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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

어주는 만큼 빠른 대중화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스마트

폰 대중화에 의한 스팸 문자 메시지 양도 폭발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다. 그러한 스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성

인광고, 대출광고, 게임광고 등이 주를 이루며, 수신자

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고 불편을 가중시킨다[1,2]. 

스팸 문자 메시지를 접하는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

용자들은 스팸 문자 메시지를 통한 소액결제 및 개인 정

보 유출 등에 쉽게 노출이 된다. 이에 따라 스팸 문자 

메시지 필터링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기존의 스팸 문자 메시지를 자동 차단하는 방식은 크

게 ‘단어 기반 사전을 통한 키워드 매칭’ 방식과 ‘나

이브 베이지안(Naive Bayesian), SVM(Support Vector 

Machine)’ 등을 이용한 기계학습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어 기반 사전을 통한 키워드 매칭 방식은 구현

하기가 쉽고 컴퓨터 자원 소모가 적지만 이를 통한 스팸 

문자 메시지 필터링은 사용자가 스팸 번호, 스팸 단어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편의성이 낮다[3]. 

스팸 단어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경우도 존

재한다. 예를 들어, “경마”라는 단어는 “경ㅁr”, 

“야동”이란 단어는“ㅇk동”, “0ㅑ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단어의 가

지 수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단어 기반 사전을 통한 스

팸 문자 메시지 필터링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4,5].

또 다른 스팸 문자 메시지 필터링 방식 중 하나인 기

계학습 방법으로는 나이브 베이지안, SVM(Support 

Vector Machine) 등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팸 문자 메시지와 햄 문자 메시지(스팸이 아닌 문자 

메시지)를 샘플 데이터로 하여 해당 문자 메시지를 구분

할 수 있는 특징 벡터(Feature Vector)를 생성해야 한

다. 예를 들어, 특징 벡터를 생성하고자 할 때, 일반적

으로 추출하는 특징으로는 특수문자의 빈도, 반복되는 

단어의 빈도, 명사의 빈도, 품사 태킹(POS-tagging) 등

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당 문자 메시지를 표현하는 특징 

벡터를 만든 후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스팸 문자 메

시지를 필터링한다.

이러한 특징 벡터는 해당 문자 메시지를 표현하는 특

징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차원 수는 증가하고, 벡터는 희

소한(sparse) 형태가 된다[6]. 그림 1을 통해 희소한 형

태의 특징 벡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희소한 특징 벡터(위)와 밀집한 특징 벡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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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모델의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을 이용하여 

단어 벡터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자 메시지의 문

장 벡터(Sentence Vector)를 생성한다. 그리고 그 문장 

벡터와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일종

인 전방향 신경망을 이용하여 스팸 문자 메시지를 필터

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단어 벡터와 단어 임베딩

인공신경망의 일종인 딥러닝(Deep Learning)은 컴퓨터 

비전, 패턴 인식 그리고 음성 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성

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서도 그림 2

와 같이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이다[7].

 

그림 2. 딥러닝 관련 자연어 처리 논문 증가 추세

그림 1과 같이 통계적 기법에서 사용하는 단어 임베딩

은 희소한 형태의 단어 벡터를 생성한다. 이는 자연어 

처리에서 말하는 차원의 저주인 차원 수 문제와 연산속

도 및 메모리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단어 임베딩은 단어 벡터

의 차원 축소 및 확대에 있어서 자유롭고, 연산속도 및 

메모리 공간 활용에서도 효율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단

어 간의 유사도 분석과 단어 사이의 의미적 관계 분석에

서도 우수한 효과를 보여 준다.

