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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중고 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많은 사기 거래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와 중고 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관련 플랫폼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전부터 해당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주로 거래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패턴 인식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다양한 사기 탐지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기 방법의 진화 및 사기 관

련 대화 패턴, 사기에 취약한 상품 특성 등 다양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 대화 텍스트를 이용한 

다양한 자연어 처리 분류 방법론을 이용하여 사기 거래를 탐지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방법론을 이용하여 대화 텍스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패턴을 통해서 사기 거래를 탐지하고 분류하는 태스크에서 높

은 성능을 거두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탐지된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적 리소스를 투입하

여 사기 거래 탐지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기 탐지, 자연어 처리, 분류 모델, 대화 데이터, 한국어  

학  번 : 2019-2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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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ntroduction) 

중고 물품 거래는 판매자가 이용하던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방

식이다. 기존 중고 물품 거래는 이미 단종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일부 매니

아 층 사이에서만 활발한 시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고 거래는 공유 경제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며 소유 보다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하

고 있다.(최재원. 2018) 2020년 기준 현재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

으로 추산된다.(조유빈. 2020) 특히, 2020년 초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침체

에서 불황형 시장인 중고거래 시장은 더 큰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선호. 

2020)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편리한 중고 거래를 제공하는 주요 3개 서

비스인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를 기반으로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하는 중고 거래 시장과 달리 그 내면에는 많은 거

래 사기가 발생하여 중고 거래 소비자와 플랫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

기 건수 및 피해 금액은 2014년 이후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2019년에만 

중고 거래 사기 피해 금액으로 800억원이 발생하였다.(조재완. 2020)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중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안전거

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권고하는데, 해당 경우에는 금융 신용 기관이 구매

자에게 물품이 전달되거나 운송장을 확인하기 전까지 구매 금액을 보관하고 

구매자의 확인 하에 판매자에게 금액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인 판매

자 입장에서 택배 배송일 소요 등 금액 결제가 지연되는 점으로 인하여 안전

거래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런 통로가 사기 거래로 자주 이

용된다. 안전거래 결제를 할 경우 사기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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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면서 직접 계좌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사기 거래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으로 사기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후행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 사기 거래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무엇보다 사기는 그 특성상 대처 방안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형이 진화

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거래가 발생했을 때 플랫

폼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가 큰 관건이다. 그런데 

중고 거래 플랫폼 측에서 사기 대처에 투입할 수 있는 리소스는 제한적이다. 

현행으로는 소수의 사기 탐지 전담 인력이 일일이 거래 대화 내역을 살펴보고, 

스마트폰·디지털 기기·명품 의류 등 주요 사기 상품 거래 여부, 택배 거래 유

도·계좌 이체 요구 등 잘 알려진 사기 패턴을 통해 사기 거래를 탐지 한다. 

따라서, 만약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대화 내역을 기반으로 기존 및 신규 사기

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효율적인 리소스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래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

를 설정하였다. 문제 설정의 배경으로는 중고 거래의 특성과 해당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하는 기존 사기 탐지 접근법이다. 중고 거래의 특성은 거래 대상이 

신규 상품이 아니라는 것과 P2P(개인 대 개인) 거래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

매자가 궁금해 하는 상품 상태와 관련된 이슈, 직거래·택배 거래·안전거래 등 

거래 방식과 관련된 이슈, 가격 할인 이슈 등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된다. 기존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나눈 거래 대화와 관련하여 정규표현식 등을 이용한 계좌번호,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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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언급 등 비교적 단순한 패턴에 기반한 사기 탐지를 수행하고 있으나, 

중고 거래 사기는 한 단어, 문장으로는 탐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해당 단어, 문장이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사기 거래의 경우 

사기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다양한 대화를 진행하기 때

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중고 거래 사기 패턴에 대응하고, 후속

적인 사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대

화 텍스트를 이용한 사기 탐지 기술을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거래가 완료

되어 정상 또는 사기 거래로 결과가 나온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기 거래를 분

석하고 사기 패턴을 자동적으로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온

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프로세스인 

사용자 신고, 관리자 검수, 유저 차단 및 제재의 흐름 중 특히 관리자 검수 

부분에서 사기 거래 확률이 높은 거래 위주로 인적 리소스를 투입하여 운영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본 연구를 기반

으로 최종적으로 실시간 대화 처리가 가능한 사기 탐지 모델이 개발되고 온라

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적용될 경우, [표1]과 같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표 1] 실시간 모델 적용 예시 

적용 이전 적용 이후 

- 구매자: 중고거래는 처음해보는거라서 

- 판매자: 앗 생각해보시구 말씀해주세요. 천천히 연

- 구매자: 중고거래는 처음해보는거라서 

- 판매자: 앗 생각해보시구 말씀해주세요. 천천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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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주셔도 됩니다~~ 

- 구매자: 혹시 안전거래로 결제해도되나요? 

- 판매자: 아 저희가 주문들어오는데로 공장에 보내

서 결제후 공장에서 바로 출고되는거라 안전거래는 

어렵다고 볼수있죠… 

- 구매자: 어차피 안전거래해도 돈이 들어가는건 같

은거 아닌가요?? 

- 판매자: 이해가 안되시나요...? 주문들어오는데로 공

장에 주문서 작성해서 보낸후에 바로 결제를 하는

데 제 사비로 결제를 할수는없지 않나요? 제 개인

이 혼자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사업이 아닙니

다 

- 구매자: 안전송금은 가능한가요? 

- 판매자: 일반이체만 가능하십니다 [계좌번호] 

- 구매자: 상품 언제 오나요 지금 돈 보낸지 일주일 

지났는데 

- 구매자: ?????????? 

- 구매자: [욕설] 

락주셔도 됩니다~~ 

- 구매자: 혹시 안전거래로 결제해도되나요? 

- 판매자: 아 저희가 주문들어오는데로 공장에 보내

서 결제후 공장에서 바로 출고되는거라 안전거래는 

어렵다고 볼수있죠… 

- 구매자: 어차피 안전거래해도 돈이 들어가는건 같

은거 아닌가요?? 

- 판매자: 이해가 안되시나요...? 주문들어오는데로 공

장에 주문서 작성해서 보낸후에 바로 결제를 하는

데 제 사비로 결제를 할수는없지 않나요? 제 개인

이 혼자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사업이 아닙니

다 

- 구매자: 안전송금은 가능한가요? 

- 판매자: 일반이체만 가능하십니다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실시간으로 거래 대화에 기반한 사기 탐지 프로세스를 성공적으

로 운영하려면,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주의 !!! 

위의 대화 내역을 기반으로 AI 알고리즘 탐지 결과, “안

전거래 불가 및 계좌 송금 유도” 는 주요 사기 통로 중 하

나이고, 따라서 본 거래는 사기 가능성이 87%로 높게 예측

됩니다. 안전거래 기능 이용을 권장 드리며, 불가피한 경우 

직거래 후 정상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현재 이 

거래 및 판매자를 사기 탐지 전문 인력이 분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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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프라, 그리고 실시간 모델 기반 탐지, 오 탐지(정상 거래를 사기 거래

로 판단 또는 사기 거래를 정상 거래로 판단)건에 대한 피드백, 사기 거래 및 

유저 제재, 수정된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의 재 학습 등의 순환 프로세스와 이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섹션 2에서는 사기 탐지 및 대화 처

리와 관련된 선행연구 내용을 검토했다. 그리고 섹션 3에서는 연구에서 사용

한 데이터, 활용한 모델 그리고 진행한 실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섹션 4

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한 성능, 결과 분석 그리고 사기 탐지와 관련된 데이터 

드리프트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섹션 5에서는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

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내용을 담았다. 

