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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인터넷의 성장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뉴스

댓글 등에 수많은 글을 올리고 자신의 의견을 남긴, SNS

다 다른 사람들이 남긴 평을 읽으며 공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하면서 서로의 의견

을 공유한다 다양한 의견을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

지만 그만큼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악성.

댓글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유명인을 향한.

악성 댓글 뿐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에 대한 악성 댓글,

의 분쟁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그 영향을 끼

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 할 수.

있는 악성 댓글 판별 시스템의 구성을 제안한다.

관련 연구2.

기존에도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을 이용해 악성 댓글을 판별하는 연구가 있었다SVM) [4].

이 연구에서는 자질에 대한 출현빈도 와(Term Frequency)

역 문헌빈도 를 가중치로(Inverse Document Frequency)

하여 문서를 벡터화하였다 수치화 된 데이터는 자질. < :

값 형태로 표현되고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학습> .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것을 기반으로SVM

댓글을 분류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댓글의 분류 정확도.

는 의 결과를 내었다68.90% .

본 논문에서는 백 오브 워즈 워(Bag of words, BoW),

드 임베딩 군집화 방법을(Word embedding), (Clustering)

이용하여 자질을 추출하였다 다양한 자질 결정 방법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3. 본론

전체 시스템 구조3.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계학습 모델을 기반

으로 악성 댓글과 비악성 댓글을 분류한다 분류기 학습.

을 위해 먼저 댓글을 수집하고 이를 전처리한다 전처, .

리된 댓글은 자질 추출과정을 통해 일정한 길이의 벡터

로 표현된다 이렇게 추출된 자질을 알고리즘 에. SVM [3]

적용하여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한다.

댓글 판별이 필요한 댓글이 입력되면 앞선 모델 학습,

단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질을 추출한다 추출된 자질.

을 학습된 모델에 적용하여 입력된 댓글의 악성 댓글 여

부를 판별한다.

전체 시스템 구조는 그림 과 같다1 .

그림에서 실선 화살표는 학습단계의 과정을 나타내고

점선 화살표는 분류 단계의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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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계 학습 을 이용하여 댓글의 악성 여부를 분류하는 시스템에 대해 설(Machine Learning)
명한다 댓글은 문장의 길이가 짧고 맞춤법이 잘 되어있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댓글 분석을. .
위해 형태소 분석 결과와 문자단위 을 자질로 이용한다 전처리 된 댓글에서 각 자질Bi-gram, Tri-gram .
추출 방법에 따라 자질을 추출한다 추출된 자질을 이용하여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모델을 학습하고 댓글.
의 악성 여부 분류에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댓글의 악성 여부 판별을 위한 자질 추출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이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주제어 : 악성 댓글 서포트 벡터 머신 백 오브 워즈 워드 투 벡터 군집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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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3.2

악성 댓글 판별을 위한 모델 학습 및 성능 평가를 위

해 댓글을 수집하였다 댓글은 인터넷 연예면 신문기. 1)

사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의 댓글을 수집하였다2) . 1)

의 댓글들은 신문기사의 특성상 주로 시의성이 있는 다,

양한 여론의 댓글들이 달린다 하지만 의 댓글의 경. 1)

우 심한 수준의 악성 댓글은 포털 및 신문사의 관리를,

통해 제거가 된다 의 댓글은 보다 덜 엄격한 수준. 2) 1)

에서 관리가 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집하였다 이.

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악성 댓글을 수집하였다.

자질 추출3.3 (feature)

전처리3.3.1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글들은 비 정형적이고 신조

어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말들이 많다 이러한 단어들, .

이 댓글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삭제하.

여 자질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형태소 분석 결과 중 자질로 사용한 형태소는 일반명,

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일반부사이다 또한 자음, , , , .

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중 욕설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자질에 포함하였다.

형태소 분석 결과 형태소를 알 수 없는 것, (Unknown,

으로 분류된 단어들이 있다 이는 형태소 분석기 사UNK) .

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로 주로 신조어들이 많다.

인터넷 댓글에는 신조어가 많이 사용되므로 이러한 UNK

가 중요한 자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적절.

히 처리하여 자질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문자 단위 과UNK bi-gram

문자단위 으로 쪼개어 자질로 사용한다 문자단tri-gram .

위 자질의 예는 그림 와 같다n-gram 2 .

