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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SNS 문서의 논쟁 유발성을 자동으로 감지하기 위한 연구이다. 논쟁 유발성 분류는 
글의 주제와 문체, 뉘앙스 등 추상화된 자질로서 인지되기 때문에 단순히 n-gram을 보는 기존
의 어휘적 자질을 이용한 문서 분류 기법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 전체에
서 전역적으로 나타난 추상화된 자질을 학습하기 위해 2-phase CNN 기반 논쟁 유발성 판별 
모델을 제안한다. SNS에서 수집한 글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제안하는 모델은 기존의 
문서 분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SVM에 비해 월등한 성능 향상을, 단순한 CNN에 비해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였다.

주제어 : 문서 분류, 논쟁 유발성, SNS 문서 분류, CNN

 

1. 서론

논쟁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통해 적절한 절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

다. 특히 SNS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찬반 의견을 피력할 수 있

으며, 기존 매체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러한 자유로움

으로 인해 어떤 글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인 폭로

와 비방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논쟁

을 유발하는 글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사회적 파

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SNS에서 발생한 문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

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트위터

(twitter)에서 트윗(tweet)의 감정을 분류하는 연구를를 

들 수 있다[1]. 해당 연구에서는 트윗에서 정형어휘

(formal vocabulary) 추출하였으며, 사전 기반의 분류기

를 통해 감정을 구분하였다. 이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트윗에서 정형어휘(formal vocabulary) 뿐만 아니라 비

정형어휘(informal vocabulary)도 함께 사용하여 특징

(feature)을 추출한 연구[2]도 진행되었는데, 그 연구에

서는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통해 문서의 감정 

분류를 수행하였다. 중국어 SNS 블로그(blog) 사용자의 

기호를 파악하기 위한 관점에서 SNS 분류 문제를 접근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며[3], 앙상블(ensemble) 모형을 응용

하여 트위터, 마이스페이스(MySpace), 슬래시닷

(Slashdot) 등 다양한 SNS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인터넷 집단 따돌림(cyberbullying)을 감지하는 시스

템이 제안되기도 했다[4].

글의 논쟁 유발성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것은 하나 이

상의 문장으로 구성된 문서를 대상으로 특정 기준에 의

해 가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서 분류 테스크

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문제 영역과

는 달리 특정 어휘나 문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

고, 주제가 다양하며 구어체를 비롯한 다양한 SNS 언어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아래는 최근 페이스북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논쟁적인 글의 예이다.

최근에는 이처럼 사람이 판단하기 힘든 자질을 학습하

기 위해 이미지 인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법을 사용한 문서 분

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Kim은 단어 표현

(word embedding)과 CNN 모형을 활용하여 문장의 극성

(polarity), 주체성(subjectivity) 등에 대한 분류를 수

행하였다[5]. 여기서 사용된 CNN 모델은 매우 단순하면

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

우리는 논쟁 유발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추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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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nvolution, Max Pooling 과정그림 2. 2단계 CNN이 용 된 논쟁 유발성 별 방법

자질이 학습될 수 있어야 하는 가정하에 기존 [5]의 CNN

을 확장한 2-phase CNN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 한국어 SNS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이용하

여 자동으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5]와 제안하는 모

델을 비교 실험하였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모델을 자세

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SNS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

으로 실험한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

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서 다룬다.

2. 2-Phase CNN

그림 2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2-Phase CNN 모형을 보

여준다. 제안 모형은 SNS의 글을 입력으로 받아, 2 단계

로 구성된 CNN 층을 거친다. 2단계의 CNN을 통과한 이후

에 입력된 글은 주제, 문체, 뉘앙스 등 추상화된 자질이 

추출된다. 추상화 된 자질을 바탕으로 글의 논쟁 유발성

을 판별하기 위해 3번의 FCNN(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층을 거치도록 한다. 이때, 마지막 FCNN은 

softmax 층으로 구성하여 입력된 글이 논쟁 유발 글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CNN 층은 크게 Convolution 층과 Pooling 층으로 세분

화 할 수 있는데, 그림 3은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SNS 글이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단어를  차원으로 임베딩 시켰을 때, 입력 층은 ×
의 행렬로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단어 

단위로 SNS 글이 추상화 될 수 있도록 Convolution 층을 

구성하며, 이를 다시 한 번 추상화시키기 위해 3-Max 

Pooling 층으로 통과시킨다. 2단계 CNN는 1단계 CNN의 

출력을 입력으로 넣어 같은 과정을 반복하도록 한다.

