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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토픽 시그너처(Topic Signature)와 n-gram을 이용한 댓글 분류 시스템을 개발한다. 토
픽 시그너처는 문서요약이나 문서분류에서 자질 선택을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며, n-gram은 모
든 언어에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악성댓글은 대체로 문장 길이가 짧고 유행어나 변형어의 출현 빈도
가 높으며 비정형화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댓글을 n-gram으로 나누어 자질로 선택한다. 분류를 
위해 베이지안(Bayesian)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글과 영어 댓글에 대한 판별 실험을 통하여 
구현한 시스템이 복잡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며, 언어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  론

현대인의 문화 트렌드라 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정보

를 얻거나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었다. 특히 블로그, 개인홈피 등의 활성화에 따라 누구

나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댓글문화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이면에 이를 악용한 악성댓글 역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잇단 연예인 자

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악성댓글을 꼽고 있으며, ‘사

이버모독죄’의 신설을 두고 찬반 토론 벌어지기도 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Akisme'라는 댓글의 악성여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댓글 

성향을 분석한 결과 악성댓글이 비악성댓글에 비해 약 7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 악플을 반대하는 ‘선

플 달기 운동 본부’[2]가 출범하였다. 이처럼 악성댓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악성댓글을 차단하기 위해 IP 블랙 리스트를 유지[3]하

거나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을 이용[4]하는 등 다

양한 방법이 제시되었으며[5], 주요 포털이나 언론 등 1

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에 한하여 2007년 7

월부터 ‘제한적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악성댓글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방법 중에서 대부분은 

문서에서 주요어(Keyword)를 추출하여 자질로 사용한다. 

그러나 악성댓글은 그 길이가 매우 짧고 무분별하게 사

용된 단어가 많아 주요어를 이용할 경우 댓글의 악성여

부를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악성댓글 전체가 악

성으로 판별되기 보다는 특정 구간이 악성이거나 비속어

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높다. 반면 비악성댓글은 

문장 길이가 대체로 길며 잘못된 단어의 사용이 거의 나

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비악성댓글만을 학습하기에는 그 

형식이 너무 다양하므로 이 또한 학습되지 못한 많은 양

의 단어 처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악성댓글과 악성댓글의 동시 학습을 통해 자

질을 추출하고 댓글의 악성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구

현하고자 한다. 악성댓글의 경우 동일 단어의 출현빈도

가 매우 낮으므로 낮은 출현빈도로도 문서 분류가 가능

한 토픽 시그너처를 사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

에 대한 조사를 하고 3장에서는 댓글의 악성여부를 판별

하는 시스템 구조와 자질 선택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한다. 4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댓글의 악성여부를 판별기 위해서는 단어가 가지는 문

맥상의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야를 감정 

분류(Sentiment Classification)라 한다. 또한 같은 맥락

에서 상위 연구 분야로는 문서 범주화(Document 

Categorization)가 있다. 

감정 분류나 문서 범주화의 경우 국외에서 더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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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단순 단

어 일치에서 구, 문장, 문서로 범주를 확대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2002년에는 단어 중심 자질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6], 이후 자질의 전후 단어를 이용하거나 주변 

문장의 확률을 바탕으로 감성을 분류하는 연구가 이루어 

졌다[7, 8, 9]. 2005년 www 컨퍼런스에서는 악성댓글 

제거를 위해 언어모델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법을 

Mishne,G와 D.Carmel이 제시하였다[4].

최근에는 베이지안(Naive Bayes), 최대 엔트로피

(Maximum Entropy), 지지 벡터 기계(Support Vector 

Machines)[10, 11] 등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 

방법들에서는 특정 영역별로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 의미

를 인지하고 그것을 분류한다[12, 13, 14, 15].

악성댓글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시스

템이 개발되고 있다. 2007년 10월 애초에 악성댓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위더스정보에서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으며, 네이버는 ‘클린점수제도’를 도입하여 

작성글의 악성여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한다. 

포털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에 따라 악성댓

글이 약 2.2%정도 감소했다는 정통부의 보고가 있었다.

등록된 댓글의 악성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

안된 방법으로는 다양한 자질의 추출하고 가중치를 부여

한 후 지지 벡터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16]과 역 카이 

제곱 통계량(Inverse Chi-Square Statistic)을 기반으로 

본문과 댓글의 동시출현 자질을 이용한 방법[17]이 있

다. 두 방법 모두 품사태거 혹은 명사추출기를 이용하여 

특정 자질을 추출, 이를 댓글의 악성여부 판별에 적용한

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악성댓글은 비악성댓글

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므로 자질 추출에 있어 

오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3. 악성댓글 분류 시스템

본 시스템의 이전 논문에서는 한글 댓글의 악성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음절(character) 단위 n-gram을 이용한 

실험이 이루어졌다[18]. 본 논문에서는 한글과 영어 댓

글의 악성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음절 단위와 단어(word) 

단위 n-gram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시스템에 사용된 댓글 중 한글은 인터넷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XML형식으로 저장한다. 악성댓글의 경우 

특정 구간(<block>)을 학습한 후 댓글의 악성여부를 판

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영어의 경우 성능 비교

를 위해 [17]에서 사용한 문서집합을 이용 하였다.

