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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뉴스 댓글,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온라인상에서 명예 훼손 사건이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차별 및 혐오 표현은 명예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인신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산업계와 학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해왔다. 하지만 한국어 대상으로 수행된 딥러닝 기반 혐오 표현 탐지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

적은 혐오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별적 표현에 대한 탐지를 위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분류하기 위한 딥러

닝 모델링을 실험하는 것이다. 데이터셋 구축은 10명의 인원이 교차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7개 항목에 대한 라벨링 

기준을 확립했다. 본 연구는 약 137,111개에 해당하는 한국어 인터넷 뉴스 댓글 데이터셋에 대해 7개의 항목을 각각 

이진 분류하고, 이를 딥러닝 기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어텐션 기반 다중 채널 CNN 모델

링 기법이다. 실험 결과 7개 항목에 대해 가중 평균 f1 점수를 평가했을 때, 70.32%의 성능을 달성했다.
 
ABSTRACT

Online defamation incidents such as Internet news comments on portal sites, SNS, and community sites are increasing 
in recent years. Bias and hate expressions threaten online service users in various form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and 
personal attacks, and defamation issues. In the past few years, academia and industry have been approaching in various 
ways to solve this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dataset and experiment with deep learning 
classification modeling for detecting various bias expressions as well as hate expressions. The dataset was annotated 7 
labels that 10 personnel cross-checked. In this study, each of the 7 classes in a dataset of about 137,111 Korean internet 
news comments is binary classified and analyzed through deep learning techniques. The Proposed technique used in this 
study is multi-channel CNN model with attention.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weighted average f1 score was 
70.32%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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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과 함께 한국의 인터넷 사용률은 약 92%로 점차적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거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인신 공

격,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나

타나고 있다. 2019년 사이버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소송 

건수와 검거 건수는 각각 16,633건, 11,632건으로 점차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 한국의 뉴스 시장은 온라인 

뉴스 이용률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보인다[3]. 온라인 뉴스뿐만 아니라 SNS, 인터넷 개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서비스 사용자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교류하

고 있는 상황이다[1]. 따라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

해서 온라인상의 여론 형성 정도가 높은 상황이며 이에 

인터넷에서의 악성 댓글, 채팅 등의 차별 및 혐오 표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실

명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의 근거

로 2012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4]. 판결에 의하면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국리서치의 보고서는 2019년 
SNS상에서 사용자가 댓글을 읽는 비율이 6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68%,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86%라

고 한다[5].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읽는 비율이 크기 때

문에 일방적으로 댓글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

유 침해 및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 탐지를 위해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으로 국내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11]. 영어 

등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지만 한국어 대상 혐오 표현 탐지 연구의 경우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어 대상 연구의 경우 문

장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차별 및 혐오 표현의 세

부적인 항목을 분류하지 못하거나 분류 모델 성능의 고

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7,10,11]. 혐오 및 차

별적인 표현의 세부적인 항목을 분류할 수 있다면 사용

자에 대한 혐오 표현 제재 시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세부 항목 별로 라벨을 분류하여 데이터셋을 구축

하기 때문에 분류 시 각 항목에 대한 충분한 정보로 모

델링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차별 및 혐오 표현 탐지를 위해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라벨이 포함된 데이터셋 구축하고 딥러닝 

기법을 통해 분류 모델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혐

오 및 차별적 표현을 선제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건전한 

온라인 교류 문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한다.

Ⅱ. 관련 연구

혐오 표현 탐지 관련 연구는 일반적으로 트위터나 페

이스북 같은 SNS, 인터넷 뉴스 기사, 블로그 등 다양한 

출처에서 댓글을 활용한다. 과거의 접근법은 혐오 표현

에 관련된 단어 사전을 활용하여 분류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이었다[6,7,12]. 최근에는 문장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어휘의 다양한 변형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는 단

어 사전 기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8,10,11].
한국어 대상 사전 기반 논문[6]은 1,700개의 인터넷 

