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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필터링을 한 지식 그래  기반의 신조어 감지 매커니즘☆

Knowledge Graph-based Korean New Words Detection Mechanism for 
Spam Filtering

김 지 혜1 정 옥 란1*

Ji-hye Kim Ok-ran Jeong

요    약

오늘날 스마트폰에서 스팸 문자를 차단하기 해 문자 내용과 스팸 키워드의 단순 문자열 비교 는 스팸 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팸 문자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차 변화된 방식으로 스팸 문자를 송한다. 

특히 스팸 키워드에 포함되는 단어의 경우 단순 문자열 비교로 검색되지 않도록 특수문자, 한자, 띄어쓰기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 인 
단어로 스팸 문자를 발송한다. 기존 스팸 필터링 방식의 경우 이러한 스팸 문자를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스팸 문자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시 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팸 문자에서 자주 사용되는 신조어를 검출하여 변화

하는 스팸 문자에 응할 수 있는 지식 그래  기반의 신조어 감지 매커니즘을 제안한다. 한 기본 Naive Bayes에 감지한 신조어를 
용하여 제안한 방법의 성능 실험 결과를 보여 다.

☞ 주제어 : 스팸 필터링, 스팸 탐지, 신조어 감지, 지식그래 , 컨셉넷

ABSTRACT

Today, to block spam texts on smartphone, a simple string comparison between text messages and spam keywords or a blocking 

spam phone numbers is used. As results, spam text is sent in a gradually hanged way to prevent if from being automatically blocked. 

In particular, for words included in spam keywords, spam texts are sent to abnormal words using special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and whitespace to prevent them from being detected by simple string match. There is a limit that traditional spam filtering methods 

can’t block these spam texts well. Therefore, new technologies are needed to respond to changing spam text messag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knowledge graph-based new words detection mechanism that can detect new words frequently used in spam texts 

and respond to changing spam texts. Also, we show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erformance when detected Korean new words are 

applied to the Naive Bayes algorithm.

☞ keyword : Spam Filtering, Spam Detection, New Words Detection, Knowledge Graph, ConceptNet

1. 서   론

오늘날 많은 회사들이 마 을 해 휴 폰으로 고

성 문자를 모방하여 정상 문자와 유사한 스팸 문자를 발

송한다. 이러한 스팸 문자로 인해 회사 사칭에 따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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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미지 손실 는 스미싱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1,2] 한 스팸 

문자로 차단되지 않기 해 문자 내용에 특수문자, 한자, 

기호 등 의미 없는 문자를 추가하여 비정상 인 형태로 

스팸 문자를 발송한다.[3] 특히 알 벳 는 특수문자를 

이용하여 한 , 숫자 는 URL 등을 표시할 경우 기존의 

스팸 키워드 방식으로는 스팸 문자를 분류하기 어렵

다.[4,5]

재의 스팸 문자를 분류하기 해서는 스팸 필터링 

시스템이 사람과 비슷한 수 으로 문자의 내용을 이해해

야 한다. 그러나 휴 폰 문자는 자 수 제한으로 인해 이

메일에 비해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6] 이처럼 짧

은 텍스트에서 문장의 의미를 악하기 해서는 스팸 

문자에서 사용되는 단어 정보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스팸 문자에 응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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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에서 볼 수 있는 신조어를 지식 그래 를 이용

하여 감지하는 새로운 신조어 감지 매커니즘을 제안한다. 

이 게 감지한 신조어로 지식 그래 를 구축하여 확장 

가능한 스팸 키워드 시스템을 구 할 수 있다. 

2. 련 연구

2.1 지식 그래   ConceptNet

지식 그래 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계 정보를 표

하기 해 서로 련된 단어 별로 연결한 다 계 그래

이다.[7] 잘 구축된 지식 그래 에서는 그래  노드 간의 

새로운 계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의 

계 추출에 요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된다.[8]

ConceptNet은 오 소스로 공개된 지식 그래 로서 다

양한 언어를 지원하는데, 10개의 핵심 언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68개 이상의 공통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언

어로는 어, 랑스어, 일본어, 국어 등이 있으며, 핵

심 언어의 경우 지식 그래  내에 최소 24만 개 이상의 

어휘를 갖고 있다. 특히 어의 경우 180만 개 이상의 어

휘로 지식 그래 가 구성되어 있어 규모가 매우 크다.[9] 

어에 한 ConceptNet 5의 성능을 살펴보면, 임의의 샘

 데이터에 해 참가자들이 정답 여부를 분류한 실험

에서 WordNet 3.0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10]

그러나 이에 비해 공통 언어의 경우 구축되어 있는 그

래  내의 어휘 수가 매우 부족하여 추가 인 학습 없이 

사용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약 47,000개 어휘만

을 갖고 있어 어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부족한 수 이다.

