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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wear Word Detection Method Using

The Word Embedding and LSTM

MoungHo Yi

Advisor : Prof. JuHyun Shin, Ph.D.

Department of Software Convergenc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Chosun University

As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s rapidly increasing, cybercrime is also on the

rise. Cybercrime threatens the lives of the victims and sometimes leads the victims

to commit suicide. As a result, the government puts a lot of effort into preventing

cybercrime. Cybercrime is divided into eight types: cyber verbal abuse, cyber

defamation, cyberstalking, cyber sexual violenc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cyberbullying, cyber extortion, and cyber coercion. According to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2019 Cyber Violence Survey Results," the

proportion of cyber verbal abuse is the highest among the eight types at 36.7

percent of all cybercrimes. As a result, Korea is actively conducting research on

discriminating swear word to prevent cyber verbal abuse by blocking swear word

on the Internet. However, internet users are still using swear word by changing

the “nucleus” of the words or creating new swear word like a new word.

Recent studies on discriminating swear word have been conducted by using an

Edit Distance Algorithm after dividing the words into consonants and vowels and

using a CNN, a DL algorithm, after pre-processing the word into images. These

studies have shown that they are able to identify swear word even if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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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deliberately alter swear word by inserting emoticons and special characters.

Unfortunately, they have the problem that they also identify standard words such

as /sibaljeom/ ‘start point’ and /saekkibalkalak/ ‘little toe’ as swear word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the context at all.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discriminate swear word in three

cases: 1) when the Internet user alters the 'nucleus' of the swear word to avoid

blocking. 2) when the Internet user creates new swear word. 3) when the word is

a standard word and not swear word in the context. To improve the accuracy of

swear word discrimination, we would like to propose a method that implements a

FastText model that uses Word Embedding by learning the meaning and form of a

word, and a Long Short-Term Memory Network (LSTM) model that can learn the

flow of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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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 배경 및 목적

사이버폭력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주로

글, 이미지, 음성 등으로 적대적인 표현 및 태도를 고의 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신적, 물

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다[1]. 최근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로

사이버폭력의 가해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 학생들이 사이버폭력 또한 폭력의 일

종인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놀이로 인식해 무분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2]. 또한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들 중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3].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이 2019년에는 전년도인

2018년보다 9%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된 사이버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회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총 8가지이며[4] 이중 가·피해 경험률은 사

이버 언어폭력이 36.7%로 가장 높게 나왔다[5,6,7].

[그림 1-1] 사이버폭력 유형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비속어 판별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신고를 받아서 비속어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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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가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8]. 그러나 비속

어 판별 시스템은 단어의 간단한 변형만으로도 쉽게 차단 시스템을 비켜나가는 것이

가능하여 사용자들은 비속어의 중성(nucleus)을 바꿔 사용하거나, 신조어처럼 새로운

비속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9]. 이에 따라 사용자가 비속어를 변형하여도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한 상황에 맞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안에서의 비속어 판별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채팅이 오가기 때문에 비속

어를 실시간으로 판별 할 수 있도록 판별 시간에 중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SNS나 뉴스 댓글 등 업로드 하는 시간이 걸리는 사이트에서는 판별 정확성에 중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의 비속어 판별 연구로는 변형된 단어를 표준형

으로 만들어 유사한 발음의 단어를 검색하여 해당 단어가 변형한 비속어인지 확인하여

비속어를 판별한다[10]. 인터넷상에서 댓글이나 SNS에서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편집

거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단어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비속어와 가까운 거리를 가진 단

어를 비속어라고 판별하거나[11], 비속어 단어를 이미지로 바꾼 후 딥러닝 모델인

CNN을 활용하여 비속어를 판별한다[12].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비속어 판별 방법들

은 하나의 단어가 기준이 되어 비속어를 판별하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신발’, ‘시발점’과 같은 단어들은 형태는 비속어와 비슷하지만

문맥의 흐름상 비속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라고 판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서 비속어를 정확하게 판별 하고자

한다. 1) 인터넷 사용자가 비속어 차단을 피하기 위해 비속어 단어의 중성(nucleus)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새로운 비속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3) ‘시발점’과 같

이 문맥에서 비속어가 아닌 표준어인 경우. 비속어 판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단어

의 의미와 형태적인 정보를 학습시켜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할 수 있는

FastText 모델과 문맥의 흐름을 학습 할 수 있는 LSTM(Long Short-Term Memory

Network) 모델을 활용하여 비속어를 판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방

법은 단어의 의미, 형태적인 정보, 문맥의 흐름까지 파악 할 수 있어서 비속어를 고의

로 변형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더라도 비속어를 정확하게 판별 할 수 있다. 또

한 ‘신발’, ‘시발점’과 같은 표준어도 정확하게 판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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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단어의 의미 및 형태적인 정보와 문맥의 흐름을 분석하여 문

장 안에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작성되었다.

본 장인 서론에 이어 2장 관련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큰 틀이 되는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이론적인 내용과 연구에 사용된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에 진행된 비속어 판별 연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3장에서는 단어 임베딩과 LSTM을 활용한 비속어 판별에 대해 기술한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방법은 단어의 의미와 단어의 형태적인 정보를 학습 할 수 있는

FastText 모델과 문맥의 흐름을 파악 하여 분석하는 LSTM 모델을 활용하여 비속어

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데이터의 수집 방법과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형식

을 확인한다. 또한 제안한 비속어 판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분류성능평가지표인

정확도(Accuracy), 재현율(Recall), 정밀도(Precision)를 측정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기

존 연구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비속어를 찾아냄으로서 효율성을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해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를 제시

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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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A. 단어 임베딩

본 절에서는 본 논문의 기본이 되는 자연어(Natural Language)와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자연어 처리 프로세스 4단계와 자연어 처리 프

로세스 단계중 하나인 단어 임베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1. 자연어처리

자연어란 프로그래밍 언어인 C, Java, Python 등과 같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언

어가 아닌, 사람이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에 사용해온 언어인 한국어, 영어와 같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라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사용해온 언

어이다[13].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란 자연어의 의미를 분석

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자연어처리가 활용되는 분

야로는 텍스트 분류(Text Classification),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텍스트 요약

(Summarization), 텍스트 군집화(Text Clustering)와 유사도 측정, 기계 번역

(Translation), 대화 시스템 및 자동 질의응답 시스템 등이 있다[14,15].

자연어 처리 프로세스는 텍스트 수집(Text Collection), 텍스트 전처리(Text

Preprocessing),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머신러닝 모델링(Machine Learning

Modeling)의 4단계로 진행된다[16,17].

첫 번째 텍스트 수집 단계에서는 자연어 처리 목적에 맞는 텍스트를 수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가지고 비속어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SNS, 뉴스 댓글 등을 수집해야 한다.

