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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채  분석을 사용한 딥페이크 탐지 성능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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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iques for image generation has led to straightforward 

generation of sophisticated deepfakes. However, as a result, privacy violations through deepfakes has 

also became increased. To solve this issue, a number of techniques for deepfake detection have been 

proposed, which are mainly focused on RGB channel-based analysis. Although existing studies have 

suggested the effectiveness of other color model-based analysis (i.e., Grayscale), their effectiveness has 

not been quantitatively validated yet. Thus,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Grayscale 

channel-based analysis with RGB channel-based analysis in deepfake detection. Based on the selected 

CNN-based models and deepfake datasets, we measured the performance of each color model-based 

analysis in terms of accuracy and time. The evaluation results confirmed that Grayscale channel-based 

analysis performs better than RGB-channel analysis in sever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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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

(Deep Learning)과 가짜(Fake)라는 의미가 결합된 

합성어로, 한 사람의 얼굴을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와 합성함으로써 조작된 비디오를 

생성하는 기술이다[1]. 특히 최근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과 같은 딥러닝 기반의 비디오 

기술이 발전되면서 정교한 딥페이크 생성이 가능해

졌다[2]. 정교하게 생성된 딥페이크 비디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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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산되고 있다[3].

딥페이크 기술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aceSwap, GAN과 같은 딥페이크 생성 기술

을 바탕으로 Celeb-DF[4], FaceForensics++(FF++) 

[5], DFDC[6] 등 다양한 딥페이크 비디오 데이터 세

트가 공개되었으며, 해당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다

양한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가 효과적인 딥페이크 탐

지를 위해 제안되었다. 최근 딥페이크 탐지 연구에 

따르면, 현재 딥러닝 기반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대략 72% 정도의 탐지 정확도를 보인다고 발표되었

다[4]. 비디오 촬영 환경, 해상도, 생성 기술에 따른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딥페이크의 특성상, 현재까

지 발표된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탐지 정확도와 일반

화에 있어서 제한적인 성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혹은 비디오의 분석은 두 가지 

색상 모델인 RGB 채널과 Grayscale(이하 Gray) 채

널로 접근 가능하며, 지금까지 대다수의 딥러닝 기반

의 딥페이크 탐지 연구는 RGB 채널 분석을 기반으

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RGB 채

널 분석은 Gray 채널 분석에 비해 딥페이크 탐지에

서 항상 앞선 성능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Gray 채널 기반의 분석이 딥페이크 비디오 탐지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었다[7-8]. 

또한, 딥페이크 탐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미지 

경계 탐지 및 분류에서도 Gray 채널이 빠르고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관찰되었다[9-10]. 하지만 이

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Gray 채널 기반의 딥페

이크 탐지 성능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현재 제한적인 성능을 보이는 딥페

이크 탐지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Gray 채널 기

반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필요

한 상황이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 및 

변수가 존재하는 딥러닝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특성상, 정량적인 실험 및 평가를 통해, Gray 채널 

기반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RGB 채널 기반과 Gray 채널 기반

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 비교 및 분석 연구를 수행하

였다. 기존 딥페이크 탐지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딥페이크 비디오 데이터 세트와 CNN 기반의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를 선별하여, 색상 모델 간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 비교 및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딥페이크 탐지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Celeb-DF[4], FF++[5], DFDC[6] 데이터 

세트를 선별하여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의 학습과 평

가에 사용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CNN 기반의 딥러

닝 네트워크 구조인 XceptionV1[11], InceptionRes 

NetV2[12], ResNet152[13], VGG16[14], DenseNet 

121[15], AlexNet[16]을 선별하여 타깃 네트워크 구

조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딥페

이크 탐지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RGB 채널 기

반이 아닌, Gray 채널 기반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다양한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함으

로써, 딥페이크 탐지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과 확장성

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딥페이

크 생성 기술과 딥페이크 탐지 기술에 관해 설명하였

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프로세스 및 

평가 지표를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선별된 데이터 

세트, 네트워크 구조,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을 기술하였으며, 마

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 

2. 배경 연구 

딥페이크 기술은 일반적으로 딥페이크 생성 기술

과 딥페이크 탐지 기술로 분류된다.

2.1 딥페이크 생성 

딥페이크 생성 기술은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 중 

하나인 오토인코더(Autoencoder)와 생성적 적대 신

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기

반으로 발전되었다. 오토인코더는 입력과 출력이 같

은 구조를 가진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이다. 인코더에서는 입력된 부분을 요

약하며, 디코더에서는 요약한 부분을 학습한 결과물

로 재구성하여 출력한다. 딥페이크 생성 시, 인코더

에서는 얼굴 이미지의 잠재적 특징을 추출하고, 디코

더에서는 얼굴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원리를 가진다

[17]. GAN은 생성 네트워크와 식별 네트워크로 구성

된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이다. 학습 기간 동안 생성 

네트워크에서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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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며, 식별 네트워크에서는 생성 네트워크에 의

해 생성된 딥페이크를 식별한다. 따라서 각 네트워크

는 서로 적대적으로 경쟁하면서 학습을 각자 반복하

여, 생성 네트워크는 딥페이크 생성의 성능을, 식별 

네트워크는 딥페이크 탐지의 성능을 향상한다[2]. 