자질 추출3.3.2

자질BoW

전처리 과정을 거친 댓글로부터 자질을 추출한다 첫.

실험에서는 를 통해 자질을 추출하였다 수작업을 통BoW .

해 분류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악성과 비악성 개의 클래2

스 가 생성된다 각 단어별로 빈도수를 확인하고(class) .

빈도수가 이상인 단어가 자질로 추출된다 이러한 단어2 .

들 중 악성과 비악성 클래스에서 공통으로 자주 나온,

단어와 양 클래스에서의 발생 빈도가 비슷한 단어는 자

질에서 제외하였다 학습 모델을 생성할 때 자질의 값은.

해당 자질의 존재여부이다.

평균 군집화 자질K

발음은 다르지만 같을 뜻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온라인

에서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좋아 라는 단어를. ‘ ’

조아 죠아 쪼아 져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 , , ’

수 있다 같은 뜻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다른 자질로 표.

현 되기 때문에 자질 공간을 낭비하게 된다 낭비 되는.

공간이 커질수록 자질 벡터의 중요한 요소들이 드물게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악성 댓글 분류 성능을 떨어뜨.

린다 그래서 낭비되는 자질 공간을 축소하기 위해 워드.

임베딩 과 평균 군집화(Word Embedding) K (K-means

를 사용하여 자질을 추출하였다 평균 군Clustering) . K

집화와 워드 임베딩을 이용하여 자질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워드 임베딩을 통해 각 단어를 벡. 1)

터로 표현한다 워드 임베딩의 특성에 따라 비슷한 맥. ,

락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비슷한 벡터공간상에서 위치하

게 된다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통해 벡터 공간. 2) k

상에서 유사한 단어들을 같은 군집으로 묶어준다 댓. 3)

글에서 각 군집에 포함된 단어 포함 여부를 개의 벡터k

공간상에 표현함으로써 자질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단.

어 자질을 확장할 수 있고 자질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실험결과 및 분석4.

실험 데이터4.1

절에서 수집한 댓글에 대하여 태깅을 수행하였다3.2 .

학습과 평가에 사용한 데이터 개수는 다음과 같다.

의 자질 개수는 개이고 빈도 수 이상인 단BoW 2,727 , 2

어만 자질로 추출 하였다.

워드 임베딩을 하기 위해 뉴스 기사 댓글 온라인 커,

뮤니티 사이트 댓글의 약 만 개 문서를 활용하였고 워10

드 투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워드임(Word 2 vec)[5]

베딩을 수행하였다.

평균 군집화는 를 개 개 개로 변화시키K K 100 , 500 , 1000

며 실험하였다 학습데이터에 사용한 댓글의 평균 어절.

개수는 개 이다4 .

실험 결과4.2

표 는 각 자질 추출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2 . Bow

는 에의3.3.2 자질에서 설명한 자질을 사용한 실험BoW

이다 평균군집화는 의 평균 군집화 자질을 사. K 3.3.2 K

용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문자단위 예2 . n-gram

이빠이가 이빠 빠이 이가-> [‘ ’, ‘ ’,’ ’ # bi-gram
이빠이 빠이가‘ ’,’ ’ #tri-gram]

악성 비악성 전체

학습 개500 개500 개1000

평가 개528 개2587 개3115

표 학습과 평가에 사용한 데이터 개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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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평균 군집화의 정확도가 더 높을 것이라BoW K

는 예상과 달리 평균 군집화 중 인 결과만 보K K=100 BoW

다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가 제일. K=500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실험 결과가 제일 높은K=100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결론5.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상의 댓글을 모아 악성 여부를

몇 가지 방법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성능

을 검증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은 평균 군집화를 이용한 실험K

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자질이 크면 정확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값이 큰 경우 오히려 정K

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 데이터 수.

집에서 수작업을 통한 분류가 정확하게 되어야 값도 정

확하게 나오게 된다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로.

자질을 추출하는 것 또한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댓글에 반어법과 비유법을 구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 비정형화 데이터를 정형화.

에 가까운 데이터로 변환하여 정확도를 올리고 반어법과

비유법을 구분하여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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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정확도(%)

백오브워즈(BoW) 76.8218

평균군집화K
(K =)

100 77.1429

500 71.1075

1000 72.2823

표 각 자질 추출 방법의 실험결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