두 번째 텍스트 전처리 단계는 자연어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비정형화된 텍

스트를 정형화 시켜야 한다. SNS나 뉴스 댓글 등에서 가지고온 텍스트는 오타, 이모

티콘, 줄임말, 신조어 등 분석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어

휘, 어순도 지키지 않고 말하듯이 구어체로 써진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문

자를 소문자로 변경, 특수문자 삭제, 이모티콘 삭제 등 텍스트 처리를 거친 후 단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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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화(Word Tokenization) 작업, 불용어(Stop Word)제거 작업, 어근 추출(Stemming /

Lemmatization) 등의 텍스트 정규화 작업을 수행하여 목적에 맞게 전처리 한다. 본 논

문에서는 특수문자 삭제, 이모티콘 삭제 등을 진행 하고 단어 임베딩 단계에서는 한글

의 형태적인 정보를 더욱 잘 학습하기 위해 한글을 초·중·종성으로 분리 후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한다.

세 번째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단계는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효율적

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 단어를 벡터로 변환하는 단계이다. 단어 임베딩 알고리즘이

란 단어의 의미를 밀집 벡터로 벡터화 할 수 있는 모델로 Word2Vec, Glove, FastText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한글의 형태적인 정보를 학습하여 단

어 임베딩 할 수 있는 FastText 모델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모델링(Machine Learning Modeling)에서는 벡터화된 수치형

데이터를 활용해 지도학습 모델을 수립하고 학습 및 예측하는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

는 LSTM 모델을 사용하여 비속어를 판별하는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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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베딩 알고리즘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로 변형할 필요가 있다.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연어 처리의

성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수치형으로 바꾸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단어를 밀집 벡터로 표현하는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방법이다[18].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희소 표현(Sparse Representation)과 밀집

표현(Dense Presentation) 두 가지가 있다. 희소 표현(Sparse Representation)으로 벡터

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이 있고 원-핫 인코딩으

로 표현된 벡터는 [표 2-1]의 Sparse Representation와 같이 벡터값이 대부분 숫자 0

으로 표현되고, 학습하는 단어의 개수만큼 차원이 구성되어 있다. 희소 표현의 단점으

로는 학습시키는 단어의 개수만큼 차원이 구성되어 공간 낭비가 심하고 단어의 의미를

담지 못하여 최근에는 단점을 개선 시켜 밀집 표현으로 벡터를 표현하는 알고리즘이

많이 나오고 있다[19]. 밀집 표현(Dense Presentation)은 벡터의 차원을 사용자가 설정

한 개수로 맞출 수 있고 벡터의 값은 [표 2-1]의 Dense Presentation처럼 숫자 0과 숫

자 1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수 값을 가지게 되며 이렇게 표현된 벡터를 밀집 벡터

(Dense Vector)라고 한다. 이처럼 단어를 밀집 벡터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단어

임베딩이라고 한다[20]. 단어 임베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모델은

Word2Vec[21], GloVe[22], FastText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FastText

모델을 사용하였다.

Sparse Representation Dense Presentation

영화 = [0, 0, 0, 1, 0, 중략, 0, 0, 0] 영화 = [0.2, 1.8, 1.1, 중략, -0.3]

[표 2-1] Sparse Representation and Dense Presentation

Word2Vec 모델은 분산표현(Distributed Representation)을 이용하여 어휘가 갖는 의

미적(Semantic), 구문적(Syntactic) 특성을 가지고 벡터 공간상에 표현한다. Word2Vec

모델의 단점으로는 학습되지 않은 단어(Out of Vocabulary, OOV)에 대해서는 벡터 값

을 얻을 수 없고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Infrequent Words)에 대해서는 학습이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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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이 있다[23,24,25].

FastText 모델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휘를 글자 수준(Character

-Level)으로 쪼개서 학습하는 방법이다. FastText 모델은 Word2Vec 모델과 마찬가지

로 Target이 되는 단어를 기준으로 앞뒤 문맥을 확인하고 단어들을 학습하는 모델이

지만, 학습 시 글자 수준으로 쪼개서 학습을 하여 단어가 가지는 형태적인 정보도 학

습이 가능한 모델이다. FastText 모델은 글자 수준으로 쪼개서 학습하기 위해 단어를

N-Gram의 Bag-of-Words로 나타내어 학습한다. 학습하는 단어의 시작과 끝에는 ‘<’,

‘>’ 부호를 구분자 역할로 넣어서 학습하고 전체 단어 역시 구분자를 사용하여 BoW에

포함시켜 전체적인 의미를 학습 할 수 있도록 한다[26]. 예를 들어 ‘조선대학교’라는 단

어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면 [표 2-2]와 같이 N-Gram의 N의 개수에 맞춰 단어를 나눠

서 학습한다.

단어 N BoW

조선대학교
2 {<조, 조선, 선대, 대학, 학교, 교>, <조선대학교>}

3 {<조선, 조선대, 선대학, 대학교, 학교>, <조선대학교>}

[표 2-2] ‘조선대학교’ BoW표현

[표 2-2]에서 만들어진 BoW를 이용한 새로운 Scoring 함수는 다음 식 (2)와 같이

정의한다.

  
∈


 (2)

·  : 문맥이 되는 단어의 벡터

· 


: BoW 1개에 해당되는 벡터

위와 같은 모델의 변화로 단어의 의미, 통사, 형태에 대해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27]. 본 논문에서는 FastText 모델이 한글에 맞는 형태적인 정보를 보다 잘

학습하기 위해 단어를 초·중·종성으로 분리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각각의 단어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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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성으로 분리 할 때 종성의 부재는 기호 ‘-’를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대학교’

를 초·중·종성으로 분리하면 ‘ㅈㅗ-ㅅㅓㄴㄷㅐ-ㅎㅏㄱㄱㅛ-’와 같이 분리가 된다. [표

2-3]은 N-Gram의 N에 따라 초·중·종성이 분리된 BoW표현이다.

단어 N BoW

조선대학교

2

{<ㅈ, ㅈㅗ, ㅗ-, -ㅅ, ㅅㅓ, ㅓㄴ, ㄴㄷ, ㄷㅐ,

ㅐ-, -ㅎ, ㅎㅏ, ㅏㄱ, ㄱㄱ, ㄱㅛ, ㅛ-, ->,

<ㅈㅗ-ㅅㅓㄴㄷㅐ-ㅎㅏㄱㄱㅛ->}

3

{<ㅈㅗ, ㅈㅗ-, ㅗ-ㅅ, -ㅅㅓ, ㅅㅓㄴ, ㅓㄴㄷ, ㄴㄷㅐ,

ㄷㅐ-, ㅐ-ㅎ, -ㅎㅏ, ㅎㅏㄱ, ㅏㄱㄱ, ㄱㄱㅛ, ㄱㅛ-,

ㅛ->, <ㅈㅗ-ㅅㅓㄴㄷㅐ-ㅎㅏㄱㄱㅛ->}

[표 2-3] ‘조선대학교’ 초·중·종성 분리 후 BoW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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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속어 판별

본 절에서는 비속어 판별에 관한 연구를 위해 기존의 비속어 판별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이해하고, 취약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노출함으로써,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비속어를 판별 할 때 하나의 단어를 기준

으로 판별하였으나 본 연구는 문장을 기준으로 비속어의 여부를 판별 한다.

