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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중복되는 국민 청원글과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관리자의 검토로 인해 

답변이 지연되는 청원글들이 존재한다. 이는 중복 청원으로 인해 청원 동의 인원이 분산되고 답변이 지연되

는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을 일으킨다. 따라서, 유사한 청원글을 분류하고 동일한 청원 참여 기간 내 유

사한 청원글 수를 기반으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청원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본문 내용만을 

LSTM 모델에 적용했을 때 68%의 정확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글에 대해서는 Precision 

60%, F1-score 60%이었으나 청원 동의 가능 기간 내 유사한 글의 개수, 본문 길이, 제목의 길이를 추가하

였을 때 모델은 74%의 정확도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글에 대해 74%의 Precision, 70%의 

F1-score로 본문 내용만으로 학습한 모델보다 예측력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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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 소통 게시판

이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글은 정부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는 제도이다. 개설 3년 간 약 200만 건에 해당하는 청원 

글이 게시되며 국민 참여도가 높은 정치 플랫폼이다. 하지만 동일한 

주제의 청원 글로 인해 청원 동의 인원이 분산된다. 동의를 하려는 

참여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청원들이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중복 청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글을 분류한다. 

또한,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관리자의 검토로 인해 답변이 

지연되는 청원도 존재한다. 이는 국민청원의 토론방에서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로, 답변 시간이 지연될수록 기존 제도의 

불안정성이 확대된다. 어떤 청원글이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을지 

미리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국민 청원 

제도[1]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청원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청원글 내용으로만 학습한 모델과 유사한 

글의 개수, 청원글의 길이, 제목의 길이를 추가한 모델과 예측력을 

비교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1. Data

2019년 4월 1일 이후 부적절한 청원 노출을 줄이기 위해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게시판에 게재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

다. 이후 시점인 2019. 04. 01. 부터 2021. 02. 29.까지 웹 스크래핑 

기법을 이용하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모든 게시물을 

수집하였다. 이 중 동일한 제목과 게시글을 가지는 중복 청원글은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2. Data Pre-processing

수집된 데이터는 오타와 맞춤법 오류로 인해 모델의 성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로 만들어진 hanspel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교정하였다. 청원글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문장들을 기반으로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 TextRank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주장하는 글의 특성 상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게시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출된 중요한 문장과 첫 문장, 마지막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38

문장, 제목을 합쳐 토큰화를 진행한다. 크게 의미 없는 형태소들 

때문에 두 문서의 유사도가 과장될 우려로 명사만 추출하여 유사도 

검정에 사용한다. 

고유명사, 일반명사를 분류하는데 성능이 좋은 Komoran과 Kkma 

중 빠르게 유사 글을 제안할 수 있도록 분석에 보다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Komoran을 사용한다.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같이 

품사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단어들은 직접 사전에 추가하였다. 

단어의 빈도와 역문서 빈도를 이용하여 문서-단어행렬 내 각 단어들

마다 중요한 정도를 가중치로 부여하는 방식인 TF-IDF를 이용하여 

문서 내 중요도가 높은 명사와 제목의 명사 토큰을 벡터화한다.

3. Similarity for petition

청원글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Word2Vec 모델을 이용하였다. 

Word2Vec 모델은 단어를 벡터 공간에 임베딩하는 방식[2]으로 벡터

값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벡터 크기 공간 

300, 주변 단어 5개 사용, 2번 이하로 나타나는 단어는 학습에서 

제외하고 학습하도록 하였고 skip-gram 방식의 Word2Vec을 사용하

였다. 글의 길이가 모두 다르므로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cosine 

유사도를 사용하여 유사한 글을 분류하였다. 대부분 0.85 ~ 0.9 

이상의 유사도 값을 가지는 청원글들이 유사한 글이었다. 

청원 게시글 유사 청원 게시글 유사도

전기요금 연

료비 연동제

대로 실시해

주세요.

탈원전 정책은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망치는 범죄행위입니다.
0.87

역사왜곡 동

북공정 드라

마 <**구마

사>의 즉각 

방 영 중 지 를 

요청합니다.

<**구마사>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플렉스, **컬처웍스, ****웍스에 역

사왜곡...

0.93

드라마 작가 ***과 관계자들을 국가

모독죄 , 허위사실유포죄 , 인격모독

죄 , 명예회손죄 ... 

0.91

**구마사 작가 ***작가를 작가계에

서 퇴출해주세요 !
0.89

Table 1. Sample and similarity of similar petitions.

유사도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0.85 이상의 유사도 값을 가지는 

청원글의 수를 20만 이상 청원 동의를 받는 글을 예측하는 모델의 

파생변수로 사용한다. 청원글은 게시 후 30일 동안만 동의받을 수 

있다. 중복으로 인해 동의 수가 분산되는 문제는 동일 기간 내 청원글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동의 가능 기간 내 존재하는 청원글의 유사글 

개수를 파생변수로 사용하였다. 

4. Modeling

20만 이상의 청원 동의를 받은 청원글은 136개, 동의를 받지 않은 

청원글은 17,033개로 데이터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der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청원을 예측하기 위해 긴 시퀀스에 

사용하기 적합한 LSTM 모델을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70%를 학습 데이터, 30%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모델의 성능 평가는 5-fold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였다.

III. Experiment Results

본문 내용만을 임베딩하여 모델에 적용했을 때 정확도 68%,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글에 대해서는 Precision 60%, F1-score 

60%의 결과를 보였다. 동의 가능 기간 내 유사한 청원글 개수, 청원글 

본문 길이, 청원글 제목의 길이를 추가하였을 때 정확도 74%,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글에 대해 74%의 Precision, 70%의 

F1-score로 청원글의 메타 정보를 추가하였을 때 예측력이 더 높았다.

class precision recall f1-score

train
0 0.96 0.96 0.96

1 0.95 0.94 0.94

test
0 0.73 0.72 0.73

1 0.60 0.61 0.60

Table 2. As a result of applying only the petition 

contents to the LSTM model.

class precision recall f1-score

train
0 0.95 0.96 0.95

1 0.94 0.93 0.93

test
0 0.73 0.80 0.77

1 0.74 0.66 0.70

Table 3. Results of a model that adds the length of 

the petition, the length of the petition title, and the 

number of similar petitions.

Optimizer로 Adam, 활성화함수로 softmax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국민 청원 게시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글을 분류하고 20만 이상의 청원글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사한 글을 분류했을 때 0.85~0.9 이상의 유사도 값을 가지는 경우 

글들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었다. 청원글의 본문 내용만으로 예측했을 

때보다 청원글의 길이, 제목의 길이, 동의 가능 기간 내 유사한 청원글의 

개수를 추가하였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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