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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web text is growing explosively and attracting many fields as 

substitution for survey. The user of Facebook is reaching up to 113 million people per month, Twitter is used in various 

institution or company as a behavioral analysis tool. However, many research has focused on meaning of the text 

itself. And there is a lack of study for text's creation subject. Therefore, this research consists of sex/age text 

classification with by using 20,187 Facebook users’ posts that reveal the sex and age of the writer. This research 

utilized Convolution Neural Networks, a type of deep learning algorithms which came into the spotlight as a recent 

image classifier in web text analyzing. The following result assured with 92% of accuracy for possibility as a text 

classifier. Also, this research was minimizing the Korean morpheme analysis and it was conducted using a Korean 

web text to Authorship Attribution. Based on these feature, this study can develop users' multiple capacity such as 

web text management information resource for worker, non-grammatical analyzing system for researchers. Thus, this 

study proposes a new method for web tex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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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웹 2.0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

으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가 빠르게 사용자층을 넓히고 

있다. SNS는 자신의 취향과 활동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취향과 활동을 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한 온라인 사회 계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IWGDPT, 2008). 이러한 SNS의 발 과 더

불어 국내 SNS 이용자 수도 기하 수 으로 증가

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9월 기 으로 국내 페이스북 월간 

이용자수는 1,13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여러 기업과 기 에서 SNS 분석을 여론  

소비자 분석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SNS 

사용 목 의 다양화와 이용자의 증가는 SNS의 학

문  활용 방안에 한 심으로 이어졌다. Kang 

and Lee(2014)에 따르면 트 터의 경우 2009년부

터 2014년 4월까지 국내 트 터 련 논문이 총 

539편이 존재하며 련연구가 53개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트 터 련 연구가 선거나 정치 련 주제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SNS에 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하

게 이 지고 있지만, 아직 그 활용도에 한 것들

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SNS 상의 텍스트를 

작성한 유 를 식별하여 경   마  그리고 

인문․사회 으로 유의미함을 찾는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Bhargava(2013)에 따르면 해외

의 경우 익명의 SNS 텍스트를 자 별하고 이를 

다양한 목 으로 활용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hargava(2013)는 유사도 기반 방법을 활용하

여 ‘트윗’ 작성자를 별하는 연구를 통해 트 터 

상의 짧은 텍스트를 과학  데이터 분석의 상으

로 활용했다. Mikolov(2013) 한 트 터 텍스트

를 이용하여 자 별을 시도했는데, 여기서는 그리

스어 ‘트윗’ 12,973개를 데이터 세트로 하고 자 

N-gram과 단어 N-gram 정보를 결합한 AMNP

(Author’s Multilevel N-gram Profile) 13이라는 

자질을 이용해 멀티클래스 서포트 벡터(Multiclass 

SVMs) 기법으로 자 별을 시도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SNS 상의 짧은 텍스트 데이

터의 기본을 악하고 이를 과학  데이터 분석으

로 사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 별 연구의 경우 한국어 텍스

트만으로 자를 악하는 연구는 총 5건으로 이 

 웹 텍스트를 상으로 한 자 별 연구는 2

건에 불과하다. Han(2009)의 경우 한 신문사의 기

사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통계 , 정량  방법을 

한  자 별에 용하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Choi(2015)은 블로그의 화 리뷰를 심으로 기

계학습을 통한 자 별 연구를 시도 했는데, 두 

연구 모두 한 에서도 성공 으로 자 별이 가

능하다는 의의를 남겼으나 한 의 문법  특성에 

따른 분석의 어려움과 상 데이터 확보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한

의 문법  특성에 따른 분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

고 웹 상의 텍스트를 량으로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 고, 그 결과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자

별과 딥러닝에 해서 알아보고, 제 3장에서는 연구

의 주된 기법인 컨볼루셔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해 소개한다. 그리고 제 4

장에서 제안한 연구 방법을 기술하며, 제 5장에서

는 연구 방법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

로 제 6장에서는 이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방

안에 해 기술할 것이다.

2. 연구 배경

자 별은 작자가 무기명으로 되어있거나 작자

의 진 가 논쟁이 되고 있는 작물에 작자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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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작업이다(Han, 2009).   

자 별 연구는 유사도 기반 방법과 기계학습 

방법으로 나  수 있다(Stamatatos, 2009). 유사

도 기반을 통한 자 별 연구는 기존의 자가 

알려진 문서들과 무기명 문서의 특징을 측정하여 

이를 여러 거리 계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가까

운 문서를 찾아 자를 추정하는 방법이다(Abbasi 

and Chen, 2008; Argamon et al., 2009). 그리고 

기계학습 방법은 자가 알려진 문서와 무기명 문

서의 특징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머신 러닝 

분류기를 구성하여 무기명 문서를 분류해 내는 방

법이다(Zheng et al., 2006; Abbasi and Chen, 

2008).

