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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욕설분류를 위해서는 두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는 욕설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욕설이 포함된 문장이 그렇지 않은 문장보다 훨씬 수가 적어

서 데이터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문자수준으로 생성한 

가짜문장으로 컨볼루션 신경망에 먼저 학습시켜서 데이터 부족으로 발생하는 일반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무작위로 생성한 문자열 중 절반에 욕설단어를 포함

시키고, 이 문자열들과 욕설 포함 여부를 컨볼루션 신경망에 전이학습 시킨 후, 이 과정에서 훈련된 필

터를 원래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사용하여 모델의 학습량을 증가시켰다. 이 방법으로 세 종류의 실험 데

이터에서 전이학습을 적용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민감도를 얻었다. 

1. 서론 

욕설분류 문제는 스팸필터링 문제와 함께 고전적인 텍스트 

처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욕설의 

표현방법이 다양해지고, 양이 많아지면서 더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욕설단어나 그것을 포함하는 문장의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지도학습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류기의 

학습을 위해 인간이 생성할 수 있는 학습 문장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분류하려는 목표 문장의 데이터 불균형 

정도가 높으므로, 분류기가 욕설의 특징을 학습하기 어렵다. 

방대한 데이터의 욕설분류를 위해서는 욕설 여부 속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많은 학습 문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의의 학습 

문장을 생성하고 이를 분류기에 미리 학습시켜서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분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전이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욕설분류 문제는 특징 추출과 분류의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문장의 특징 추출에는 주로 Bag-of-Word 

(BoW)나 n-gram의 BoW가 사용된다[1]. BoW는 욕설분류에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계산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에 적용하기 어렵고, 변형된 단어를 감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BoW를 사용한 경우, 분류과정으로는 주로 서포트 벡터 

머신과 나이브 베이즈가 사용된다[1]. 그러나 BoW를 

사용하면 희소벡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은 경우, 

기존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문장의 특징추출에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중 문단벡터(Paragraph 

Vector)[2]를 사용한 연구가 있으나 BoW 등의 기존 방법과 

성능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3]. 

 

3. 방법 

이 논문에서 사용된 문자수준 컨볼루션 신경망[4]과 

가짜문장을 생성하고 이를 전이학습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1 문자수준 컨볼루션 신경망 

문자수준의 컨볼루션 신경망은 문자수준의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컨볼루션 

신경망이다. 이미 이 방법이 텍스트 분류문제에서 

유용하다고 알려졌지만, 특히 단어내 문자를 벡터로 

나타내기 때문에 변환된 욕설단어와 원래 단어 사이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컨볼루션 신경망의 필터는 특성 벡터 𝑥𝑖 가 주어질 때, 

𝑙 번째 컨볼루션 층이 𝑙 − 1 번째 컨볼루션 층의 출력인 

𝑦𝑙−1에서 𝑚×𝑚 크기의 필터 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𝑐𝑥𝑦
𝑙 = ∑ ∑ 𝑤𝑎𝑏𝑦(𝑥+𝑎)(𝑦+𝑏)

𝑙−1

𝑚−1

𝑏=0

𝑚−1

𝑎=0

     (1) 

1340

2017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컨볼루션 층의 출력인 𝑐𝑙−1은 최대 풀링 연산을 거치는데 

𝑁×𝑁 크기의 출력 벡터 𝑝𝑥𝑦
𝑙 는 𝑘×𝑘 크기의 영역에서 풀링 

걸음(pooling stride)이 𝑇일 때,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𝑝𝑥𝑦
𝑙 = max 𝑐𝑥𝑦×𝑇

𝑙−1      (2) 

컨볼루션 신경망은 여러 개의 컨볼루션 층과 최대 풀링 

층이 번갈아 가며 쌓아 마지막에 완전 연결 층(fully-

connected layer)을 거쳐서 특성 벡터의 속성을 예측한다. 

 

3.2 가짜문장 생성방법 

분류기의 입력이 문자단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이학습에 

사용할 가짜문장도 문자수준에서 생성해야 한다. 먼저 

가짜문장에 일반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작위의 문자로 

구성된 문장을 생성한다. 

수식 (3)의 난수 발생기 𝑅𝑠𝑒𝑛𝑡𝑒𝑛𝑐𝑒와 전체 문자의 집합 𝐶로 

길이 𝑛의 무작위 문자로 구성된 문장 𝑆를 생성한다. 

