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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는 변형 비속어 필터링을 연구하면서 DNA 분석에 사용되는 서열정렬 기법을 응용하여 1
대 1 비교 필터링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의 경우 수천에서 수만
개의 금칙어 리스트를 가지고 있게 되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연산시간으
로 인해 실시간 채팅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편집거리의 Metric Space 를 만족하는
성질을 이용한 근사 문자열 검색을 통해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수만의
금칙어 리스트를 처리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여러가지 Huristic Method 접근을 통하여 실시간 채팅시스템에도 적용가능한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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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필터링이 불가능한 변형 비속어 필터링을 위하여 DNA 분석기법 중 하나인 서
열 정렬 기법을 응용하여 단어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변형 비속어 필터링을 수행한
다[1]. 이것은 1 대 1 관계의 문자열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에 우수한 방법이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수
천에서 수만의 금칙어가 적용되게 된다. 단어간 10000 번의 서열정렬 값을 측정하기 위해 약 0.5 초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시스템은 약 6 천여개의 금칙어를 사용하므로 단어당 약 0.3 초의 시간을 필요
로 한다. 하나의 문장을 필터링하기 위해 수십번의 단어 검색이 필요하므로 실시간 채팅 시스템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집거리 (Edit Distance) 의 Metric Space 를 만족하는 성질을 이
용한 근사 문자열 검색을 통하여 검사가 필요한 단어를 비약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3]. 표 1
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속어 필터링을 수행한 수행 결과이다. 단어당 0.3 초에서 0.0102 초까지
단축되어 상당한 성능향상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시간 채팅에 사용되는 하나의 문장을 필터링
하기 위해 20 번 정도의 단어 검색이 필요하다고 할때 하나의 문장을 필터링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2
초로 납득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은 1 대 1 채팅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간에 순수한
채팅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실제 온라인게임에서는 1 초에도 수 수십개의 문장이 처리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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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게임을 구동하기 위해 시스템 자원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채팅 시스템에 그렇게 많은 자
원을 할당할 수는 없다. 게다가 클라이언트 단위에서 필터링이 이루어질 경우 클라이언트를 변조하여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을 무력화 시킬 수 도 있기 때문에 서버에서 중앙 집중형으로 처리할 경우 여
전히 많은 연산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 pivot 수에 따른 검색 효율성 실험 - A, C 는 이미 최적화가 되어 실험하지 않았
고 B 의 경우 최적화 영역과 멀어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음.
일반단어 1000

일반단어 60000

비속어 6000

pivot 수

시간

평균결과수

시간

평균결과수

시간

평균결과수

10

0.0169

505

B

B

0.0716

2145

20

0.0110

331

B

B

0.0388

1214

30

0.0084

236

B

B

0.0244

762

40

0.0072

179

B

B

0.0176

541

50

0.0064

141

B

B

0.0152

441

60

0.0058

105

B

B

0.0132

356

70

0.0054

77

B

B

0.0114

287

80

0.0056

70

0.1272

4665

0.0109

262

90

0.0058

56

0.1037

3703

0.0102

211

100

0.0060

48

0.0935

3278

0.0104

182

110

A

A

0.0849

2983

C

C

120

A

A

0.0748

2558

C

C

130

A

A

0.0668

2163

C

C

140

A

A

0.05741

1855

C

C

150

A

A

0.0552

1728

C

C

160

A

A

0.0517

1613

C

C

170

A

A

0.0515

1535

C

C

이 보고서에서는 연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2 가지 Huristic Methods 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람이 단
어를 인지하는 방법을 고려한 단어 필터링 방식과 유사한 단어를 그룹으로 묶어서 검사수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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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어의 인지 방법을 이용한 단어 필터링 기법
비속어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변형 비속어를 입력할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단어의 사이에 문자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 개자식” 을 입력하고 싶다면 ” 개ㅅ자ㅅ식” 을 입력한다던지 하는 방식을 사용하
게 된다. 그에 반해 글자를 제거하는 방식은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 개식”, ” 자식”, ” 개자” 등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단어의 첫자와 끝자를 단어를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 안드로이드” 라는 단어를 ” 안로드이드” 나 ” 안드이로드” 라고 적
어도 단어를 인식하는데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 즉 첫자와 끝자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이용하여 비속어 필터링에 필요한 서열정렬 측정횟수를 줄일 수 있다.
기존의 금칙어 데이터구조는 하나의 다차원구조 R*tree 에 모든 단어를 집어 넣어서 구성되기 때문
에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자와 끝자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R*tree 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단어를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기준은 단순한데
단어의 첫자와 끝자를 추출한 뒤에 문자열을 표준형 변환을 통해서 통일화 시킨다. 이 표준형 변환으
로 인해 대부분의 자소 변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그룹화된 단어군은 이 첫자와 끝자의 표준형을
이용한 Hash 를 이용하여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단어를 그룹화 하더라도 하나의 그룹에는 많은 단어가 포함될 수 있다. 일정 수 이상의
그룹은 기존의 방법을 이용한 R*tree 를 구성하여 같은 방법을 통해 검사가 필요한 후보군을 추출하게
된다. 그러나 단어의 수가 20 개 이하일 경우 굳이 R*tree 를 구성하지 않고 전수 검사를 수행하는 편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필터링 방식은 특히 문장단위의 필터링 방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채팅에서 사용
자가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비속어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국어 문법을 지키기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정 글자수
n 을 지정하여 한글자씩 문장을 이동해 가며 비속어를 찾는 방법을 사용한다.

