, 그림 1, 2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positive 데이터는 해당 상품을 착용한 일반인들의 사진이나 오

리지널 브랜드에서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을 카

피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경

우, negative 데이터 세트와 사진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

으나, 대체로 원본 사진이 아니므로 사진의 해상도가 낮은 경우

가 많았다. 또한, positive 데이터의 경우 조잡하게 찍힌 사진이 

많았고, 제품과 관련된 사진이 대다수를 이뤘다. 동일한 사진이 

여러 차례 등장하기도 했다. 반면에 negative 데이터의 경우 사

진의 카테고리가 훨씬 다양했다. 인물이나 풍경 사진도 존재하

였고, 육안으로 보이는 사진의 퀄리티가 positive 데이터의 퀄리

티 보다 훨씬 좋았다. 같은 사진이 반복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러한 특징들 이외에 딥러닝 모델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

만, 두 클래스 간에 존재하는 패턴들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포함하고 있는 무수한 

정보 중 이미지 데이터만 가지고 위조품 판매 게시물을 탐지한

다.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시각적 자료 (이미지, 동영상)가 

주가 되는 플랫폼이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개인이 이미 팔로우

하는 계정과 유사한 계정인 시드 계정에서 탐색 피드에 콘텐츠

를 소싱해 주고 있다. 이때 소싱되는 콘텐츠는 이미지와 동영상

뿐이며, 이미지를 클릭해야지만 사용자가 게재한 텍스트까지 확

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클릭 베이트와 유사하게 사용자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목적인 위조품 판매 계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미지에 가장 많은 정보가 들어 있으리라 판단하여 이미지

만을 가지고 위조품 판매 게시물을 탐지하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위조품 판매 계정이 업로드한 데이터와 다른 일반적인 계정

에서 업로드한 데이터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 심층 합성곱 신경망으로 일컫는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

다. 심층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를 유지하면서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이미지 내 특정 패턴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에서 사전 학습된  

Inception_v3, VGG16, ResNet50_v2, EfficietNetB0, 
MobileNet_v2[29]-[33] 모델을 Transfer-learning한 후 연구 문제

에 맞게 Fine-tuning 하였다. 백본 모델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4년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GoogLeNet과 

VGGNet은 높은 성능으로 ILSVRC에서 우승을 차지한 모델들

이다. 특히 VGGNet은 ILSVRC 에서는 2위를 차지한 모델이지

만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복잡한 형태의 GoogLeNet 
보다 딥러닝 연구자들에게 더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좋은 성능

과 간단한 구조라는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Inception_v3와 

VGG16 모델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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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 프레임워크

Fig. 3. Overall framework

ResNet은 Microsoft Research에서 제안한 구조이며, 2015년 

ILSVRC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모델로, Top -5 error가 겨우 

3.6%로 사람의 분류 수준인 5% 내외를 뛰어넘었다. ResNet 이란 

이름은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핵심 아이디어인 residual block에
서 유래했으며, 실제로 이 residual block 하나만 알면 전체 모델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분류 모델 중 State-of-the-Art(SOTA) 알고리즘인 

EfficientNet을 사용한다. 구글 연구팀에 의해 제안된 

EfficientNet은 위의 두 모델에 비해 훨씬 적은 연산량과 파라미

터를 가지면서도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 심층 합성곱 신경망 구

조를 효과적으로 스케일 업하는 방법을 통해 모델의 효율성 및 

정확도를 극대화시킨 EfficientNet 중에서도 가장 연산량 및 파

라미터수가 적은 B0모델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MobileNet은 본 연구의 향후 사용 가능성을 고

려하여 선정하였다. 인스타그램은 주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심층 합성곱 신경망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면 경량화를 위한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MobileNet은 기존의 convolution layers를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으로 대체하여 모바일과 같이 컴퓨터 파워가 제한

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량화 모델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위조품 판매 게시물 탐지 알고리즘의 실사용

성을 고려한 MobileNet을 마지막 백본 후보로 선정하였다.