2.2 스팸 필터링

스팸 문자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업 기반 방식과 콘텐츠 기반 방식이다. 업 

기반 방식의 경우 사용자들의 피드백과 공유된 사용자 

경험에 기 하여 스팸 여부를 단한다. 이와 달리, 콘텐

츠 기반 방식은 텍스트 내용을 분석하여 스팸을 분류하

는 방식이다. 사용자 경험에 한 데이터를 얻는 것은 매

우 어렵기 때문에 부분의 스팸 필터링 련 연구는 콘

텐츠 기반 방식을 사용한다.[11]

기의 스팸 문자 탐지에는 규칙 기반, Naive Bayes 방

식  SVM (Support Vector Machines) 방식을 사용하

다.[12-14] 이후 k-nearest neighbor algorithm (k-NN)  

Naive Bayes (NB) 등의 방식이 사용되었다.[15,16] Jie et al

에서는 거짓 양성 (false positive)을 높이기 해 단어에 

가 치를 더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 다.[17]

최근에는 deep learning을 용한 CNN 기반 스팸 필터

링 방식과[18-20] SentiWordNet을 이용한 sentiment 

analysis 기반의 스팸 필터링[21], 유사도 기반의 말뭉치 

 키피디아 링크 기반의 스팸 필터링[22] 등 다양한 

스팸 필터링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3. 스팸 신조어 감지 매커니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식 그래  기반 스팸 신조어 

감지 매커니즘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스팸 데이터의 처

리, 토큰화, 후보 사  구축, 지식 그래  검색 순으로 4단

계로 이루어진다. 처리 단계에서는 스팸 여부와 계없

는 문자열을 삭제한다. 이 게 정제된 스팸 문자에서 토

큰화 단계를 거쳐 명사, 기호, 외국어 세 가지 타입의 문

자만 토큰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토큰으로 카테고리 별 

신조어 후보 사 을 구축한 후 상  N개의 토큰에 해 

지식 그래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신조어를 감지한다.

신조어 감지를 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스팸의 카테

고리와 스팸 여부가 라벨로 구분된 스팸 데이터를 가져

온다. 가져온 스팸 데이터에 해 처리 없이 신조어를 

감지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스팸 문자에서 단

어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스팸 문자의 특성을 악하여 처리  토

큰화를 진행한다.

(그림 1) 지식 그래  기반 신조어 감지 매커니즘

(Figure 1) Knowledge Graph-based New Words 

Detection Mechanism

3.1 처리

스팸 문자의 처리는 삭제와 품사 태깅 두 단계로 이

루어진다. 각 단계를 거쳐 기존 스팸 문자로부터 정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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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ategory Number

1  도박 6,182

2 융 2,877

3 선거 2,596

4 리운 1,680

5 비스팸 1,669

체 15,004

스팸 문자를 추출한다.

3.1.1 삭제 (Deletion)

먼  스팸 문자의 처리를 해 “ 고”와 같이 스팸 

문자와 비스팸 문자 모두에 공통 으로 사용되는 문자열

을 삭제한다. 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문자열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따옴표, 바꿈

(\n) 등의 불필요한 문자 역시 삭제한다.

3.1.2 품사 태깅 (Pos-tagging)

스팸 문자에서 단어를 추출하기 해 Kakao에서 개발

한 세 번째 형태소 분석기인 khaiii를 이용하여 품사를 태

깅한다. 각 스팸 문자의 문자열은 khaiii의 사 에 의해 총 

46개의 품사  하나로 태깅되며 khaiii 사 에 원하는 단

어를 추가할 수 있다.

