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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을 이용한 확률 기반 한국어 SMS 스팸 필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연구에
서는 단어 및 문자 단위 어휘 정보를 자질로 이용한 영어 및 스페인어 SMS 스팸 필터링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교착어인 한국어의 경우, 어근과 접사의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어절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어
절단위 어휘 정보를 자질로 사용할 경우, 미등록어(out of vocabulary)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매우 적은 
수의 단어들로 구성된 SMS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10.6%
의 스팸 분류 정확률 향상을 보였다. 또한 미등록어만을 포함하는 SMS 메시지의 수는 약 77% 감소하였
다.

1. 서  론
  
  휴대전화의 대중화와 더불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SMS
(단문 메시지 서비스)기능은 일상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
의 하나의 도구로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악용
하여 각종 성인광고, 대출광고, 게임 광고를 포함한 스팸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SMS 스팸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
발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휴대전화 사용자
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이로 인해 SMS 스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각 이동통신사업
자들은 2006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당 SMS 문자메시지 
1일 발송량을 1,000통으로 제한하고, 스팸 트랩시스템을 
두어 스팸 발송 번호를 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2007년 상반기 1인당 일평균 0.54통의 SMS 스팸을 
수신하고 있다고 통계 조사에서 밝혀졌다[1]. 이러한 방
지책들은 주로 제도적 관점이기 때문에 SMS 콘텐츠 자
체에 기반을 둔 SMS 스팸 필터링 기법이 필요한 실정이
다.
  스팸 필터링의 필요성은 전자우편 서비스 분야에서 먼
저 대두되었으며, 콘텐츠 기반 문서분류(Text 
classification) [2][3] 관점에서 접근한 기법들이 주를 
이룬다. 가장 잘 알려진 기법 중에 하나인 베이지안 분
류기를 이용한 콘텐츠 기반 방법[4][5][6]은 전자우편
이 담고 있는 단어 등의 어휘를 기본자질로 사용하였으
며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SMS 스팸 필터링 분야에서는 기존에 전자우편 스팸 
필터링에서 사용하던 기술들을 영어와 스페인어 SMS 스
팸 필터링에 적용하고자 한 연구가 있었다[7][8]. 이 연
구들에선 SMS 메시지의 길이제한과 언어의 형태변형
(Morphological variance)으로 인한 정보부족문제를 고
려해 콘텐츠 상의 단어자질 뿐만 아니라 더 작은 단위에
서 단어의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 문자-bigram 
(Character-bigram)과 문자-trigram(Character- 
trigram)등을 추가로 사용하였으며 영어와 스페인어 
SMS 스팸 필터링에서 이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어 SMS 스팸 필터링에 있어서 SMS 콘텐
츠의 단어 자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한국어는 교착어(膠着語)에 속하며, 문장 내에서 각 단
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는 형태로 표현된다. 이는 영
어와는 달리 수많은 어휘조합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SMS 메시지의 길이제한과 통신어 
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미등록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어는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와 스페인어 
SMS 스팸 필터링에서 같은 역할로 쓰였던 문자-bigram
이나 문자-trigram은 한국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형
태소 단위 자질을 이용한 SMS 스팸 필터링 기법을 제안
한다. 검증을 위해 기존에 영어와 스페인어에서 쓰였던 
자질들과 형태소 단위 자질을 자체 구축한 실제 한국어 
SMS 메시지 말뭉치를 이용해 비교 실험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한국어 SMS 스팸 필터링에 콘텐츠를 이용한 



2008년도 제2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 196 -

확률 기반 분류모델을 적용한 최초의 논문으로 사료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선 기존 영어와 
스페인어 SMS 스팸 필터링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3장에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형태소 단위 
자질 기반 한국어 SMS 스팸 필터링에 대한 설명과 분류
모델로 사용하는 최대 엔트로피 모델에 대해 소개한다. 
4장에선 실험 데이터와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및 분석
에 대해 기술한다. 5장에선 결론 및 향후연구에 대해 언
급한다.