2018년에 연구된 ‘인터넷 채팅에서 편집거리 알고리즘을 이용한 비속어 탐지 방법’은

단어가 변형 되는 정도로 거리를 측정하는 편집 거리 알고리즘(Levenshtein Distance,

Edit Distance)을 이용하여 비속어를 탐지한다[11]. 이 연구는 트위치(Twitch)에서 사

용 중인 비속어 필터링 봇인 ‘싹둑’에서 사용하는 비속어 단어 팩을 사용한다. 비속어

를 판별하는 방법은 비속어 간의 한글 편집거리를 측정하고, 거리가 가까운 단어들끼

리 서로 군집화 작업을 한다. 군집화가 되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앙값에 있는

단어를 대표 단어로 선정하고 대표 단어와 테스트 비속어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에 따

른 비속어 필터링 알고리즘 구성도는 [그림 2-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기

존 시스템에서 구분하지 못했던 비속어에 대해 탐지할 수 있지만, 평가로 활용된 정확

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이 각각 60%, 37%, 82%로 개선을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2-1] 비속어 필터링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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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연구된 ‘반지동 학습 기반의 비속어 및 욕설 탐지 시스템’에서는 네이버 뉴

스 댓글과 Twitter의 글을 수집하여 대량의 코퍼스(Corpus)를 만들어 비윤리 단어를

탐지한다[28]. 이 연구는 [그림 2-2]와 같이 지도학습 기반 탐지와 비지도 학습 유사도

분석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지도학습 기반 탐지는 Blacklist 기법, N-Gram 기법,

Edit Distance Metric 기법, 외국어/자소/구두점 비윤리 단어 탐지 기법의 총 4가지 기

법을 사용하여 타깃 문서 내 비윤리 단어를 탐지한다. 비지도 학습은 형태소를 분석기

를 이용하여 POS(Part Of Speech) Tagging하고 Word2Vec의 Skip-Gram을 이용하여

문서를 학습한다. Word2Vec으로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된 데이터를 통해 코

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가 가장 가까운 단어를 15개 추출하고, 추출된 단어 중

비윤리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비윤리 단어로 탐지한다. 이 논문은 기존의 시스템 보

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기존에 저장된 금칙어가 아니면 판별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새롭게 생성한 금칙어는 찾기 어려워 보이고, 작성자의 의도를 확인하지 못해 ‘시발점’,

‘새끼발가락’ 등과 같이 비속어가 포함된 단어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시스템 구성도

2019년에 연구된 ‘이미지 학습 기반의 텍스트 필터링 개선 연구’에서는 문자를 텍스

트 형태가 아닌 이미지 형태로 처리하여 합성곱신경망(CNN) 모델을 사용하여 비속어

를 판별한다[29]. 이 연구에서는 판별 하고자 하는 단어를 매번 이미지로 만들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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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오래 걸려서 [그림 2-3]과 같이 기존에 있는 비속어 필터링을 먼저 적용시키고,

적용하려는 문장에 알 수 없는 단어 또는 Out-Of-Vocabulary(OOV)의 단어가 있을

때만 화면을 캡처하여 이미지로 비속어를 필터링 한다. 이 논문의 실험 평가는 CNN

모델 ResNet50을 사용한 결과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이 각각 45.05%,

44.65%가 나왔고 VGG16을 사용한 결과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이 각각

43.06%, 42.70%로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2-3] 이미지 학습 기반의 텍스트 필터링 적용 순서도

이러한 연구들은 비속어 차단을 피해가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가 단어 사이에 숫자나

특수문자를 넣어 비속어를 변형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판별 할 수 있으나 문맥의 흐름

은 파악하지 못하여 ‘시발점’, ‘새끼발가락’ 등과 같은 단어들을 표준어임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라고 잘 못 판별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어의 의미, 형태적인 정보,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여 비속어를 고의로 변형한 경우, 비속어가 새롭게 만들어서 사

용되어지는 경우, ‘시발점’과 같이 문맥에서 비속어가 아닌 표준어도 정확하게 판별 할

수 있도록 단어 임베딩과 LSTM을 이용하여 비속어를 판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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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어 임베딩과 LSTM을 활용한 비속어 판별

본 장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등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작성되어 있는 글을 목적에 맞게 전처리 한 후 FastText 모델을 이용하여

단어를 임베딩하고 LSTM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

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A. 시스템 구성도

[그림 3-1]은 제안하는 비속어 판별 방법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이다. 데이터를 학습

하는 Training Data Process와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에서 비속어를 판별하는

Testing Data Process로 나뉜다.

[그림 3-1] 전체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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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Data Process는 비속어를 판별하기 위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텍스트 전처리(Preprocessing), FastText 모델 학습, LSTM 모델 학습

순서로 진행된다. 텍스트 전처리 단계에서는 수집된 텍스트에 이모티콘, ‘ㅋㅋㅋㅋ’ 등

의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는 정규화(Normalization) 작업을 진행하고

한글의 형태적인 정보까지 FastText 모델에 학습하기 위해 초·중·종성으로 분리한다.

FastText 모델 학습 단계에서는 초·중·종성으로 분리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

습한다. 학습된 FastText 모델은 텍스트 데이터의 벡터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며 벡터

정보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는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을 진행한다. LSTM 모

델 학습 단계에서는 문장에서 비속어가 포함 여부를 판별하는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 지도학습을 진행한다. LSTM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문장 안에 비속

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고 비속어가 포함되지 않으면 숫자 0을, 비속

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숫자 1을 지정하는 라벨링(labeling) 작업을 하고 단어 임베딩된

수치 데이터와 학습을 진행한다.

Testing Data Process는 하나의 문장이 들어오면 비속어의 여부를 판별하여 알려주

는 프로세스이다. 학습된 모델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학습시켰던 데이터와 형식

이 똑같아야 하기에 Training Data Process에서 진행한 텍스트 전처리 단계와 똑같이

진행하고 단어 임베딩을 거쳐 LSTM 모델로 비속어를 예측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예

측된 결과는 숫자 0 또는 숫자 1 이 나오게 되고 이때 숫자 0은 비속어가 포함되지 않

은 문장, 숫자 1은 비속어가 포함된 문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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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처리 및 단어 임베딩

본 절에서는 [그림 3-2]와 같이 Twitter와 네이버 영화 리뷰에서 텍스트를 수집하고

컴퓨터가 텍스트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전처리 하는 과정과 FastText 모델을 활용하

여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을 진행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다. [그림 3-2]는

비속어 판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전처리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그림 3-2] 전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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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텍스트 전처리 과정

본 절에서는 비속어를 효과적으로 판별하기 위해 파이썬(Python)의 numpy, pandas,

re 모듈(Library)을 활용하여 전처리 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

이 5단계로 진행된다. 1) 특수문자, 이모티콘 등 제거(Remove special symbols and

emoticons), 2) ‘것’, ‘너’처럼 1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제거(Remove one syllable), 3) 한

문장 내에 5단어 미만 문장 제거(Remove the sentences that have less than five

words), 4) 한 문장 내에 25단어 초과인 문장 제거(Remove the sentences that have

less than 25 words), 5) 한글 초·중·종성 분리(Separate onset, nucleus, coda)

a. 특수문자, 이모티콘 등 제거(Remove special symbols and emoticons)

텍스트 데이터는 Twitter와 네이버 영화 리뷰에서 수집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그림

3-3]과 같이 특수문자, 이모티콘, ‘ㅋㅋㅋㅋ’, '@'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와 같은 텍스트는 비속어를 판별하는데 있어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거한다.