유사도 기반 방법은 효과 인 특징 추출  추

상화 방법과 거리 계산방식에 해 집 하지만, 

기계학습 방법은 특징 추출과 분류기 선정  분

류기 라미터 최 화에 집 한다.

최근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딥러닝 기법의 발달

로 해당 분야의 지식 없이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해내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특

징 추출기와 분류기를 규모 신경망으로 통합하

여 학습함으로써 기존의 기계학습에 비해 비약

인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 

딥러닝 기법  하나인 컨볼루셔  신경망(Con-

volutional Neural Network, 이하 CNN)과 리커

런트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의 경우 

최근 상 인식에 리 활용되고 있으며 리커런트 

신경망의 일종인 LSTM(Long Short Term Me-

mory)는 필기체 인식이나 음성인식에 성공 으로 

용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딥러닝 기법들이 계

속해서 발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자 별 연구에서 

활용한 유사도 기반 방법이 아닌, 기계학습 기법 

 새롭게 각  받고 있는 CNN을 한  텍스트 

자 별에 용한다. 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

을 겪었던 기존 연구를 보완하여 실의 웹 텍스

트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의 자연어처리

를 최소화한 한국어 텍스트 자 별 방법론을 제

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 연구는 딥러닝 기법을 한  텍스트 상으로 

하여 자 별의 연구에 용한 것으로, 향후 딥

러닝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 목이 가능하게끔 해

주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론  배경

3.1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은 기계학습의 한 종류로, 사람의 뇌

가 학습하는 방법을 모사하여 컴퓨터로 모델링하

는 소 트웨어  방법이다.

사람의 뇌신경에는 뉴런이라는 신경 세포가 망

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런의 기능은 자극을 받았

을 경우 기를 발생시켜 다른 세포에 정보를 

달하는 것으로, 자극은 뉴런의 수상 돌기에 달

되고 축색 돌기를 통해 말단으로 달된다. 이 때, 

서로 다른 수상돌기와 축색 돌기의 말단이 만나는 

곳인 시냅스에서 신경 달 물질이 생성된다. 

이런 뉴런의 작용을 모사한 것이 인공 신경망으

로,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과 같은 기본단 를 퍼

셉트론이라고 하는데 입력층과 출력층의 두 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한 형태를 단층 퍼셉트

론이라고 한다.

단층 퍼셉트론은 입력노드로 들어오는 값에 가

치를 고려하여 출력노드에 달할 값을 결정한

다. 하지만 단층 퍼셉트론은 이진 분류기로서 그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 단층 퍼셉

트론을 여러 개 연결한 다층 퍼셉트론이다.

다층 퍼셉트론은 여러 개의 단층 퍼셉트론을 합

친 모델로 입력층과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층 퍼셉트론은 입, 출력층의 간에 은닉

층을 삽입하여 선형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입

출력 특성을 비선형화 함으로써 네트워크 능력을 

향상시켜 단층 퍼셉트론의 여러 단 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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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Structure

<Figure 1> Single-Layer Perceptron and Multi-Layer 
Perceptron Structure

3.2 컨볼루셔  신경망 

CNN은 컨볼루션(Convolution) 필터로 계산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층과 서 샘 링(Subsampling)

으로 계산량을 효율 으로 축소시키는 풀링(Poo-

ling)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것은 입력층의 홀수 배 크기인 커 (Kernel)의 

심이 입력 임의 픽셀에 놓인 상태에서 입력 

임과 커 이 겹쳐진 부분들만 계산해 출력값

을 만드는 과정이다. 커 과 입력 임을 겹쳐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방법은 3가지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커 을 입력 임에 완 히 겹치

게 하여 출력 임을 축소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픽셀이 매우 높은 경우 컨볼루션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데, 서 샘 링 단계는 이 계

산량을 효과 으로 이는 방법으로, 4개 픽셀의 

평균값을 결과 임으로 출력하는 평균 풀링

(Mean Pooling)과 4개 픽셀  가장 높은 값을 결

과 임으로 출력하는 맥스 풀링(Max Pooling) 

방법이 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성능이 우수한 맥스 풀링 방법을 사용했다.

