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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서 개인의 삶의 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모든 사회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등과 같이 악의적

으로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댓글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인 언사나 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만 악성댓글에 사용된 단어들은 변형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변형된 악성어휘를 인식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악성댓글을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실
험결과 87.8%의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기존 연구들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ABSTRACT

The Internet has brought lots of changes to us sharing information mutually. However, as all social symptom have 
double-sided character, it has serious social problem. Vicious users have been taking advantage of anonymity on the 
Internet, stating comments aggressively for defamation, personal attacks, privacy violation and more. Malicious 
comments on the Internet are creating the biggest problem regarding unlawful acts and insults which occur on the 
Internet.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several studies have been done to efficiently manage the comment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recognize modified malicious vocabulary in previous research. So, in this paper, we propose a 
malicious comments detection technique by improving limitation of previous studies. The experimental result has 
shown accuracy of 87.8% providing higher accuracy a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done.

키워드 : 데이터 마이닝, 악성댓글, SVM, 감성분석, 한글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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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4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가 4
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 만 3세 이상 인

구의 83.6%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인터넷이 우

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인터넷은 사용

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의 삶의 양식

에 큰 변화를 주었다. 모든 사회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

듯이 인터넷 이용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하여 명예

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이 악의적으로 이

용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인터

넷 게시판의 악성댓글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인 언사나 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

다. 댓글은 인터넷에 게시된 원문기사에 대하여 또 다

른 정보나 의견을 답하여 올리는 글이며, 악성댓글이란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남을 헐뜯거

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댓글을 말한다[2].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찍부터 있어왔다. 악성댓

글의 원인 중 하나인 익명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였으나, 2012년 8
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

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과 같

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3].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정부 국정과제 중에

서 ‘세계 최고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4]. 이렇게 악성댓글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에서의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악의적

인 댓글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악성댓글을 작성하는 사용자는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면서 댓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변형된 악

성어휘를 인식하는데 취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
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인터넷상에서 작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중에서 악

의적인 정보를 탐지하는 정확도를 높여 건전한 사이버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Ⅱ. 관련 연구

2.1. 한글 정규화 기법

악성댓글은 악성 어휘로 차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변형된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악성댓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욕설 사이에 특수 기호들을 삽입하

거나 한글로 대체할 만한 특수문자, 숫자, 그리고 영문

자를 한글대신 사용하고 있다. ‘ㅈ1랄’과 같이 자음과 

모음을 분리한다든지, ‘ㅈ1랄’과 같이 분리된 모음을 유

사한 형태의 영문자, 숫자로 변경하여 악성어휘로 인식

되지 않도록 교묘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인
터넷 댓글은 한글 띄어쓰기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고의로 

공백들을 삽입하거나 ‘쓰.레.기.들’과 같이 각 문자들 사

이에 특수문자 등 문자부호를 삽입하는 형태로 왜곡하

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모음과 자음을 분리하거나 유사

한 특수문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해 하나의 어휘는 다

양한 형태로 문자열 조합이 가능하다[5]. 특히 기계는 

사람과 달리 편집된 글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여 욕설 

및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을 필터링 하는데 한계가 존재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의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변형된 한글을 정상적인 한글로 복원하는 연구를 진행

한다.

2.2. 감성분석

감성분석이란 사용자가 작성한 문장의 성향을 나타

내는 패턴을 이용해 텍스트 내에서 주관적인 정보를 검

토하고 처리하는 기법으로 기본 작업은 문장의 극성을 

긍정, 부정, 중립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

에서는 감성분석을 악성댓글을 분류하는 것에 이용하

지 않고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해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의 

속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감성분석의 과정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 텍스트를 분해하고 추출한 단어를 감

성사전과의 비교를 통해 텍스트의 단어 빈도수와 악성

지수를 도출하는 과정까지만 진행한다.

2.3. 감성사전

감성사전을 구축하기 위해 수집한 댓글을 형태소 단

위로 분석해야한다. 형태소는 언어학에서 일정한 의미

가 있는 최소단위이며, 형태소 분석이란 문장을 구성하

고 있는 각각의 마디를 형태소로 분리한 후 각 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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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범주를 부여하는 과정이다[6]. 본 연구는 서울

대학교 IDS(Intelligent Data System) 연구실에서 개발

한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댓글의 

형태소 분석을 진행한다. [7]의 연구는 도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한 감성사전을 감성평가에 이용함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켰고, [8]에서도 특화된 감성사전을 구

축하여 이를 감성분류에 사용함으로써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댓글에는 비속어나 은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

에 댓글의 정확한 감성분석을 위해 비속어나 은어들을 

고려해야 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9]의 방법을 이용하여 

악성댓글을 탐지하기 위해 특화된 감성사전을 구축하

고, 구축된 감성사전을 통해 댓글의 감성을 분석한다. 
[9]의 방법은 단어의 긍정지수를 0~1까지의 수로 산출

하였다면, 본 논문은 [9]의 방법과 동일한 식을 이용하

여 단어의 악성지수를 0~1까지의 수로 산출하여 분석

에 응용하였다.