Chen 외 4명은 머리와 옷의 변화에 따른 정교한 딥페

이크를 생성하기 위해, 실제 얼굴과 매우 흡사한 가

짜 얼굴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생성 기술인 얼굴 스와

핑 알고리즘을 발표하였다[18]. Mokhayeri 외 2명은 

GAN의 변형 네트워크 구조인 통제 가능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C-GAN; Controllable GAN)을 사용하

는 딥페이크 생성 기술인 교차 도메인 얼굴 합성 접

근법을 발표하였다[19]. Zhou 외 4명은 음성 클립에 

입술의 움직임을 맞춘 딥페이크 생성 연구를 발표하

였다[20]. Thies 외 2명은 장면을 캡처하여 정보를 

학습하는 방법인 Neural Textures를 제안하여, 얼굴

을 재연하는 딥페이크 생성 기술인 지연 신경 렌더링

을 발표하였다[21].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딥페이크 

생성 기술이 제안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현실성을 제공하는 딥페이크 비디오 생성이 가능하

게 되었다.

2.2 딥페이크 탐지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주로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 

중 하나인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CNN뿐만 아니라, 장단기 메모리(LSTM; Long 

Short-Term Memory), 양방향 순환 신경망(RNN; 

Recurrent Neural Network) 등 다양한 딥러닝 네트

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다수 발표되었다[22-25]. Rana 외 1명은 앙상블 학습 

기반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인 DeepfakeStack을 제

안하여, FF++ 데이터 세트에서의 높은 딥페이크 탐

지 성능을 확보하였다[22]. Rössler 외 5명은 FF++ 

데이터 세트를 제안하여, 기존에 발표된 딥페이크 탐

지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Xception 

Net이 가장 높은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보인다고 발

표하였다[5]. Li 외 1명은 UADFV[26], TIMIT[27]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딥페이크 탐지 네트워크 구

조인 ResNet과 VGG16을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ResNet50이 가장 높은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보인다

고 발표하였다[28]. Leeuwen은 Celeb-DF, FF++, 

DeeperForensics1.0[29]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해

당 연구에서 자체 개발되어 4개의 컨볼루션 계층만

을 포함하는 Shallow 네트워크 구조와 기존에 발표

된 딥페이크 탐지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 및 분석하였

으며, Shallow와 VGG16이 가장 높은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23]. Li는 비디오 정보 

외에, 생리적 신호, 얼굴 랜드 마크 위치를 사용하였

으며, Celeb-DF, UADFV, TIMIT, FF++, DFD[30], 

DFDC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기존에 발표된 딥페

이크 탐지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DSP-FWA가 가장 높은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보인

다고 발표하였다[24]. 하지만 기존의 딥페이크 탐지 

연구는 주로 RGB 채널 기반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

으며, Gray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딥페이크 탐지 연

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제안한 방법 

다중 채널의 특성상, RGB 채널은 Gray 채널보다 

더 많은 비디오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

의 딥페이크 탐지 연구가 RGB 채널 분석을 기반으

로 하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Gray 

채널 기반 딥페이크 탐지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7-8]. McCloskey 외 1명은 컬러 히스토그램 기반의 

분석은 단순히 리터치한 이미지를(예. 포토샵) GAN

이 생성한 이미지로 오탐지 할 가능성이 있지만, 

Grayscale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GAN으

로 생성한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서술하였다[7]. 또한 Pishori 외 4명

은 딥페이크 탐지에 있어서 Grayscale 히스토그램을 

사용한 모델이 CNN+RNN 기반 모델 및 Eye Blink 

Detection 기반 모델에 비해 높은 탐지 성능을 보임

을 확인하였다[8]. 그 외에도 Gray 채널은 이미지 경

계 탐지에 활용되고 있으며[9], 특정 이미지 분류에

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정확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

에(예. 의료 이미지 분석), 이미지 분류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10]. 기본적으로 RGB 채널은 Gray 채

널에 비해 색상 외에는 유의미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색상이 중요한 분류 요인이 아닌 

이상, Gray 채널에 포함된 정보로도 충분한 성능의 

이미지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10].

이처럼 딥페이크 탐지에 있어서 Gray 채널 기반 

분석의 가능성이 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Gray 채널 



1227Gray 채  분석을 사용한 딥페이크 탐지 성능 비교 연구

Fig. 1. An Overall Process of Our Study.