  𝑅𝑠𝑒𝑛𝑡𝑒𝑛𝑐𝑒(𝑥) = 𝑆 ∈ 𝐶𝑛  𝑤ℎ𝑒𝑟𝑒 𝑆 = (𝑐1, 𝑐2, … , 𝑐𝑛), 𝑐𝑖 ∈ 𝐶    (3) 

위에서 생성한 문장에 욕설의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욕설 목록에서 문장에 삽입할 욕설단어를 

추출한다. 

  𝑅𝑏𝑎𝑑−𝑤𝑜𝑟𝑑(𝑥) = 𝑊𝑏𝑎𝑑 = (𝑤1, 𝑤2, … , 𝑤𝑘) 𝑎𝑛𝑑 𝑤𝑖 ∈ 𝑊     (4) 

위 수식에서 난수 발생기 𝑅𝑏𝑎𝑑−𝑤𝑜𝑟𝑑는 욕설단어 목록에서 

하나의 단어 𝑊𝑏𝑎𝑑 를 추출한다. 𝑊𝑏𝑎𝑑 는 𝑘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수식 (3)에서 생성한 문장 𝑆와 수식 (2)에서 추출한 단어 

𝑊𝑏𝑎𝑑 를 수식 (5)의 1부터 𝑛 까지의 정수의 난수 발생기 

𝑅𝑖𝑛𝑑𝑒𝑥에 욕설단어를 삽입하여 전체 문장이 욕설의 특징을 

반영하게 된다. 

  𝑐𝑖+𝑘 = 𝑤𝑘  𝑓𝑜𝑟 𝑘 = 1,2, … , |𝑊𝑏𝑎𝑑|,   𝑖 = 𝑅𝑖𝑛𝑑𝑒𝑥(𝑥) ∈ {1, … , 𝑛} 

  𝑜𝑢𝑡: 𝑆′ = (𝑐1, 𝑐2, … , 𝑤1, 𝑤2, … , 𝑤𝑘 , 𝑐𝑖+𝑘+1, … , 𝑐𝑛)     (5) 

 수식 (3)에서 생성한 𝑆 와 수식 (5)에서 생성한 𝑆′ 을 

임의의 개수만큼 생성하고 각각의 문장들을 욕설이 아닌 

문장과 욕설문장으로 처리하여 전이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3.3 전이학습 과정 

가짜문장을 학습시키면 컨볼루션 층의 필터가 욕설분류의 

일반적 특징을 가지게 된다. 실제 문장을 훈련시킬 때는 

그림 1의 전이학습 과정에서 사용했던 컨볼루션 층의 필터를 

적용하여 실제 문장으로 신경망을 다시 학습시킨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실험에는 표 1과 같이 Kaggle의 “Detecting insults in 

Data Commentary”(insults), bullyingV3, 그리고 

formspring 데이터를 사용했다. 욕설문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데이터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전이학습 적용 

3.2절의 방법을 사용하여 전이학습에 사용할 가짜문장을 

생성한다. 각 가짜문장은 200개의 문자로 구성되며, 알파벳 

24개, 숫자 10개, 그리고 특수문자 36개, 총 70개의 문자를 

사용했다. 생성된 문자열이 일반문장의 구조를 형성하게 

하기 위해 한 문장 당 50개의 공백문자를 임의의 위치에 

삽입했다. 

수식 (4)에 쓰이는 욕설목록으로 550개의 욕설단어로 

구성된 google-bad-words를 사용했다.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욕설문장과 비욕설문장의 비율을 1:1로 

생성했으며 7:3의 훈련, 테스트 비율로 나누어 컨볼루션 

신경망을 학습시켰다. 

 

4.3 결과 및 분석 

4.2절의 가짜 데이터를 학습시킨 필터를 적용한 컨볼루션 

신경망과 적용하지 않은 컨볼루션 신경망에 각각 6:4로 

분할한 실제 훈련 문장과 테스트 문장을 적용했다. 실험은 

각 실험 데이터와 적용한 가짜문장의 개수, 그리고 전이학습 

여부에 대해 5번씩 시행되었으며 각 경우에 대해 민감도와 

평균을 계산했다. 