3.2 토큰화

스팸 문자를 단어 토큰 단 로 분리하기 해 형태소 

분석기의 명사 추출 라이 러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

나 라이 러리를 이용할 경우 손쉽게 명사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추출되는 단어의 수가 극히 다

는 단 이 있다. 더불어 토큰화에 사용하는 라이 러리의 

단어 사 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의 경우 토큰으로 추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사를 

이용하여 단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처리가 완료된 각각의 스팸 문자를 토큰화할 때, 

khaiii의 46개 품사  명사(‘NNG’, ‘NNP’, ‘NNB’, ‘NP’, 

‘NR’, ‘SWK’), 기호(‘SN’, ‘SW’), 외국어(‘SL’, ‘SH’) 품사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어로 추출하 다. 명사 뒤에 사

용되는 조사와 동사, 부사, 어미, 미사 등의 품사에 해

당하는 문자열은 단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토큰 추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호 에서도 따옴표, 호표, 표를 

의미하는 ‘SS’ 품사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를 의미하는 

‘SF’ 품사, 쉼표, 가운뎃 , 콜론, 빗 을 의미하는 ‘SP’ 품

사의 경우에도 토큰 추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3.3 후보 사  구축

후보 사 은 스팸 카테고리 별 토큰과 각 토큰이 스팸 

문자에서 사용된 횟수로 구축된다. 토큰화를 통해 추출된 

토큰은 스팸 문자 내에서 사용된 횟수만큼 복되어 나

타난다. 여기서 복 토큰 수는 곧 단어의 빈도수를 의미

한다. 따라서 토큰의 복 처리  각 토큰의 빈도수 계산

을 해 신조어 후보 사 을 구축한다.

신조어 후보 사 은 스팸 카테고리마다 별도로 구축한

다. 구축한 신조어 후보 사 은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정

렬하여 이후 지식 그래  검색에서 사용한다.

3.4 지식 그래  검색

내림 차순으로 정렬된 신조어 후보 사 에서 특정 임

계값 이상 사용된 토큰에 해 지식 그래 인 ConceptNet

에 검색한다. 지식 그래  검색 시, 검색 토큰의 연  단

어가 ConceptNet에 존재하지 않거나, 검색 결과가 기 치 

이하로 을 경우 해당 토큰을 신조어로 감지한다.

4. 실   험

본 실험에는 ConceptNet의 Web API와 형태소 분석을 

해 Kakao의 Khaiii를 사용하 으며, 실험은 Google 

colab의 TPU 환경에서 진행하 다.

4.1 데이터셋

(표 1) 카테고리 별 스팸 건수

(Table 1) Number of Spam in each category

   실험에는 KISA에서 제공받은 15,004건 (총 224,121 단

어)의 스팸 문자 데이터를 사용하 다. 스팸 문자 데이터

는 ‘도박’, ‘선거’, ‘ 리운 ’, ‘ 융’, ‘비스팸’으로 총 5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표 1은 카테고리에 따

른 스팸 문자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낸다. 체 스팸 카

테고리  ‘도박’으로 분류된 스팸 문자가 6천 건 이상

으로 가장 많으며 ‘ 융’, ‘선거’ 순으로 체 데이터에서 

큰 비 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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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조어 감지

표 2는 토큰화에서 단어 추출을 해 사용된 Khaiii 품

사의 목록이다. 토큰이 명사, 기호, 외국어 품사에 해당할 

경우 토큰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며 이외의 

품사에 해당하는 토큰이 나타날 경우 이를 기 으로 후

보 단어를 장한다.

를 들어 앞뒤 토큰의 품사가 명사+조사일 경우 명사

만 후보 단어로 추출하며 외국어+‘SS’( 호표)일 경우 외

국어만 후보 단어로 추출한다. ‘SS’( 호표)+명사+기호

+‘SP’(마침표)일 경우 명사+기호를 하나의 단어로 추출한

다. 표 2에 없는 품사의 경우 단어 추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더불어 한 자로 이루어진 토큰의 경우 의미를 악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사, 기호, 외국어에 해당해도 토큰

에서 제외하 다. 이러한 토큰화 과정을 통해 총 66,529

개의 단어를 추출하 다.