기반 분석의 효용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한정적인 타입의 네트워크 구조 

형태, 데이터 세트, 혹은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가능

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Gray 채널이 딥페이크 탐지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

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

한 6가지 네트워크 구조, 3가지 데이터 세트, 평가 

지표(AUROC, Confusion Matrix(Accuracy, Preci-

sion, Recall, F1-score), Elapsed Time)를 사용하여, 

RGB 채널과 Gray 채널 간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Gray 채널 기반 분석의 효

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의 진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Fig. 1): 

(Step 1)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최근 딥페이크 탐지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딥페이

크 비디오 데이터 세트(Celeb-DF, FF++, DFDC)를 

선별하였다; (Step 2) 딥페이크 탐지에 주로 사용되

는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 6개를 선별하였다; (Step 

3) 딥페이크 비디오 데이터 세트에서 얼굴을 추출하

고, RGB 채널에서 Gray 채널로 이미지를 변환하는 

등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Step 4)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

페이크 탐지 성능을 측정하고, 비교 및 분석을 수행

하였다.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Step 1:  Choose Dataset 

본 단계에서는 공개된 10개의 딥페이크 비디오 데

이터 세트(예. UADFV 등[4-6, 26-27, 29-33]) 중, 

최근 3년 이내에 공개되었고, 최근 딥페이크 탐지 연

구에 주로 사용되는 1메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 세

트를 선별하였다. 그 결과, 총 3개의 데이터 세트

(Celeb-DF[4], FF++[5], DFDC[6])가 선정되었다. 

Celeb-DF 데이터 세트는 890개의 유튜브(YouTube) 

비디오와 기존에 공유된 딥페이크 데이터 세트

(UADFV[26], TIMIT[27] 등)를 기반으로, 낮은 해상

도와 색상 불일치 등을 개선하여 제작된 5,639개의 

딥페이크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다[4]. FF++ 데이터 

세트는 1,000개의 유튜브 비디오와 3,000개의 Face2 

Face, FaceSwap, DeepFakes, NeuralTextures 기술

로 제작된 딥페이크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다[5]. 

DFDC 데이터 세트는 페이스북(Facebook)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1,131개의 자체 촬영된 비디오와 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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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rchitectural Information of Selected Deep-learning Networks.

Network

Parameter
XcepV1 InResV2 Res152 VGG16 Den121 AlexNet

Total 20,865,578 54,339,910 58,335,746 14,715,714 8,619,074 29,979,394

개의 딥페이크 오토인코더(DFAE; Deepfake Au-

toencoder), MM/NN face swap, GAN 기반 기술로 

제작된 딥페이크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다[6]. 

• Step 2:  Choose Network

본 단계에서는 이미지 처리와 비디오 처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CNN 기반의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 

중, 네트워크 구조별 객체 탐지 및 이미지 분류 성능

을 평가하는 ILSVRC(The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34]에서 우수한 성능

을 보인 네트워크 구조를 선별하였다[13-14, 16]. 또

한, 최근 발표된 딥페이크 탐지 연구 문헌을 분석하

여, 딥페이크 탐지에 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조를 

선별하였다[11-12, 15]. 그 결과, 총 6개의 딥러닝 네

트워크 구조가 선정되었다. 선별된 네트워크 구조 각

각의 전체 파라미터(Total Parameter)는 Table 1과 

같다.

(1) XceptionNet(XcepV1): 정보와 이미지의 특징

을 추출하는 필터 간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이다. 또한, 입력 값을 출력 

값에 더하여 연결해주는 잔여 연결(Residual Block)

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깊은 구조로 학습이 잘 되

지 않는 기울기 소실 문제(Vanishing gradient)를 최

소화할 수 있다. 해당 구조로 이미지 분류에 높은 성

능을 제공하는 XcepV1을 타깃 네트워크 구조로 선

정하였다[11].

(2) InceptionResNetV2(InResV2): 네트워크 안의 

네트워크 구조(NIN; Network In Network)로 구성

된 Inception 구조에[35], 잔여 연결을 사용한 네트워

크 구조이다. 이를 통해 기울기 소실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양한 

InceptionResNet 구조 중에서, 필터 개수를 증가시

켜 이미지 분류에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InResV2를 

타깃 네트워크 구조로 선정하였다[12].

(3) ResNet152(Res152): 잔여 연결을 사용하여, 

기울기 소실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이다. 다양한 ResNet 

구조 중에서, 152개의 계층을 사용하여 이미지 분류

에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Res152를 타깃 네트워크 

구조로 선정하였다[13].