시스템은 크게 학습과 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한글은 음절 단위의 n-gram(구간)으로 분리한 후 다시 

음절 trigram으로 나누어 학습과 평가의 자질로 사용한

다. 악성 댓글 구간 추출 과정에서 구간의 평균 음절수

를 계산한 결과 7에 근접하는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7-gram을 사용한다. 

영어는 단어 단위의 n-gram으로 분리하여 학습과 평가

의 자질로 사용한다.

3.1 토픽 시그너처(Topic Signature)

비악성댓글만을 학습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질의 

종류가 악성댓글에 비해 많으므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장 유형을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유행어가 즐비하고 문장 길이가 길지 않은 악성댓글의 

경우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

재한다. 악성댓글만을 학습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유행어의 비 학습에 따른 처리 문제

- 악성댓글 내의 일반 글의 출현에 다른 높은 빈도수

- 악성댓글에서 사용 되어지는 높은 빈도수의 자질 중 

비악성댓글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 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악성댓글과 비악성댓글 모두

를 학습하여 판별을 위한 자질을 추출하는 토픽 시그너

처를 이용한다. Chin-yew Lin[19]에 의해 제안된 

Log-likelihood Ratio 기반의 토픽 시그너처는 단어 추출

(Term Extraction) 방법을 사용한다. 짧은 문장 길이와 

많은 유행어를 가지는 악성댓글의 경우 반복되는 단어의 

사용이 적으므로 문서분류에 더 많이 사용되는 카이스퀘

어(Chi-Square)보다 나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학습을 위해 문서에서 자질을 추출하고, 각 자질의 각 

문서집합(악성댓글/비악성댓글)에서의 출현빈도를 기록한

다. 각 문서집합에서 나타난 총 자질의 수와 각 자질의 

수를 이용하여 그 자질의 문서집합 내 확률을 계산한다.

악성댓글 비악성댓글

t v11 v12

~t v21 v22

표 1. 토픽 시그너처의 Contingency 테이블

 

[표 1]의 테이블에서 토픽 시그너처는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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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SS(t)는 단어 t가 악성댓글에 속할 경우 토픽 

시그너처 값이며, 계산된 각 단어에 대한 확률은 현재 

문서집합에서의 출현빈도가 높고 반대 문서집합에서의 

출현빈도가 낮을수록 상위에 위치한다. 최종적으로 순위

화된 단어의 리스트를 이용해서 자주 나타나지 않은 단

어(하위 순위)에 대해 평탄화(smoothing) 작업을 거친 

후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3.2 학습 단계

본 논문에서는 한글과 영어 두 언어에 대한 댓글의 악

성여부 판별하기 위해 두 언어에 대한 학습 방법을 약간 

달리 하였다.

한글의 경우 악성댓글의 <title>과 <body> 부분 중 사

람이 직접 선택 한 실제 악성댓글 구간만을 모아 둔 

<block>부분을 학습 한다. 댓글 수집 단계에서 중복되는 

댓글을 배제하여 동일한 댓글이 반복 학습되는 것을 방

지하였으며, 서로 다른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악성댓글 구간은 학습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악성댓

글의 대부분이 띄어쓰기, 맞춤법을 고려하지 않고 비속

어의 등록을 위해 단어 사이에 기호들(주로 . , / ?)과 

공백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기호와 공백을 

제거한 후, 모든 단어를 한 문장에서의 음절 나열로 인

식하였다. [표 2]는 한글 시스템에서 음절 구간 7-gram

과 음절 trigram을 생성하는 과정이며, 여기서 생성 된 

음절 trigram은 식 (1)에 의해 확률이 계산되고 일정 확

률 이상의 음절 trigram은 자질로 선택된다.

입력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도 아름답다.

문장 미소가아름다운사람은마음도아름답다

n-gram

(구간)

\t\t미소가아름다운\t

\t\t소가아름다운사\t

\t\t가아름다운사람\t

\t\t아름다운사람은\t

...

...

...

...