2.4. SVM(Support Vector Machine)

SVM은 1995년 통계학자인 Vladimir Vapnik와 그의 

AT&T Bell 연구소 팀에 의해 개발된 두 범주의 패턴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개된 학습기법이다[10]. 
SVM의 기본 원리는 두 개의 범주로 구성된 N개의 점

이 하나의 분리경계면(Hyperplane)으로 구분이 될 때, 
두 범주를 구분하는 분리경계면은 무수히 많을 수 있

으나 SVM은 지지벡터(Support Vector)라고 하는 특정

한 점들에 의해 결정되는 두 그룹간의 마진(Margin)을 

최대로 하는 분리경계면을 통해 두 그룹으로 구분한

다. 분리경계면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을 지지벡

터라고 부른다. 지지벡터는 분리경계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분리경계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과 같다. 와 는 학습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이며 는 구분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벡터이다. 학
습 데이터가 A범주와 B범주로 나누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SVM을 학습시킨 후 새로운 객체 에 대한 분류규

칙은   이면 범주 A,   이면 

범주 B로 분류된다.

2.5. 악성댓글 탐지를 위한 기존 연구

악성댓글 탐지에 관한 연구는 온라인 뉴스기사, 블로

그, SN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댓글에 대한 키워드 

기반의 사전을 형성하여 탐지하는 방법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11]은 포탈

사이트의 뉴스에 대한 댓글을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

여 단어를 추출하고 단어의 품사 정보를 조합하여 단어

의 출현빈도(Term Frequency : TF)와 역 문헌빈도

(Inverse Document Frequency : IDF)의 가중치를 계산

하여 SVM 알고리즘으로 악성댓글 여부를 판단하는 시

스템을 제안하였고, [12]는 정치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토픽 시그니처를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을 이용하여 댓

글 탐지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13]은 언어파괴 현

상으로 인해 동일한 의미를 탐지하지 못하는 문제의 해

결을 위해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빈도수가 높은 글자는 

초성으로 변경한 다음 키워드를 추출하여 SVM과 

Random Forest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SVM을 

활용하였을 때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댓글에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변형된 

한글을 인식하는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Ⅲ. 인터넷 악성댓글 탐지 기법

SVM을 이용하여 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학습

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학습데이터 500개를 SVM을 사

용해 악성댓글을 탐지하기 위한 식을 도출하고, 평가데

이터 100개를 이용하여 악성댓글 탐지에 대한 성능을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3.1. 데이터 수집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는 페이스북의 댓글을 수집해

주는 ‘the fancake서비스[14]’를 사용한다. 500개의 학

습데이터와 100개의 평가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

된 댓글은 수작업으로 악성댓글과 일반댓글로 구분한

다. 뉴스 기사의 댓글은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기사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소감, 주장, 견해 등을 표현하는 사

실판단형과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발산

형이있다[15]. 감정발산형 댓글은 기사 내용에 대해 응

원하는 댓글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비속어와 욕설을 사

용함으로써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불

쾌감을 느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댓글을 악성댓

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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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all process of suggested technique

3.2. 한글 정규화

악성댓글은 악성어휘로 차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변형된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

문은 [5]의 연구를 바탕으로 변형된 한글을 정상적인 한

글로 복원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한글 정규화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Fig. 2 process of Korean normalization

한글 정규화의 첫 번째 단계는 공백 문자 등 불필요

한 기호들을 제거한다. 두 번째 단계는 모음이 모두 누

락된 단어들을 미리 사전에 등록하여 변형 문자열이 있

을 경우 사전에 등록된 문자열을 복원한다. 세 번째 단

계는 자음 ‘ㅇ’를 특수문자 ‘@’로 대치하거나 또는 숫

자나 영문자 ‘0/o'로 대치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형태

로 변형된 한글을 정상적인 한글로 대치한다. 그 다음, 
자모가 분리되는 유형들에 대해 정상적인 한글 문장으

로 복원한다[5]. 마지막으로 변환 과정을 거친 문장은 

공백이 무시되어있으므로 자동 띄어쓰기 모듈을 적용

한다[16].

3.3. 감성사전 구축

감성사전은 댓글의 악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

하는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매우 큰 비중을 차

지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악성댓글에 특화된 감성사전

이 구축되어있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9]의 긍정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악성댓글에 특화된 감성사

전을 구축하여 악성지수를 산출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한글 정규화 과정을 거친 댓글은 형태소를 분석하여 감

성사전에 등록할 후보 단어들을 추출한다. 이때 사용되

는 형태소 분석기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꼬꼬마 형

태소 분석기’를 사용한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추출

된 단어들은 빈도수와 악성 값을 계산하는데, 이때 빈

도수는 해당 단어가 나온 댓글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

고, 악성 값은 해당 단어가 들어간 댓글이 악성댓글일 

경우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빈도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2)와 같으며, 악성 값(Malicious 
Value, )은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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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단어가포함된경우
 그외의경우   (1)

 
 





전체댓글의수
                (2)

 








 댓글가악성일경우
 그외의경우           (3)  

 
 



×

전체댓글의수
                 (4)

감성사전에는 단어와 단어의 빈도수, 악성지수를 계

산하여 감성사전을 완성한다. 악성지수(Malicious 
index, )는 악성 값을 빈도수로 나누어 나타내며, 0에
서 1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악성의 의미를 나타

낸다. 식으로 표현하면 식 (5)와 같다.

