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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기 위험 검출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해당 대화에 위험이 있는지 조기에 분류하는

작업으로, 정확도 저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기 위험

검출은 온라인 그루밍 검출, 보이스 피싱 검출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기 위험

검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셋과 Latency F1 평가 지표를 소개한다. 또한,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과 위험 검출 결정 모듈로 구성된 점진적 조기 텍스트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은 이전

문장들에 대한 메모리 벡터와 현재 문장 벡터를 통해 현재까지의 대화를 분류한다. 위험 검출 결정 모듈은 softmax

분류 점수와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Read 또는 Stop 판단을 내린다. 결정 모듈이 Stop 판단을 내리면, 현재까지의

대화에 대한 분류 결과를 전체 대화의 분류 결과로 간주하고 작업을 종료한다. 해당 시스템은 micro F1과 Latency F1

지표 각각에서 0.9684와 0.8918로 높은 검출 정확성 및 검출 신속성을 달성하였다.

주제어: 점진적 문장 분류, 조기 위험 검출, 강화학습, GRU

1. 서론

조기 위험 검출[1]은 채팅 형식의 대화로부터 다양한 범죄로

인한 피해 위험성을 빠르게 검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이다. 예를 들어, 대화 형식의 피싱을 조기에 검출하거나, 최근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주목받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

그루밍을 조기에 검출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딥 러닝 기술이 텍스트 기반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높은 정

확도를 보여줌에 따라, 텍스트 기반 데이터에서 조기에 위험

검출이 필요한 문제들을 딥 러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시

도[2, 3, 4]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빈번하게 다

뤄진 문서 토픽 분류나 리뷰 감성 분류 같은 문제와 두 가지 측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기존 텍스트 분류는 문서 전체

정보를분류에활용하는반면,조기위험검출은대화의일부만

을 순차적으로 입력 받아 분류를 수행해야 하므로 활용 가능한

문맥 정보가 제한적이다. 둘째, 일반적인 텍스트 분류 문제는

분류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반면, 조기 위험 검출 문제의 경우

늦은 분류가 범죄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

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기 위험 검출 문제를

정의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딥 러닝 기반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기 위험 검출은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발화 문장 스트림을

조기에 위험 또는 일반으로 분류하는 문제로, 정확도 측면에서

큰 손실 없이 가능한 한 빨리 분류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과 위험

검출 결정 모듈로 구성된 점진적 조기 텍스트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텍

스트를 처리하고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적 GRU[5]

기반의 모델로, 새로운 텍스트가 입력될 때마다 이전 문장들로

구성된 메모리 벡터들과 함께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위험 검

출 결정 모듈은 조기 검출 시점을 결정하는 모듈로, Read 또는

Stop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이는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의

출력인 softmax 점수 또는 강화학습 기반 결정 모듈의 출력을

통해결정된다.조기위험검출과관련된온라인그루밍검출을

위한 PAN12 데이터 셋을 통해 실험한 결과, 제안한 시스템은

micro F1과 Latency F1 지표에서 각각 0.9684와 0.8918의 성

능을 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기여는 다음과 같다.

1. 조기 위험 검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데

이터 및 평가 방식을 소개한다.

2. 조기 위험 검출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딥 러닝

기반 시스템을 제안한다.

3. 강화학습 기반 위험 검출 결정 모듈을 다양한 보상에 따라

학습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2. 관련 연구

SNS나 온라인 앱을 통해 교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온

라인 그루밍과 같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

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를 조기에 방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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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shared task와 함께 PAN12 데이터 셋이 공개

되었다.

PAN12와 같은 조기 위험 검출 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크게

머신러닝 기반 연구와 딥 러닝 기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머

신러닝 기반 연구로는 Support Vector Machines를 활용한 [6],

Naive Bayes 기반 [7]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머신러닝 기반 방

식들은 lexical feature나 위험 발화 문장에 빈번하게 활용되는

unigram/bigram 어휘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통해 대화를 표

현해 주어야 한다.