 

2. 문헌 고찰 (Literature review) 

2.1 사기 탐지 관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상의 사기 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

론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기존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사기 탐지는 

신용카드 사기, 거래 정보 탈취 등을 통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닌 제3자의 

부정 행위가 주요 탐지 대상이었다. 그러나 중고 거래는 주로 판매자 즉, 플

랫폼 내의 유저가 사기 거래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특성이 다르다. 따라

서, 본 연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도메인의 선행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접근 방법 측면에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Wang et al. 2010)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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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기 탐지라는 도메인에서 접근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준지도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법론이 있다. 이러한 3가지 접근법은 

데이터에 사기 또는 비정상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는 레이블이 존재하는지 여

부 그리고 해당 레이블을 활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먼저, 정상

과 비정상 행위를 정의하고 구분할 수 있는 레이블이 존재한다면 지도학습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거래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상과 사기 거래라

는 레이블을 분류하는 분류 모델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Naive Bayesian 

Classifier),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SVM(Support Vector Machine),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에 주로 데이터 수가 많은 정상 거래 데이터만 활용하여 준지도학습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상 거래의 데이터 특성 및 분포를 학습하

고 정상 거래의 특성과 많이 차이가 나는 이상치들을 사기 거래로 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와는 다르게 비지도학습은 정상과 사기 거래라는 레이

블 없이 데이터의 특성만을 통해 정상과 사기 거래를 클러스터링 하거나, 데

이터 인코딩 및 복원 과정에서의 노이즈를 이용해 정상과 사기 여부를 탐지하

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에서의 제재 내역, 유저 신고 등의 간접적인 

레이블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델의 학습이 안정적이고 성능이 전반

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지도 학습 방법론을 이용하여 접근하였다. 

2.2 자연어 대화 처리 관련 

또한, 본 연구는 사기 탐지라는 도메인 외에도 대화 텍스트 데이터를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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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연구의 특성도 

보인다. 다양한 자연어 처리 연구 중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 연구 분야

는 주어진 텍스트를 정해진 레이블에 따라 분류한다는 점에서 감정 분석, 스

팸 필터링과 같은 텍스트 분류로 볼 수도 있고, 대화 데이터를 다룬 다는 점

에서는 챗봇과 같은 대화 엔진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어 처리

를 이용한 분류 방법론은 모델의 학습에 이용하는 학습 데이터를 대상으로 특

성 추출(Feature Extraction), 차원 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 분류 방

법(Classification Techniques)의 단계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를 대상으

로 평가(Evaluation)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에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자연어 처리 연구를 

살펴보면, 특성 추출, 차원 축소, 분류 방법 단계에서 모두 뉴럴 네트워크

(Neural Network) 기반의 종단간(End-to-End)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본 연구도 주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되었

다. 

특성 추출 단계에서는 비정형화된 각 단어, 문장 등에 대한 정형화된 벡터 

표현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BOW(Bag-Of -Words),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등의 통계적인 벡터 표현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대부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단어 벡터(word 

vector)를 사용하며 이는 주변에 나타나는 단어를 통해서 해당 단어의 의미가 

정해진다는 단어 분포 가설(Distributional Hypothesis)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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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2Vec(Mikolov et al. 2013; Mikolov et al. 2013), fastText(Bojanowski 

et al. 2016), GloVe(Pennington et al. 2014) 등은 단어에 대해 고정된 밀집 

벡터 표현을 얻는 연구들이고, 최근에는 동음이의어 등 문맥에 따라 그 의미

가 달라지는 문맥적 단어 표현(Contextualized Word Representation)을 얻기 

위한 ELMo(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Peters et al. 2018), 

BERT(Devlin et al. 2018),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Radford et al. 2018)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ELMo, BERT, GPT를 시작으

로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도 대량의 데이터로 모델을 사전 학습하고 각 세부 

태스크에 맞춰서 가중치를 미세조정하는 전이학습 방법론이 주류로 자리잡게 

되었다. 

차원 축소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얻은 단어 또는 문장에 대한 벡터들을 

분류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로 하나의 벡터로 인코딩(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압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자연어 처리에는 앞뒤 단어 또는 문

장 간의 순서 가 중요한 정보이므로 해당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RNN(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 모델이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Seq2Seq(Sutskever et al. 2014)연구에서 번역 대상 언어를 하나의 문맥 벡

터로 인코딩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 이며, 기존 RNN의 단기 의존성

(Short-term Dependency), 기울기 소실(Gradient Vanishing) 문제등을 해결

하기 위해 RNN 대신 LSTM(Long Short-Term Memory)(Hochreiter & 

Schmidhuber. 1997), GRU(Chung et al. 2014) 등을 적용한 연구(Cho et al. 

2014)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앞의 연구들은 번역 대상 문장을 하나의 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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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로 인코딩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자연어 처

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어텐션(Attention)(Bahdanau et al. 

2014)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에 이어 어텐션을 이용하면서 RNN 구조

의 의존성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트랜스포머(Transformer)(Vaswani et al. 

2017) 연구가 진행되었다. 앞서 특성 추출 단계에서 언급한 BERT와, GPT 

역시 모두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연구들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대화 데이터 

같이 계층적 구조의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RNN 기반 계층적 모델

에 대한 연구 VHRED(Serban et al. 2017), HA-RNN(Tran et al. 2017), HM-

RNN(Chung et al. 2017) 등이 수행되었다. 또한, 문장 분류에 임베딩과 함께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을 적용한 연구(Kim. 2014)도 진

행되었다. 

분류 단계에서는 차원 축소 단계에서 인코딩된 벡터를 기반으로 출력 노드

와의 전연결(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해당 텍스트의 분류를 수행한

다. 분류하려는 부류(Class)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주로 마지막 출력 

노드의 활성화 함수로는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를 이용하여 각 부류에 속

할 확률을 출력하게 된다. 

평가 단계에서는 앞 단계들을 통해 학습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테스트 데

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평가 지표로는 혼

동행렬(Confusion Matrix)에 기반한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

현율(Recall), F1스코어, ROC커브(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 

AUC(Area Under ROC Curve) 등이 존재한다. 각 평가 지표는 측정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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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가 다르므로, 연구 문제에 따라 적절한 평가 지표를 선택하는 일은 매

우 중요하고, 해당 연구 문제의 특성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영역 등에 따라 

적절한 평가 지표는 달라질 수 있다. 

한국어에 대한 자연어 처리 연구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데이터와 같이 띄

어쓰기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문장에 대한 분류를 어절 기반 임베딩을 통해 

CNN모델로 진행한 연구(박근영 외. 2018), 의도와 관련된 도메인 벡터를 도

입하여 한국어 대화에서의 의도 분류와 관련된 연구(최동현 외. 2018, 정영섭. 

2019)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1)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사기 거래 탐지라는 측면에서 중고 거래가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탐지 대상은 플랫폼의 유저로서의 판매자 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사기 탐지의 대상이 주로 전문 사기 집단에 한정되었던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2) 선행 연구들이 주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에 기반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를 활용해 사기를 탐지하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이처럼 본 연구는 중고 거래 플랫폼의 특징을 반영해 선행 연구와 차별점을 

두었기 때문에 향후 중고 거래 플랫폼에 서 사기를 탐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학문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에 한

국어 대화 및 온라인 텍스트에 대한 자연어 처리 선행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한국어 대화 데이터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2) 하나의 자연어 처리 모델을 이용하기 보다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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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을 실험하고 비교함으로써 온라인 한국어 텍스트에 대해 적절한 방법

론이 어떤 것인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연구 방법 (Methods) 

3.1 데이터 

3.1.1 데이터셋 

연구에 이용한 데이터는 국내 대형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용자들

이 발생시킨 거래 대화 텍스트 데이터 이며,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의 전체 데이터 중 데이터 규모와 관련된 보안 이슈로 랜덤 샘플링된 일부 데

이터이다. 이 중 2월의 데이터는 본 연구에 앞서 데이터를 파악하고 전처리 

방법론에 대한 탐구에 쓰였고, 그리고 3월 데이터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학습

하는데 사용됐으며, 마지막으로 4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는 학습된 알고리즘

을 실험하고 타당한 모델의 지속 기간을 판단하는데 사용하였다. 거래 대화 

텍스트 데이터에는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유형 (텍스트 메시지, 상품 링크, 

운송장 정보 등), 작성 시각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표 2]와 같이 예시를 들 수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대화 데이터는 하나의 거래 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가 정상

적인 거래 인지, 사기 거래인지 대화의 흐름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 

[표 2] 거래 대화 예시 

거래 유형 거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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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거래 (직 거래) 

- 구매자: 안녕하세요 직거래 하고싶은데 어디사세요? 