그림 3. 단어 공간에서 단어 벡터 간의 상관관계

그림 3에서 <man-woman>은 man과 woman이라는 단어의 

차이 벡터인

 word_vector(“man”) - word_vector(“woman”)

을 말한다. <man-woman>의 차이 벡터와 유사한 벡터는 

다음과 같다. 

word_vector(“uncle”) - word_vector(“aunt”) 

word_vector(“king”) - word_vector(“queen”)

즉, 단어 임베딩을 통한 단어 벡터 공간에 각 단어 벡

터는 성별이라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man-woman>의 

차이 벡터는 두 단어의 성별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uncle-aunt>, <king-queen>라는 두 개의 차이 벡터는 

<man-woman>의 성별 차이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공신경망을 통한 단어 임베딩은 성별, 복수 명사, 단

수 명사, 시제 등과 같은 문법적, 의미적 특성을 내포하

는 단어 벡터를 생성한다. 이러한 단어 벡터 효과는 자

연어 처리 연구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여준다[8,9,10].

인공신경망의 구조 중 하나인 전방향 신경망은 선형적 

특성과 비선형적 특성으로 이루어진다. 식 (1)은 전방향 

신경망의 선형적 특성을 포함하는 식이고, 식 (2)는 식 

(1)을 활성화하는 식으로 비선형적 특성을 포함한다. 전

방향 신경망 구조는 이 두 식의 조합을 통해 비선형적 

특성을 활용한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F(x) = Wx + b  (1)

G(x) = activation(F(x)) (2)

본 논문에서는 단어 임베딩을 통해 생성한 단어 벡터

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를 생성하고, 전방향 신경망을 통

해 스팸 문자 메시지 필터링 문제에 비선형 분류 기법을 

적용하였다.

            

3. 전방향 신경망을 이용한 스팸 문자 필터링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팸 문자 메시지 필터링 방법

은 전처리 과정으로 자동 띄어쓰기를 한 후, 단어 임베

딩을 통해 단어 벡터를 생성하고 문장들을 구성하는 단

어의 벡터 합으로 문장 벡터를 생성한다. 최종적으로는 

문장 벡터와 전방향 신경망을 이용하여 그 문장이 스팸 

문자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필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단어 벡터 토큰을 생성할 때 구분자는 공백 문자로 한

다. 즉, “O1야ㄱl 사과”라는 문장에서 단어 벡터 토큰

은 각각 “O1야ㄱl”, “사과”라는 두 개의 토큰으로 

나누어진다. 단어 벡터 토큰 생성 시에는 공백 문자만을 

구분자로 하여 특수기호, 숫자 등을 이용하여 의도적으

로 변환한 “사♥랑”, “♥축하”, “경★ㅁr”, “ㅇk

동”, “0ㅑ동”과 같은 단어 패턴 변화에도 단어 임베

딩을 적용하여 단어 벡터를 생성하였다.

전체적인 스팸 문자 메시지 필터링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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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팸 문자 메시지 필터링 과정

3.1 자동 띄어쓰기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패턴은 다양한 구성을 보여준

다. 즉, 하나의 문장은 숫자, 특수문자, 한글, 영어 등

의 복합적인 구성이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적인 단어 패

턴에서 공백 문자를 구분자로 하여 단어 벡터 토큰을 생

성하였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에서 일반 사용자들은 단

어를 띄어쓰기하지 않고 한 줄에 연이어 문장을 작성하

는 경우가 여러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단어 벡터 토큰을 선택하려 할 때, 문제가 발

생하였다. 즉,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긴 길이의 문장도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게 되고 이는 희소한 단어를 이용

하여 의미 없는 단어 벡터를 생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미있는 단어 벡터를 생성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자동 띄어쓰기를 적용하였다.

sentence = “좋은밤되세요내용없음”

word_vector(“좋은밤되세요내용없음”)

자동 띄어쓰기를 적용한 후, 문장은 다음과 같다. 

sentence = “좋은 밤 되세요 내용 없음”

자동 띄어쓰기를 적용한 문장의 단어 벡터는 다음과 

같다. 

word_vector1(“좋은”), word_vector2(“밤”),

word_vector3(“되세요”), word_vector4(“내용”),

word_vector5(“없음”)  

      