딥 러닝 기반 연구로는 RNN[8] 계열의 모델을 활용한 방

식과 BERT[9] 모델을 활용한 방식이 있다. [3]은 두 단계를

통해 위험을 검출하는데, 1단계에서는 각 발화 문장의 의도를

분류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전체 대

화에 위험이 있는지 파악한다. 두 단계 모두 RNN을 활용하여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4]는 사전 학습된 BERT 모델을 통해

window 개의 발화 문장을 위험 또는 일반으로 분류한 후,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전체 대화를 분류한다. 두 방식 모두 각 발

화 문장을 먼저 분류한 후 전체 대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두

단계로 구성된 시스템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GRU 기반의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과 강화

학습기반의위험검출결정모듈로구성된시스템을통해조기

위험 검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3. 제안 방법

3.1 문제 정의: 조기 위험 검출

그림 1. 조기 위험 검출 문제 정의

조기 위험 검출 문제는 전체 대화의 일부를 참조하여 가능한

한 빨리 대화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실시간으로 위험을 검출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전체 대화가 시스템에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화가 발생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조기 위험 검출 문제를 도식화한 그림 1에서 대화 D는 일

련의 발화 문장인 {s1, s2, ..., sN}으로 정의된다. 결정 모듈이

정지 판단을 내리거나, 마지막 발화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분류 모듈은 현재 시점까지 입력으로 들어온 발화 문장

Dt = {s1, s2, ..., st}만으로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결

정 모듈에 의해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시점까지의 대화

Dt에 대한 분류 결과를 전체 대화 D의 분류 결과로 간주하고,

이후 문장은 읽지 않는다.

조기 위험 검출 데이터는 {D, y} 쌍으로 구성된다. D는 대

화 전체에 해당하고 y는 위험 또는 일반의 이진 레이블에 해

당하며 대화 단위로 부여된다. 이는 시스템의 입력은 대화의

일부가 순차적으로 주어지지만, 레이블은 전체 대화에만 부여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서 분류와 다른 방식의 시스템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3.2 점진적 조기 텍스트 분류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대화 내 감정 인식(Emotion Recognition in

Conversation) 작업을 수행하는 AGHMN[10] 모델을 베이스

라인으로 하여, 조기 위험 검출 문제에 보다 적합한 점진적 조

기 텍스트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점진적 조기 텍스트 분류

시스템은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3.3)과 위험 검출 결정 모듈

(3.4)로 구성된다.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을 통한 분류 작업은

새로운문장이들어올때마다수행되며,위험검출결정모듈이

정지(Stop) 결정을 내렸을 때의 결과를 대화 전체에 대한 최종

분류 결과로 간주한다. 전체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3.3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은 이전 문장 발화들로 생성한 메모

리 벡터와 현재의 문장 발화를 통해 현재 시점까지의 대화를

분류한다.

3.3.1 단어 및 문장 인코더

문장 발화를 이루는 단어들은 사전 학습된 word2vec[11]을

통해임베딩(embedding)되며, word2vec vocabulary에포함되

지 않은 단어는 랜덤하게 초기화된다.

문장 인코더는 임베딩 된 일련의 단어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

하나의 문장을 나타내는 벡터를 생성한다. 이는 Bidirectional-

GRU(BiGRU), Max-Pooling 계층, 그리고 tanh 계층으로 구

성된다. 즉, 임베딩 된 일련의 단어 {x1, x2, ..., xN}에 대해
임베딩 된 문장 벡터 S를 생성한다.

hn = BiGRU(xn, hn−1)

h = MaxPool({hn}Nn=1)

S = tanh(Wsh+ bs)

3.3.2 메모리 인코더

조기위험검출문제에서는전체대화가한번에모델의입력

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문장 발화 단위로 들어온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전에 들어온 문장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해당 정보와 현재 들어온 문장을 토대로 대화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메모리 인코더는 최근 window 개의 임베딩 된 문장 벡터

를 통해 메모리를 구축한다. window 개의 문장 벡터를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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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기 위험 검출을 위한 점진적 조기 텍스트 분류 시스템

인코더인 BiGRU의입력으로넣어주어문장간의문맥정보를

포함한 메모리 {M}t를 생성한다. 이때, 메모리를 구성하는 메

모리 벡터 각각에 St−window−1+k를 더하여 문장 벡터 자체의

정보를 보존한다.