- 판매자: 창동역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 

- 구매자: 네 

- 구매자: 몇시쯤 직거래 가능하세요? 

- 구매자: 지하철로 갈 예정입니다 

- 구매자: 10분안에 도착할거 같네요! 

- 판매자: 지하철 역사안에서 봬요! 

- 구매자: 감사합니다~ 

정상 거래 (택배 거래) 

- 판매자: 네 한상자에 50매 만원 배송비 2500원입니다 

- 구매자: 두박스 사면 

- 구매자: 80미리나 160미리는 없으신가유? 

- 구매자: 택비까지 12500보내드리면되나요? 

- 구매자: 최근거면 두박스 구매할려구용 

- 판매자: 내일 오전에 확인해보고 답 드릴게요 

- 구매자: 계좌좀 주실수있을까요.. 

- 판매자: [계좌번호] 

- 구매자: 택포가격맞죠? 

- 구매자: 혹시 내일 받고싶은데 오늘 보내주실수있을까요? 

- 판매자: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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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거래 (안전 거래) 

- 구매자: 안전 거래 어떻게해요? 

- 판매자: 요기 위에 안전거래 누르면 아마 될걸요..? 

- 구매자: 내일 보내면 언제 도착할까요? 

- 판매자: 지금 사진 찍어 보내드릴테니 

- 구매자: 근데 사이즈가 조금 걸려서 

- 구매자: 아! 감사합니다 바로 결제할게용>< 

- 판매자: 감사합니당>< 

- 구매자: 넵! 저도 감사합니다! 

사기 거래 

(안전 거래 불가 및 계좌 

송금 유도) 

- 구매자: 사고 싶습니다 안전거래 가능한가요. 내일 바로 입금 가능 합니다 

- 판매자: 내일입금하시면 그다음날 출고됩니다. 아 저희가 주문들어오는데로 공장

에 보내서 결제후 공장에서 바로 출고되는거라 안전거래는 어렵다고 볼수있죠… 

- 구매자: 그럼 만약내일 입금한다고 하면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 판매자: 금요일 토요일에 받아보실수있습니다. 내일다시연락주세요 

- 구매자: 입금했어요 

- 구매자: 언제와요?? 물건 아직도 안왔어요 

사기 거래 

(안전 거래 불가 및 계좌 

송금 유도) 

- 구매자: 중고거래는 처음해보는거라서 

- 판매자: 앗 생각해보시구 말씀해주세요. 천천히 연락주셔도 됩니다~~ 

- 구매자: 혹시 안전거래로 결제해도되나요? 

- 판매자: 아 저희가 주문들어오는데로 공장에 보내서 결제후 공장에서 바로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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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거라 안전거래는 어렵다고 볼수있죠… 

- 구매자: 어차피 안전거래해도 돈이 들어가는건 같은거 아닌가요?? 

- 판매자: 이해가 안되시나요...? 주문들어오는데로 공장에 주문서 작성해서 보낸후

에 바로 결제를 하는데 제 사비로 결제를 할수는없지 않나요? 제 개인이 혼자하

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 구매자: 안전송금은 가능한가요? 

- 판매자: 일반이체만 가능하십니다 [계좌번호] + 지급이자와 할인료 

- 구매자: 상품 언제 오나요 지금 돈 보낸지 일주일 지났는데 

- 구매자: ?????????? 

- 구매자: [욕설] 

사기 거래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가 

어려운 위치 제시) 

- 구매자: 안녕하세요. 직거래 되나요? 

- 판매자: 공장에서 바로 출고되는제품입니다 

- 구매자: 그럼 직거래가 안 돼요? 

- 판매자: 아뇨아뇨. 가능합니다. 내일거제에서 가능합니다. 

- 구매자: 거제가 뭐에요? 

- 판매자: 거제 고현동에서 가능합니다 

- 구매자: 거제 너무먼데 그냥 택배 거래 하죠 

- 판매자: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상품 출고 후 배송 드려요 

- 구매자: 보냈어요 

- 구매자: 물건 안오는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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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3월 데이터의 통계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샘플링

된 1,285,769 개의 대화 데이터(거래 세션 단위)가 존재하고, 해당 대화 데이

터에는 총 9,046,831 개의 문장 데이터(메시지 단위)가 존재한다.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했을 때, 문장 및 대화 모두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특정 

대화 또는 문장은 그 길이가 매우 긴 이상치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GPU 메모리의 제한으로 인하여 문장 내에서의 토큰 그리

고 대화 내에서의 문장 개수를 제한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타당한 최대 토큰 

개수 및 문장 개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문장 내에서의 토큰 개수 분포, 그리고 

대화 내에서의 문장 개수 분포를 [그림 1], [그림 2]와 같이 확인하였다. 

 

[그림 1] 문장 내에서의 토큰 개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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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화 내에서의 문장 개수 분포 

두 분포에서 모두 시퀀스의 길이가 너무 긴 이상치들이 발견되었으며, 직접 

확인해본 결과 매우 긴 문장은 의미 없는 문구를 반복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고, 매우 긴 대화는 거래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내용을 공유

하는 잡담이 대부분이었다. 99분위수로 각 분포를 필터링하여 너무 긴 이상치

들을 제거한 분포는 각각 [그림 3], [그림 4]와 같다. 

 

[그림 3] 이상치 제거 후, 문장 내에서의 토큰 개수 분포 



 

 

17 

 
[그림 4] 이상치 제거 후, 문장 내에서의 토큰 개수 분포 

데이터 내 문장의 경우 99%가 29개 이하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

화의 경우 99%가 48개 이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3.1.2 전처리 

위에서 언급한 거래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거래 단위의 학습 데이터

셋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처리 과정에서 

엄격한 토큰 정규화, 비속어 필터링 등의 과정은 생략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 자체가 노이즈가 많은 온라인 대화 텍스트를 잘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1.2.1 문자 단위 전처리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유효하지 않은 문자

가 포함된 경우가 있었으며, 해당 문자가 학습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고 다른 

전처리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 정규표현식을 기반으로 해당 문자들

을 제거하였다. 해당 문자들은 UNICODE 상으로 \ufffe, \uffff 등 이며 키

보드 입력에 대한 오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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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거래 세션 분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거래 대화 데이터는 원래 거

래 단위가 아닌, 사용자 단위로 대화 채널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채널 

내에 복수 개의 거래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단위로 사기를 탐지 하

기 위해서는 이를 거래 단위로 구분하는 전처리가 필요하며, 메시지 전송 시

각에 기반해 거래 세션을 분리하였다. 적절한 거래 세션 분리 단위를 설정하

기 위해 2월 데이터로부터 대화 채널 별 메시지 개수 분포, 메시지 간 시간차 

분포, 상품 개수 분포 등 다양한 통계 수치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메시지 

시간차가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세션 간 공백으로 인식하여 분리하도록 처

리하였다. 