3.3 텍스트 분류기로서 CNN

Zhang et al.(2015)은 CNN을 활용하여 문자 수

(Charater-level) 텍스트 데이터를 분류하는 연

구를 진행했다. 한  자모에 해당하는 어 알 벳

과 공백, 일정 특수문자를 분류하고 이를 70개의 세

로 임, 1,024개의 가로 임의 벡터 이미지로 

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같은 텍스트의 통계  문자 수  분석은 데

이터의 수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며, 특히 

Zhang et al.(2015)이 제안한 방법은 교착어 데이

터 분석이 복잡한 문법 처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

다는 것을 증명하 는데, 이 연구를 통해 교착어

인 한 에도 문자 수  분석을 용하는 것이 매

우 정 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

4. 연구 방법

4.1 데이터 입력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연속된 값을 입력층으

로 사용한다. 입력층의 차원을 최소화하기 해 

24자의 기본자모 수  데이터와 띄어쓰기, 특수 문

자 일부를 포함해 총 50개의 자로 입력층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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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제한했으며 포함하는 자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 Including Letters and Special Characters

모든 복합자모는 기본 자모의 합성으로 구성하

는데, 로 ㄲ( 기억)은 ㄱㄱ, 애는 ㅏㅣ로 표

기하 다. 이 방법으로 자모의 구성을 여 입력

층의 차원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각 자모  특수문자의 연속된 값은 최  1,024

자로 제한하 다. 1,024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오  소스인 크 페(Crepe)의 기본 설정이며, 이

는 일정 텍스트의 양을 확보함으로써 짧은 에서 

생기는 정보 부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단 이다. 

 기 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본 연구의 입력층

은 가로 50, 길이 1,024인 임의 기본 단 이다.

4.2 연구 모형  환경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이해할 CNN을 6층의 

컨볼루션 층과 3층의 풀리 커넥티드 층(Fully-Con-

nected Layer), 총 9개 층으로 구성했다. 입력층

은 앞서 구성한 50×1,024 크기의 임을 가지며 

각 층 역시 1,024 임으로 구성하 다. 풀리 커

넥티드 층의 마지막 층은 출력층으로 문제마다 

한 클래스 개수를 조 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 툴은 페이스북이 공개한 딥러닝 랫폼인 

토치7(Torch7)을 활용한 오  소스 크 페를 사용

하 으며, 분석 머신은 CPU : Xeon E5, GPU : 

Ndivia GTX 750i(cuda processor 680 uits), RAM : 

16G DDR, OS : Ubunto 14.04 LTS로 구성하 다.

반복 학습은 5,000회, 20번 반복하 으며 드랍

아웃(Dropout)은 풀리 커넥티드 층에서 작동하는 

크 페의 기본 설정을 따랐다.

4.3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페이스북 내에 성별과 

연령을 로필에 공개한 사용자의 포스트를 수집하

여 처리 하 다. 수집도구는 R 3.2.2 on Window7

이며, 련 패키지는 Rwebdriver와 Rvest를 사용

하 다. 

Rwebdriver는 클라이언트 핸들링 인터페이스

인 셀 니움(Selenium)을 R에서 사용할 수 있게 

작성된 패키지이고, Rvest는 DOM 문서의 처리

를 유용하게 해주는 패키지이다.

사용자 아이디를 확보하기 해 국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 상  20개 페이지의 최근 

10개 포스트에 댓   ‘좋아요’를 수행한 아이디를 

페이스북 API를 이용해 수집하 다. 이 후, Rweb-

driver와 Rvest를 활용하여 페이스북 이용자의 

로필 페이지를 싱(Parsing)하여 연령과 성별이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개가 확인된 아이

디만 따로 장 하 다.

이 게 장된 아이디의 2015년 포스트만을 분

석 상으로 삼았으며, 이보다 과거의 데이터는 

연령  구분에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

하 다.

5. 연구 결과

5.1 상 데이터

<Table 1>은 페이스북에서 수집한 데이터  

생년월일과 성별 기록을 로필에 공개한 총 20,187

명의 아이디를 성별, 연령별로 나타낸 것이며, 이

들의 2015년 1년간의 포스트를 데이터로 사용하

다.

10s 20s 30s Over 40s

Male 679 4,347 4,597 4,326

Female 532 3,873 1,185 648

<Table 1> a Number of Collected ID by Age and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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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불균형이 두드러졌

는데, 60  남성은 공개  활동을 통해 장문의 포

스트를 많이 작성하는 경향을 보 으나, 60  여

성은 상 아이디와 포스트 작성 수가 었다. 따

라서 60  이상의 경우 데이터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없어 상 데이터에서 제외했다.

10  데이터 한 샘  수가 부족하며 확보된 

샘 의 포스트수도 어 상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CNN의 출력층은 최종 으로 

20  남․여, 30  남․여, 40  이상 남․여의 총 

6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수집한 아이디의 페이스북 타임 라인에서 총 

527,172개의 포스트를 확보하 으며 처리를 통

해 3,000자 이상, 100자 미만의 포스트는 제거하

다. 한 기본 자모로 변환한 길이가 1,024를 과

한 경우 자를 자르고 새로운 포스트로 가정하여 

샘 을 확보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한 포스

트 샘 은 <Table 2>와 같다.