[그림 3-3] Twitter, 네이버 영화 리뷰 수집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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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를 자른 후 단어가 ‘@’, ‘http'

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제거 하고 정규 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통해 한글, 영어,

숫자만 남긴다. [표 3-1]은 하나의 문장을 넣어 1)번 전처리를 진행하는 예시 소스코드

이다.

>>> import re

>>> sentence = “@KyunRyon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멜론 참고

https://t.co/ode2U1aw”

>>> sentence_split = sentence.split()

>>> sentence_split_result = []

>>> for word in sentence_split:

>>> if word[0] != “@” and word[:4] !=“http”:

>>> sentence_split_result.append(word)

>>> sentence_result = “ ”.join(sentence_split_result)

>>> text_result = “”.join(re.compile('[가-힣|0-9|a-z| ]+').\

>>> findall(sentence_result)).strip()

>>> text_result

out : ‘멜론 참고’

[표 3-1] 특수문자, 이모티콘 등 제거 과정

위의 과정을 전체 데이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DataFrame형식으로 만들어

서 진행하고 모든 데이터에 앞서 소개한 전처리 과정을 적용시키기 위해 apply함수를

이용하여 전처리를 진행한다. [표 3-2]는 데이터를 DataFrame형식으로 만들고 1)번 전

처리를 적용시키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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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 preprocessing(sentence):

>>> sentence_split = sentence.split()

>>> sentence_split_result = []

>>> for word in sentence_split:

>>> if word[0] != '@' and word[:4] !='http':

>>> sentence_split_result.append(word)

>>> sentence_result = ' '.join(sentence_split_result)

>>> text_result = ''.join(re.compile('[가-힣|0-9|a-z| ]+').\

findall(sentence_result)).strip()

>>> return text_result

>>> data_df["document"] = data_df["document"].apply(preprocessing)

[표 3-2] 본 연구의 1)번 전처리 과정

[그림 3-4]는 1)번 전처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4] 1)번 전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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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것’, ‘너’ 처럼 1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제거(Remove one syllable)

수집된 문장에서 띄어쓰기 기준으로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확인해보면 ‘것’,

‘너’, ‘아’, ‘그’, ‘흥’, ‘알’, ‘또’, ‘이’ 등 생각 보다 많은 글자들이 존재한다. 한 글자로 이

루어진 단어를 확인해 본 결과 사용자가 글을 작성 할 때 띄어쓰기를 잘 못 하여 생성

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한 글자로 이루어진 비속어는 존재하지 않기에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는 제거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거한 결과 분류성능평가지

표에 따른 정확도(Accuracy)는 제거하기 전과 똑같았으나 계산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표 3-3]은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sentence = "으흑흑 나 나비님 보러가게해줘"

>>> sentence_list = []

>>> for index in range(len(sentence.split())):

>>> if len(sentence.split()[index]) > 1: #문자 1글자 초과일 때

>>> sentence_list.append(sentence.split()[index])

#문자 1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만 빼고 sentence_list에 추가

>>> sentence = " ".join(sentence_list)

#리스트의 내용을 하나의 문자열로 join

>>> sentence

out : '으흑흑 나비님 보러가게해줘'

[표 3-3] 한 글자인 단어 제거 과정

c. 한 문장 내에 5단어 미만 문장 제거(Remove the sentences that have

less than five words)

Twitter에서 수집된 텍스트 중에는 ‘눈아파이제렌즈뺀다’라는 문장처럼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은 문장이 많이 있다. 이러한 문장들은 제거하고 분석을 진행 하는 것이

좋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문장의 규칙을 알아야 전처리 할 수 있기에 문장의

규칙을 찾아보면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를 나눴을 때 단어가 다른 문장에 비해 적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LSTM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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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개수를 맞춰야 하고 단어 개수가 부족한 문장들은 부족한 단어의 개수만큼 숫자

0으로 채워야 하기에 0이 많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 문장 안에 단어의 개수가 5개

미만으로 되어있는 문장을 제거하는 전처리를 진행하였고, 5개미만으로 제거했을 때

비속어 판별에 대한 정확도(Accuracy)가 높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 DataFrame형식의 데이터에 ‘word_count’ 컬럼(Column)을 추가하고 불

리언 인덱싱(Boolean indexing)을 사용해 단어의 개수가 5개 미만인 단어를 제거한다.

[표 3-4]는 ‘word_count’ 컬럼을 추가하고 5개 미만인 단어를 불리언 인덱싱(Boolean

indexing)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def word_split(x):

>>> return len(x.split()) #단어의 개수 return

>>> data_df['word_count'] = data_df['document'].apply(word_split)

>>> data_df = data_df[data_df.word_count>=5] #5개 이상만 남긴다.

[표 3-4] ‘word_count’ 컬럼 추가 및 5개 미만 제거 과정

d. 한 문장 내에 25단어 초과인 문장 제거(Remove the sentences that

have less than 25 words)

LSTM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들의 특성(Feature)과 Time Step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Example이 되고,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

의 개수가 Time Step이 된다. 따라서, 모든 문장은 같은 단어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단어의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 [그림 3-5]처럼 히스토그

램(Histogram)을 시각화 하였고 전체 데이터의 95%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단어의 개수

를 25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단어의 개수가 25개 초과로 가지고 있는 문장을 제거

하는 전처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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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단어개수 히스토그램

[표 3-5]는 단어의 개수가 25개 초과인 단어를 불리언 인덱싱(Boolean indexing)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data_df = data_df[data_df.word_count<=25]

[표 3-5] 단어가 25개 초과인 데이터 제거 과정

e. 한글 초·중·종성 분리(Separate onset, nucleus, coda)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일부러 오타를 내어 비속어를 변형한 경우에도 비속어를 판

별 할 수 있도록 한글을 초·중·종성으로 분리 후에 FastText 모델을 학습시킨다. 초·

중·종성으로 분리할 때 종성(coda)의 부재는 ‘-’를 추가하여 분리한다. 예를 들어 ‘나

시험 만점’ 문장을 초·중·종성으로 분리하면 ‘ㄴㅏ- ㅅㅣ-ㅎㅓㅁ ㅁㅏㄴㅈㅓㅁ’처럼 된

다. 한글을 초·중·종성으로 분리하는 소스코드는 Code Charts에서 제공하는 한글 유니

코드표 [그림 3-6]을 참조[30]하여 [표 3-6]과 같이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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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한글 유니코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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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 run(x):