(4) VGG16: VGGNet은 네트워크 구조의 깊이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파라미터 개수를 고

정하고, 3×3 크기의 컨볼루션 필터를 네트워크가 11

개에서 19개의 깊이를 가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가

한 네트워크 구조이다. 다양한 VGGNet 구조 중에서, 

16개의 계층을 사용하여 이미지 분류에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VGG16을 타깃 네트워크 구조로 선정하였

다[14].

(5) DenseNet121(Den121): DenseNet은 각 계층

에서의 값을 누적하여 전달하는 방식인 Feed-For-

ward를 사용한 네트워크 구조이다. 이를 통해 각 계

층 사이에서 학습된 정보의 전파를 강화하여, 기울기 

소실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양한 DenseNet 구

조 중에서, 121개의 계층을 사용하여 이미지 분류에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Den121을 타깃 네트워크 구조

로 선정하였다[15].

(6) AlexNet: AlexNet은 컨볼루션 계층 5개와 완

전 연결 계층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이

다. 또한, 학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렬 구조를 

사용하였다. 해당 구조로 이미지 분류에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AlexNet을 타깃 네트워크 구조로 선정하

였다[16].

• Step 3:  Perform Experiments

본 단계에서는 선별한 데이터 세트와 네트워크 구

조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처리 및 성능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4개의 RTXTI2080 GPU 환

경에서 진행하였으며, Python 3.8.3 버전, Tensor-

flow 2.3.1 버전의 Keras, Pandas, Numpy, Matplot-

lib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의 세부적인 진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Fig. 1): (Step 3-A) 각 데이터 세트 속 얼굴의 연속

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 1개의 비디오를 50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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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processed Image Dataset.

Dataset

Image

Celeb-DF FF++ DFDC

Train Test Train Test Train Test

Real 31,100 13,316 34,983 14,979 22,061 9,972

Fake 197,400 84,550 139,934 59,954 128,751 54,680

Total 228,500 97,866 174,917 74,933 150,812 64,652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Confusion Matrix.

Characteristics

Criteria
Definition Formula

Confusion

Matrix

Accuracy
The percentage of all incidents 

that are accurately expected.

Precision
The percentage of positive predictions that 

turn out to be true positives.

Recall
The percentage of true positives

expected to be positive.

F1-score Precision and recall's harmonic mean.

레임의 이미지로 분할하였다. 이때, 얼굴 영역을 중

심으로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크기인 300×300으

로 비디오를 잘라내었다; (Step 3-B) 잘라낸 Real 및 

Fake 이미지를 무작위로 7 : 3(학습 및 평가)의 비율

로 분할하였다. 이때, 분할된 이미지는 Table 2와 같

이 구성된다; (Step 3-C): 네트워크 구조 사용의 편의

성을 위해, 모든 이미지의 크기를 128×128로 조정하

였다; (Step 3-D): Python OpenCV 패키지를 사용하

여, 각각의 이미지를 RGB 채널에서 Gray 채널의 이

미지로 변환하였다; (Step 3-E, 3-F) 전처리가 완료

된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선별된 네트워크 

구조의 학습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때, 최적화 함

수는 Adam을 사용하고, 학습률은 1e-55로, Batch 

size는 128로, 최대 Epoch은 20으로 설정하였다. 또

한, 정확한 성능 측정 및 평가를 위해, 각 네트워크 

구조별로 총 3번씩 측정하고 평균을 산출하였다.

• Step (4):  Analyze Results

본 단계에서는 AUROC, Confusion Matrix(Acc-

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Elapsed Time

을 평가 지표로 선별하고, 해당 지표에 따라 딥페이

크 탐지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1) AUROC(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의 양성

(Positive) 사례와 음성(Negative) 사례의 분류 정확

도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분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AUC와 확률 곡선인 ROC로 구성되어 있

으며,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의 성능 평가에 주로 사

용된다[36].

(2) Confusion Matrix: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의 예

측 값과 실제 값 사이의 관계성 평가에 주로 사용되

는 지표이다. Table 3과 같이 TP(True Positive), 

FP(False Positive), FN(False Negative), TN(True 

Negative)을 사용한 지표인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로 구성되어 있으며, 딥러닝 네트워

크 구조의 성능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37]. 

(3) Elapsed Time: 요청을 보낸 시작 시간부터 응

답을 받는 종료 시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지표이며,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의 평가 시간 측정에 

주로 사용된다[38].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RGB 채널과 Gray 채널 간의 성능 비교 및 분석

본 섹션에서는 앞서 설명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123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4권 제9호(2021. 9)

Table 4. The Results of AUROC Analysis.