3.1.2.3 토크나이징 

토크나이징(Tokenizing)이란 자연어 텍스트를 자연어 처리에 사용할 단위인 

토큰(Token)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도 학습 및 비지

도 학습에 기반한 토크나이징 방법론을 구분하여 처리를 수행하였다. 지도 학

습 기반의 토크나이징이란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토크나이징 모듈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형태소 분석기가 이에 해당한다. 지도 학습 기반의 

토크나이징은 세종 말뭉치(Corpus) 등 이미 의미 단위로 잘 분리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되었기 때문에 처리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토큰으로 분리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나, 데이터 내에 노이즈가 많거나 신조어, 줄임말 등 학습 데

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패턴이 다수 존재할 경우 적절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문

제점이 있다. 비지도 학습 기반의 토크나이징이란 외부 토크나이징 모듈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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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크나이징 기법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주로 인접한 문장 구성 성분이 데이터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같이 

등장했는지 와 같은 통계적인 정보를 이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여러 방법론 

중 널리 활용되는 BPE(Byte Pair Encoding)(Sennrich et al. 2015)에 기반한 

Google의 Sentencepiece1를 이용하였다. 

3.1.3 레이블링 

본 연구에서는 사기를 탐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 중에서 지도 학습에 해당

하는 분류 모델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사기 거래와 정상 거래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각 부류를 “사기”와 “정상”으로 레이블링 하였다. 사기 거래

와 정상 거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하였는데, 플랫폼 이용 

유저에 대한 제재 정보와 플랫폼 이용 유저들의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레이블

링을 진행하였다. 유저 제재 정보는 제재 유저, 피해 유저, 제재 종류(임시 제

재, 영구 제재 등), 제재 사유 타입(거래 사기, 부적합 상품 등), 제재 적용 시

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거래 대화 텍스트를 세션 단위로 구분한 데이

터에 대해 판매자가 제재 유저와 일치하고 해당 거래로 인하여 제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 이후에 거래 사기로 인하여 

제재가 발생한 경우만 사기로 레이블링 하였다. 또한, 유저 신고 정보는 신고 

종류(상품, 유저, 댓글 등), 피신고 유저, 신고 사유 타입(거래 사기, 부적합 

상품, 욕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역시 거래 대화를 세션 단위로 구분한 

 

 

 
1 Google, Google/sentencepiece, https://github.com/google/sentence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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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대해 판매자가 피신고 유저와 일치하고 해당 거래 세션 이후에 거래 

사기로 신고가 발생한 경우만 사기로 레이블링 하였다. 사기에 대한 레이블링

은 정상 유저 및 거래에 대한 오탐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였

다. 정상 유저나 거래를 실수로 사기로 탐지 했을 때 중고 거래 플랫폼이 입

는 피해가 그 반대의 경우(사기 유저나 거래를 실수로 정상으로 탐지한 경우)

의 피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저 제재와 유저 신고 모두 발생

한 경우만 사기 거래로 레이블링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으로 

레이블링 하였다. 해당 레이블이 사기 거래와 정확히 1:1로 대응되는 것은 아

니지만, 플랫폼 내부적으로 제재 및 신고 유저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거래 사기와 관련된 이슈는 레이블로 이용하기에 타당하다

고 판단했다. 

3.1.4 샘플링 

레이블링 결과, 정상 부류 대비 사기 거래 부류 데이터 수가 매우 적은 데

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사기 탐지, 기기 고장 탐지, 고객 이탈 

탐지 등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를 분류 문제로 접근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

로서, 탐지의 주요 목표가 되는 부류의 발생 빈도가 매우 희귀하여 데이터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균형 데이터를 그대로 모델에 학습시킬 경우 다

수 부류의 정보만으로 편향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데이터 기반 접근법에는 소수 부류 데이터를 확장시키는 over-sampling 기반

의 SMOTE(Chawla et al. 2002)와 다수의 부류 데이터를 감소시키는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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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이 있고, 알고리즘 기반 접근법에는 비용함수에 부류 비율의 가중치 

반영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데이터의 양이 비교적 많아서 일

정 규모 이상의 사기 부류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해당 데이터 수에 맞춰서 비

율적으로 정상 부류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under-sampling 방법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성능 비교를 통해서 사기 부류 대비 정상 부류 비율이 1:9 일 때 검증 

에러가 작은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비율로 샘플링을 진행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3.2 모델 

본 연구에서는 거래 텍스트를 사기 또는 정상 부류로 분류하기 위하여 다양

한 모델을 적용해보았다. 그리고 사전 학습된 BERT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델에서 자체 임베딩을 처음부터 학습하였다. 실험한 모델 종류는 시퀀스 데

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RNN 기반의 계층적 구조를 가진 계층 구조 모델인 

H-RNN(Hierarchical RNN)(Serban et al. 2017; Tran et al. 2017; Chung et 

al. 2017), 토큰 기반의 대화를 인간 담당자가 시각적으로 인식하여 분류하는 

것처럼 분류하는 모델인 CNN(Kim. 2014), 최근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Transformer(Vaswani et al. 2017) 인코더 구조를 본 

연구의 데이터에 사전 학습시킨 모델, 마지막으로 대량의 한글 코퍼스에 사전 

학습된 여러 BERT(Devlin et al. 2018)를 적용했고 각 모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2.1 Hierarchical RNN 

먼저, Hierarchical RNN 기반 모델을 본 연구에 활용한 이유는 대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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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가 계층적인 시퀀스(토큰의 시퀀스인 문장, 문장의 시퀀스인 대화) 형

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큰의 배열인 문장을 하나의 벡터로 인코

딩하고, 문장의 배열인 대화를 하나의 대화 벡터로 인코딩하는 계층적인 구조

를 모델링 한다면 각 문장 정보 및 문장 별로 화자가 다른 대화의 정보를 효

과적으로 인코딩 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진행된 HA-RNN (Tran et al. 

2017)을 주로 참고 하였으며, 모델의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Hierarchical RNN 모델 구조 

토큰 단위로 분류된 대화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으면, 각 토큰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로 변환되고, 토큰의 배열인 문장들을 하나의 벡터 표현으로 인코

딩하게 된다. 또한, 인코딩 된 문장들을 하나의 대화로 인코딩하게 되는데 각 

문장의 화자가 구매자인지 판매자인지 구분하기 위한 별도의 임베딩 벡터를 

각 문장에 더해준 후에 인코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인코딩 된 대

화 벡터에 대해 전연결 레이어를 통해서 해당 대화에 대한 사기 거래 여부를 

이진 분류하게 된다. 각 인코딩 과정에서는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 각 벡터의 

차원 단위로 Dropout(Srivastava et al. 2014)을 적용한다. 

3.2.2 Jamo CNN 

시퀀스로 이루어진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통 RNN 계열의 모델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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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장 분류에서 CNN모델을 적용한 이전 연구(Kim. 

2014)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글의 특성인 자음과 모음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CNN 모델을 적용해보았다. 한글을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기존에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패턴 기반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글자를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하여 회피하는 경향성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구체적

인 예시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Jamo CNN 모델 구조 

위의 예시에서 보듯이, 플랫폼 내부에서의 사기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외

부 메신저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다수의 외부 메신저 정식 명칭

은 이미 탐지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부러 글자를 자음과 모음 또는 

시각적으로 유사한 영어 알파벳을 섞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패턴

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변화에 맞추는 자동화된 대응을 위해서는 알고리

즘에 의한 패턴 탐지가 필수적이다.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된 대화에 대해서 

CNN을 적용한 모델은 이러한 패턴을 대화 내에서 탐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

졌다고 할 수 있다. 