(표 2) 토큰화에 사용된 Khaiii 품사 태그

(Table 2) Khaiii Pos tags used in Tokenization

Part of Speech Khaiii tags Explanation

명사

NNG 일반 명사

NNP 고유 명사

NNB 의존 명사

NP 명사

NR 수사

SWK 한  자소

기호
SN 숫자

SW 기타 기호

외국어
SL 외국어

SH 한자

표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토큰화 방법과 KoNLPy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명사를 추출한 결과이다. 제안하

는 토큰화 방법에서는 ‘▶’ 문자의 경우 한 자 단어에 

해당하여 추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CА

SIN0’ 문자열의 경우 알 벳의 A 신 특수문자의 А를 

사용하 으며 알 벳의 O 신 숫자의 0을 사용하여 

‘CASINO’(카지노)라는 단어를 표 하 다. 이러한 문자

열의 경우, KoNLPy뿐 아니라 명사를 추출하는 일반 인 

라이 러리에서는 명사로 인식되지 않아 추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10%’, ‘500만’처럼 숫자와 기호 

는 자가 더해져 의미를 갖는 경우에도 하나의 단어

로 추출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제안하는 토큰화 결과와 KoNLPy 명사 추출 라이

러리 결과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Our Tokenization Results 

with KoNLPy Noun Extraction Library 

Results

Method Tokenization Result

None (원문)

▶ -CАSIN0-▶ 

5만제공+10％(500만)환 드림!jja86. 

cθm무료거부0805426482

KoNLPy 환 , 드림, 무료, 거부

제안 방식

CАSIN0, 5만제공, 10％, 500만, 

환 드림, jja86, cθm, 무료거부, 

0805426482

다음으로 토큰화가 완료된 문자열을 이용하여 각 카테

고리 별 신조어 후보 사 을 구축한다. 구축한 신조어 후

보 사 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사용한다. 본 실험에서

는 α=0,  β=5로 설정하 다. 신조어 후보 사 의 토큰에 

해 가능한 많은 신조어를 감지하기 해 α값을 0으로 

설정하 다. 한 ConceptNet의 Web API를 이용하여 여

러 단어들의 검색 결과를 살펴본 결과, ‘ 한민국’, ‘사

랑’, ‘여름’과 같은 단어의 경우 19~20개의 련 단어가 

검색되었지만, ‘ 리’, ‘ 출’의 경우 각각 0개, 2개의 

련 단어만 검색되었다. 이를 통해 ConceptNet 검색 결과

가 5미만일 경우 신조어로 감지하도록 설정하 다. 라

미터 α와 β는 환경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표 4) 신조어 감지 결과

(Table 4) Korean New Words Detection

Category Korean New Words

도박
일주일간유효, 6년차 터해외본사, 

햇살,잔 ⑤이용바람, NiCE, 첫사용, 

융
캐시모아, 도상환수수료, 신용 출, 

자격기 , 가상조회, 주택담보 출혜택

선거
선거운동정보, 군민, 시장, 여론조사, 지지, 

시민, 출마, 

리운
공감 리, 10퍼센트 립, 센터운 립, 

회식뒤, 걍남룸샤롱

비스팸
페이스북, 매 콜, 인증번호, 고객명, 

국외발신, 배송, 

표 4는 카테고리에 한 신조어 감지 결과의 일부이다. 

KoNLPy 라이 러리를 이용할 경우, ‘고객’, ‘강남’ 등의 

일반 인 단어의 경우 추출이 가능하지만 표 4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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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VIP고객님’, ‘걍남룸샤롱’ 등 스팸에서 사용되

는 단어는 추출되지 않는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조어 감지의 경우, 스팸에서 사용되는 단어뿐 아니라 

‘NiCE’와 같이 소문자가 혼재되어 있거나 ‘걍남룸샤롱’

과 같이 맞춤법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문자열도 단어

로 인식하여 신조어로 감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3 신조어 용 스팸 필터링

이러한 방법으로 감지된 신조어를 스팸 필터링에 용

할 경우, 성능 향상을 검증하기 해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은 스팸 필터링과 신조어를 용한 스팸 필터링의 성

능을 비교한다. 스팸 필터링에는 multi-class Naive Bayes 

(NB)를 사용한다.