Dataset

Network

Celeb-DF FF++ DFDC

RGB[%] Gray[%] RGB[%] Gray[%] RGB[%] Gray[%]

XcepV1 90 91 47 48 84 81

InResV2 89 90 45 48 81 81

Res152 85 83 40 38 78 74

VGG16 97 97 58 64 91 88

Den121 88 88 43 45 83 81

AlexNet 92 90 52 51 86 85

* Red box  : RGB channel > Gray channel; * Gray box : Gray channel > RGB channel; * Purple box : 

RGB == Gray

Dataset

Avg.

Celeb

-DF
FF++ DFDC Total

RGB

[%]
90.2 47.6 83.8 75.5

Gray 

[%]
89.7 49.0 81.6 73.5   

                           (a)                                                 (b)

  

                           (c)                                                 (d)

Fig. 2. The Results of AUROC Analysis. (a) Average Table of AUROC, (b) Celeb-DF, (c) FF++, and (d) DFDC.

수행한 실험 결과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색상 

모델 간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

다. 실험 결과는 선별된 평가 지표(AUROC, Confu-

sion Matrix, Elapsed Time)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4.1.1 AUROC

Table 4는 AUROC 지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

조별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

을 측정한 결과이다. Celeb-DF 데이터 세트에서는 

AUROC 지표 기준,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

이크 탐지 성능이 유사하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2 : 2). 한편, FF+데이터 세트에서는 AUROC 지표 

기준,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

능이 더 우수하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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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s of Accuracy Analysis.

Dataset

Network

Celeb-DF FF++ DFDC

RGB[%] Gray[%] RGB[%] Gray[%] RGB[%] Gray[%]

XcepV1 91 92 64 68 87 84

InResV2 91 91 66 66 87 86

Res152 90 88 62 67 84 84

VGG16 95 96 68 75 90 88

Den121 91 91 62 68 88 86

AlexNet 93 91 69 67 88 87

* Red box  : RGB channel > Gray channel; * Gray box : Gray channel > RGB channel; * Purple box : 

RGB == Gray

Dataset

Avg.

Celeb

-DF
FF++ DFDC Total

RGB

[%]
91.9 65.2 87.4 81.5

Gray 

[%]
91.5 68.4 85.9 82.3   

                           (a)                                                 (b)

  

                           (c)                                                 (d)

Fig. 3. The Results of Accuracy Analysis. (a) Average Table of Accuracy, (b) Celeb-DF, (c) FF++, and (d) DFDC. 

반면에 DFDC 데이터 세트에서는 AUROC 지표 기

준,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능

이 더 우수하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5 : 0).

Fig. 2는 AUROC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네트워

크 구조별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a): RGB 채널과 Gray 채널별 평균 성능 테

이블, (b): Celeb-DF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c): FF++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

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d): DFDC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Celeb-DF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90.2 : 89.7로, AUROC 지표에

서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유사하다. 한편, FF++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123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4권 제9호(2021. 9)

Table 6. The Results of Precision Analysis.

Dataset

Network

Celeb-DF FF++ DFDC

RGB[%] Gray[%] RGB[%] Gray[%] RGB[%] Gray[%]

XcepV1 93 93 78 79 89 90

InResV2 91 92 78 78 88 89

Res152 91 92 77 78 89 87

VGG16 95 96 81 82 93 90

Den121 93 92 77 78 89 89

AlexNet 93 93 79 79 91 88

* Red box  : RGB channel > Gray channel; * Gray box : Gray channel > RGB channel; * Purple box : 

RGB == Gray

대 Gray Avg.의 비율이 47.6 : 49.0으로, AUROC 지

표에서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 반면에 DFDC 데이터 세트에서

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83.8 : 81.6으

로,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능

이 더 우수하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AUROC 지표에서는 RGB 채

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평균 성능의 비율

이 75.5 : 73.5로,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딥페이

크 탐지 성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4.1.2 Confusion Matrix

• Accuracy

Table 5는 Accuracy 지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조별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

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Celeb-DF 데이터 세트에서

는 Accuracy 지표 기준,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유사하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2 : 2). 한편, FF++ 데이터 세트에서는 Accur-

acy 지표 기준,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

크 탐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1 : 4). 반면에 DFDC 데이터 세트에서는 Accuracy 

지표 기준,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

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5 : 0).

Fig. 3은 Accuracy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네트

워크 구조별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a): RGB 채널과 Gray 채널별 평균 성능 테

이블, (b): Celeb-DF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c): FF++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

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d): DFDC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Celeb-DF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91.9 : 91.5로, Accuracy 지표에

서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유사하다. 한편, FF++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65.2 : 68.4로, Accuracy 지표

에서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

능이 더 우수하다. 반면에 DFDC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87.4 : 85.9로,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Accuracy 지표에서는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평균 성능의 비

율이 81.5 : 82.3으로,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

이크 탐지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 Precision

Table 6은 Precision 지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조별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

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Celeb-DF 데이터 세트에서

는 Precision 지표 기준,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붉은색 박스 : 회

색 박스 = 1 : 3). 또한, FF++ 데이터 세트에서는 

Precision 지표 기준,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

페이크 탐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붉은색 박스: 회색 

박스= 0 : 4). 반면에 DFDC 데이터 세트에서는 

Precision 지표 기준,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딥

페이크 탐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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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Avg.