 

 

24 

3.2.3 Transformer 

최근 자연어 처리 문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델들은 보통 

Transformer(Vaswani et al. 2017) 구조에 기반한 모델들이다. 시퀀스 내에

서 토큰 간의 관계성을 포착하기 위한 셀프 어텐션 및 시퀀스 내에서의 순서 

의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포지션 인코딩을 통해서 기존 RNN 기반 모델에 

비해서 병렬 학습이 가능해지고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도 Transformer 모델을 차용하였으며, 전체 모델 구조 중 인코더 만을 

사용하여 대화의 정보를 압축하였다.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 외에 본 문

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 정보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전 H-RNN 모델과의 차이점은 계층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없는 모델 구조

로 인하여 전체 대화를 하나의 시퀀스로 평탄화 하였다는 것, 그리고 문장이 

아닌 토큰 단위로 화자의 정보를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모델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Transformer 모델 구조 

전처리 단계에서 형태소 기반 또는 BPE 기반으로 분리된 각 토큰들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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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먼저 모델의 입력 구조에 적합하도록 각 문장들을 하나의 시퀀스로 만

드는 평탄화 단계를 거치고, 각 토큰의 배열 내에서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포지션 인코딩이 추가되고, 마지막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구분하기 위한 토

큰 단위의 임베딩 또한 추가된다. 이렇게 3가지 정보가 합해진 토큰의 시퀀스

가 입력되면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과 동일한 인코더 레이어를 거치면서 대화

의 정보를 압축한다. 다만, H-RNN에서 대화 인코더에서 다음 문장을 참조하

지 않기 위해 Bi-LSTM(Schuster et al. 1997)을 사용하지 않듯이, 다음 문장

의 토큰에 대한 어텐션을 미리 계산하지 않도록 마스크 셀프 어텐션(Masked 

Self Attention)을 적용했다. 4 ~ 10개 사이의 레이어를 모두 실험한 결과, 그 

중 10개의 인코더 레이어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검증하여 최종 레이

어 개수는 10개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인코더 레이어를 통해 나온 토큰들의 

히든 벡터에 대해 해당 벡터들의 평균 벡터를 대화 벡터로 인코딩 하였다. 최

종적으로 인코딩 된 대화 벡터에 대해 전연결 레이어를 통해서 해당 대화에 

대한 사기 거래 여부를 이진 분류하게 된다. 

3.2.4 Pretrained BERT fine-tuning 

2018년에 획기적인 사전 학습 모델 BERT(Devlin et al. 2018)이 등장한 이

후로, 최근 자연어 처리에서 주류를 차지한 접근방법은 거대한 양의 말뭉치

(Corpus)에서 준지도학습(Semi-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이후 세부 태스크(Downstream Task)에 맞춰서 미세조정(Fine-

tuning) 학습을 거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다수 수행된 세부 태스크

인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 품사 태깅(POS tagging) 등 언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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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기 거래 여부를 분류하는 목표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특성이 다른 세부 태스크에서도 사전 학습된 모델이 유효

한지 검토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판단하였다. 대화 데이터 구조를 

평탄화 하고, 토큰에 순서 및 화자 정보를 추가하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Transformer 모델과 거의 유사하나, 모델의 세부 사항 및 이후 인코더 레이

어에서 사전 학습 모델의 가중치를 가지고 학습을 시작하는 차이를 보인다. 

BERT 기반 모델 역시 다음 문장의 토큰에 대한 어텐션을 미리 계산하지 않

도록 마스크 셀프 어텐션(Masked Self Attention)을 적용했다. 구체적인 모델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BERT 모델 구조 

먼저, 형태소 기반 또는 BPE 기반 토크나이징을 거치는 대신에 BERT 모

델에서는 사전 학습된 BERT 토크나이저를 이용하여 문장 내에서 토큰을 분

리한다. 따라서, 각 사전 학습 BERT 모델 마다 단어 사전(Vocabulary) 구성

이 다르며, 어떤 말뭉치로부터 사전 학습이 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세부 태스

크에서 성능 차이를 보이게 된다. 토큰화 과정을 거친 후에 위에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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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r 모델과 유사하게 위치 정보와 화자 정보를 각 토큰에 추가하게 

되는데 BERT 모델의 차이점은 위치 정보 추가 시 주기 함수에 기반한 인코

딩(sinusoid 함수)이 아닌 별도의 위치 임베딩을 추가하며, 화자 정보 추가 시

에는 별도의 임베딩이 아닌 BERT 사전 학습 과정에서 수행된 과제인 다음 

문장 맞추기(Next Sentence Prediction)에서 이용된 문장 구분 정보인 

Segment 임베딩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BERT 사전 학습 모

델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다. 해당 정보가 

모두 종합된 평탄화 된 대화 데이터를 인코더에 입력하며, 인코더는 대량의 

말뭉치에서 사전 학습된 BERT 인코더이며 보통 12개의 Transformer 인코더

로 이루어져 있다. 각 레이어의 가중치는 사전 학습 단계에서 이미 조정이 되

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사기 거래 탐지에 적합하게 세

부 조정하는 단계를 학습에서 거치게 된다. 인코딩 후에는 분류에 이용하는 

CLS 토큰 벡터를 해당 대화 데이터의 인코딩 정보로 이용하며, 해당 벡터에 

전연결 레이어를 거쳐서 사기 거래 여부를 이진 분류하게 된다. 

3.3 실험 

3.3.1 실험 환경 

본 연구의 실험은 대부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인공지능 고성능 컴

퓨팅 지원2을 받아 V100 32G GPU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고성능컴퓨팅 지원 사
업, https://ai-korea.kr/hpc/selectHp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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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이썬(Python 3.7)을 사용하였으며, 딥러닝 모델링을 위해서 

Pytorch(1.6.0), Hugginface의 Transformers(3.3.0, KoBERT사용 시에만 

3.0.2), AllenNLP(1.1.0rc3), Pytorch-Lightning(1.0) 등 그리고 하이퍼파라미

터(Hyper-parameter) 최적화를 위해서 Optuna(2.3.0)를 사용하였다. 

3.3.2 데이터 

먼저, 2020년 3월에 발생한 거래 대화 데이터 중 일부를 랜덤 샘플링하여, 

약 54만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하나의 인스턴스는 구매자

와 판매자의 대화로 이루어진 거래 세션을 의미한다. 모델의 학습, 검증, 테스

트를 위해서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3개로 각

각 나누었으며, 각 크기는 52만, 1만, 1만 인스턴스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

기 탐지 과제는 고객 이탈 예측, 질병 예측, 이상치 탐지 등과 같이 목표로 

하는 레이블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데이터 불균형 현상이 심한 문제이다.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학습 시, 모델이 정상 거래만을 예측하

는 편향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상과 사기 거래의 데

이터를 임의의 비율로 샘플링하는 기법을 적용하였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 학

습 데이터 내 사기와 정상의 비율을 1:9로 설정했을 때 모델의 검증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검증하는 검증 데이

터와 최종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 데이터는 실제 상황에 가까운 평가

가 필요하므로, 레이블의 비율을 조절하는 샘플링은 학습 데이터에만 적용하

였다. 

또한, 사기 탐지 문제가 실제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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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사기 패턴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섹

션1 서론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목표 중 하나인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기 패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습된 모델이 투입된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한 성능을 보이는지, 그리고 성능이 떨어진다면 어

떤 주기마다 변화한 데이터 패턴에 따라서 새로운 모델을 학습해야 적절한지

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델이 학습된 기간과 가

까운 기간의 테스트 데이터 뿐만 아니라, 7일, 14일, 30일, 60일 경과 등 다양

한 기간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고정된 모델이 어떠한 성능 추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3.3.3 실험 설정 

먼저, 입력 데이터와 관련하여 실험에서 이용할 GPU의 메모리가 32G로 제

한되므로, 적절한 입력 데이터의 문장 및 대화 길이가 요구되었다. 앞에서 살

펴보았듯이 데이터의 분포 상 문장과 대화의 길이를 각각 20으로 제한할 경

우 전체 분포의 95%를 커버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합의 길이가 이후 학습에서 

사용할 GPU 메모리에 적합하여 학습 데이터의 길이를 필터링 하였다. 