Ⅳ.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방법

실험에 앞서, 이미지 데이터의 사이즈를 224 × 224 사이즈로 

맞춰주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서비스 초기에 정사각형 이미

지만 업로드 가능하였지만, 이후 몇 번의 업데이트를 거쳐 다양

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집한 데이

터 세트의 인풋 사이즈가 매우 다양하여 224 × 224 크기로 크롭 

하거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축소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훼손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긴 축에 맞춰 같은 크기를 가지도록 

사진의 나머지 부분에 0패딩을 준 다음 224 × 224 크기로 축소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전체 이미지 데이터는 382,790건으로 학습을 위해 7:1:2의 

비율로 학습/검증/테스트 세트로 나눠주었다. 그 결과, 학습 데

이터는 negative 217,203건, positive 49,069건이며, 검증 데이터

는 negative 32,949건, positive 6,388건, 테스트 데이터는 

negative 63,180건, positive 14,001건으로 분류되었다. 이때 학

습 데이터 세트의 positive 클래스는 over-sampling을 해주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45,345건이 학습에 사용되었다. 또한, 모델

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 데이터 수를 augmentation을 

사용하여 더욱 늘려주었다. 데이터 augmentation은 이미지를 

사용할 때마다 임으로 변형을 가함으로써, 오버피팅을 방지해 

주는데 즉,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만 맞춰지는 것을 방지하고 새

로운 이미지도 잘 분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데이터 

augmentation을 위해 keras에서 제공하는 ImageDataGenerator 
클래스를 사용하였다. ImageDataGenerator는 전체 데이터를 메

모리에 올려서 작업하는 것과는 달리 model fitting process를 통

해서 Just-In-Time으로 이미지를 증식시킨다.
각 모델은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사전 학습되었으며, 기존 모

형의 상단 층은 제거한 후, global average pooling과 모델에 따

라 적절한 dense 층 및 prediction 층을 더해주었다. fine-tuning
을 할 때, prediction 층과 가까운 일부 convolution 층을 제외한 

모든 base 층은 동결시켜주었다. 배치 사이즈는 64로 주었으며, 
초기 학습률이 1e-3인 Adam optimizer을 사용하였다. 또한, 학

습률은 스케줄링을 통해 검증 정확도 변동을 기반으로 
씩 5 epoch patience를 가지고 줄어들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위조품 판매 게시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이진 

분류의 문제이다. 따라서 모델의 마지막 층의 활성 함수는 수식 1
과 같이 시그모이드 활성 함수를 사용하였다. 손실 함수는 수식 2
와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학습되게 한다.

                                       

                               (1)

 


  



log   log   (2)

 

 전체적인 모델의 학습 프로세스는 그림 4와 같다. 계정 구분 

기준에 맞는 200개의 계정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클래스 비율을 

맞춰준 후,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 augmentation을 진행한다. 
이후 사전 학습된 모델 5가지를 연구 문제에 맞게 fine-tuning하
고 성능을 평가한다. 

그림 4. 모델 학습 프로세스

Fig. 4. Model trai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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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능 평가 및 분석

총 5가지의 백본 모델을 fine-tuning 하여 위조품 판매 게시물

을 탐지해 보았다.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데이터에 

불균형문제가 존재한다. 학습 시에 over-sampling을 통해 각 클

래스의 밸런스를 조절해 주었지만, 실제 inference 단에서는 데

이터 클래스를 조절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의 정확한 성능

을 알아보기 위해 F1 점수를 사용하였다. F1 점수를 통해 클래

스별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장 성

능이 좋은 모델은 Inception_v3로 F1 점수의 값이 0.9201이다. 
다음으로 ResNet50_v2, EfficientNetB0, MobileNet_v2, VGG1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4가지 모델은 VGG16을 제외하면 F1 점
수에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는다. 