\t\t사람은마음도아\t

\t\t람은마음도아름\t

\t\t은마음도아름답\t

\t\t마음도아름답다\t

trigram

(자질)

\t\t미  \t미소  미소가 소가아  아름다

  름다운  다운\t

표 2. 한글의 음절(character) ‘n-gram/trigram 생성’ 과정

영어의 경우 한글과 마찬가지로 문자 n-gram으로 자

질을 생성한 경우에 대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또한 불

필요한 기호들을 제거한 후, 문장을 공백 기준으로 분리

하여 그 하나를 단어(word)라 지칭하며 n개의 단어를 연

속하여 자질로 생성한 단어 n-gram에 대한 실험도 이루

어 졌다.

3.3 평가 단계

학습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각 댓글의 문서집합

을 결정한다. 각 댓글에서 자질을 추출하고 댓글에 나타

난 자질에 대한 확률값을 학습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다. 식 (2)와 같이 베이지안(Naive Bayes) 모델을 사용

하여 문서에 대한 카테고리별 확률을 계산한다. 이때, 확

률을 문서에서 나타난 총 자질의 수만큼 나누어 문서의 

길이에 따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식 (3)에서  P(D|C)는 카테고리에서 문서가 나타날 

확률이고, C는 카테고리를 나타낸다. AC는 하나의 

댓글에서 나타나는 총 자질의 수이다.

  
  

 


  



 



판정이 어려운 구간(Gray Area)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

는 적은 가능성이라도 모든 경우를 판별해 내고자 하였

기 때문이다.

4. 실험 및 토의

4.1 실험 데이터 및 평가 방법

학습과 평가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들은 한글과 영어 

댓글로 한글 데이터의 경우 YAHOO Korea 

(http://kr.yahoo.com/)의 정치 뉴스 분야 기사를 다른 

기간 동안 무작위로 선택하여 댓글을 수집하였으며, 악

성댓글의 특정 구간은 사람이 직접 선택하였다. 영어 데

이터의 경우 [17]에서 사용한 문서집합을 이용하였다. 

시스템 평가를 위한 문서집합은 [표 3]과 같다.

한글 데이터 영어 데이터

비악성
댓글

악성댓글 일반
댓글

악성
댓글문서량 구간수 단어수

학습
데이타

1,200 1,200 2,047 13,553 10,000 19,586

평가
데이타

170 130 - - 329 612

총댓글 1,370문서 / 1,330문서 10,329 / 20,198

표 3.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 된 문서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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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평가 방법으로는 Precision, Recall, F1-measure

를 이용하였다. 구하는 공식은 식 (4)-(6) 와 같다.

       Gold
System

악성댓글 비악성댓글

악성댓글 A B

비악성댓글 C D

Pr 




  




   Pr
××Pr



4.2 실험 결과 및 토의

[표 4]는 음절 단위 n-gram을 자질로 추출하고 토픽 

시그너처와 카이 제곱 통계량의 값을 이용하여 댓글의 

악성여부를 판별한 실험 결과이다. [표 4]의 실험은 문

장을 구간(n-character)으로 나눈 후 다시 n-gram으로 

잘라 이 n-gram을 자질로 선택한 경우이다. 한글의 경

우 사용자에 의해 따로 수집한 악성댓글 구간(<block>)

만을 학습한 후 음절 구간 7-gram, 음절 3-gram에 대

한 실험 결과이며, 영어는 문자 구간 15-gram, 문자 

7-gram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Model

 평가(%)

Topic Signature Chi-square

한글 영어 한글 영어

P 0.772455 0.981949 0.772152 0.604343

R 0.992308 0.420402 0.938462 0.774343

F1 0.868687 0.588745 0.847222 0.678862

표 4. 토픽 시그너처, 카이스퀘어를 이용한 성능 비교 실험 

결과. 한글은 음절 3-gram, 영어는 문자 7-gram을 사용한 

경우

한글의 경우 [18]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라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음절 구간 7-gram, 음절 3-gram을 이

용한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에서 보면 한글의 경우는 띄어쓰기의 오류를 극복

하기 위해 사용한 음절 n-gram이 적절하게 악성댓글을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는 문자 n-gram으로

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표 5]와 [표 6]은 한글과 영어 댓글 문서에 대해 문

장을 공백으로 나누어 단어(word) 단위 n-gram을 자질

로 선택한 경우로 unigram, bigram, trigram을 각각 자

질로 선택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표 5]는 한글 단어 단위 n-gram에 대한 실험 결과로 

학습 과정에서 악성댓글 구간을 학습한 경우(A)와 댓글 

전체를 학습한 두 가지 경우(B)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Model

 평가(%)
unigram bigram trigram

A

TS

P 0.773585 0.653846 0.666667

R 0.630769 0.261538 0.215385

F1 0.694915 0.373626 0.325581

CH-S

P 0.735294 0.631579 0.627451

R 0.576923 0.276923 0.246154

F1 0.646552 0.385027 0.353591

B

TS

P 0.642384 0.542169 0.603175

R 0.746154 0.346154 0.292308

F1 0.690391 0.422535 0.393782

CH-S

P 0.531250 0.534653 0.586667

R 0.784615 0.415385 0.338462

F1 0.633540 0.467532 0.429268

표 5. 한글 댓글에서 단어(word) unigram/bigram/trigram 자

질을 이용한 실험결과

[표 6]의 왼쪽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어 단어 

n-gram에 대한 실험 결과이며, 오른쪽은 동일한 영어 

댓글 문서를 [17]에서 tf-idf와 ‘역카이제곱+동시 출현 

자질’을 이용한 실험 결과이다.