모델 별로 세부적인 구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토큰 임베딩 차원, 드랍아웃 

비율 등 몇 가지 공통적인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했다. 뉴럴 네트워크 모델

의 경우 해당 하이퍼 파라미터의 설정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

이퍼 파라미터의 최적화 방법에는 그리드 탐색(Grid Search), 랜덤 탐색

(Random Search), 베이지안 탐색(Bayesian Search)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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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최적화 결과를 기반으로 탐색하는 베이지안 탐

색 방법론이 적용된 Optuna 패키지(Akiba et al. 2019)를 이용하여 각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진행했다. BERT 기반 모델의 경우 모델의 구조가 

사전 학습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과적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 데이터

셋에 대한 평가를 매 에포크(epoch)마다 진행하여 검증 오차가 이전보다 높

아지는 경우가 2번 발생하면 모델이 과적합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기멈춤

(Early Stopping)을 적용했다. 

3.3.4 모델 실험 

3.3.4.1 Hierarchical RNN 

H-RNN 모델은 토큰의 시퀀스인 문장을 인코딩하는 문장 인코더와 문장의 

시퀀스인 대화를 인코딩하는 대화 인코더, 총 2가지 인코더에 어떤 인코딩 방

법을 적용 했는지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실험했다. 문장 인코더에는 토큰들의 

벡터를 단순히 합하는 방법인 BOE(Bag Of Embedding), Cell State를 도입하

여 단기 의존성 및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한 LSTM(Hochreiter et al. 

1997), 양방향의 LSTM을 도입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Bi-

LSTM(Schuster et al. 1997)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실험했다. 대화 인코더에

는 BOE, LSTM 방법론만 활용했는데, Bi-LSTM을 제외한 이유는 대화 내에

서 문장의 발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문장을 참조하는 일종

의 반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토큰화 방법에 따라 형태소 기반 

방법과 BPE 기반 방법 2가지를 실험했다. 최종적으로 문장 인코더 3가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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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인코더 2가지, 토큰화 방법 2가지에 따라 총 12가지의 모델에 대해 실험

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대화 인코딩 방법에서는 화자와 

대화 흐름이 고려되는 방법론인 LSTM 및 BiLSTM이 성능이 약 10%p 높고, 

토큰화 방법에서 형태소 기반 방법론이 BPE 방법론보다 성능이 약 2%p 높았

다(H-RNN 모델 별 자세한 실험 결과는 표 부록 1.1. 참고). 다른 모델과의 

성능 비교에는 가장 성능이 좋은 Bi-LSTM 문장 인코더 및 LSTM 대화 인코

더를 사용했다. 

3.3.4.2 Jamo CNN 

CNN 기반 모델은 ngram 필터의 사이즈 및 각 ngram 필터 별 개수가 모

델의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기존의 토큰 단위 또는 글자 단위에 대

한 ngram 필터와 본 연구에서 자모음을 대상으로 하는 ngram 필터는 적절한 

ngram 개수를 정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토큰이나 글자 

단위에 대한 ngram 필터는 2, 3, 4, 5 정도의 필터 사이즈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 자모음은 한 글자당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분리되기 때문에 자모음으로 분리시킨 특정 표현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필터 

사이즈가 최소 3 이상인 경우가 필요했다. 해당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실제로 필터 사이즈를 2, 3, 4, 5로 한 경우와 3, 4, 5, 6, 7, 8 로 더 긴 ngram 

사이즈까지 포함한 경우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정밀도(Precision)를 기준으로 

더 긴 ngram 사이즈를 포함한 경우가 약 15%정도 성능이 좋았다. 따라서, 

다른 모델과의 성능 비교에는 3 ~ 8까지 ngram 사이즈의 필터를 적용한 

CNN모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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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Transformer 

Transformer 모델은 인코더 레이어의 개수 및 멀티 헤드 개수가 가장 중요

한 요소였다. 인코더 레이어 개수는 4, 6, 8, 10개를 모두 실험했고, 멀티 헤드 

개수는 4, 8개를 실험했다. 결과적으로 모델의 크기가 큰 경우가 성능이 좋았

는데, 인코더 레이어 개수는 10개, 멀티 헤드 개수는 8개가 가장 성능이 좋았

다. 

3.3.4.4 BERT 

BERT 기반 사전 학습 모델은 크게 3가지를 사용했다. Hugging Face에서 

제공하는 다국어 말뭉치로 학습된 Multilingual BERT3, SKT에서 제공하는 한

국어 위키 및 뉴스 데이터에 기반한 KoBERT4, 그리고 이준범님이 공개한 한

국어 댓글 데이터에 기반한 KcBERT5 총 3가지 모델을 각각 본 연구의 데이

터셋에서 추가 학습하여 모델의 가중치를 미세조정 하였다. 토큰 분리 과정에

서는 형태소 기반, BPE 기반 방법 대신에 사전 학습된 각 모델의 BERT 토크

나이저를 사용하였다. BERT 기반 모델의 실험 과정에서는 별도의 하이퍼 파

라미터 최적화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고, 에포크 수가 2를 넘어갈 경우 모델이 

과적합되는 경향성을 보여서 모델 학습 시 에포크는 2로 고정하여 학습하였

다. 

 

 

 

 
3 Google Research, mBERT(Multilingual BERT.), https://github.com/google-research/bert. 
4 STKBrain, KoBERT(Korean BERT), https://github.com/SKTBrain/KoBERT. 
5 이준범, KcBERT(Korean comments BERT), https://github.com/Beomi/Kc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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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Results) 

4.1 모델 별 성능 

각 모델 별로 섹션3.3.4 모델 실험에서 언급된 최적화된 하이퍼 파라미터로 

학습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모델 별 성능 

모델 

토큰화 

방법 

인코딩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H-RNN 

Morphe

me 

BiLSTM 

LSTM 

0.9784 0.9390 0.8335 0.8831 

H-RNN BPE 

BiLSTM 

LSTM 

0.9758 0.8941 0.8539 0.8736 

Jamo 

CNN 

Jamo CNN 0.9535 0.8791 0.6088 0.7194 

Transfor

mer 

Morphe

me 

Transformer 0.9712 0.9239 0.7692 0.8395 

Transfor

mer 

BPE Transformer 0.9647 0.8845 0.7354 0.8031 

Multiling mBERT mBERT 0.9684 0.8515 0.8202 0.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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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l BERT 

KoBERT KoBERT KoBERT 0.9729 0.9165 0.7957 0.8518 

KcBERT KcBERT KcBERT 0.9771 0.9103 0.8498 0.8790 

모델 및 토크나이징 방법과 관련해서는, H-RNN, Transformer 모델에 대해

서는 각각 형태소 기반, BPE 기반 토크나이징 방법을 적용한 실험을 분리하

였고, 이외에 Jamo CNN, BERT 모델에 대해서는 정해진 토크나이징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모델의 성능 지표로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스코어 등 다양한 성능 지표를 통해 모델의 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확도의 경우 본 과제의 데이터가 정상 거래에 대해 편향된 불균형 

데이터 특성을 보이므로, 사기 거래를 잘 탐지하는지를 평가하기에는 부적절

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밀도와 재현율, 그리고 F1스코어를 중심으로 모델

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모델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모델의 결과에 따라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모델이 사기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거래 위주

로 인력 리소스를 투입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여러 성능 지표 중 모

델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정밀도가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실

제 서비스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모델이 정상 거래를 사기 

거래라고 판단한 경우(즉, False Positive에 해당한다), 그로 인한 고객 이탈 

및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피해가 크기 때문에, 최종 판단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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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 재현율, F1스코어와 관련하여 성능 위주로 모델들을 비교한 결과, 

형태소 기반의 H-RNN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형태소 기반의 

Transformer 모델 역시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 데이터의 구조 및 특성과 모

델의 구조를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하면, H-RNN 모델은 RNN 레이어를 계층

적으로 이용하는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큰-문장-대화로 이어지

는 계층적 데이터 구조 및 순서가 있는 시퀀스라는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Transformer 모델은 계층적 데이터 

구조를 평탄화하는 작업으로 인해 데이터의 본래 구조가 손실되지만, 포지션 

인코딩을 통해 데이터의 순서 정보를 보완하고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을 통해