실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VGG16은 본 연구의 백본 모델로 적합하지 않다. VGG16은 이

름에서도 알 수 있듯 16개의 층을 쌓아 만든 모형이다. 일반적

으로 딥러닝 구조는 층이 깊을수록, 층마다 뉴런 수가 많을수록 

high-level feature를 학습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보았을 때, 총 

14,846,530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VGG16의 결과가 다른 모

델들에 비하여 좋지 않은 이유는 16개의 층으로는 해당 문제를 

푸는 데 충분한 high-level feature를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량화 모델인 MobileNet_v2의 결과는 위조품 판매 게

시물 탐지 모델이 실제 환경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MobileNet_v2는 파라미터 수가 2,914,882로 

23,903,010의 파라미터를 가진 Inception_v3에 비하면 약 8.2배 

적다. 파라미터의 수는 적지만, 파라미터가 가지는 표현력을 가

능한 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가중치를 최대한 없앴기 때문에 

다른 딥러닝 모델들에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

다. 실제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다면, MobileNet_v2을 사용하여 

충분히 위조품 게시물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들이 과파라미

터화(over-parameterization)화 되어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셋째, 모델의 1종 오류와 2종 오류, 즉, 실제 negative인 정답

을 positive라고 예측한 것과 실제 positive인 정답을 negative라
고 예측한 것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성능이 좋은 

Inception_v3와 MobileNet_v2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Inception_v3의 1종 오류의 개수는 1583개로 negative 데이터의 

2.5%를 잘못 예측하였다. MobileNet_v2의 경우는, 1종 오류의 

개수는 2151개로 3.4%를 잘못 예측하였다. 2종 오류는 

Inception_v3가 721개로 positive 데이터의 5.1%를 잘못 예측하

였고, MobileNet_v2의 2종 오류는 713개로 5.0%를 잘못 예측하

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두 모델 모두 실제 위조품 판

매 계정을 분류해 내는 목적에 따르면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다

고 할 수 있다. 해당 모델들이 실제 위조품 판매 계정 탐지에 사

용된다면 일반 계정을 위조품 판매 계정이라고 오분류 할 경우,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Inception_v3나 

MobileNet_v2 모두 1종 오류율이 2종 오류율보다 작게 나타났

다. 2종 오류의 경우, positive 데이터를 추가 수집하여 positive
에 대한 정보를 모델이 더욱 많이 학습한다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표 3. 딥러닝 모델별 위조품 판매 게시물 탐지 성능 

Table 3. Detection performance of counterfeit sales posts 
by deep learning model

Model Precision Recall F1 Score

Inception_v3 0.8935 0.9485 0.9201

VGG16 0.8358 0.9058 0.8694

ResNet50_v2 0.8773 0.9393 0.9072

EfficientNetB0 0.8749 0.9333 0.9031

MobileNet_v2 0.8607 0.9491 0.9027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표적인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들의 서

비스 사용 경험을 저해하고,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위조품 판

매 게시물을 탐지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위조품이 존재하지만, 특히 패션 브랜드를 위조한 제품

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

정으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인스타그램내 위조품 판매 계정 100개를 포함

한 총 200개의 계정에서 382,790건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여러 분류 문제에서 사용

되는 Inception, VGG, ResNet 모델과 SOTA 모델인 

EfficientNet, 경량화 모델인 MobileNet을 사용하였다. 탐지 정

확도를 비교해 본 결과, Inception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

여주었다. Inception 모델 다음으로, VGG를 제외한 ResNet과 

EfficientNet, MobileNet 모두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이

를 통해 경량화 모델인 MobileNet을 사용한 실제 모바일 환경

에서의 사용 가능성도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나 비디오 데이터가 주가 되는 인스타

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지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위조품 

판매 게시물을 탐지해 내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향후 텍

스트나 좋아요 수, 팔로잉/팔로워 수 등 더 다양한 feature들을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한다면 실제 탐지 모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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