2.1. 단어 표현 (Word Embedding)

본 논문이 제안한 CNN 모형의 입력은 문장의 각 단어

를 one-hot 벡터로 표현한다. 단어 의 one-hot 벡터 

는 그 단어를 나타내는 특정 위치의 값만 1이고 나머

지가 모두 0인 1차원 벡터를 의미한다. 학습 말뭉치에서 

나타난 단어 수를 개라 할 때, 각 단어는 ×로 구

성된 벡터 대응된다.

이와 같이 각 단어에 대한 one-hot 벡터를 차원으로 

임베딩 시키기 위해, 우리는 × 차원의 표현 행렬

(embedding matrix) 를 구성한다. 글의 번째에 단

어 가 있는 경우, 번째 단어의 단어 표현 벡터(word 

embedding vector) 는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길이가 인 글 는 아래 수식과 같이 단

어 표현 벡터  개를 이어붙인 × 크기를 갖는 행

렬 로 표현할 수 있다. 

   

표현 행렬 를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backpro 

-pagation algorithm)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2.2. CNN

CNN의 주요 층은 convolution 계층와 pooling 계층으

로 구성되어있다. CNN은 하위 계층부터 상위 계층을 지

나면서 점차 추상화된 특징들이 추출된다. 

  를 글의 i번째부터 j번째까지를 이어 붙인 벡터 

     라 할 때, convolution 계층에서는 다음과 

같이 h개의 인접한 단어로 이루어진 행렬    에 대

해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한다. convolution 연산은 

다음과 같다. 

  ∙     

이 식에서 는 비선형 함수로써 tanh나 ReLU와 같은 

함수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ReLU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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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는 가중치 행렬, ∈은 bias에 해당하며, 와 

는 역전파 과정에서 결정된다. 길이가 인 글에서 개
의 인접한 단어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날 수 있다. 

{          }

convolution 연산 결과로 특징 벡터 ∈를 

얻는다.

        

그 후에는 Pooling 계층에서 max pooling을 사용하여 

′  max 인 ′를 구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

만 남겨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6].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문장이 들어간 경우에 대해서 

분류하는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5]과 달리 CNN을 2단

계로 구성하였다. [5]에서는 100글자 내로 구성 된 문장

에 대해 감정 분류하는 CNN 분류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문장으로 구성 된 글에 대해 논쟁 

여부를 분류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2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 CNN에서는 3개의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 표현 벡

터    에 대해 Convolution, Max Pooling 계층을 통

과시키기 때문에 출력으로 각 문장에서 중요한 특징이 

되는 단어 또는 추상적 문법을 표현하는 벡터가 나타나

고, 2단계 CNN에서는 1단계 CNN을 거친 ′   에 대해 

Convolution, Max Pooling 계층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논

쟁이 될 만한 특징이 추출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단계 CNN의 Convolution 특징에서는 특징 벡터의 크

기를 500으로 설정하였고, 2단계 CNN의 Convolution 계

층에서는 특징 벡터의 크기를 300으로 설정하였다. 2단

계 CNN을 통과한 후에는 단조화(Flatten) 한 다음 

Dropout을 적용하였다. Dropout은 CNN 신경망 학습 과정

에서 가장 성능에 영향을 주는 과적합(Overfitting) 현

상을 막아주는 방법이다[7]. 그 후, FCNN을 3번 통과시

켜 softmax 값을 계산한다. 첫 번째 통과하는 FCNN에는 

입력이 ×인 크기의 벡터로 들어가고, × 
크기의 벡터가 나온다. 두 번째 통과하는 FCNN에서는 

× 벡터가 나온다. 마지막 FCNN에서는 × 벡터가 

나오고 Softmax 값을 계산한다. 