2. 관련 연구

 본 연구와 가장 관련이 있는 연구는 콘텐츠 기반 SMS 
스팸 필터링 연구이다[7]. 영어와 스페인어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기존 전자우편 스팸 필터링 연구들에서 쓰
인 콘텐츠기반 방법을 SMS 스팸 필터링에 적용하기 위
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기본
적으로 전자우편 스팸 필터링과 SMS 스팸 필터링은 문
서분류 관점에서 단어를 주요자질로 사용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SMS 메시지의 경우 160바이트의 길이제
한과 통신언어 표현의 다양성 때문에, 전자우편에 비해 
스팸 필터링 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SMS 메시지의 콘텐츠를 나타내는 토큰
(Token)으로 단어뿐만 아니라 문자-bigram, 문자
-trigram, 단어-bigram을 함께 사용하였다. 각각에 대
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단어: 영어 알파벳과 숫자를 포함한 문자열을 말하며 
그 이외의 공백이나 특수기호 등은 단어의 경계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  문자-bigram과 문자-trigram: 단어 중 연속된 2개 
또는 3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말한다. 예를 들
면, 영어문장 “the quick car”는 문자-bigram “th”, “he”, 
“e⎵“, “⎵q”, “qu”, “ui”, “ic”, “ck”, “k⎵“, “⎵c”, “ca”, 
“ar”를 포함하고 있다. 문자-bigram과 문자-trigram은 
단어의 형태변형에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다.
•  단어-bigram: 현재 단어를 포함하고 이 단어의 문장 
내 위치를 기준으로, 다음에 오는 단어들 중 윈도우 사
이즈 5안에 있는 다른 단어와의 조합을 의미한다. 단어
-bigram의 예를 들면, 영어문장 “ the quick blue car”는 
“the quick”, “the blue”, “the car”, “quick blue”, “quick 
car”, “blue car”를 포함하고 있다. 
  [7]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토큰화(Tokenization) 방법
이 SMS 스팸 필터링에서 매우 중요하며, 콘텐츠 기반 
전자우편 스팸 필터링 기법이 영어와 스페인어를 대상으
로 한 SMS 스팸 필터링에도 적용 될 수 있음을 보였다.  
 
  SMS 메시지의 길이에 비추어 볼 때 SMS 스팸 필터
링은 단문 분류 문제(Short Text Classification 
Problem)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9]에서는 단
문 분류 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레이닝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원시배경지식(Unlabeled 

Background Knowledge)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자연
과학관련 논문의 제목을 분류하는 작업이 있으면, 원시
배경지식으로 자연과학논문들의 초록을 사용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분류 대상에 따라 그에 적합한 
원시배경지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SMS 메시지처럼 특별한 주제와 관련 없이 일상의 대화
가 주를 이루는 문장에 대해서는 원시배경지식으로 무엇
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므로 이 
방법은 SMS 스팸 메시지 필터링에 적합하지 않다.

3.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단위 자질을 이용한 콘텐츠 기반 
한국어 SMS 스팸 필터링을 제안한다. SMS 스팸의 기준
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상업광고 성
격이 짙은 SMS 메시지를 SMS 스팸으로 정의하며 자세
한 기준은 4장에서 언급한다.

 3.1 SMS 메시지 특징
 
 관련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SMS 메시지의 토큰화는 
SMS 스팸 필터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7]. 
여기서 SMS 메시지의 토큰화란 메시지가 포함하고 있는 
전체 콘텐츠를 의미적으로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문장을 단어나 음절-bigram, 음절
-trigram 단위로 나누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토큰
들은 분류모델의 입력으로 모델을 구축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성능향상
에 도움이 되는 토큰 추출을 위해 SMS 메시지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문자메시지의 길이 제한: 표준 SMS 메시지의 길이는 
최대 160바이트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곧 SMS 메시지 
분류 시 사용 가능한 정보가 전자우편이나 길이가 긴 문
서들에 비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 통신어적인 특성: SMS 메시지의 대부분이 모바일 기
기에서 생성되는 것이어서 그 특성 상 띄어쓰기 오류 및 
입력 편이를 위한 의도적 무시가 빈번하다. 또한 언어 
파괴, 변형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이모티콘, 특수기호의 
사용도 관찰 된다.