서 문장 및 대화 내에서의 토큰 간의 관계성을 잘 포착하여 좋은 성능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마지막 레이어에서 출력된 토큰 히든 벡터들의 평균 

벡터를 해당 인스턴스의 대화 벡터로 인코딩하는 과정이 있는데, 해당 과정을 

RNN으로 대체하면 토큰들의 순서 정보가 반영되어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Jamo CNN 모델은 모델 특성 상 토큰의 특정 패턴을 탐

지하는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문장 및 대화의 순서와 흐름을 반영할 수는 없

으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위의 2가지 모델과 성능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성능 차이 발생은 특정 토큰의 패턴 보다 문장과 대화라는 맥락

이 고려되어야 더 정확한 사기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흥미가 있었던 부분은 Multilingual BERT, KoBERT, 

KcBERT 모델 모두 해당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들과 크게 차이 없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 주류로 자리매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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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학습 방법론이 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다양한 언어를 사전 학습 진행한 Multilingual BERT에 비해서 한국어 

말뭉치를 이용해서 사전 학습을 진행한 KoBERT와 KcBERT가 더 좋은 성능

을 나타낸 것을 보면, 사전 학습 데이터의 언어 및 특성과 세부 태스크 데이

터의 언어 및 특성이 유사할 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의 분석

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4.2 모델 탐지 결과 분석 

모델의 결과 분석에서는 정상 거래를 모델이 오탐지(정상 거래를 사기 거래

로 판단한 경우)하여 사기 거래로 판단한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사례를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동일 기간인 3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각 모델 별 오탐지 비율(전체 대비 오탐지 건 수)은 [표 4]와 같다. 

[표 4] 모델 별 오탐지 비율 

모델 오탐지 비율 

H-RNN Morpheme 0.53% 

H-RNN BPE 0.99% 

Jamo CNN 0.82% 

Transformer Morpheme 0.62% 

Transformer BPE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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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ingual BERT 1.40% 

KoBERT 0.71% 

KcBERT 0.82% 

각 모델 별로 오탐지 사례의 대화내용을 살펴보았고, 대화 내용이 욕설인 

경우 및 대화 내용이 너무 긴 경우를 제외한 대표적인 사례는 [표 5]와 같다. 

[표 5] 모델 별 오탐지 거래의 대화 내용 

모델 대화 내용 분석 

H-RNN 

Morpheme 

- 구매자: 직거래 가능 합니다 

- 판매자: 진월동 

- 구매자: 오늘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판매자: 계좌 이체해주시구 그럼 물건을 다른곳

에다 나둘까요? 

- 구매자: 버노 하나만 남겨주세요 

- 판매자: [전화번호] 

- 판매자: 네 저녁에 연락주십시요 

직거래 및 지역 명 언급을 통해서 택

배 거래를 유도하고 계좌 이체, 전화번

호 등의 대화 내용(또한, 대화 맥락에서 

거래 완료에 대한 내용이 없음)으로 인

해 모델이 사기로 판단  

H-RNN 

BPE 

- 구매자:안녕하세요 ~ 택포해주신다면 바로 입금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 

- 판매자: 칼입금시 kf 94 마스크 1개 동봉해드려

요~ 

마스크가 거래 상품이 아니지만, kf 

94 마스크 사기 이슈 및 계좌 입금 대

화 내용(또한, 대화 맥락에서 거래 완료

에 대한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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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 방금 입금했습니다 

- 판매자: 감사합니다 

사기로 판단 

Jamo CNN - 구매자: 사장님 아직도?ㅋㅋ 

- 판매자: 죄송해요 자꾸 배송 늦어사 ㅠㅠ 

- 구매자: 오 왔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판매자: 네 사장님두요!! 

대화 맥락 상 정상적으로 거래 완료되

었지만, 상품 배송이 늦어지는 일부 토

큰 만으로 사기로 판단 

Transformer 

Morpheme 

- 구매자: 안녕하세요 종이 상품권 인가요 

- 판매자: 네네 거래하시죠 

- 판매자: 긁어서 찍어드리면 되나요? 믿을께용 

- 구매자: 네네 

- 구매자: 계좌는 [계좌번호] 이거 맞으시죠? 

- 판매자: 넵~ 감사합니다 

주요 사기 상품인 상품권 거래와 계좌 

번호가 포함된 대화 내용(또한, 대화 맥

락에서 거래 완료에 대한 내용이 없음)

으로 인해 모델이 사기로 판단 

Transformer 

BPE 

- 구매자: 보고 쿠폰 구매가능한가요? 

- 판매자: 네 

- 구매자: 4장 하면 네고 가능할까요? 

- 판매자: 5800원 입금후 휴대폰번호 알려주세요 

- 구매자: [전화번호] 입니다 

- 판매자: 2장 보냈어요 

주요 사기 상품인 쿠폰 거래와 전화 

번호가 포함된 대화 내용(또한, 대화 맥

락에서 거래 완료에 대한 내용이 없음)

으로 인해 모델이 사기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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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ingual 

BERT 

- 구매자: 계좌주세요 

- 구매자: 10개 주문합니다~~ 

- 판매자: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입니다! 

- 판매자: 넵 입금해주시면 빠르면 내일보내드리겠

습니다! 

- 구매자: 감사합니다~ 물건받고톡할께요 

계좌 입금 대화 내용(또한, 대화 맥락

에서 거래 완료에 대한 내용이 없음)으

로 인해 모델이 사기로 판단 

KoBERT - 구매자: 구매 가능 한가요? 

- 판매자: 구매 가능하세요 

- 판매자: 내일 저녁 가능하세요? 

- 구매자: 네 

- 구매자: 날짜는 상관없는데 제가 퇴근 시간이 늦

어서요 맡겨주시면 제가 계좌이체 해드릴 수 있

는데요 

- 판매자: 네네 ㅠ 가능해요 

- 판매자: 경비실에 돈 맡기고 가시면 제가 물건 

놓고 돈 가져가면 되지않ㄴ나요? 

- 구매자: 넵 입금하였습니다 

계좌 이체 및 사기 거래 발생 가능성

이 높은 부적절한 거래 방식에 대한 대

화 내용(또한, 대화 맥락에서 거래 완료

에 대한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 모델이 

사기로 판단 

KcBERT - 구매자: 아직 출고 안된걸까요? 

- 판매자: 안녕하세요 고객님 ㅠㅠ 잠시 배송현황

좀 확인해드릴게요! 

택배 거래 후 발송이 안되고 있는 대

화 내용(또한, 대화 맥락에서 거래 완료

에 대한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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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고객님 배송현황 확인해봤는데 제품검수 

끝나고 물류업체에 접수까지는 되되셨는데 이번

에 코로나때문에 배송 물량이 많아 출고가 지연

되고 계시네요ㅠㅠ 

사기로 판단 

모델이 오탐지한 경우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사기가 주로 

발생했던 상품 또는 계좌 입금을 유도하는 택배 거래 대화 내용이 검출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구매자의 응답이 없는 경우 해당 거래를 사

기로 판단하였다. 물론 실제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사기 탐지 운영 정책 상 주요 사기 거래 상품 및 

택배 거래, 계좌 이체 건 등은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영 인력의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토큰화 방법에 따라서 동일한 모델

에서도 성능 및 오탐지 건수에서 차이가 발생했지만, BPE 토큰화 방법의 경

우 형태소 분석 대비 낮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형태소에 없지만 사기 탐지에

서 중요한 토큰을 분리하여 탐지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섹션 4.1 모델 별 성능 차이에서 Jamo CNN 모델이 시퀀스가 고려되는 나머

지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다소 낮은 이유를 위의 모델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

었는데, 그 이유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기보다 특정 토큰의 패턴 위주

로 탐지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더 정확한 사기 거래 탐지를 위해서는 특정 

토큰 패턴 일부만 고려하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시 한 번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 외 대부분의 

오탐지 대화 내용은 화자 간 욕설 또는 대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대화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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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

안은 섹션 5 결론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4.3 데이터 드리프트 (Data Drift) 검증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사기 탐지에 대한 모델의 적절한 학습 주기

를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델이 학습된 이후에 경과 시간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하고, 성능이 저하되는 지점을 포착한 후, 해당 지점

까지 모델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실험을 위해서 모델 학습 

기간 이후 1일, 7일, 14일, 30일, 그리고 60일이 경과된 기간의 테스트 데이터

를 생성하고, 해당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의 성능 변화를 체크하였다. 그 결과

는 [표 6]과 같다. 