2.3. 경사 하강법 

신경망 네트워크에서는 에러(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 계층에 들어가는 가

중치 벡터  값을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은 오류 역전

파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으로 경사 하

강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고급 경사 하강법

에는 Adadelta, Adagrad. RMSProp, Adam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Adam 기법을 사용하였다[8].

3. 실험 및 결과

3.1. 학습 말뭉치

SNS 논쟁 유발 글 말뭉치는 페이스북으로부터 수집하

였다. 페이스북을 선택한 이유는, 페이스북에는 대학교 

별로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익명으로 털어놓을 수 있

는 ‘대나무숲’이라는 소통 공간이 존재한다. 이 공간

에서는 익명성을 빌려 소통하는 공간이기에 선·후배 사

이의 악습, 대학 총장 관련 논란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글이 제보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해당 

공간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

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주변 상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경쟁 업체와 

소송을 진행하는 등 SNS 내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하면서도 대학생 또는 대학교 주변 

사람들 관련 논쟁으로만 구성되어있는 대나무숲 페이지 

글을 수집하여 논쟁 유발 글, 논쟁을 유발하지 않는 글

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논쟁 유발성 SNS 글은 그 

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삼았으며, 이

와 같은 글은 댓글 및 공감(예: 좋아요, 싫어요)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우리는 페이스북의 77개 대학 대나무숲 페이지로부터 

91만개의 글(내용, 좋아요 수, 댓글)을 수집하였다. 수

집 된 글은 페이지 생성 시점부터 작성 된 모든 글을 포

함하고 있다. 91만개 글 중 댓글 10개 이상, 좋아요 100

개 이상, 댓글의 좋아요 수가 10 이상인 글을 논쟁이 나

타난 글로 간주하여 논쟁 글 학습 말뭉치 (8135개)를 구

성하였다. 논쟁 아닌 글 말뭉치는 논쟁 글 8,135개를 제

외한 나머지 글에 대해 임의로 과소 표본추출(Random 

Under. Sampling)을 적용하여 15,000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글에 대해 내용의 HTML 태그를 제거한 후 

KoNLPy mecab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CNN의 입력으

로 들어갈 때는 각 단어마다 품사태그가 붙어서 입력되

도록 하였다. [9,10]

본 연구에서는 각 글의 최대 길이를 단어 500개로 하

였다. 논쟁 유발 글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좋아

요 클릭, 댓글 입력 등의 활동을 유도하는 글이다. 페이

스북에서는 일정 길이 이상의 게시글에 대해 “계속 읽

기(See More)” 버튼을 두어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보이

지 않는다. 또한, 긴 글은 서두에서 논쟁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먼저 출현한 

500 단어만을 보고도 이 글이 충분히 SNS 상에서 논쟁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CNN

의 입력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단어 개수가 

500개 미만인 글은 임의의 단어 <PAD>를 붙여서 500개가 

되도록 하였다. 

3.2. 실험 설정

본 연구에서는 하이퍼파라미터에 해당하는 learning 

rate를 1e-5, dropout rate를 0.5, batch size는 12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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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Recall Prec. F1

SVM 0.7630 0.6113 0.6817 0.6446

CNN-rand (Kim) 0.7933 0.6420 0.7362 0.6859

2-Phase CNN 0.7964 0.6765 0.7255 0.7001

표 1. 3개 모형 실험 결과

구성하였다. epoch은 15까지 진행하였다. 

3.3.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해보기 위해 

SVM과 [5]의 연구에서 쓰인 non-static CNN-rand 모델을 

비교 실험하였다. 비교 실험에 쓰인 SVM은 N-gram 기반

으로 단어를 추출하고 TF-IDF를 계산한 값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Linear Support Vector Machine에 돌렸다. SVM 

모형에선 10-겹 교차 검증을 통해 76.30%의 Accuracy, 

61.13%의 Recall, 68.17%의 Precision, F1 점수는 0.64

가 나왔다. SVM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2-Phase CNN 

모형은 F1 점수가 0.0555 올라갔다. 