3.2 형태소 단위 자질

  한국어의 경우 위와 같은 SMS 메시지의 일반적인 특
징뿐만 아니라 교착어인 한국어의 특성이 맞물려 SMS 
스팸 필터링을 더욱 어렵게 한다.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
어 단어조합이 가능한 한국어는 그 특성상 수많은 어휘
생성이 가능하다. 또한, SMS의 길이 제한으로 인한 어
휘정보부족으로 미등록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7]에선 정보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단어자질 뿐만 
아니라 더 작은 단위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출하기 위한 
음절-bigram이나 음절-trigram을 함께 사용했다. 그러
나 한국어에서는 단어보다도 더 작은 단위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존재하고, 문장이나 단어에서 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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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출하는 고도화된 툴[10]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선 이를 활용한다. 형태소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효
과는 아래와 같다.
 
•  형태소 단위 자질은 스팸 SMS 메시지와 햄(정상) 
SMS 메시지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자질역할을 하는 어휘
의 정확한 빈도 및 분포 추정에 도움을 준다. 형태소 대
신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표 1>에서의 예시처럼 “연
락”이란 하나의 어근에 여러 종류의 접사가 붙어 각각이 
새로운 어휘가 된다. 이로 인해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연락”이라는 어휘가 스팸과 햄 SMS 메시지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형태소만을 이용하면 “연락” 뒤에 어떤 접사가 오더라도 
“연락”이란 어휘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어 이러한 문제
점이 줄어든다. 정확한 어휘 분포를 추정함으로써, 분류 
모델의 성능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어근-접사 형태소

연락주세요 연락+주+시+어요

연락줄래 연락+주+ㄹ래
연락주실거죠 연락+주+시+ㄹ+거+이+죠
연락줘 연락+주+어

<표 76>어근-접사 조합과 형태소 정보의 예

•  미등록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 이유로 크
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째로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는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이므로 단어의 
활용형 매칭에 대해 견고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토큰
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토큰의 수가 기존연구[7]의 단어, 
문자-bigram, 문자-trigram, 단어-bigram을 포함한 토
큰 수보다 월등히 작기 때문이다. 이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SMS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어휘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질 구성 생성된 총 토큰 수

     기존연구[7] 365,069 

     제안하는 방법 13,622

<표 77> SMS 메시지에서의 자질 구성 별 생성된 토큰 수

3.3 SMS 스팸 필터링 모델
 
본 연구에서는 최대 엔트로피모델[11] 기반으로 한국어 
SMS 스팸 필터링 모델을 구축하였다.2) 주어진 SMS 메

1) 표에 표기된 총 토큰 수는 본 연구를 위해 구축한 실험 데
이터를 이용해 추출한 것으로 토큰화 과정은 4.2절에서 기술한
다. 
2) 본 연구는 형태소 단위 자질이 기존 영어와 스페인어 SMS 
스팸 필터링에서 사용했던 자질들 보다 한국어에 효과적임을 
보이기 위한 것임으로, 분류 모델로 무엇을 사용하느냐는 중요
하지 않다.

시지를 x라고 하고, 이 메시지의 분류를 y={spam, 
ham}, 즉 스팸과 햄으로 분류 될 수 있다고 하자.  본 
SMS 스팸 필터링 모델의 목적은 SMS 메시지 x가 주어
졌을 때 스팸 분류에 속할 확률인 조건부 확률 
p(y=spam|x)를 구하는 것이다. 최대엔트로피 모델3)을 
이용하면 이 조건부 확률 p(y|x)는 다음 수식과 같이 
계산 될 수 있다.