 









 



×

전체댓글의수

                (5)

3.4. 감성사전을 통한 댓글의 감성분석

구축한 감성사전을 활용하여 댓글의 감성분석을 진

행한다. 감성분석의 기본 작업은 문장의 극성을 긍정, 
부정, 중립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는 감성분석을 악성댓글을 분류하는 것에 이용하지 않

고 SVM을 이용해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의 속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댓글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단어를 추

출한 후, 추출한 단어와 감성사전의 단어들을 비교해 

해당 댓글의 악성지수를 계산한다. 댓글의 악성지수

(Malicious index of Comment, )는 해당 댓글에서 

추출한 단어들의 악성지수를 합해 그 개수로 나눈 산술

평균값이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7)과 같다.

 










 댓글에포함된단어가감성사전에존재할경우
 그외의경우

         (6)

 









 



×

댓글에포함된단어의수

                (7)

댓글의 단어 빈도수와 악성지수를 도출한 후 악성댓

글 여부 항목을 추가해 SVM을 이용해 학습을 위한 데

이터로 사용한다. 악성댓글 여부는 악성댓글일 경우는 

yes, 그렇지 않을 경우는 no 두 가지로 나타낸다. 

3.5. SVM을 이용한 식 도출

본 논문은 악성댓글을 탐지하기 위해 SVM을 사용

하여 최적의 경계면의 식을 도출한다. SVM은 주어진 

데이터가 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분류되지 않을 경

우 적용하는 기법이 다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

터는 비선형 SVM을 사용하였다. 비선형 SVM의 경우 

커널함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변환한 다음, 선형 SVM의 공식화를 통해 2차 계획법 

문제로 표현하여 최대 마진 초평면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SVM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Polynomial kernel
를 사용하였고 10-fold cross-validation 방식을 통해 판

별 정확도를 입증했다. SVM은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

학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WEKA’를 사

용하였다. 500개의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y=0.2875a+ 
5.4685b-2.8237 라는 분리경계면 식을 도출하였으며, 
이때 데이터의 속성집합에서 a는 댓글의 빈도수, b는 

악성지수를 나타낸다. 이 식에 데이터를 대입하여 나온 

최종 값은 y>0일 경우 악성댓글, y<0일 경우 일반댓글

로 탐지된다.

Ⅳ. 실험결과 및 분석

학습데이터로 교차 검증 절차를 통해 최적화된 SVM
을 통한 악성댓글 탐지 식을 도출하고, 평가 데이터로 

도출된 식 y=0.2875a+5.4685b-2.8237 에 대입하여 나

온 최종 값들에 근거하여 정확도(), 재현율

(), 그리고  를 계산하여 기법에 대

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각각의 대한 정의는 식 (8), (9),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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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전체악성댓글의개수
정확히분류한실제악성댓글의개수        (8)

 실제댓글의총개수
정확히분류한실제악성댓글의개수           (9)

  
××           (10)

본 실험에서 탐지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

습 데이터 수를 100개에서 300개, 그리고 500개로 증가

했을 경우의 탐지 결과를 측정하였고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1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 of data Precision Recall F1-measure
100 86% 86% 86%
300 86.3% 86% 86.15%
500 87.8% 86% 86.9%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SVM을 통해 구한 식은 500개
의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정확도 87.8%와 재현율 86%, 
그리고    86.9%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 면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은 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

집하여 분석한다면 지금보다 더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보다 정

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2과 같이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악성댓글을 탐지하는 정확도가 

높아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result

Precision
[11] 65.52%
[12] 75.3%
[13] 78.6%

proposed technique 87.8%

Ⅴ. 결  론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댓글은 작성자들

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상대

방을 비방하고 공격한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반성이나 

잘못의 인식이 요구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악성댓글을 

탐지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최근 댓글들은 인위적으

로 조작하여 변형된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 정규

화 과정을 통해 변형된 한글을 원래의 한글로 복원하였

다. 또한 인터넷 댓글에 특화된 감성사전을 구축하였고, 
구축된 감성사전을 이용해 댓글의 감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SVM을 사용하여 

악성댓글 탐지를 위한 하나의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그 

후 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도(), 재현율

(), 그리고  을 계산하여 악성댓글 

탐지 기법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연구들 보다 정확도()가 높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기계학습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

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댓글에 특화된 감성사전을 

구축하여 이를 감성분석에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

다. 또한 실무적으로 기존의 방식에 비해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악성댓글에 대한 탐지 효율이 높을 것이며 이

를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한다면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감성사전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악성댓글의 특징

은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변형되고 새로 만들어지기 때

문에 새로 생기는 단어들을 일일이 추가하여야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언어의 특징에서 발생되는 여

러 가지 문맥적 의미 변이와 반어법 등 문장의 감성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감성사전의 지속적인 버전 업을 통해 감성단어의 정확

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과제 중 하나이며, 텍스트의 감

성을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 문장에서 단어들 간

의 연관성과 문장 규칙을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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