>>> consonant_ord_list = [ord(char) for char in "ㄱㄲㄴㄷㄸㄹㅁㅂ

ㅃㅅㅆㅇㅈㅉㅊㅋㅌㅍㅎ"] #초성 유니코드 리스트

>>> choseong_list = [char for char in "ㄱㄲㄴㄷㄸㄹㅁㅂㅃㅅㅆㅇㅈ

ㅉㅊㅋㅌㅍㅎ"] #초성리스트

>>> jungseong_list = [char for char in "ㅏㅐㅑㅒㅓㅔㅕㅖㅗㅘㅙㅚ

ㅛㅜㅝㅞㅟㅠㅡㅢㅣ"] #중성 리스트

>>> jongseong_list = [char for char in "-ㄱㄲㄳㄴㄵㄶㄷㄹㄺㄻㄼㄽ

ㄾㄿㅀㅁㅂㅄㅅㅆㅇㅈㅊㅋㅌㅍㅎ"] #종성 리스트

>>> result = []

>>> for char in s:

>>> if ord(char)==32: #띄어쓰기인 경우

>>> result.append(char)

>>> elif 48<=ord(char)<=57: #숫자인 경우

>>> result.append(char)

>>> elif consonant_list.count(char) == 0:

>>> character_code = ord(char)

>>> if (55203 < character_code or character_code < 44032):

>>> continue

>>> code = 44032

>>> choseong_index = (character_code - code) // 21 // 28

>>> jungseong_index = (character_code - code -

(choseong_index * 21 * >>> 28)) // 28

>>> jongseong_index = character_code - code -

(choseong_index * 21 * >>> 28) - (jungseong_index * 28)

>>> result.append(choseong_list[choseong_index])

>>> result.append(jungseong_list[jungseong_index])

>>> result.append(jongseong_list[jongseong_index])

>>> else:

>>> choseong_index = consonant_ord_list.index(ord(char))

>>> result.append(choseong_list[choseong_index])

>>> result.append("-")

>>> result.append("-")

>>> return "".join(result)

[표 3-6] 초·중·종성 분리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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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종성으로 분리한 결과는 [그림 3-7]의 document2와 같다.

[그림 3-7] 초·중·종성 분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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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stText 모델을 활용한 단어 임베딩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전처리된 텍스트 데이터를 FastText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학습하기 위해서는 DataFrame에 담겨있는 텍스트를 하나의 문자열

로 변환 후 진행한다. FastText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는 [표 3-7]

과 같이 모델의 학습 방식은 Skip-Gram, Learning Rate는 0.05, Dimension(Vector

space)은 100, Window Size는 5, Epoch는 50, N-Gram은 1～6으로 설정한다.

>>> train_data = " ".join(data_df.document2)

>>> fasttext.train_unsupervised(train_data,

model = ‘skipgram’, lr = 0.05,

dim = 100, ws = 5, epoch = 50,

minn = 1, word_ngrams = 6)

[표 3-7] FastText 학습

예를 들어 ‘알라딘 영화 꿀잼’이라는 단어를 학습한다고 하면, 우선 ‘ㅇㅏㄹㄹㅏ-ㄷㅣ

ㄴ ㅇㅕㅇㅎㅘ- ㄲㅜㄹㅈㅐㅁ’처럼 초·중·종성 분리하고 FastText 모델의 N-Gram을

활용하여 Bag-of-Words의 형태로 학습한다. [표 3-8]은 N-Gram이 2～4일 때 단어가

학습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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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ram 단어 학습형태

2

알라딘 <ㅇ, ㅇㅏ, ㅏㄹ, ㄹㄹ, ㄹㅏ, ㅏ-, -ㄷ, ㄷㅣ, ㅣㄴ, ㄴ>

영화 <ㅇ, ㅇㅕ, ㅕㅇ, ㅇㅎ, ㅎㅘ, ㅘ-, ->

꿀잼 <ㄲ, ㄲㅜ, ㅜㄹ, ㄹㅈ, ㅈㅐ, ㅐㅁ, ㅁ>

3

알라딘
<ㅇㅏ, ㅇㅏㄹ, ㅏㄹㄹ, ㄹㄹㅏ, ㄹㅏ-,

ㅏ-ㄷ, -ㄷㅣ, ㄷㅣㄴ, ㅣㄴ>

영화 <ㅇㅕ, ㅇㅕㅇ, ㅕㅇㅎ, ㅇㅎㅘ, ㅎㅘ-, ㅘ->

꿀잼 <ㄲㅜ, ㄲㅜㄹ, ㅜㄹㅈ, ㄹㅈㅐ, ㅈㅐㅁ, ㅐㅁ>

4

알라딘
<ㅇㅏㄹ, ㅇㅏㄹㄹ, ㅏㄹㄹㅏ, ㄹㄹㅏ-, ㄹㅏ-ㄷ,

ㅏ-ㄷㅣ, -ㄷㅣㄴ, ㄷㅣㄴ>

영화 <ㅇㅕㅇ, ㅇㅕㅇㅎ, ㅕㅇㅎㅘ, ㅇㅎㅘ-, ㅎㅘ->

꿀잼 <ㄲㅜㄹ, ㄲㅜㄹㅈ, ㅜㄹㅈㅐ, ㄹㅈㅐㅁ, ㅈㅐㅁ>

[표 3-8] FastText 모델의 N-Gram 학습 형태

학습 결과는 N-Gram으로 하위 문자열 벡터가 만들어지고 문자열 벡터는 하위 문자

열 벡터가 더해서 만들어진다. [표 3-9]는 ‘알라딘’이라는 단어의 하위 문자열 벡터가

만들어지고 문자열 벡터는 하위 문자열이 더해져서 완성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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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문자열

벡터

n=2

<ㅇ = [0.121, -0.187, 0.002, … , -0.028]

ㅇㅏ = [-0.071, -0.158, 0.101, … , -0.004]

…

n=3

<ㅇㅏ = [-0.095, 0.189, 0.082, … , 0.113]

ㅇㅏㄹ = [0.108, -0.158, 0.462, … , -0.054]

…

n=4

<ㅇㅏㄹ = [0.003, -0.139, 0.372, … , 0.319]

ㅇㅏㄹㄹ = [0.091, 0.133, 0.421, … , 0.104]

…

문자열

벡터

알라딘 = <ㅇ + ㅇㅏ + … + ㅇㅏㄹ + … + ㄷㅣㄴ>

= [0.234, -0.322, 0.401, … , 0.159]

[표 3-9] FastText 모델 ‘알라딘’ 학습 결과 벡터

FastText 모델은 [표 3-9]와 같이 하위 문자열의 벡터를 전부 더해서 문자열 벡터가

만들어 지므로 형태적인 정보도 같이 학습된다. 형태적인 정보도 학습이 된 FastText

모델은 단어의 중성(nucleus)이 바뀌더라도 바뀌기 전 단어와 유사한 벡터를 생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일부러 중성(nucleus)을 바꿔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에도 판별 할 수 있도록 FastText 모델을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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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STM을 활용한 비속어 판별

본 절에서는 비속어를 판별하기 위해 LSTM 모델을 활용하여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진행한다. 지도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시킬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가 필요하

다. 학습시킬 데이터로는 학습된 FastText 모델로 단어 임베딩하여 만들고, 라벨

(label)은 ‘시발’, ‘씨발’, ‘병신’, ‘존나’, ‘개새끼’, ‘새끼’ 등의 비속어가 포함된 문장이라면

숫자 1로, 비속어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은 숫자 0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진행 하였다.