뉴스 댓글에 대해 FFP(Feature Frequency Profile) 기법

을 적용한 SVM(Support Vector Machine) 분류 모델로 

F1 점수 79%을 달성했다. 논문[7]은 단어 감성 사전을 

구축하여 SVM 분류 모델로 600개의 페이스북 댓글에 

대해 분류 모델링을 한 결과 f1 점수 87.8%의 결과를 나

타냈다.
국외 논문[13]은 온라인 텍스트에 대해서 혐오 표현

을 단어 기반으로 분류한 연구로 1000개의 문단에 대해

서 7개 기준으로 분류 모델링을 연구한 결과 f1 점수 기

준 63.8%의 성능을 보였다. 논문[12]는 웹 포럼 및 블로

그 게시물 100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종, 종교, 국적에 

해당하는 주제 영역에서 f1 점수 70.8%에 해당하는 분

류 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단어 사전 기반 연구들은 직관적으로 혐오 표

현을 탐지할 수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텍스트 데이터의 특

성을 고려할 때, 단어의 형태가 다양하면서 변칙적이고, 
신조어들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 또한 

문장의 맥락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인 표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딥러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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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활용하여 단어의 변형과 문장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분류 모델링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

어 대상 논문[10]은 트위터 게시물 중 44,000개 문장을 

준지도 학습 기반으로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13,000개 

문장을 평가했다.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기반 분류 모델링 결과 명시적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f1 
점수가 86.1%로 측정되었지만 암시적 혐오 표현에 대

해서 f1 점수가 25.5%로 측정되어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논문[11]은 인터넷 뉴스 댓글 10,000
개 데이터에 대해서 차별과 혐오 분류 기준으로 각각 3
개의 라벨을 부여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그 결과 차

별 기준에서 f1 점수 기준 63.3%, 혐오 기준에서는 클래

스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외 논문[8]은 16,000의 트위터 게시물 데이터에 대

해 1,972개를 인종 차별, 3,383개를 성차별로 라벨링하

여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딥러닝 기반 분류 

모델이 n-gram 기반 분류 모델과 비교했을 때 f1 점수 

18%의 향상을 보였다고 한다. 논문[14]은 성차별 및 인

종차별 관련 데이터 15,908개, 혐오 표현 24,783개, 공격

적인 표현 20,360개의 데이터셋을 구성했다. 구축한 데

이터셋을 기반으로 TWEM(Transformed Word Embedding 
Model) 분류 모델을 실험한 결과 f1 점수가 각각 86%, 
92.4%, 71%로 나타났다. 논문[15]은 제안하는 기법으

로 Convolution-LSTM(Long Short Term Memory)을 활

용하여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하여 분류 모델의 

성능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Convolution-LSTM 분류 

모델이 f1 점수 기준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우수한 성

능이 측정되었다. 논문[16]은 차별적 기준 데이터 15,476
개, 혐오적 기준 데이터 24,783개, 평가를 위해 페이스북 

및 소셜 미디어 댓글 데이터 15,001개에 해당하는 데이

터셋을 구축했다. 총 13개의 딥러닝 모델링 및 워드 임

베딩 기술을 적용한 결과 테스트 결과로 f1 점수 58%~ 
63%로 나타났다. 

국외에서는 딥러닝 기반 혐오 발언 탐지 관련 연구에 

대해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대상 

연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분류 모델의 고도화, 세부 차별

적 항목에 대한 분류, 충분한 규모의 데이터셋 구축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

여 차별적인 표현들을 세부 항목으로 라벨링한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딥러닝 모델링을 통해 분류 모델링을 개

발하고자 한다.

Ⅲ. 제안 기법

본 연구에서는 혐오, 차별적인 표현을 분류하기 위한 

모델로 어텐션 기반 다중 채널 CNN (Multi-channel 
CNN with Attention)을 제안한다. 어텐션 기반 다중채

널 CNN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LSTM, Attention 
Layer, CNN과 Highway Network로 구성되어 있다. 

3.1. Long Short Term Memory(LSTM)

LSTM은 시계열 또는 순서를 가지는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Recurrent 
Neural Network(RNN)에 기반한다. 기존의 RNN의 구

조는 입력되는 전체 시간이나 순서의 길이가 길어질수

록 이전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LSTM은 총 

3개의 게이트 input gate, forget gate, output gate를 사용

한다[17]. forget gate와 input gate에서 각각 과거정보를 

얼마나 망각할 지, 현재 정보를 얼마나 기억할 지를 정

하면서 기존의 RNN보다 이전 정보를 더욱 오래 전달 

할 수 있다. LSTM 식(1-6) 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t를 

현재시점으로 는 각각 input gate, forget gate, 
output gate, cell activate state와 hidden state를 의미한다.