Celeb

-DF
FF++ DFDC Total

RGB

[%]
92.7 78.2 90.1 87.0

Gray 

[%]
93.0 78.9 89.0 87.0   

                           (a)                                                 (b)

  

                           (c)                                                 (d)

Fig. 4. The Results of Precision Analysis. (a) Average Table of Precision, (b) Celeb-DF, (c) FF++, and (d) DFDC.

Fig. 4는 Precision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네트

워크 구조별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a): RGB 채널과 Gray 채널별 평균 성능 테

이블, (b): Celeb-DF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c): FF++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

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d): DFDC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Celeb-DF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92.7 : 93.0으로, Precision 지표

에서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

이 유사하다. 또한, FF++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78.2 : 78.9로, Precision 

지표에서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유사하다. 반면에 DFDC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90.1 : 89.0으로,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Precision 지표에서는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평균 성능의 비

율이 87.0 : 87.0으로,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

이크 탐지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 Recall

Table 7은 Recall 지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조

별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Celeb-DF 데이터 세트에서는 Recall 

지표 기준,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

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3 : 0). 한편, FF++ 데이터 세트에서는 Recall 지표 

기준,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

능이 더 우수하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2 : 4). 

반면에 DFDC 데이터 세트에서는 Recall 지표 기준,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4 : 2).

Fig. 5는 Recall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네트워크 

구조별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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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Results of Recall Analysis.

Dataset

Network

Celeb-DF FF++ DFDC

RGB[%] Gray[%] RGB[%] Gray[%] RGB[%] Gray[%]

XcepV1 98 98 77 82 96 91

InResV2 98 98 80 79 98 94

Res152 98 95 75 82 92 95

VGG16 100 99 80 87 96 97

Den121 97 97 74 84 97 96

AlexNet 98 97 84 81 96 95

* Red box  : RGB channel > Gray channel; * Gray box : Gray channel > RGB channel; * Purple box : 

RGB == Gray

Dataset

Avg.

Celeb

-DF
FF++ DFDC Total

RGB

[%]
98.1 78.3 95.9 90.8

Gray 

[%]
97.3 82.6 94.7 91.5   

                           (a)                                                 (b)

  

                           (c)                                                 (d)

Fig. 5. The Results of Recall Analysis. (a) Average Table of Recall, (b) Celeb-DF, (c) FF++, and (d) DFDC.

다((a): RGB 채널과 Gray 채널별 평균 성능 테이블, 

(b): Celeb-DF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c): FF++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d): DFDC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Fig. 5에서 볼 수 있듯

이, Celeb-DF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98.1 : 97.3으로, Recall 지표에

서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유사하다. 한편, FF++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78.3 : 82.6으로, Recall 지표

에서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

능이 더 우수하다. 반면에 DFDC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95.9 : 94.7로,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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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Results of F1-score Analysis.

Dataset

Network

Celeb-DF FF++ DFDC

RGB[%] Gray[%] RGB[%] Gray[%] RGB[%] Gray[%]

XcepV1 95 95 77 80 93 90

InResV2 95 95 79 79 93 92

Res152 94 93 76 80 91 91

VGG16 97 98 80 84 94 93

Den121 95 95 76 81 93 92

AlexNet 96 95 81 80 93 92

* Red box  : RGB channel > Gray channel; * Gray box : Gray channel > RGB channel; * Purple box : 

RGB == Gray

Dataset

Avg.

Celeb

-DF
FF++ DFDC Total

RGB

[%]
95.4 78.3 92.8 88.8

Gray 

[%]
95.2 80.5 91.8 89.2   

                           (a)                                                 (b)

  

                           (c)                                                 (d)

Fig. 6. The Results of F1-score Analysis. (a) Average Table of F1-score, (b) Celeb-DF, (c) FF++, and (d) DFDC.

더 우수하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Recall 지표에서는 RGB 채널

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평균 성능의 비율이 

90.8 : 91.5로,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 F1-score

Table 8은 F1-score 지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조별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

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Celeb-DF 데이터 세트에서

는 F1-score 지표 기준,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붉은색 박스 : 회

색 박스 = 2 : 1). 한편, FF++ 데이터 세트에서는 F1- 

score 지표 기준,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

크 탐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1 : 4). 반면에 DFDC 데이터 세트에서는 F1-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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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Results of Elapsed Time Analysis.