기본 NB에 신조어를 용하기 해 신조어 발생 횟수

를 활용하여 가 치를 계산하고, 이를 기본 NB 카테고리 

별 확률 값에 가 치를 더한 값으로 스팸을 필터링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신조어 사 의 경우 카테고리 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가 치 역시 카테고리에서 신조어

발생 비율로 계산한다. 가 치 계산 시, 상  신조어 발생 

횟수와 하  신조어 발생 횟수의 차이가 심하여 편차를 

이기 해 신조어 발생 횟수를 카테고리 내 체 발생 

횟수로 나  값에 루트 값을 사용하 다.

신조어를 용한 NB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  기본 

NB를 수행하여 각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을 계산한다. 다

음으로 각 스팸 문자에 신조어가 존재할 경우, 해당 신조

어가 속한 카테고리의 확률에 계산한 가 치 값을 더해

주어 해당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을 높여 다. 이 때, 확률 

값에 가 치를 계속 으로 더해  경우 확률 값이 1 이상

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 업데이트된 확률 값은 

softmax 함수를 사용하여 모두 0~1 사이 값으로 정규화하

며 정규화된 확률 값에서 최댓값을 갖는 카테고리로 재

분류한다.

표 5를 보면 기본 스팸 필터링의 평균 F1 스코어는 

0.84, 신조어 용 스팸 필터링의 평균 F1 스코어는 0.90

으로 신조어가 용되었을 때 성능이 향상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기본 스팸 필터링의 경우 ‘비스팸’ 카테고

리의 재 율과 F1 스코어가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스팸이 아닌 모든 문

자가 비스팸에 속하기 때문에 비스팸 문자의 패턴을 

악하기 어려워 재 율이 낮고 이로인해 F1 스코어도 낮

아지게 된다. 그러나 신조어가 용된 스팸 필터링에서는 

‘비스팸’ 카테고리의 재 율과 F1 스코어가 에 띄게 향

(표 5) 기본 스팸 필터링과 신조어 용 스팸 필터링의 성

능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Basic Spam Filtering with 

Spam Filtering applied Korean New 

Words

Category Precision Recall F1-score

기본 스팸 
필터링

도박 0.87 0.94 0.90

선거 0.89 0.91 0.90

리운 0.98 0.87 0.92

융 0.81 0.90 0.86

비스팸 0.88 0.52 0.66

평균 0.88 0.82 0.84

신조어 용 
스팸 필터링

도박 0.94 0.89 0.92

선거 0.92 0.94 0.93

리운 0.93 0.95 0.94

융 0.88 0.93 0.91

비스팸 0.80 0.85 0.82

평균 0.89 0.91 0.90

상되었다. NB에서 비스팸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문장에서 

비스팸에 해당하는 신조어가 많이 등장할 경우 ‘비스팸’ 

카테고리에 한 가 치로 인해 확률 값이 증가하여 ‘비

스팸’으로 재분류한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스팸 문자에 응할 수 있는 

스팸 필터링 시스템의 구 과 지식 그래 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공통 언어의 경우 어휘 수가 매우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 신조어 감지 매커니즘을 제안하 다. 더불

어 콘텐츠 기반 스팸 필터링에서 기본 으로 사용되는 

Naive Bayes에 신조어 감지 매커니즘을 용한 실험을 통

해 제안하는 방식의 성능을 확인하 다.

실험에서 구 한 토큰화 과정에서 더욱 정확한 품사 

태깅이 가능하다면 양질의 단어 토큰으로 더욱 정교한 

신조어 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본 논문에서

는 토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명사, 기호, 외국어 세 가지 

품사만을 고려하 으나 이후 URL, 화번호 등 스팸의 

추가 인 특성까지 고려하여 토큰화를 진행할 경우 스팸 

필터링에 더욱 유의미한 신조어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팸 필터링이 발 함에 따라 스팸에서 사용되는 단어 

역시 변화한다. 이 때, 컴퓨터에서 단어의 변화는 새로운 

단어, 즉 신조어로 인식된다. 따라서 스팸 필터링이 변화

하는 스팸 패턴에 응하기 해서는 스팸 문자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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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새로운 단어를 감지하는 것이 요하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조어 감지 매커니즘

을 화형 챗 에 용하여, 화에 신조어가 탐지되었을 

때 자동으로 지식 그래 에 추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능형 화형 챗 에 해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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