LSTM은 이론상 긴 시퀀스의 데이터라도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으나 단방향만 고려하기에 미래 데이터를 고려하

지 못한다. 이에 데이터의 원래 방향과 순서를 역순으로 

한 데이터를 두 개의 LSTM에 각각 입력하는 것으로 미

래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Bi-LSTM이 제안되었다.

     (1)

       (2)

      (3)

  tanh       (4)

  ⊙ ⊙
  (5)

  ⊙tanh  (6)

본 연구에서는 Bi-LSTM을 적용해 입력되는 문장의 

양방향에서 문맥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자 했다. 길이

가 n인 문장 내 i번째 단어는 Embedding Layer와 

Bi-LSTM Layer를 거치면서 i번째 단어에 대한 양방향

의 hidden state를 얻을 수 있다. 위 과정을 식 (7-9)와 같

이 나타낼 수 있으며 전체 길이 n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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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 특성채널(feature channel)을 구성하였다.

    ∈  (7)
      ∈  (8)

   
  

   (9)

3.2. Attention Layer

어텐션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은 딥러닝 출

력값과 관련해 각 입력되는 요소들이 기여하는 중요도

를 다르게 산출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문장번역, 감성분석 및 텍스트 분류 등 여러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서 활용되어 분석 

목적에 따라 문장 내 각 단어마다 차별적인 중요도를 산

정해 성능을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텐션 메커니

즘을 Scalar Attention과 Vector Attention으로 구분하여 

Bi-LSTM의 hidden state에 적용함으로써 문장의 순서

적인 정보를 함께 고려한 attention 특성채널을 얻고자 

했다[18]. 

3.2.1. Scalar Attention
최근 연구에서 적용되는 어텐션 메커니즘은 Query, 

Key와 Value(Q-K-V)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19]. 본 연

구에서도 Q-K구조로 입력요소들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

는 행렬을 구하고 V에 해당하는 각 입력요소 값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자 했다. 식 (10), (11)은 문장 내 

i번째 단어와 j번째 단어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으로 문장 내 모든 단어 간 연관 정도를 

나타내는 행렬 M을 구할 수 있다. 연관 행렬 M에 대해

서 식 (12-15)의 과정을 거쳐 i번째 단어에 대한 Scalar 
Attention 점수 를 구할 수 있다. 는 i번째 값이 Zero 

Padding에 해당하는 경우 Attention 점수가 0에 가깝게 

산출되도록 하는 항을 의미한다.

3.2.2. Vector Attention
Vector Attention은 Bi-LSTM Hidden State의 각 요소

별 중요도를 산출하고 이들의 가중합을 통해 구성했다. 
식 (16-18)는 각 Hidden State Vector 마다 Attention 점

Fig. 1 Multi-channel CNN Model with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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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산출하여 가중합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문장 분류 시 도움이 되는 문맥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했다[20].
최종 Attention 특성채널은 식 (19), (20)과 같이 Scalar 

Attention 특성과 Vector Attention 특성의 합으로 구성

했다.

  
    

  tanh ∙ ∈

(10)

(11)

 
 



 

    if   

  


    

  exp 
  



exp 

(12)

(13)

(14)

(15)

 
 tanh

  

  exp 
  



exp 

 



 ×

  

(16)

(17)

(18)

   ×
   

      

(19)

(20)

3.3. Convolution Neural Network(CNN)

Embedding Layer, Bi-LSTM Layer와 Attention Layer
로부터 얻은 3가지 특성채널로 식 (22)과 같은 multi- 
channel을 구성했고 이를 CNN Layer의 입력 값으로 사

용했다. CNN Layer는 multi-channel 입력에 대해서 여러 

너비(width)를 가지는 복수의 다중 필터로 2D-Convolution
과 2D-Maxpooling 연산을 적용하고 복수의 필터로부터 

나온 값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1]. 식 (23-26)는 

위 과정을 거친 최종 CNN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s와 l
은 다중 필터의 수와 너비를 나타낸 것으로 너비와 필터

의 수를 늘림에 따라 한 번에 더 많은 단어의 수와 특징

을 고려할 수 있다. 