3.2 단어 벡터와 문장 벡터

단어 벡터는 신경망 언어 모델 중 하나인 

CBOW(Continuous Bag-of-Words) 모델을 기반으로 생성하

였다. 그림 5와 같이, CBOW는 단어 W(t)를 중심으로 오

른쪽, 왼쪽에 있는 단어를 윈도우 크기만큼 이용하여 중

심단어 W(t)의 단어 벡터를 생성한다. 그림 5는 윈도우 

크기를 2로 하여, 단어 W(t)를 중심으로 오른쪽 2개의 

단어, 왼쪽 2개의 단어를 이용하여 중심단어 W(t)의 단

어 벡터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 CBOW(Continuous Bag-of-Words)

예를 들어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라는 

문장에서 그림 5와 같이 윈도우 크기는 2이고 CBOW를 이

용한다면 “한국어” 단어 벡터는 “한국어”의 오른쪽 

2개의 단어(“한글”, “ 및”), 왼쪽 2개의 단어(“정

보처리”, “학술대회”)를 이용하여“한국어”단어 벡

터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어 벡터 생성을 위해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총 11만 문장에 포함된 단어들을 기반으

로 윈도우 크기가 8인 CBOW를 통해 단어 벡터를 생성하

였고, 이 단어 벡터들을 문장 벡터로 합성하였다.

예를 들어,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의 

문장 벡터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x =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word1 = word_vector(“한글”), 

word2 = word_vector(“및”)

word3 = word_vector(“한국어”)

word4 = word_vector(“정보처리”)

word5 = word_vector(“학술대회”)

Sen2Vec(x) = word1 + word2 + word3 + word4 + word5

 

3.3 스팸 문자 메시지 필터링을 위한 신경망 구조

전방향 신경망은 완전히 연결된 신경망(FNN: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으로 계층적 구조로 객체를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신경망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전방향 신경망의 구조는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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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팸 문자 필터링을 위한 전방향 신경망 구조

이 신경망 구조의 특징은 은닉층(Hidden Layer) 수, 

은닉층의 뉴런 개수 조절이 자유롭고, 이를 조절하여 객

체 분류 정확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최종 출력(Output)

의 값을 이용하여 비용 함수(Cost Function)를 평가하고 

객체 분류를 수행한다. 최적의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신

경망 구조 기계 학습 모델은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이 알고리즘은 비용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경망의 인수(W, b)를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비용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Cross Entropy), 그리고 역전파 알고리즘으로는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을 사용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은 기존의 기계학습 모델인 SVM light와 인공

신경망의 일종인 전방향 신경망을 이용한 실험에서 학습

데이터 및 평가데이터, 단어 벡터, 문장 벡터의 차원 수

를 표1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표 2는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총 합인 11만 문

장을 기반으로 단어 벡터를 생성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벡터 합을 통해 생성된 문자 메시지의 문장 벡터

를 SVM light와 전방향 신경망을 사용하여 스팸 문자 메

시지인지 아닌지를 필터링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SVM light를 이용한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의 정확도 보다 전방향 신경망을 통한 

이진 분류가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

또한, 신경망을 이용한 분류 정확도는 은닉층의 수를 

증가함으로써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은닉층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정확도의 증가 폭도 비

례하게 증가하기 보다는 감소하였다. 즉 다시 말해, 은

닉층의 수가 1에서 2로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의 증가 

폭은 1.2로 나오는 반면에 은닉층 수가 2에서 3으로 증

가 시, 정확도의 증가 폭은 오히려 0.58로 감소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은 신경망 언어 모델 중 하나인 CBOW를 한국어

에 적용하여 생성된 단어 벡터를 문장 벡터로 합성하고, 

전방향 신경망을 이용한 스팸 문자 필터링 방법을 제안

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이진 분류 기능에서 신경망을 

활용한 방법이 기존의 SVM light보다 우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경망 구조에서는 은닉층 수에 따라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은닉층의 수가 증가하는 

폭만큼 정확도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

다. 이를 통해, 전방향 신경망을 이용한 스팸 문자 필터

링에 효율적인 은닉 층의 수를 계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단어 임베딩을 통해 문장 벡터를 생성

하고 전방향 신경망으로 스팸 문자 필터링 방법을 제안

했지만, 정확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단어 임베딩

(skip-gram, GloVe)을 통한 단어 벡터 생성과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문장 벡터 생성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스팸 문자 필터링의 정확도를 분

석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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