20s 30s Over 40s

Male 146,286 135,869 99,802

Female 192,832 58,086 50,320

<Table 2> the Number of Posts by Age and Sex

40  이상 여성의 포스트 샘  수가 약 5만 개로 

6개의 집단  그 수가 가장 어 균질한 분석을 

해 분석에 활용할 각 집단의 포스트 샘  수를 5만

개로 설정했으며, 나머지 5개의 집단(20  남․여, 

30  남․여, 40  이상 남)은 5만 개의 포스트 샘

을 무작  추출하여 최종 데이터 셋을 30만 개 

구축하 다.

6개 집단 모두 학습 셋은 45,000개, 테스트 셋은 

5,000개로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5.2 분류 결과

분석에 활용한 오  소스 크 페는 학습과정  

각 층의 가 치 상황을 이미지로 표 해 다.  

<Figure 4>는 반복 횟수에 따른 첫 번째 층의 이

미지로 에서부터 각각 10,000회, 50,000회, 100,000회, 

150,000회, 200,000회, 225,000회 반복 학습 후의 

이미지를 나열한 것이다. 

<Figure 4> Iterative Learning of the First-Layer

<Figure 4>의 픽셀 각각은 입력 임과 커

 간의 계산된 가 치를 의미하고 색이 회색에 

가까우면 가 치가 0에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데, 

50,000회 이후로는 가 치 변화가 거의 없었다. 

<Figure 5>에서 선은 테스트 셋의 에러율을, 

실선은 학습 셋의 에러율을 표시한 것이다. 

<Figure 5> Error Rate of Test Set and Train Set

50,000회를 기 으로 테스트 셋의 에러율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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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빈도 정보 기법을 

이용하여 160개의 칼럼을 상 데이터로 분석한 

Han(2009)의 연구에서 보인 93% 정확도와 큰 차

이가 없었다.

6. 결  론

6.1 시사

자 별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발 을 거듭

하 지만 한  웹 텍스트를 상으로 한 자 

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 상

 20개의 페이지 내 최근 10개의 포스트에 ‘좋아

요’와 댓 을 단 아이디  성별, 연령 정보가 입

력된 사용자의 2015년 포스트를 분석용 데이터로 

사용했다.   

그리고 한  웹 텍스트의 특징을 충실히 반 하

여 자 별을 수행했다는 , 기계학습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자 별 

분야에 텍스트 분류기로 용하고 검증하 다는 

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 실무 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연구  시사 으로는 첫 번째로 한  

자 별에 딥러닝 기법  하나인 CNN을 사용함

으로써 한 의 문법  특성에 따른 데이터 처리

의 복잡성과 분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연구가 기본 자

모 단 의 통계  분석으로도 충분히 효과 인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한 의 

복잡한 문법체계로 제한 인 연구를 진행할 수 밖

에 없었던 국내 웹 텍스트 연구에 새로운 안을 

제시하 다는 것이다.

실무  시사 으로는 경  에서 활용하기 

좋은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상으로 하여 연령과 

성별을 분류 기 으로 삼았고 기존의 텍스트 체

에 한 분석 신 연령 별  성별 분류를 통해 

각 텍스트에 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기 연

구를 진행했다는 것인데, 이는 웹텍스트를 경  정

보 자원으로써 활용했다는 에서 실무  의의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자 별 연구에 있어 딥러닝 알고

리즘인 CNN을 활용하여 검증하 고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해 확인함으로써 향

후 다양한 분야로의 용을 확 해 가는 단 가 

될 것이다. 

6.2 한계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한  웹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있어 

교착어의 문법  특성을 극복하고 이 의 행동기

반 고객군 추정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벗어나 경  

정보 자원으로써의 활용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페이스북 이외의 다른 SNS 상의 웹 텍스트에 검

증해보지 못했다는 과 데이터가 부족한 다른 연

령 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 그리고 딥러닝 알

고리즘의 블랙박스 상으로 인해 세 와 연령의 

분류에 해 이해할 수 있는 변수를 찾기 힘들다

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재 성별과 연령 가 

표시된 웹 텍스트를 확보 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 

소스가 거의 없다는 에서 지속 인 말뭉치 구축

이 필요해 보인다. 한 미래의 고객으로서 트

드에 민감한 10 의 웹 텍스트 사용을 추 하는 

연구를 병행한다면 경 정보로서 더욱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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