[표 6] 데이터 드리프트 검증 결과 

모델 

토큰화 

방법 

1일 

경과 

PR 

RC 

7일 

경과 

PR 

RC 

14일 

경과 

PR 

RC 

30일 

경과 

PR 

RC 

60일 

경과 

PR 

RC 

H-RNN 

Morphe

me 

0.8164 

0.5852 

0.8208 

0.5792 

0.7922 

0.6082 

0.1414 

0.3889 

0.2164 

0.6864 

H-RNN BPE 

0.7178 

0.5990 

0.7375 

0.6193 

0.7014 

0.6210 

0.0971 

0.4167 

0.1423 

0.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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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o 

CNN 

Jamo 

0.6510 

0.3553 

0.6890 

0.3663 

0.6619 

0.3783 

0.0456 

0.1667 

0.1263 

0.4349 

Transfor

mer 

Morphe

me 

0.7881 

0.4765 

0.8071 

0.4822 

0.7981 

0.5094 

0.1106 

0.3194 

0.1994 

0.5947 

Transfor

mer 

BPE 

0.7056 

0.4564 

0.6459 

0.3312 

0.6424 

0.3498 

0.0447 

0.1528 

0.1485 

0.5740 

Multiling

ual BERT 

mBERT 

0.6915 

0.5602 

0.6991 

0.5629 

0.6815 

0.5978 

0.0654 

0.3472 

0.1286 

0.6775 

KoBERT KoBERT 

0.8021 

0.5332 

0.8021 

0.5279 

0.7675 

0.5663 

0.0982 

0.3056 

0.1952 

0.6302 

KcBERT KcBERT 

0.7606 

0.5963 

0.7681 

0.5974 

0.7543 

0.6255 

0.1140 

0.4306 

0.1718 

0.7160 

먼저, 기간 변화에 따른 각 모델 간의 성능 비교에서는 4.1 모델 별 성능 

에서 언급한 모델의 성능과 동일한 순서를 보였다. 형태소 기반의 H-RNN, 

Transformer 모델이 기간에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뒤를 이

어 KoBERT, KcBERT, Multilingual BERT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본 실험의 주요 목적인 모델의 유효한 주기는 약 30일 정도로 보인

다. 정밀도가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성능 지표임을 감안할 때, [그림 9]에서 

보듯이, 약 30일 전후로 모든 모델의 정밀도가 급격히 저하하는 현상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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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의 특성 대비 기간이 경과하면서 데이터가 

새로운 특성으로 변화하는 데이터 드리프트(Data Drift)현상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 거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는 사기 패턴이 탐지 기제를 

벗어나기 위해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기 패턴의 진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 본 실험의 결과에서 나타난 모델의 유효 주기를 기준으로 주기적으

로 새로운 패턴에 대한 모델의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그림 9] 테스트 기간 변화에 따른 정밀도 변화 

 

5. 결론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거래 대화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자연어 처리 모델을 통해 

사기 거래 탐지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어 전문 인력의 

검토 없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된 탐지로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대화를 탐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만큼 충분히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신

한 점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나눈 온라인 거래 텍스트를 이용해서 사기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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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거래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과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연구되어 오지 않

은 한국어 온라인 대화 데이터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점이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주요 사기 탐지 요인

인 거래 로그 외에도,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이면서 중고 상품이라는 특성을 가

진 중고 거래에서는 거래 관련 대화가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자연어 처리의 관점에서도 

데이터 구조에 특화된 모델의 성능이 가장 우수했지만, BERT 기반의 사전 학

습 모델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등 전이학습 방법론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데이터 자체의 

한계점으로 직거래, 플랫폼 외부에서 진행된 거래 등 정확히 거래가 완료되었

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대화 내에서 이루어진 개별 거래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추후 플랫폼 상에서의 안전거래 유

도 및 택배 거래 추적 시스템, 거래 완료 확인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거래를 추적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조건

이 갖추어진다면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더 세밀한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갖

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내에 여러 종류의 노이즈가 존재했는데, 

그 중 개체명(Named Entity)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인 전화번호, 계좌번호, 

예금주명 등은 하나의 토큰으로 통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반화 성능을 더 개

선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델의 한계점을 살펴본다면, Transformer 기반의 모델

이 제한된 토큰 개수로 인해서 데이터가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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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에 연구된 변형된 Attention 기반의 모델인 

Longformer(Beltagy et al. 2020), Bigbird(Zaheer et al. 2020) 등의 방법론

을 활용해 본다면 더 긴 대화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거래가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사기 거래 여

부를 탐지하는 모델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표 1]에서 제시한 실시간으로 대

화를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화 모델 구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서 거래 대화 데이

터를 통하여 사기 거래와 대화 패턴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를 기반으로 실시간 대화 처리 모델 연구를 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탐지하는 것이나, 더 나아가 

한국어 온라인 대화 데이터에 적합한 방법론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시사

하였다. 가령 영어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존재했는데, 한국어는 영어와 다

른 고유한 언어적 특성을 가지므로, 영어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에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향후 챗봇, 욕

설 탐지, 혐오 어휘 탐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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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 1.1) H-RNN 모델의 인코더 별 성능  

 

토큰화 

방법 

문장 

인코딩 

대화 

인코딩 

최대 

문장 

길이 

최대 

대화 

길이 

테스트 

정밀도 

(PR) 

테스트 

재현율 

(RC) 

테스트 

F1 

스코어 

Morpheme BOE BOE 20 20 0.7721 0.5087 0.6133 

BPE BOE BOE 20 20 0.7760 0.4883 0.5994 

Morpheme BOE LSTM 20 20 0.9106 0.8008 0.8522 

BPE BOE LSTM 20 20 0.8983 0.8121 0.8530 

Morpheme LSTM BOE 20 20 0.8776 0.6149 0.7231 

BPE LSTM BOE 20 20 0.7820 0.5863 0.6702 

Morpheme LSTM LSTM 20 20 0.9198 0.8437 0.8801 

BPE LSTM LSTM 20 20 0.9058 0.8345 0.8687 

Morpheme 

BiLST

M 

BOE 20 20 0.7600 0.6823 0.7191 

BPE BiLST BOE 20 20 0.7739 0.6609 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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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orpheme 

BiLST

M 

LSTM 20 20 0.9390 0.8335 0.8831 

BPE 

BiLST

M 

LSTM 20 20 0.8941 0.8539 0.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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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llowing the growth of the secondhand product market, 

fraudulent transaction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as well, causing 

huge financial damage to consumers and lowering the credibility of 

the secondhand product market platforms. To solve this problem, 

previous studies have proposed various fraud detection techniques 

ranging from pattern detection to machine learning models that 

mainly used transaction data. However, because of the constantly 

evolving fraud patterns and the lack of information regarding fraud 

patterns in dialogue text and relevant product characteristics within 

transaction data, fraudulent transactions have been difficult to tackle.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and applied variou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lassification methodologies on the transaction dialogue 

text data to detect fraudulent transactions in the secondhand 

product market. Our methodologies took advantage of the rich 

information and patterns from the dialogue text and achieved high 

performance in classification, as measured by accuracy, precision, 

and recall. Based on our research findings, secondhand product 

platforms could detect the most likely fraudulent transactions in 

advance, which would, in turn, help them efficiently use their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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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rces and streamline the fraudulent transactions 

det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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