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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터넷에서 댓글 시스템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한 시스템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

여 상대방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도 한다. 악성댓글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빠르고 정확한 탐지는 필수

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악성 댓글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서가 있는 분류 레이블의 성질을 활용한 

순서형 회귀 (Ordinal regression) 기반의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분류 모형과는 달리 혐오 발언 

정도에 따라 다중 레이블을 부여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Korean Hate Speech Dataset에 대해 

LSTM기반의 모형의 출력층을 다르게 구성하여 순서형 회귀 기반의 모형들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

로 예측 결과에 대한 조율이 가능한 순서형 회귀 모형이 일반적인 순서형 회귀 모형에 비해서 편향된 예측에 

대해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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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

에 자유롭게 남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악성댓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러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악성 댓글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탐지가 필요하다 [1]. 

악성 댓글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공격적 발언과 혐오적 발언으로 

나눌 수 있다. 혐오적 발언과 공격적 발언을 구분하는 것은 비슷한 

유형을 분류하는 문제이므로 정상댓글과 악성댓글을 분류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혐오적 발언과 공격적 발언은 혐오 정도에 

따라 순서가 있는 클래스이므로 정상, 공격적, 혐오적 발언을 분류하는 

문제에서는 분류 레이블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혐오 댓글 탐지 문제에 

대해 순서형 회귀 분류(ordinal regression) 기반 방법론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Preliminaries

1. Korean Hate Speech Dataset 

Korean Hate Speech Dataset은 한국어로 된 인터넷 연예 기사에 

대한 댓글 데이터셋이다 [1]. 약 1 만 개의 댓글을 차별과 혐오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정상(none), 공격적 발언(offensive), 

혐오적 발언(hate)이라는 세 가지 클래스로 분류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데이터셋을 구축한 논문에서는 일반 다중 분류 문제를 

통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클레스 레이블이 본질적으로 

정도를 나타내게 되므로 분류 결과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형이 의미가 있다.

2. Ordinal regression

순서형 회귀 모형이란 순서형 척도인 다중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한 기법이다 [2][3]. 기본적인 순서형 회귀 모형은 최종 출력 층에 

sigmoid 함수를 사용하여 클래스 수 만큼의 이중 분류 문제로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지만 [3,4],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중 분류기들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K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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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Y를 K-1개의 벡터로 구성하고, K-1 개의 이중 분류기를 구축한 

COnsistent RAnk Logit (CORAL) 모형이 제안되었다[2]. CORAL 

에서는 5개의 클래스 중 3에 해당할 경우 Y = {1,1,0,0}으로 표현하여 

순서형 회귀 모형을 나타낸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Model construction

본 연구에서는 악성댓글의 혐오 정도에 따른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 sigmoid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거나 CORAL 모형을 출력층으

로 사용한다. 혐오 발언 정도에 따라 None, Offensive, Hate 클래스로 

분류하고 각 클래스에 다중 레이블을 부여하였다. CORAL 모형으로 

타나내기 위해서 사용한 인코딩은 다음과 같다. None = {0,0}, 

Offensive = {1,0}, Hate = {1,1}.

IV. Experiment

1. Experimental Design

순서형 회귀 모형들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최종 출력 층에 

sigmoid 함수를 사용한 일반적인 순서 회귀 모형(LSTM-sig)과 

CORAL 모형(LSTM-cor)을 구축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LSTM-cor 모형은 최종 출력층의 K-1개의 분류기에서 이진 분류 

수행 시 손실함수에서 각 클래스의 중요도(Importance weights)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각 클래스별 확률이 일반적으로 0.5 이상일 

경우 True라고 판단하는데, LSTM-cor 모형에서는 이 역치

(threshold) 값을 조절할 수 있다.

2. Results 

Korean Hate Speech 데이터에 대해 순서형 회귀 모형을 적용하였

을 때, LSTM-sigmoid 모형에서는 한 단계씩 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LSTM-cor 모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도와 역치를 다양하게 변경해가며 분류 결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요도와 역치가 설정가능한 hyperparameter 이기 때문

에 모형의 예측 결과의 조율이 가능하다. importance weights=(a, 

b)라 하면 a > b 일 때 Offensive로 예측하는 값이 많아졌고, threshold 

= (c, d)라 하면 c > d일 때 Offensive, Hate로 예측하는 값이 

많아져 편향된 결과에 대한 성능을 향상이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Importance weights = (3,1), threshold = (0.3, 0.3)으로 설정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정확도(accuracy), F1-score, 평균절대오

차(MAE)를 비교하여 성능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ccuaracy F1-score MAE

LSTM-sigmoid 0.57 0.56 0.47

LSTM-cor 0.59 0.59 0.44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서는 악성댓글의 혐오 정도에 따른 분류 문제에 순서형 

회귀 모형들을 적용하여 예측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CORAL 모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순서 회귀 모형과 달리 클래스별 파라미터 값을 

조정할 수 있어 예측 결과의 편향이 있을 때에 효과적으로 모형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추후에 사전 학습된 언어 모형들을 사용하면 

순서형 회귀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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