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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 특유의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인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

트 ‘일간 베스트’ 글에 나타난 욕설과 여성 혐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데이터는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2,000개를 웹 크롤링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게시글에 게임 내 금칙어 리스트와 여성 지칭어 사전

을 기반으로 욕설 여부와 여성 지칭어를 태깅하였다. 태깅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지칭어를 사용한 게시글에

는 욕설을 사용하는 글이 전체의 60.52%로 많았으며 욕설을 사용하지 않은 게시글에도 범행, 살해, 김치녀 

등의 부정적인 단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키워드: 온라인 커뮤니티(on-line community), 욕설(curse), 여성 혐오(misogyny),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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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일간 베스트는 주로 정치, 유머 등을 다루는 약 52만명의 회원이 

있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또한 여성 이용자를 

배제, 또는 배척하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베는 여성 이용자들의 

활동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여성임을 드러내거나 여성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베 사이트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적 유린과 강간, 폭력뿐 아니라 여성을 비난하는 내용의 만화를 

제작해 유포하는 등  다양한 작업이 행해진다 [1].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 특유의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인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글에 나타난 욕설과 여성 혐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로 Seok 외는 [2] 의미 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일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분석하였다.

II. Method

1. Data

데이터는 일베-일간 베스트에 2019년 06월 08일부터 2019년 

6월 15일까지 올라온 게시글 2,000개를 웹 크롤링하여 수집했다. 

게시글 중 사진 또는 그림만 있는 게시글 232개를 제외하고 총 1,768개

의 게시글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Method

욕설은 1,960개의 욕설로 이루어진 게임 내 금칙어 리스트를 기반으

로 0,1로 태깅했고 여성 지칭어는 여자, 여성, 김치녀, 스시녀와 같은 

단어들로 여혐 용어, 여혐 사이트, 일베 게시판에서 수집하여 여성 

지칭어 사전을 만들고 사전을 기반으로 0,1로 태깅했다.

III. Results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일베 게시글 1,768개를 태깅한 결과 욕설을 

사용한 글은 666개, 사용하지 않은 글은 1,102개였다. Table 1은 

여성 지칭어와 욕설의 여부를 나타낸 표이다. 

여성지칭 yes 여성지칭 no 계

욕설 yes
164 

(60.52%)

502 

(33.53%)
666

욕설 no
107 

(39.48%)

995 

(66.47%)
1,102

계 271 1,497 1,768

Table 1. Experi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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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서 여성 지칭어를 사용한 글들의 경우 욕설 있는 글은 

271개 중 164개로 60.52%였고, 욕설 없는 글은 271개 중 107개로 

욕설을 사용한 게시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은 여성 

지칭어 포함 글 중 욕설이 있는 단어들의 워드 클라우드이고 Fig 

2는 여성 지칭어 포함 글 중 욕설이 없는 단어들의 워드 클라우드이다.

Fig. 1. 여성 지칭어 포함 글의 욕설단어

Fig. 2. 여성 지칭어 포함 글의 단어

여성 지칭어 포함 글의 욕설 단어에서는 성적인 단어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욕설 없는 글의 단어로는 김치녀, 범행, 살해 

등 부정적인 단어들을 볼 수 있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글에 나타난 

욕설과 여성혐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베 게시판에 있는 게시물을 웹 크롤링 하여 데이터 수집 후 

욕설 여부 태깅, 여성지칭어 태깅 한 결과로는 여성지칭어를 사용한 

글에는 욕설이 없는 글보다 욕설이 있는 글이 많고 부정적인 단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웹 크롤링을 추가로 하여 

데이터의 양을 늘리고 게시글의 텍스트 감정분석을 기반으로 일베 

내의 여성 혐오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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