[5]의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우리가 제안한 2-Phase 

CNN 모델보다 Precision은 1.1%P 높게 나왔으나 Recall

은 3.45%P 낮게 나왔다. 

교내 포교에 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특정종교를 

꼭 찝어서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생략) 그런

데 왜 교내에서까지 갈길 바쁜 사람을 붙들고 노상 

도를 하려는 것인지요? ...(생략) 당신이 믿으시는 신이 

타인에게는 요하지 않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

지. 개인이 느끼는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당신이 믿는 

종교의 이미지를 결정짓습니다. ... (생략)

어떤 사람이 아카라카 표를 산다고 을 올렸길래 

다고해서 나갔는데 자기가 응원단이라면서 기존 가격 

이상으로 표를  것에 해서 불이익이 있다는 이 

표 뒤에 있다며 표를 몰수해야겠다고해서 표를 압수당

했습니다. 표 매매 행 의 옳고 그름을 떠나 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법리  해석

에 따라 함정수사는 법행 가 될 수 있습니다. ...(생

략) 응원단의 지침은 권력의 남용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 합니다.

그림 4. 논쟁 유발성이 있는 글(True Positive)로 판

별한 예 .

아니 우리학교는 도 체 왜 아직도 운동장이 흙바닥인

거죠 ;; 고도 인조잔디 깔아주는데.... 학교가....

하..... 심지어 덕성여 도 인조잔디풋살장이 있음; 여

도 있는데!!! 왜!!! 우리는 흙바닥인가!!!!!!! 총장님 제

발..... 이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하 내 등록 ;; 09년에 

입학할때부터 잔디구장 만든다 만든다 카더만 벌써 몇 

년째.. (생략)

통이랍시고 16이 15에게 성년의날 선물을 꼭 줘야한

다고 강요했던 ㅁㅁ학과, 나무숲에  올라오니 해

결은 무슨 ㅋㅋㅋㅋ 16 단체 집합시켜서 블랙오티니 

뭐니 하면서 기합주네요 세상에 ㅎ 몇년되지도 않은 

학과에 이런 이상한 통은 가 만들었으며 왜 하는

겁니까 ㅋㅋㅋㅋㅋ 선배들 실습가면 실습물품 사다바

쳐, 졸업하면 졸업반지 사다바쳐, 무슨 특별한 날이기

만 하면 교수들한테 선물 사다바쳐... 악습 언제끝납니

까? 나무숲 올라오면  기합주시나요 선배님들? 이

번에는 책상에 무릎꿇고 올라가서 가 올렸는지 자수

할 때 까지 벌세울겁니까?

그림 5. 논쟁 유발성이 없는 글(False Positive)로 판

별된 예.

그림 4에서 본 논문이 제안한 2-Phase CNN이 논쟁 유

발 글로 판별한 예시를 보면, 문장 구성이 문어체에 가

까운 문장임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림 5에서 논쟁 유발 

글 중 논쟁 유발 글로 판별하지 못 한 문장들이다. 이 

문장들은 구어체에 가까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본 논문이 제안한 CNN 모형에서 문장의 

완성도가 높은 문장 구성일수록, 구어체가 적게 들어간 

문장일수록 더 잘 판단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논쟁적 글을 분류하는데 있어 CNN기반

의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페이스북 소통공간인 대나무

숲에서 코퍼스를 수집하고, 댓글이나 대댓글 정보를 이

용하여 자동으로 논쟁 여부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

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은 SVM 기반의 기존 문서 분류 모

델과 성능 비교를 하였을 때 상당한 성능향상이 있었고 

기존의 단순한 CNN에 비해서도 성능향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제안 모형을 바탕으로 사전에 SNS 내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글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음을 파악했

다.

추후에는 SNS 상에서는 대학생들의 소통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논쟁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험하

여 제안 논쟁 탐지 모형이 잘 작동하지는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phase 이상의 다양한 CNN구조와 데

이터의 길이가 매우 긴 경우 어떠한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논쟁 

유발성을 판별하는 것은 SNS의 글뿐만 아니라 각 글에 

달린 댓글을 분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모형으로 발전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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