Dataset

Network

Celeb-DF FF++ DFDC

RGB[ms] Gray[ms] RGB[ms] Gray[ms] RGB[ms] Gray[ms]

XcepV1 75,879 41,617 63,216 32,186 44,192 30,529

InResV2 89,088 56,695 46,235 42,087 46,372 44,779

Res152 78,858 89,656 60,645 71,698 58,769 61,767

VGG16 64,065 52,817 40,590 33,990 49,413 30,032

Den121 69,343 46,614 48,027 29,088 36,091 27,626

AlexNet 55,036 37,074 51,425 25,531 43,044 22,993

* Red box  : RGB channel > Gray channel; * Gray box : Gray channel > RGB channel; 

* ms is millisecond.

지표 기준,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

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5 : 0).

Fig. 6은 F1-score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네트

워크 구조별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다((a): RGB 채널과 Gray 채널별 평균 성능 테

이블, (b): Celeb-DF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c): FF++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

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d): DFDC 데이터 세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별 탐지 성능).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Celeb-DF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95.4 : 95.2로, F1-score 지표에

서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유사하다. 한편, FF++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78.3 : 80.5로, F1-score 지표

에서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

능이 더 우수하다. 반면에 DFDC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92.8 : 91.8로,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더 우수하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F1-score 지표에서는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평균 성능의 비

율이 88.8 : 89.2로,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

크 탐지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4.1.3 Elapsed Time

Elapsed Time은 이미지 입력, 추론, 결과 출력에 

소요되는 전체 평가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Table 9는 Elapsed Time 지표로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평가 시간을 비교 및 분석한 결과이다. 

Celeb-DF 데이터 세트에서는 Elapsed Time 지표 기

준,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평가 

시간이 더 적게 소요된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1 : 5). 또한, FF++ 데이터 세트에서도 Elapsed 

Time 지표 기준,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

크 탐지 평가 시간이 더 적게 소요된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1 : 5). 마찬가지로 DFDC 데이터 세트

에서도 Elapsed Time 지표 기준,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평가 시간이 더 적게 소요된

다(붉은색 박스 : 회색 박스 = 1 : 5).

Fig. 7은 Elapsed Time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네트워크 구조별 딥페이크 탐지 평가 시간을 평균으

로 나타낸 것이다((a): RGB 채널과 Gray 채널별 평

균 평가 시간 테이블, (b):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평균 평가 시간).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Celeb-DF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

이 72,044.8 : 54,078.8로, Elapsed Time 지표에서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평가 시

간이 더 적게 소요된다. 또한, FF++ 데이터 세트에서

도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51,689.7 : 

39,096.7로, Elapsed Time 지표에서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평가 시간이 더 적게 

소요된다. 마찬가지로 DFDC 데이터 세트에서도, 

RGB Avg. 대 Gray Avg.의 비율이 46,313.5 : 

36,287.7로,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

지 평가 시간이 더 적게 소요된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Elapsed Time 지표에서는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평균 평가 

시간의 비율이 56,682.7 : 43,154.4로,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평가 시간이 더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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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Avg.

Celeb

-DF
FF++ DFDC Total

RGB

[ms]
72,044.8 51,689.7 46,313.5 56,682.7

Gray 

[ms]
54,078.8 39,096.7 36,287.7 43,154.4   

                          (a)                                                   (b)

Fig. 7. The Results of Elapsed Time Analysis. (a) Average Table of Elapsed Time and (b) Total Average of Elapsed 

Time. 

소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4.2 결과 분석

본 연구의 실험 결과, 주로 저해상도(480p) 비디오

로 구성된 FF++ 데이터 세트에서는, Gray 기반 분석

이 성능 우위를 보였다. Recall 지표에서 Gray 채널

이 평균 4.3% 정도의 최대 성능 차이가 측정되었으

며, Precision 지표에서 평균 0.7% 정도의 최저 성능 

차이가 측정되었다. 종합적으로 모든 평가 지표에서

의 성능 차이를 평균으로 산출하면, 평균 2.4% 정도

로 Gray 채널이 RGB 채널보다 딥페이크 탐지 성능

에 있어서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고해상도(1080p) 비디오로 구성된 DFDC 데

이터 세트에서는, RGB 채널 기반이 Gray 채널 기반

보다 다소 성능 우위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

았다. AUROC 지표에서 Gray 채널이 평균 2.2% 정

도의 최대 성능 차이가 측정되었으며, F1-score 지표

에서 평균 1% 정도의 최저 성능 차이가 측정되었다. 