         Model

 평가(%)
unigram bigram trigram [17]

TS

P 0.918251 0.768448 0.877934 0.9566

R 0.746522 0.933539 0.578053 0.6127

F1 0.823529 0.842987 0.697111 0.7470

CH-S

P 0.622093 0.610048 0.610048

R 0.826893 0.788253 0.788253

F1 0.710020 0.687795 0.687795

표 6. 영어 댓글에서 단어(word) unigram/bigram/trigram 자

질을 이용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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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방법은 대부분 특정 주요

어를 추출하기 위해 선행 작업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주요어 추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가 악성여부 판

별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시스템이 

복잡하고 다양한 분류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n-gram을 이용하여 자질을 

선택하므로 별도의 선행 작업을 요구하지 않는다.

각 실험을 통해 토픽 시그너처를 이용한 실험 결과가 

카이스퀘어를 이용한 것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글과 영어 댓글에 상관없이 댓

글의 악성여부를 판별하는데 84% 이상의 성능을 보임으

로써 n-gram을 이용하는 방법이 특정 언어에만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 작업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가 없고 

단순 패턴 매칭을 통한 분류가 이루어지므로 악성댓글의 

여러 특징에 따른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문장 길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변

형어나 유행어 등 새로운 패턴에 대한 처리도 가능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글의 경우 공백과 불필요한 기호를 제거한 후 2단계

의 분리 작업을 거치는 음절 단위 n-gram 쪽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영어의 경우 불필요한 기호를 제거한 

단어 단위 n-gram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한글 문서의 경우, 반복적으로 올

라오는 댓글의 학습을 차단하고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어

진 실제 악성댓글 구간만을 학습하므로 그 정확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한글의 경우, 띄어쓰

기가 없어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제한된 글을 쓸 수 있는 댓글에

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수집된 댓글의 대

부분에도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

문인 듯하다.

영어 댓글의 경우, 단어 bigram의 경우 가장 높은 성

능을 나타냈으며([표 6] 참조), 한글과 같이 공백을 제거

하고 두 단계의 분리 과정을 거치는 방법의 경우 카이스

퀘어를 이용한 경우 67.9%로 매우 낮은 판별 성능을 보

였다([표 4] 참조). 이는 영어는 띄어쓰기가 없는 문자 

나열만으로는 문장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댓글에는 단어 사이의 띄어쓰기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

문인 듯하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영어 댓글 문서의 특

징상 악성댓글의 경우 연속되는 웹사이트 주소가 많아 

특수기호와 공백을 제거한 단순문의 경우 문서 분류에 

있어 사용될 자질로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사회적, 법적 제제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는 악성

댓글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익명과 자유라는 이름하에 타인을 비방하고 불쾌감을 주

는 행동에 대한 반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악성댓글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 사례는 오

히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악성댓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적으로 많은 연구와 시스템이 개발되어지고 있으나 일반 

댓글에 비해 그 길이가 매우 짧고 비정형화되어 있으며, 

변형어나 유행어, 비유와 은유를 통해 악의적으로 댓글

을 다는 경우가 많아 악성댓글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개

발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전에 악성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이 또한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댓글의 특징을 이용하여, 단순 패

턴매칭을 통해 댓글의 악성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 선행 작업(품사부착, 

특정 품사추출, 등)이 필요 없고,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

여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실험 결과

로 확인할 수 있었다.

n-gram의 방식을 적용하여 특정 언어에 상관없이 모

든 언어에 적용 가능하므로 범용성 또한 보여주었다. 이

러한 n-gram의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악성댓글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비유나 은유적으

로 작성된 댓글에서도 비교적 잘 동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음절 수준에서의 n-gram과 단어 수준

에서의 n-gram을 각각 자질로 선택하여 자질의 출현 빈

도와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동일한 단어

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악성댓글의 특징상 카이스퀘어 

대신 토픽 시그너처 값을 이용함으로써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한글의 경우, 두 단계의 분리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악

성댓글 중 실제 악성일 가능성이 높은 특정 구간을 판별

해 낼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이 있다면 더 빠른 속도로 댓

글의 악성여부를 판별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지 벡터 기계와 같은 다른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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