      







 









       번째 자질
  번째 자질의 가중치
  정규화 인수

 최대 엔트로피 모델은 조건부 확률을 추정할 시에 자질
로 사용되는 정보들을 통합하여 사용가능한 장점이 있
다. 전자우편 스팸 필터링 분야에서 이미 베이지안 분류
기보다 최대 엔트로피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관련 연구가 있으며[12], 문서 분류 작업 시에도 어느 
정도 견고한 성능을 낸다고 알려져 있다[13].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실제 SMS 메시지를 수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모
두 숫자 ‘0’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였다. 스팸과 햄 여부
는 각 SMS 메시지가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를 보고 상업
광고메시지4)인지의 여부에 따라 수작업으로 분류하였다. 
실험을 위해 총 20,000개의 SMS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
중 18,000개를 학습 집합으로, 2,000개를 실험 집합으로 
사용하였다. 학습 집합과 실험 집합에서의 햄과 스팸의 
구성은 9:1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4.2 SMS 메시지 토큰화

  학습과 실험을 위해 각각의 SMS 메시지에 대한 전처
리 및 토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한
글 SMS 메시지에서 한글과 영어 알파벳, 숫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들을 공백으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처리된 한
글 SMS 메시지를 철자오류교정모델[14], 띄어쓰기교정
모델[15]을 이용해 오류 교정 과정을 거친다. 교정을 거
친 SMS 메시지는 이후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형태소 단위 
자질 기반 SMS 스팸 필터링과 기존연구[7]간의 성능비
교를 위해 다음에 언급한 토큰들로 표현된다. 

•단어: 한글과 영어 알파벳, 숫자를 포함한 문자열을 

3) 본 연구는 필터링 모델 구축 시 Zhang Le의 최대 엔트로피 
모델(ht tp : / /homepages . inf .ed .ac .uk/s0450736 /maxent_ 

toolkit.html#intro) 툴킷을  사용하였다.  
4) 성인광고, 대리운전광고, 게임광고 등 이윤을 목적으로 상
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SMS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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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며 공백은 단어의 경계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다.
•음절-bigram: 영어의 문자-bigram과 동일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써 연속된 두 음절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문장 “휴대폰 메시지”는 음절-bigram “휴대”, 
“대폰”, “폰⎵”, “⎵메”, “메시”, “시지”을 포함하고 있
다. 
•음절-trigram: 영어의 문자-trigram과 동일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써 연속된 세 음절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문장 “휴대폰 메시지”는 음절-trigram “휴대
폰”, “대폰⎵”, “폰⎵메”, “⎵메시”, “메시지”를 포함하
고 있다. 
•단어-bigram: 특정 크기의 윈도우 내에 출현한 단
어들의 모든 가능한 두 단어의 조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나는 배가 너무 고프다” 문장의 경우 “나는 배
가”, “나는 너무”, “나는 고프다”, “배가 너무”, “배가 
고프다”, “너무 고프다”를 포함하고 있다.
•형태소: 전처리를 거친 SMS 문자 메시지에서 형태
소 분석기[10]를 사용해 추출한 형태소를 지칭한다.

4.3 자질 구성 및 선택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7]와 제안하는 형태소 단위 자
질 기반의 SMS 스팸 필터링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두 
가지의 자질 구성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각
은 <표3>에 나타나 있다. 

  기존연구[7]

단어, 음절-bigram, 

음절-trigram, 

단어-bigram 
  제안하는 방법 형태소

<표 78> 자질 구성

 각각의 자질 구성은 많은 수의 토큰들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실험에는 이들 중 정보이득(Information gain)이 
높은 것부터  SMS 스팸 필터링 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하였다[16][17]. 정보이득에 의한 자질 선
택은 토큰 수를 줄여주면서 분류 정확도에 큰 해를 끼치
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4 실험 평가 방법 

  각 자질 구성 별 정보이득 값이 높은 토큰을 최대 
2,000개까지 사용해 학습 및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능 평가에는 <표 4>를 참고해, 전자우편 스팸 필터
링 분야에서 주로 이용하는 <표 5>에 기술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이름 의미

TP (True Positive) 스팸을 스팸으로 분류한 횟수
TN (True Negative) 햄을 햄으로 분류한 횟수
FP (False Postivie) 햄을 스팸으로 분류한 횟수
FN (False Negative) 스팸을 햄으로 분류한 횟수

<표 79> 평가 시 사용되는 지표

Precision TP / (TP + FP)

Recall TP / (TP + FN)

F1-measure
2 x Precision x Recall / 
(Precision + Recall)

Fa l s e -po s i t i v e 
rate

FP / (FP + TN)