종합적으로 모든 평가 지표에서의 성능 차이를 평균

으로 산출하면, 평균 1.4% 정도로 RGB 채널이 Gray 

채널보다 다소 탐지 성능에 있어서 우위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세트 중 가장 최신의 데이

터 세트로서, 기존의 데이터 세트보다 개선된 해상도

의 비디오로 구성된 Celeb-DF 데이터 세트에서는, 

RGB 채널과 Gray 채널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이 유

사하게 측정되었다. Recall 지표에서 Gray 채널이 평

균 0.8% 정도의 최대 성능 차이가 측정되었으며, 

F1-score 지표에서 평균 0.2% 정도의 최저 성능 차

이가 측정되었다. 종합적으로 모든 평가 지표에서의 

성능 차이를 평균으로 산출하면, 평균 0.4% 정도로 

RGB 채널과 Gray 채널이 유사한 탐지 성능을 보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든 데이터 

세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저해상도 비디오에서는 

Gray 채널이 2% 내외의 성능 차이로 다소 강점을 보

이며, 고해상도 비디오에서는 1% 내외의 성능 차이

로 두 채널이 유사 성능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Gray 채널 기반 분석이 저해상도에서 다소 우위 

성능을 보이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고려

해볼 수 있다. 딥페이크 생성 시, 주로 이미지 합성 

경계에서 해상도 저하가 발생한다[39]. 예를 들어, 더

욱 사실적인 합성을 위해 타깃 얼굴 영역을 가짜 얼

굴 영역의 크기로 늘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얼굴 

경계 부분의 해상도 저하가 발생한다[40]. 따라서 이

미지 경계 부분 탐지에 강점이 있는 Gray 채널 기반 

분석의 특성상[9], Gray 채널 기반 분석이 이러한 저

해상도의 이미지 경계 부분을 잘 탐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얼굴 영역을 중심으로 추출한 

이미지에 대해 딥페이크 탐지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Gray 채널 기반의 분석이 얼굴 중심의 분석에서 우

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일부 증명된 바 있다[7].

이렇게 딥페이크 탐지 정확도에서는 Gray 채널 기

반의 분석이 RGB 채널 기반의 분석과 유사 혹은 일

부 우위 성능을 보인 반면, 딥페이크 탐지 평가 시간

에서는 Gray 채널 기반의 분석이 RGB 채널 기반의 

분석보다 훨씬 앞선 성능을 보였다. 네트워크 구조별 

딥페이크 탐지 평가 시간을 평균으로 환산하였을 때, 

Gray 채널 기반의 분석이 RGB 채널 기반의 분석보

다 31～33% 정도 더 적은 평가 시간이 소요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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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찰되었다. RGB 채널에서 Gray 채널로의 평

균 변환 소요 시간을 포함한 경우에도, Gray 채널 

기반의 분석이 RGB 채널 기반의 분석보다 11～28% 

정도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Gray 채널 기반의 분석이 

RGB 채널 기반의 분석과 유사 혹은 일부 우위에 있

는 딥페이크 탐지 정확도를 제공하면서도, 훨씬 더 

적은 시간으로 딥페이크를 탐지하였다. 따라서 Gray 

채널 기반의 분석이 딥페이크 탐지에 효과적인 접근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UROC, Confusion Matrix 평가 지표로 네

트워크 구조별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누적하여 평균

을 산출하였을 때, 6가지 네트워크 구조 중 VGG16이 

가장 높은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보였다. 네트워크 

구조의 딥페이크 탐지 누적 평균 성능 순위는 VGG16 

> AlexNet > XcepV1 > InResV2 > Den121 > Res152 

순이다.

5. 결  론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정교한 딥페이크 생

성이 가능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였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딥

페이크 탐지 기술이 다수 제안되었지만, Gray 채널 

기반의 분석보다는 RGB 채널 기반의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아직까지 제한적인 탐지 성능을 제공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정량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었던 Gray 채널 기반 딥페이크 탐지의 효율

성에 주목하여, RGB 채널 기반 분석과 Gray 채널 

기반 분석의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딥페이크 

데이터 세트 3종을 선별하여, 각 색상 모델별 전처리

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미지 분류 및 분석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CNN 네트워크 구조 6종을 선별하여,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학습을 하고, 다양한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각 색상 모델별 딥페이크 탐지 정확

도와 딥페이크 탐지 평가 시간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탐지 정확도에서는 Gray 채널 기

반의 분석과 RGB 채널 기반의 분석은 유사한 성능

을 보인 반면, 딥페이크 탐지 평가 시간에서는 Gray 

채널 기반의 분석이 RGB 채널 기반의 분석보다 우

위 성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Gray 채널 기반의 분

석은 RGB 채널 기반의 분석에 비해 딥페이크 탐지

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개선에 중요한 기반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로는 Gray 채널 

기반의 딥페이크 탐지에 최적화된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 연구 및 Gray 채널의 명도 변화에 따른 딥페이

크 탐지 성능 분석 연구, Gray 채널의 해상도 변화에 

따른 딥페이크 탐지 성능 분석 연구 등을 진행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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