1. LSTM 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 구성

지금까지 진행된 데이터의 형식은 [표 3-9]의 전체 데이터와 같이 하나의 문장이

초·중·종성으로 분리되어 1차원 리스트로 되어있다. 현재 상태의 데이터를 LSTM 모

델을 활용해 지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는 단어 임베딩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단어 임베딩은 학습된 FastText 모델을 이용한다. 하나의 문장은 띄어

쓰기 기준으로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단어는 학습된 FastText 모

델을 활용하여 벡터화 하면 [표 3-10]의 한 단어 벡터(1차원)와 같이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가 된다. 이때 하나의 단어의 벡터의 개수는 FastText 모델 학습할 때 설정된

Dimension값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한 문장의 벡터는 여러 개의 단어들의 조합이므로

2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전체 문장 벡터는 3차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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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ㅇㅏㄹㄹㅏ-ㄷㅣㄴ ㅇㅕㅇㅎㅘ- ㄲㅜㄹㅈㅐㅁ’,

‘ㅂㅜㅌㅇㅣ-ㄱㅗ- ㄴㅏ-ㄴㅣ- ㅎㅓ-ㅎㅏㄴ ㅅㅗㄱㅇㅣ- ㅇㅜ

ㄹㄹㅓㅇ’, ‘ㅊㅗ-ㅇㅣㄺㄱㅣ- ㅂㅏ-ㄹㅗ- ㅅㅣ-ㅈㅏㄱ’, … ]

한 단어 벡터

(1차원)
[0.234, -0.322, 0.401, … , 0.159]

한 문장 벡터

(2차원)
[[0.234, … , 0.159], [0.532, … , 0.216], … , [0, …, 0], [0, …, 0]]

전체 문장 벡터

(3차원)

[[[0.234, … , 0.159], [0.532, … , 0.216], … , [0.032, … , 0.659]],

[[0.175, … , 0.011], [-0.431, … , 0.382], … , [0.233, … , 0.301]],

[0.335, … , 0.053], [0.092, … , -0.382], … , [0, … , 0]]]

[표 3-10] 데이터 단어 임베딩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하는 알고리즘에는 하나의 문장 안에 단어의 개수를

맞춰주는 작업을 같이 진행한다. 문장마다 단어의 개수가 다르기에 한 문장 벡터가 만

들어지면 벡터의 개수가 전부 다를 수밖에 없다. 벡터의 개수가 다를 경우 LSTM 모

델 학습할 때 에러(Error)가 발생하여 모든 데이터의 벡터의 개수를 맞춰야 한다. 벡터

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 부족한 단어의 개수는 0으로 채워 넣는 작업을 추가 하였다.

[표 3-11]은 단어 임베딩을 진행하는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임베

딩된 데이터의 크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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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_vec = []

>>> sentence_number = 25

>>> for sen in tqdm_notebook(train_data.document2.values):

>>> word_list_vec = []

>>> sen_split = sen.split()

>>> for w_index in range(sentence_number):

>>> if w_index < len(sem_split):

>>> word_list_vec.append(fasttext_model_load[sen_split[w_index]])

>>> else:

>>> word_list_vec.append(np.array([0]*100)) #0으로 벡터 개수 맞춤

>>> word_list_vec = np.array(word_list_vec)

>>> train_vec.append(word_list_vec)

>>> train_vec = np.array(train_vec)

>>> train_vec.shape

out : (401291, 25, 100)

[표 3-11] 단어 임베딩 과정

LSTM 모델의 지도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라벨(Label)이

존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문장 안에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숫자 1로

라벨(Label)을 지정해주고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숫자 0으로 라벨(Label)을

지정해 주었다. 또한 ‘시발점’, ‘새끼발가락’ 등의 표준어는 비속어가 아니기에 숫자 0으

로 라벨(Label)을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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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STM 학습 방법

LSTM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단어 임베딩된 3차원 벡터를 X, 숫자 0과 1로 이루어

진 라벨(Label)을 y로 지정한다. LSTM 모델은 [그림 3-8]의 형식으로 만들었으며 [표

3-12]와 같이 LSTM의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는 Units는 1, Time Step은

단어의 개수인 25, 특성(Feature)은 FastText학습 시킬 때 사용된 차원(Dimension)의

개수인 100으로 지정하고 신경망층 Dense의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는

Units을 1, 활성화 함수(Activation)는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3-8] LSTM 모델 구조

>>> model = Sequential()

>>> model.add(LSTM(units=1, input_shape=(25, 100)))

>>> model.add(Dense(1, activation='sigmoid'))

>>> model.compile(loss='binary_crossentropy',

optimizer='RMSprop',

metrics=['accuracy'])

>>> model.fit(X_train, y_train, epochs=2, validation_data=(X_test, y_test))

[표 3-12] LSTM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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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속어 판별

사용자가 작성된 문장을 대상으로 비속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학습시킨 데

이터와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표 3-13]은 하나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문장

을 전처리, 초·중·종성 분리 및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순서대로 진행하고 비

속어를 판별하는 함수이다.

>>> def test_result(s, fasttest_model, lstm_model):

>>> test_word = run(s)

>>> test_word_split = test_word.split()

>>> fast_vec = []

>>> for index in range(sentence_number):

>>> if index < len(test_word_split):

>>> fast_vec.append(fasttest_model[test_word_split[index]])

>>> else:

>>> fast_vec.append(np.array([0]*100))

>>> fast_vec = np.array(fast_vec)

>>> fast_vec=fast_vec.reshape(1, fast_vec.shape[0], fast_vec.shape[1])

# 학습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3차원으로 크기 조절

>>> test_pre = lstm_model.predict_classes([fast_vec]) # 비속어 판별

>>> if test_pre[0][0] == 0:

>>> print("lstm 결과 :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lse:

>>> print("lstm 결과 :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3-13] 하나의 문장 비속어 판별 함수

[표 3-13]의 함수는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라면 ‘lstm 결과 : 비속어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출력 되고 비속어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이라면 ‘lstm 결과

: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출력 되어 비속어가 포함된 문장인지



- 32 -

포함되지 않은 문장인지 판별 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비속어가 포함된 문장일 경우

학습된 FastText 모델의 유사도 비교를 이용 하면 어떤 단어가 비속어인지 찾을 수

있다. 문장 내에 있는 각각의 단어를 학습된 FastText 모델로 유사도 비교를 하면 단

어의 의미로 가장 가까운 단어가 10개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9]는 ‘시발’, ‘시발

점’에 대한 유사도 결과이다. 유사도 결과의 단어들 중에서 비속어가 많이 존재 한다면

해당 단어도 비속어라고 할 수 있다. [표 3-14]는 비속어가 포함된 문장에서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를 분리하고 FastText 모델을 활용해 유사도를 비교한 후 유사한 단어

들에서 비속어 단어의 개수를 알려주는 소스코드이다.