Unseen rate 

(실험 집합에서 미등록어로
만 구성된 SMS 메시지의 
총 개수) / (실험 집합의 
SMS 메시지 총 개수)

<표 80> 평가 척도

•Precision : 스팸을 스팸으로 정확히 분류한 것의 비
율이다. 
•F1-measure :  분류 모델의 Precision과 Recall을 
1:1 비율로 고려해 종합한 평가방법이다. 
•False-positive rate : 햄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한 
것의 비율이다[7].
•Unseen rate : 실험 집합에서 미등록어로만  구성된 
SMS 메시지의 비율을 뜻한다. 형태소 단위 자질을 
이용하는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연구[7]에 비해 미등
록어를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위함이
다.

4.5 실험 결과 및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연구의 방법[7]과 제안하
는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두 가지의 자질 구성을 사용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그림에는 4.3절의 <표 
3>의 자질 구성을 사용한 실험 결과가 나타나 있다. 실
험결과는 스팸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부분과 
Unseen rate의 결과를 분석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
한다. 
 
 • 스팸 분류 모델의 성능
 

 

<그림 203> 토큰 개수 변화에 따른

P 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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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5> 토큰 개수 변화에 따른 False-positive rate

<그림 206> 토큰 개수 변화에 따른 Unseen rate 

 

<그림 204> 토큰 개수 변화에 따른 F1-measure

  <그림 1> 과 <그림 2>는 토큰 개수별 Precision  
과 F1-measure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이 높게 나옴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 
SMS 스팸 필터링의 경우 기존연구[7]에서 사용하였던 
자질 구성보다 형태소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그림 3>은  토큰 개수 별 False-positive rate을 나
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두 자질 구성 간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햄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한 경우,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향후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 Unseen rate 비교
  
 <그림 4>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스팸 분류에 제안
하는 방법인 형태소를 이용할 경우 미등록어 감소하여, 
기존연구[7]의 자질 구성보다 분류가 불가능한 SMS 메
시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토큰 개수를 2,000개 사용했
을 때 제안하는 방법의 Unseen rate는 0.09(9%)이다. 
같은 상황에서  기존연구[7] 자질 구성의 Unseen rate
는 0.39(39%)인데 이는 총 1,800개의 실험 집합을 구
성하는 SMS 메시지 중 702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7]에서 사

용했던 토큰들이 한국어 SMS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있어
서 형태소에 비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자질 구성별 토큰 개수가 2,000개일 때의 각 평가
방법들의 결과수치를 종합하면 <표 5>와 같다.

평가방법  기존연구[7] 제안하는 방법

Precision 0.75 0.83(+10.6%)

F1-Measure 0.78 0.82(+5.1%)

False-Positive rate 0.02 0.02(+0.0%)

Unseen rate 0.39 0.09(-77.0%)

<표 81> 각 자질 구성 별 

토큰 개수가 2,000개일 때의 성능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형태소 단위 
자질을 이용한 콘텐츠 기반 한국어 SMS 스팸 필터링 기
법을 제안하였다. 실제 한국어 SMS 메시지를 수집하여 
실험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기존의 영어와 스페인어에서 
쓰였던 콘텐츠 기반 SMS 스팸 필터링 기법과 비교실험
을 수행하여 한국어 SMS 스팸 필터링에는 형태소를 이
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였다. 한국어 SMS 스팸 필터
링 시 형태소로 구성된 토큰을 사용하여 교착어의 특성
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과 미등록어를 줄이면서 실제 
스팸 분류 시 기존연구[7]의 방법에 비해 성능향상을 보
인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본 논문은 한국어 SMS 스팸 필터링에 콘텐츠를 이용한 
확률 기반 분류모델을 적용한 최초의 논문으로 사료되며 
그 자체로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짧은 길이와 언어변
형현상이 심한 콘텐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터
넷 포탈사이트나 뉴스기사의 댓글 자동분류에도 사용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콘텐츠상의 특수기호나 전화번
호같은 비텍스트 정보를 스팸 필터링에 이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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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수 있다. 햄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
를 최소하고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으로 햄과 
스팸을 판단하는 규칙을 추출해 스팸 필터링에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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