{M}t = {BiGRU(St−window−1+k) + St−window−1+k}window
k=1

3.3.3 어텐션 계층

어텐션 계층은 현재 시점에 입력으로 들어온 문장 벡터가 이

전문장들로구성된메모리와상호작용할수있도록한다.이를

위해 dot-product와 softmax를 사용하여 어텐션 가중치를 계

산한다.어텐션계층에서사용하는 AttGRU의경우기존 GRU

와 달리 internal state를 갱신할 때 ak(어텐션 가중치)를 사용

한다. AttGRU의 마지막 hidden state Ct는 이전 발화 문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맥 벡터에 해당한다.

ak = {softmax(St �Mk)}t−1k=t−window

hk = ak ◦ h̃k + (1− ak) ◦ hk−1

Ct = AttGRU(Mt−1, ht−2)

3.3.4 분류기

분류기는 어텐션 계층의 출력 Ct와 현재의 문장 벡터 St의

합을 입력으로 받는다. 이를 선형 계층과 softmax 함수에 통과

시켜 분류 점수를 계산한다.

yt = softmax(Wc(Ct + St) + bc)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 학습을 위해서 cross-entropy 손실 함

수를 사용하였다. 이때, 손실 계산은 문장 단위가 아닌, 대화

단위로 수행한다.

3.4 위험 검출 결정 모듈

위험 검출 결정 모듈은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의 출력을 기

반으로 다음 문장 읽기(Read)와 정지(Stop) 중 하나의 행동을

결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본연구에서는분류점수기반결정

모듈(3.4.1)과 강화학습 기반 결정 모듈(3.4.2)을 제안한다.

3.4.1 분류 점수 기반 결정 모듈

분류 점수 기반 결정 모듈은 사전에 정의한 검출 임계값

(threshold)을 통해 검출 결정을 수행한다. 분류기의 출력인

softmax 점수 중 위험 클래스의 점수가 검출 임계값보다 큰

경우 정지(Stop) 결정을 내린다.

3.4.2 강화학습 기반 결정 모듈

표 1. 보상 (Reward) 설계

분류 성공 분류 실패

위험 일반 모두 조기

R1 prob prob -1 -1

R2 prob prob -1 -2

R3 2 × prob × earliness prob -1 -1

R4 2 × prob × earliness prob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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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arliness 보상 그래프

강화학습 기반 결정 모듈은 (Ct+St)를 입력으로 받는다.

해당 입력은 4층 선형 계층과 sigmoid 함수를 거치게 되며

Bernoulli분포를통해 Read(0)또는 Stop(1)이출력된다.결정

모듈 학습을 위해 REINFORC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상을

최대화하는방향으로파라미터를최적화하였으며,표 1과같이

네 가지 보상 설계를 활용하였다.

표 1의 분류 성공에서 prob은 예측한 클래스에 대한 분류기

의 softmax점수로,모델이높은확률로올바른예측을할경우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 earliness는 분류(검출) 신속성을 반영

한 보상으로, 그림 3과 같이 참조하는 문장의 수가 많아질수록

작은보상을부여받는다.이때, (전체문장/2)개의문장을참조

했을때의 earliness가 0.5가되도록아래식의 p값을지정한다.