[그림 3-9] FastText 모델 단어 유사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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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비속어가 포함된 문장‘

>>> for s_split in s.split():

>>> test_word_run = run(s_split)

>>> result = fasttest_model.get_nearest_neighbors(test_word_run)

>>> count = 0

>>> for _, word_temp in result:

>>> for w in word_list:

>>> if w in run_inverse(word_temp):

>>> count+=1

[표 3-14] FastText 모델의 유사도 비교를 통한 비속어 찾는 과정

[그림 3-10]은 ‘근데 존나 멋지지 않냐’라는 문장에 대한 비속어 판별 결과이다. 결과

에 ‘존나_6’은 ‘존나’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확인해보면 6개의 단어가 비속어이며

해당 문장에서는 ‘존나’라는 단어가 비속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 유사도 비교를 통한 비속어 단어 확인

다음 그림들은 비속어를 정확하게 판별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11]에서는 비

속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장과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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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비속어 판별 결과

[그림 3-12]에서는 ‘씨발’이라는 단어의 중성(nucleus)이 변형된 ‘씌발’ 또는 ‘씌발놈

아’의 단어가 포함 되어 있더라도 비속어로 판별하는 결과이다.

[그림 3-12] 중성(nucleus)이 변형된 비속어 판별 결과

[그림 3-13]에서는 최근 Youtube에서 ‘시발’이라는 단어 대신 ‘야발’이라는 단어로 많

이 사용하는데 문맥의 흐름상 비속어라면 비속어라고 판별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

만, 새롭게 생성된 비속어인 경우 아직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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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새롭게 생성된 비속어 판별

마지막으로 문맥에서 비속어가 아닌 표준어가 사용된 경우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판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3-14]는 ‘시발점’, ‘새끼발

가락’의 표준어 판별 결과이다.

[그림 3-14] ‘시발점’, ‘새끼발가락’ 표준어 판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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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결과

본 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텍스트를 수집하는 과정과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 셋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속어 판별 방법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

존 연구와의 비교 분석 및 분류성능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정확도(Accuracy), 재현율

(Recall), 정밀도(Precision)를 측정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에 사용한 환경은 다음과 같다.

Division Contents

HW

CPU Intel(R) Xeon(R) CPU @ 2.30GHz

GPU NVIDIA Tesla P100

RAM 25.51 GB

HDD 1TB

SW
OS Ubuntu 17.10

Program Language Python

[표 4-1] 개발 환경

A.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속어 판별 방법을 적용 및 성능평가 하기 위해 SNS 데이터와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SNS 데이터는 특정 형식에 구애받

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SNS 중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두드러지는 Twitter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Twitter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특정 키

워드로 검색하고 검색 기간은 2016년 01월 01일 이후로 설정해서 검색된 데이터이다.

Twitter에서 수집된 문장의 개수는 약 440만 건이다.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는 상대

적으로 정제되어 있어서 약 50만 건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시발’, ‘씨발’, ‘병

신’, ‘존나’, ‘좆나’, ‘개새끼’, ‘새끼’라는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다. Twitter의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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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witter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였다. Twitter API는 검색할 키워드와 업로드

된 날짜를 설정하면 해당 키워드와 날짜에 맞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되어있다.

[표 4-2]는 Twitter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파이썬(Python) 소스코드이다.

>>> auth = tweepy.OAuthHandler(consumer_key, consumer_secret)

>>> api = tweepy.API(auth, wait_on_rate_limit=True)

>>> results = []

>>> word_list = ["시발","씨발","병신","존나","좆나","개새끼", "새끼"]

>>> for word in word_list:

>>> for tweet in tweepy.Cursor(api.search, '2016-01-01', q=word).items():

>>> results.append(tweet)

>>> with open("./data/{}.txt".format(word), 'w') as f:

>>> for r in results:

>>> f.write(r.text+"\n")

[표 4-2] Twitter AP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 수집은 API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썬(Python)의 requests

라이브러리와 BeautifulSoup 라이브러리 이용하여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직접

제작하여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인 영화는 알라딘, 인비저블맨, 1917, 다크워터스, 주디,

정직한 후보, 용길이네곱창집 등 유명한 영화들이다. [표 4-3]은 네이버 영화 리뷰를

수집하는 파이썬(Python) 소스코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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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c={"알라딘":"163788", "인비저블맨":"189001","1917":"187321",

"다크워터스":"190728","주디":"167637","정직한후보":"186821",

"용길이네곱창집":"159879", … }

>>> for key in tqdm_notebook(dic.keys()):

>>> url_main = 'https://movie.naver.com'

>>> url_sub = '/movie/bi/mi/point.nhn?code='+dic[key]

>>> page = url_main+url_sub

>>> res = req.get(page)

>>> soup = bs(res.text,'html.parser')

>>> frameSrc = soup.find('iframe',id='pointAfterListIframe')

>>> replePage = url_main + frameSrc['src']

>>> res = req.get(replePage)

>>> soup = bs(res.text,'html.parser')

>>> totalReple = soup.select_one('strong.total > em').text.replace(',','')

>>> pageNum = int(totalReple)//10

>>> if int(totalReple)%10 > 0:

>>> pageNum+=1

>>> review_text_list = []

>>> count = 0

>>> for pageNo in tqdm_notebook(range(pageNum)):

>>> replePages = url_main + frameSrc['src'] + \

>>> '&page=' + str(pageNo+1)

>>> res = req.get(replePages)

>>> soup = bs(res.text,'html.parser')

>>> contents = soup.select('div.score_reple > p') #리뷰 HTML Tag

>>> for index in range(len(contents)):

>>> count+=1

>>> review_text_list.append(contents[index].text+"\n")

>>> f = open('./data/{}_review.txt'.format(key),'w')

>>> for temp_text in review_text_list:

>>> f.write(temp_text)

>>> f.close()

[표 4-3] 네이버 영화 리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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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데이터 셋

본 절에서는 실험에 사용되는 데이터 셋에 대하여 설명한다. Twitter의 수집된 데이

터 셋은 약 440만 건으로 [표 4-4]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나 중복된 게시물이 많은 것

으로 확인되어 중복 제거를 진행하였다. 중복 제거를 진행한 결과 Twitter의 게시물

수는 약 130만 건으로 줄어들었다. [표 4-5]는 중복 제거를 위한 함수이다.