       (21)

     

 
    

 

     
(22)

   ∙      

   
  
  

  max 

  
 



(23)

(24)

(25)

(26)

3.4. Highway Network

Highway Network는 LSTM내 게이팅 유닛(gating 
unit)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입력 신호를 변환(transform), 
통과(carry)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딥러

닝 모델이 깊어질 때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학습 가능

성을 극대화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22]. 본 연구에

서는 Highway Network를 활용해 CNN Layer 출력과 모

델 첫 번째 Embedding Layer의 출력이 각각 반영될 정

도를 결정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식 (27-30)은 

Highway Network의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Embedding 
Layer 출력 값은 1D-Global Average Pooling을 적용하

여 문장 전체 정보를 함축하여 사용했다.

 
  





  
 

    

   ⊙  ⊙ 

(27)

(28)

(29)

(30)

최종적으로, Highway Network를 거친 출력 값과 입

력된 문장의 혐오, 차별 표현 여부에 대한 실제 정답과 

Binary Cross Entropy를 계산하고 모델 전체에 대한 학

습을 진행했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12: 1595-1603, Dec. 2020

1600

Ⅳ. 데이터

본 연구는 논문[11]에서 구축한 2,033,893개의 연예 

뉴스 관련 댓글 데이터셋을 활용한다. 그 중 137,111 개
의 데이터에 대해서 표 1과 같이 어노테이션(annotation)
을 진행했으며, 각종 차별적 표현과 비난 및 혐오 표현

을 기준으로 7개 항목을 분류했다. annotation 작업 인원

은 총 10명의 빅데이터 분야 연구원들로 구성되며 5명
의 인원들이 전담으로 이를 수행했다. 각 항목에 대한 

모호한 기준은 10명의 합의에 의해 결정했다.
annotation 기준은 차별적 표현(Bias)의 경우 논문

[23]의 인종, 종교, 도덕성, 성별, 장애, 정치, 외모, 출신 

등 다양한 범주를 참고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별(Gender), 정치(Politics), 연령(Age), 종교(Religion), 
인종(Race)에 해당하는 5개 항목을 차별적 표현으로 설

정했다. 모든 차별적 항목은 중복 라벨이 부여될 수 있

다. 혐오적 표현(Hate)은 논문[9]의 연구에서 지적한 내

용대로 공격적인 표현을 비난 항목으로 규정하고 비속

어가 들어있는 댓글은 욕설 항목으로 규정한다. 비난 항

목과 욕설 항목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서로 배타적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 분포는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혐오

적 표현의 경우 클래스 별로 비교적 많은 수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특히 비난 클래스의 데이터 개수는 37,152
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가 나타난다. 하지만 차별적 

표현의 클래스들은 비교적 항목 별 개수가 적게 나타나

는 분포를 보인다. 특히 종교 차별과 인종 차별은 각각 

273개, 201개로 클래스 불균형이 심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활용 데이터가 연예 뉴스 댓글이라는 이

유로 판단된다.

Table. 2 Data Distribution

Annotation Class N

Hate
Hate(Offensive) 37,152

Hate(Abuse) 7,758

Bias

Gender 7,649

Politics 3,331

Age 2,898

Religion 273

Race 201

　
None 89,999

Total 137,111

Ⅴ. 실 험

5.1.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제안기법을 활용하여 총 7가지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진 분류 모델(Binary 
Classification Model)학습을 진행했다. 전체 혐오, 차별 

표현 데이터를 70%, 10%, 20%로 분할하고 70%와 10%
는 각각 train data, validation data로써 모델 학습과 함께 

과적합(Overfittting)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했고 20%는 

test data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했다. 분류 모델학습 시 

본 연구에 사용된 연예뉴스 댓글 데이터 전체로 말뭉치

를 구성하고 Word2Vec 모델을 학습해 Embedding Layer
의 초기 가중치로 활용했다. 또한 모델의 분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된 다중 채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LSTM과 Attention 채널이 각각 새롭게 추가될 때마

다 분류 모델 성능의 변화를 측정했다.