R1과 R2의경우보상에분류점수 prob만을반영하였고, R3와

R4에는 분류 신속성과 분류 점수를 함께 보상에 반영하였다.

penalty(d) := −1 +
2

1 + exp (−p · (d− 1))

earliness := 1− penalty(d)

표 1의 분류 실패 중 ‘모두’는 전체 문장을 참조하여 분류했

을 때와 조기에 분류했을 때 모두 분류에 실패한 경우로 -1의

보상을 받는다. ‘조기’는 조기 분류에는 실패했지만, 전체 문장

을 참조했을 때는 분류에 성공한 경우로 -1 또는 -2의 보상을

받는다. R2와 R4에서는 ‘조기’인 경우 ‘모두’ 보다 더 큰 페

널티(-2)를 부여하여 지나치게 빠른 정지 결정으로 분류(검출)

정확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PAN12[12]는 PAN CLEF1́2에서 공개한 대화 형식의 채팅

데이터 셋으로,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이 있는 대화를 검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는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작성자로

표 2. 데이터 통계 (단위 : 대화 수)

학습

(Train)

검증

(Validation)

평가

(Test)

위험 940 104 1,881

일반 1,880 208 3,762

합계 2,820 312 5,643

구성된 채팅 기록과 가해자(predator) id로 구성되며, 대화 단

위의학습데이터 6,588개와평가데이터 15,329개가제공된다.

본 데이터 셋을 [3, 13, 14]와 같이 이진 분류 작업에 사용하

기 위해, 가해자(predator) id가 포함된 대화에 위험 레이블을

부여하고, 포함되지 않은 대화에는 일반 레이블을 부여하였다.

또한, PAN12는위험레이블과일반레이블의비율이불균형하

고검증데이터가따로제공되지않는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

두레이블간의비율을맞추기위해일반레이블과위험레이블

의 비율이 2:1이 되도록 하였다. 검증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사용하여학습과검증데이터의비율이약 9:1이되도록

구성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4.2 실험 환경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의 문장 인코더, 메모리 인코더, 어

텐션 계층을 구성하는 단층 GRU는 100차원으로 설정하였다.

메모리 생성 시 window를 50으로 설정하여 최근 50개까지의

이전 문장만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강화학습 기반 결정 모듈은

4층의 선형 계층으로 구성되며, 은닉 크기는 128이다.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과 강화학습 기반 결정 모듈을 학습

할때는동일한하이퍼파라미터를사용하였다.에폭(epoch)은

30, 학습률(learning rate)은 1e-5, 배치 사이즈(batch size)는

32로 설정하였고, Adam[15]을 사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4.3 평가 방법

조기위험검출문제는 ’위험’또는 ’일반’으로텍스트를분류

하는 이진 분류 문제이지만, 일반적인 분류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분류(검출)의정확성과더불어검출의신속성또한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두 평가 항목은 trade-off 관계를 가지

는데, 빠르게 위험을 검출하는 것은 신속성 측면에는 좋지만,

적은 텍스트를 참조하기 때문에 정확성 측면에는 불리한 경향

을 보인다. 따라서, 조기 위험 검출 문제는 검출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확성 저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섹션에서는 검출의 정확성과 검출의 신속성 각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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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검출의 정확성

검출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로 micro F1을 사

용한다. 위험 검출 결정 모듈이 ‘정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의

텍스트만을 활용한 이진 분류 정확성을 측정한다.

4.3.2 검출의 신속성

검출의신속성을측정하기위한평가지표로 Latency F1[16]

을사용한다. Latency F1은정확성을측정하는지표인 F1에검

출의신속성을반영한평가지표로,해당지표에서높은수치를

얻은 시스템이 조기 위험 검출에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penalty(d) := −1 +
2

1 + exp (−p · (d− 1))
(1)

speed := 1−median{penalty(d)|d ∈ delay} (2)

Latency F1 := binaryF1 · speed (3)

(1)은 검출 지연에 대해 시스템에 부여하는 페널티로, 지연(d)

은 참조한 발화 문장 개수를 통해 측정한다. 즉, 시스템은 참조

하는발화문장수가많아질수록 [0,1)범위에해당하는높은페

널티를 부여받는다. (2)의 speed는 검출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화별 페널티들의 중앙값으로 정의한다. 최종적으로,

Latency F1은 (3)과 같이 위험 클래스에 대한 F1과 speed의

곱으로 정의한다.