그림 1. 가짜 문장의 전이학습 과정(위)과 실제 문장의 학습 

과정(아래). 전이학습에 사용된 컨볼루션 층의 필터가 전이학

습 이후에 실제 학습과정의 컨볼루션 층의 필터로 적용됨. 

표 1. 실험 데이터의 욕설과 비욕설문장 개수와 불균형 정도 

실험 데이터 욕설문장 비욕설문장 욕설 비율 

insults1 2819 6010 31.92% 

bullyingV32 1227 3524 25.83% 

Formspring3 2360 23465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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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므로 

정확도는 모델의 성능평가에 사용할 수 없다. 욕설분류의 

목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척도는 전체 욕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욕설을 알아내는가 이다. 따라서 전체 욕설문장 중 

정답의 비율인 민감도(specificity)로 분류기의 성능을 

측정했다. 

표 2에서 전이학습을 적용한 컨볼루션 신경망이 적용하지 

않은 신경망보다 평균 민감도의 최대값이 항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이학습 과정에서 학습시킨 가짜문장의 개수가 

많아지면 민감도가 증가하다가 과적합으로 인해 민감도가 

감소하는 것을 그림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문자수준 컨볼루션 신경망에 전이학습을 적용했을 

때 욕설분류에 성공한 문장의 예시이며, 표 4는 전이학습을 

적용했지만 분류에 실패한 문장의 예시이다. 가짜문장을 

생성할 때 문장의 길이를 200으로 정했기 때문에 대체로 

짧은 문장은 욕설로 판단하지 못했다. 그 이외에는 

약어(you->u)나 긍정적인 단어(friend)가 포함된 경우에서 

욕설분류가 실패하는 경향을 보였다. 

 

5. 결론 

기존의 문자수준 컨볼루션 신경망은 욕설분류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 못한다. 특히 데이터 속성의 불균형이 

심하고, 데이터의 양이 적은 경우, 욕설의 특징을 학습하기 

어려워진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우리는 임의의 문장을 

생성하여 전이학습하는 것을 제안하며, 기존의 문자수준 

컨볼루션 신경망보다 약 1.5~3배의 성능 향상을 볼 수 있다. 

욕설의 특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를 수동으로 

생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 

욕설단어의 목록만으로도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큰 도메인 내에서 욕설분류만 아니라 구문적 특징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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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이학습 여부에 따른 각 실험 데이터의 평균 민감도 

실험 데이터 
전이학습 

미적용시 

전이학습 적용시 최대값 

(가짜문장 개수) 

insults 0.415 0.645 (150000) 

bullyingV3 0.328 0.646 (200000) 

formspring 0.064 0.199 (250000) 

  

표 3. formspring 문장의 욕설 데이터 중 전이학습을 사용해

서 욕설분류에 성공한 문장 예시 

list3n millionbabii b3+ y3w @ n+ w0r+h $h + dk why yuhh @ll y0 s3lf 

dh@+ n yuh m@d cuhh y00 cooch st@nk 
why yuhh w0n+ fu k m3 !n d@ @$$ h0l3 dh@+ $h + b3 f33l n t qh+ 0n y0 

d (k h3@rd 

y0u m@d3 d $ h03 0rq@$m @q@ n d@+ p c+ur3 y0u q0+ @$ y0ur 

b@ckr0und !$ $00 h0+ my m0m h3@rd m3 0rq@$m @nd $h3 $cr3@m3d 

please cyberfuck me i apos;m horny beyond imagination and i need you to 

make me wet whateveryoulike23@gmail com 

 

 

그림 2. 가짜문장 개수에 따른 각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의 

상자 그림 분포 

그림 3. Formspring 데이터의 전이학습 미적용(좌) 및 적용

(우) 시 각 모델의 테스트 결과 혼동행렬 분석 

표 4. formspring 문장의 욕설 데이터 중 전이학습을 사용했

지만 욕설분류에 실패한 문장 예시 

u 3xp3c+ m3 t@ d0 @ll d@ work n qq@ pl3@$3 3@+ m@ pu$$zzy 

yuh $h@t3z l n 3c@nj k3r @ luuk lyk tr pl3t$ n yo m@ iz pr3c 0u$ fr0m d@ 

m0v 3 

who da hell is belle does she mean shes my friend i dont even no a belle 

shuddup belle > < 

when u look @ mee whats the firsst thing that comess to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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