검색 키워드 게시물 수 검색 키워드 게시물 수

개새끼 853,431 좆나 560,440

병신 211,181 정치 385,823

새끼 387,500 음식 169,428

시발 359,837 안녕 285,554

씨발 532,741 네이버 385,823

존나 275,631 코로나 5,325

[표 4-4] Twitter 데이터 셋

>>> def deduplication(text_list):

>>> return list(set(text_list))

[표 4-5] 중복 제거 함수

FastText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셋은 모델의 특성상 데이터가 많을수록 단

어의 의미와 형태적인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FastText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Twitter의 130만 건, 네이버 영화 리뷰 50만 건을 모두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LSTM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셋은 수집된 데이터 전부

를 사용하지 않고, 정확한 비속어 판별을 위해 비속어가 포함된 문장의 개수와 비속어

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의 개수를 1:1 비율로 맞춰서 데이터 셋을 구성한다. 구성된 데

이터 셋은 비속어가 포함된 문장 60만 건 비속어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 60만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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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실험 평가 및 분석

1. 실험 평가 방법

본 절에서는 분류성능평가지표인 정확도(Accuracy), 재현율(Recall), 정밀도

(Precision)를 이용하여 비속어 판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본 연구의 우수성을 평가

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편집거리 알고리즘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CNN, LSTM, GRU

모델과 비교 분석한다. [그림 4-1]은 분류성능평가지표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혼동행

렬(Confusion Matrix)이며 식 (4)는 정확도(Accuracy), 재현율(Recall), 정밀도

(Precision)를 계산하기 위한 식이다. 혼동행렬에 표시된 TN, FP, FN, TP의 뜻에 대한

설명은 [표 4-6]에서 보여준다.

[그림 4-1] Confusion Matrix

      
  

   


(4)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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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True Negative 실제 Negative를 Negative로 예측(정답)

FP False Positive 실제 Negative를 Positive로 예측(오답)

FN False Negative 실제 Positive를 Negative로 예측(오답)

TP True Positive 실제 Positive를 Positive로 예측(정답)

[표 4-6] Confusion Matrix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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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분석

[표 4-7]과 [표 4-8]은 비속어 판별 실험 및 CNN, GRU, LSTM 모델을 활용한 예측

결과이다. 테스트를 진행한 데이터는 80,259건이며 비속어가 포함 되어 있는 문장과 비

속어가 포함 되지 않은 문장으로 구분 되며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예측 한 결과로는

비속어 포함 예측 문장과 비속어 포함 되지 않은 예측 문장으로 구성된다.

구분 개수

테스트 실험 문장 80,259

비속어 포함 되지 않은 문장 40,254

비속어 포함 문장 40,005

[표 4-7] 비속어 판별 예측 데이터

구분 CNN GRU LSTM

비속어 포함 되지 않은 예측 문장 75,246 39,886 40,126

비속어 포함 예측 문장 5,013 40,373 40,133

[표 4-8] 비속어 판별 예측 결과

[표 4-9]는 CNN 모델, [표 4-10]은 GRU 모델, [표 4-11]은 LSTM 모델을 활용한

성능평가 결과이다. 성능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혼동행렬을 이용하였으며 그에 따

른 정확도, 재현율, 정밀도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속어가 포함된 문장의 정답을

숫자 1로, 비속어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의 정답을 숫자 0으로 지정하고 실험하여

Positive는 숫자 1, Negative는 숫자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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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ed Negative Predicted Positive

Class Negative 39245 1009

Class Positive 36001 4004

정확도 


53.88%

재현율 


13.34%

정밀도 


79.87%

[표 4-9] CNN Confusion Matrix

Predicted Negative Predicted Positive

Class Negative 37,961 2,293

Class Positive 1,925 38,080

정확도 


94.74%

재현율 


95.18%

정밀도 


94.32%

[표 4-10] GRU Confu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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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ed Negative Predicted Positive

Class Negative 38,652 1,602

Class Positive 1,481 38,524

정확도 


96.15%

재현율 


96.29%

정밀도 


96%

[표 4-11] LSTM Confusion Matrix

[표 4-12]와 [그림 4-2]는 위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한 결과이다. CNN 모델을 활용하

여 결과를 예측한 결과 정확도 53%, 재현율 13%, 정밀도 79%가 나왔고, CNN 모델은

전체적으로 비속어 판별에 대한 정확도와 재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GRU 모델은 정확도 94.74%, 재현율 95.18%, 정밀도 94.32%로 높은 결과를 보이나

LSTM 모델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LSTM

모델은 정확도 96.15%, 재현율 96.29%, 정밀도 96%로 가장 높게 나온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분류평가지표 CNN GRU LSTM

정확도 53% 94.74% 96.15%

재현율 13% 95.18% 96.29%

정밀도 79% 94.32% 96%

[표 4-12] CNN, GRU, LSTM 모델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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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CNN, GRU, LSTM 모델 결과 그래프

[표 4-13]은 본 연구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편집거리 알고리즘과

본 연구에서 실험한 방법인 CNN, LSTM, GRU 모델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구분 단어(Data)
편집거리

알고리즘
CNN GRU

제안한 방법

LSTM

변형된
비속어

씌발 O O O O

쥰나 O O O O

표준어

신발 O O X X

시발점 O O X X

새끼발가락 O O O X

신조어 야발 X X O O

기타 사람이냐? X X O O

[표 4-13] 비속어 판별 결과 비교

※ O : 비속어라고 판별, X : 비속어가 아니라고 판별

‘씌발’, ‘쥰나’ 등 변형된 비속어는 기존연구와 본 연구 모두 정확하게 판별하는 반면

‘신발’, ‘시발점’, ‘새끼발가락’과 같은 단어는 비속어인 ‘시발’과 ‘새끼’ 단어와 비슷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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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띠어 기존 연구에서는 비속어로 판별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LSTM 모델은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비속어가 아니라고 판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야발’과 같이 새롭게 만들어진 비속어도 판별하여 정확하게 판별하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냐?’라는 단어는 수집된 문장에서 대부분 비속어와 같이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속어로 판별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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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판별하지 못했던 비속어를 판별하기 위해 단어 임베딩

과 LSTM 모델을 활용하여 비속어를 판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학습 시키는 텍스트를 초·중·종성으로 분리하고 FastText 모델을

사용하여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정보까지 고려한다. 그리고 LSTM 모델을

활용하여 문맥의 흐름을 학습함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판별하지 못했던 비속어를 판별

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는 비속어가 포함 되어 있는 문장 40,005건,

비속어가 포함 되지 않은 문장은 40,254건 중에서 비속어가 포함 되었다고 예측한 문

장은 40,126건, 포함 되지 않았다고 예측한 문장은 40,133건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분

류성능평가지표에 따르면 정확도는 96.15%, 재현율은 96.29%, 정밀도는 96%로 높은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편집거리 알고리즘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훨씬 정확하게 비속어를 판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논문의 향후 연구로는 현재 사용된 7가지 비속어 외에 더욱 다양한 비속어를 추

가하여 모든 비속어를 정확하게 판별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하게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본 연구는 이모티콘, 특수문자 등을 제거한 텍스트만을 이용하여 연구하였으나,

의미가 있는 이모티콘, 특수문자를 활용하고 사회적인 이슈도 고려하여 비속어를 판별

할 수 있는 확장된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대용량의

다양한 텍스트가 수집된다면 모든 비속어를 정확하게 판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며 나아가 본 연구를 토대로 비속어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이버 언어폭력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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