4.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점진적 조기 텍스트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PAN 데이터의 평가셋을 사용하였으며,

micro F1과 Latency F1을 성능 지표로 활용하였다.

표 3. 보상에 따른 실험 결과

micro F1 Latency F1 평균

R1 0.9608 0.8366 0.8987

R2 0.9689 0.8404 0.9047

R3 0.9611 0.8986 0.9299

R4 0.9659 0.9053 0.9356

표 3은 표 1의 네 가지 보상 설계에 따른 성능을 보여준다.

보상에 신속성(earliness)을 반영하지 않은 R1과 R2보다 신속

성을 반영한 R3와 R4에서 더 높은 Latency F1 성능을 달성하

였다.또한,검출실패중 ‘조기’에 -2의보상을부여한 R2와 R4

는 각각 R1과 R3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검출 정확성만을 반영하는 micro F1에 대해서는 R2 방식으

로 보상을 설계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며, 검출의 신

속성까지 반영하는 Latency F1에 대해서는 R4 방식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는 검출의 정확성과 신속성 사이에는

trade-off 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표 4. 위험 검출 결정 모듈에 따른 실험 결과

micro F1 Latency F1

분류 점수(0.8) 0.9746 0.8829

강화학습(R4) 0.9659 0.9053

분류 점수(0.8) + 강화학습(R4) 0.9684 0.8918

표 4는 위험 검출 결정 모듈에 따른 성능을 보여준다. 검출

임계값을 0.8로 지정한 분류 점수 기반 결정 모듈이 micro F1

성능 지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 경우, 위험

클래스의 softmax 점수가 0.8을 넘을 때만 조기 위험 검출을

한다는 점에서 검출 정확성은 높지만, 신속성 측면에서는 낮은

성능을 보인다. 반면, 표 3의 성능 평균이 가장 높은 강화학습

(R4) 기반 결정 모듈은 Latency F1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달

성하였지만, 검출 정확성만을 측정하는 micro F1에서는 다소

낮은 성능을 보인다.

표 4의 마지막 행은 분류 점수와 강화학습을 동시에 활용한

방식으로, 두 성능 지표에서 모두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을 보여

준다.이경우,분류점수기반결정모듈과강화학습기반결정

모듈 모두에서 Stop 결정이 내려지거나, 강화학습 기반 결정

모듈에 의해 연이어 Stop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조기 정지를

한다.

실험결과를통해분류점수기반결정모듈은정확성측면에

서 강점을 가지며 강화학습 기반 결정 모듈은 신속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조기 위험 검출 문제의 주요 목적은

검출 정확성 저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검출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며,두지표사이에는 trad-off관계가있다.이는두지표의

우선순위에따라분류점수기반결정모듈과강화학습기반결

정 모듈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본논문에서는조기위험검출문제를정의하고,해당문제를

해결할수있는점진적조기텍스트분류시스템을제안하였다.

GRU 기반의 점진적 문장 분류 모듈과 분류 점수 및 강화학습

기반 위험 검출 결정 모듈을 통해 정확성 저하는 최소화하면

서 신속성은 높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보상에

따른 강화학습 기반 위험 검출 결정 모듈 실험을 통해 신속성

(earliness)을 반영한 보상이 모델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재 연구는 분류가 실제로 적절한 지점에서 발생하

였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으며, 검출 신속성이 높아지면 정확성

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마다 데이터 전처리 방식

과평가방식이상이하여,기존연구와의성능비교에어려움이

있다.따라서,향후연구로분류가적절한지점에서발생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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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검출 정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위험 검출 결정 모듈을 개

발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 환경을 통일하여 타 연구와의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 더불어, 우울증 검출, 보이스 피싱

검출과 같이 조기 위험 검출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들에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점진적 조기 텍스트 분류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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