Comments Hate
(Offensive)

Hate
(Abuse) Gender Politics Age Religion Race

깜둥이가 대접받는 한국사회. 조만간 인구의 반은 
깜둥이가 될것이다..하하하. 1 0 0 0 0 0 1

대한민국이 페미나라로 
변해간다..계집세상이다.ㅋㅋㅋ 1 0 1 0 0 0 0

우웩...뒤룩뒤룩 늙은 한남 대표 = xxx. 길거리 
돌아다니면 xxx 같은 얼굴밖에 없음

1 0 1 0 1 0 0

개독들, 학부모뭐시기충들아 드라마로 ㅈㄹ말고 기도나 
드려. 돈벌게 해달라고 예수님 돈 엄청 밝힌다며ㅉㅉ

0 1 0 0 0 1 0

xxx 요즘 보면 xxx 빠돌이처럼 방송하더라..
절대 안봄

1 0 0 1 0 0 0

Table. 1 Data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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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LP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알고

리즘은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계열의 모델이다. BERT는 방대한 

양의 말뭉치를 바탕으로 단어에 대한 사전 Embedding
을 학습하고 이를 분석 목적에 맞게 Fine-tuning 하는 방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학습된 

Ko-BERT[24]를 혐오, 차별 표현 분류모델로 Fine-tuning
을 진행하고 성능을 측정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과 

성과를 비교하고자 했다.

5.2. 실험결과

표 3은 7가지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해 학습된 각 모델

별 성능을 F1 점수와 가중평균 F1 점수로 나타낸 것이

다. 표에 나타나는 CNN-k의 k는 모델이 사용한 채널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널의 구성 또한 함께 표시한 것

이다. CNN 모델에 Embedding만 사용한 것에 비해 

LSTM과 Attention 채널이 추가될 때 마다 7가지 혐오, 
차별 표현 별 모델의 분류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기법에서 3가지 특성채널(Embedding, 
LSTM, Attention)을 모두 사용하고 Highway Network
를 결합한 모델은 Ko-BERT를 fine-tuning한 모델과 비

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성
능 검증 지표로 사용된 가중 평균 F1 점수는 70.32%로 

Ko-BERT 모델의 68.43%보다 높은 성능이 측정되었다. 
특히 종교차별과 인종차별 분류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

이며 이는 다른 표현들에 비해 클래스 불균형이 심각하

기에 학습복잡도가 높은 BERT 모델은 성능이 크게 저

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Experimental Result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탐지

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혐오 표현을 탐지

하는 연구들은 문장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고 혐오 표

현 또한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지 못 했다.본 

연구에서는 혐오, 차별 표현을 7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

분하였고 총 137,111건의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또한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한 분류 성능 고도화를 위해 기존 

CNN의 구조에서 3가지 특성 채널과 Highway Network
를 결합하는 모델을 제안하였고 Ko-BERT를 fine-tuning
한 모델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활용한다면 인터넷 사

용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혐오 및 차별표현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혐오 및 차별 표현에 제재에 대한 

사유를 세부적인 항목으로 분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제

재사유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혐오 및 차별 표현 탐지 모델은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7가지 항목에 

대한 클래스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

는 연예 뉴스 댓글 데이터 셋을 활용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차별적 항목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했다. 
특히 7가지 항목 중에서 심한 불균형을 가진 인종차별이

나 종교차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로 학습되었다고 판

단할 수 없다. 향후 불균형이 심한 항목들에 대해서 추가

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Embedding 
Layer의 초기 가중치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 못한 것

이다. 텍스트 분류에서 방대한 양의 말뭉치에 적용되는 

사전학습 embedding 기법에 따라 모델의 분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mbedding Layer의 

초기 가중치로 Word2Vec 모델 한 가지만을 사용하였으

나 향후 연구에서 FastText, ELMO(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등의 모델을 사용한다면 분류성능을 더

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notation CNN-1
(Emb)

CNN-2
(Emb,

LSTM)

CNN-3
(Emb, 

LSTM, Att)

Ko
-BERT

Hate
(Offensive) 0.6713 0.6748 0.6816 0.6592

Hate
(Abuse) 0.7746 0.7826 0.7955 0.7717

Gender 0.7303 0.7328 0.7367 0.7425

Politics 0.7398 0.7792 0.7849 0.7897

Age 0.6094 0.6197 0.6467 0.6333

Religion 0.5950 0.6195 0.6296 0.5794

Race 0.5000 0.5609 0.6098 0.4058

Annotation CNN-1
(Emb)

CNN-2
(Emb,

LSTM)

CNN-3
(Emb, 

LSTM, Att)

Ko
-BERT

Weighted
Average 
F1-Score

0.6899 0.6948 0.7032 0.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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