표 2. 문장 필터링시 실제 필터링되는 단어와 횟수 - n = 5
입력문장

야이개자식아

번호

검사단어

Hash Index

번호

검사단어

Hash Index

1

야이

ㅇㅏㅇㅣ

2

야이개

ㅇㅏㄱㅐ

3

야이개자

ㅇㅏㅈㅏ

4

야이개자식

ㅇㅏㅅㅣㄱ

5

이개

ㅇㅣㄱㅐ

6

이개자

ㅇㅣㅈㅏ

7

이개자식

ㅇㅣㅅㅣㄱ

8

이개자식아

ㅇㅣㅇㅏ

9

개자

ㄱㅐㅈㅏ

10

개자식

ㄱㅐㅅㅣ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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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 는 ” 야이개자식아” 라는 문장에서 ” 개자식” 이라는 비속어를 필터링하기 위하여 수행되
는 필터링 횟수와 입력되는 문자열, 그리고 그 문자열의 Hash Index 를 보여주고 있다. ” 개자식” 을
추출할때까지 약 10 번의 입력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각각 입력된 Hash Index 의 경우 비속어의
첫자와 끝자로 쓰이는 문자열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자식에 도달할때까지 아주 적은 연산량
을 가지는 Hash 연산만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 개자식” 에 도달하여 ” 개식” 을 Hash Index 로
사용하여 정확하게 단어를 필터링 할 수 있다. 띄어쓰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에서도 빠르게
비속어를 필터링할 수 있는 것이다.

3 변형비속어의 Phylogentic Tree
3.1 근사 문자열 검색의 한계
근사문자열 검색을 이용한 변형 비속어 필터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검색 반경 설정의 문제이다.
검색 반경을 증가시킬때마다 후보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때문에 3 4 이상의 검색 반경을
주는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속어의 phylogenetic tree 를
구성하여 입력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찾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효율이 현격히 떨어졌다.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서 검색시간이 4 5
배 정도 오래걸렸을 뿐더러 검색의 정확성도 50% 정도로 매우 낮았다. 문제의 원인은 크게 2 가지가
있었다. 첫째, 비속어의 싱글톤 문제이다. 상호 유사성이 전혀 없는 비속어가 많기 때문에 유사도를
이용한 tree 를 구성하고자 하여도 충분한 유사도를 보이지 않는 단일 단어들이 수많은 리프 노드를
만들어 tree 의 구조가 불균형한 형태를 만들게 되었다. 둘째로 비속어 간의 진화 관계성이 전혀 없는
것을 간과한 점이다. 생물은 하나의 근원에서 진화를 시작하였기에 생물종 전체를 진화 tree 를 구성할
수 있으나 비속어의 경우 한 비속어에서 파생된 변형 비속어들을 제외하고는 단어간에 하등의 연관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어군을 무리하게 하나의 진화 tree 로 묶어서 구성하더라도 정상적인
형태의 Tree 구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시발" 과 "개새끼" 의 공통된 조상을 찾고자 해도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개시발", "시발새끼" 같은 단어를 공통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으나 공통된 조상이라기 보다는 형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비속어 데이터베이스의 단어들은 수많은 싱글톤들과 몇몇 주로 사용되는 욕설들의 변형 비속어
그룹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싱글톤의 경우 변형비속어가 잘 발견되는 단어가 아니기에 굳이 변형 비
속어 검색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swear filtering 방식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필터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해당 욕들의 변형 비속어 사용이 활발해질 경우 대처가 어렵다.
phylogenetic tree 를 이용한 변형 비속어 필터링의 경우 비속어 전체를 tree 로 묶는 방법은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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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 못하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 하였다. 반면에 변형을 통한 서로간의 진화 관계가 확실한 변형
비속어에 대해서는
3.2 Phylogentic Tree 를 이용한 검색 효율성 향상
금칙어 리스트에는 중요한 몇몇 비속어에 대하여 변형 비속어를 추가로 입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
형 비속어의 필터링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변형 비속어를 각각 독립된 원소로서 취급
하여 필터링을 수행할 경우 매우 비효율적인 필터링이 이루어지게 된다. 해당 그룹의 변형 비속어가
입력될 경우 금칙어의 모든 변형비속어를 다 검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1. 유사한 단어끼리 그룹화하여 하나의 큰개체로 취급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비속어의 변형 비속어를 금칙어에 추가할 경우 각각을 원소로
취급하지 않고 해당 그룹을 하나의 객체로서 취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원래 비속어와 입력된
변형비속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R*tree 좌표를 계산할때 pivot 과의 편집거리 측정에서 가장 높게
나온 값과 가장 낮게 나온값을 범위로 가지는 객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림 1 는 실제 시스템에서 적용
되는 2 차원 형태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단어의 그룹을 하나의 객체로 취급함으로써 원소의 갯수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객체를 효
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객체의 검사 방법이다. 단순히 기본단어와
입력단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굳이 변형비속어를 금칙어에 추가한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모든 그룹의 단어와 검사를 수행하는것도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먼저 일반 욕과 입력단어의
검사를 수행하고 유사도 수치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는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고 유사도 수치가 비
속어 기준치를 넘을 경우도 검사할 필요가 없다. 상대유사도가 50% 이상 75%(임계값) 이하의 비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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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그룹내의 변형 비속어와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비속어와 그 변형으로 구성한 Phylogenetic Tree
그룹내의 단어를 검사할때도 모든 단어를 검사할 경우 연산시간이 매우 오래걸리게 된다. 이때 이
검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phylogenetic tree 를 이용한다. 비속어의 변형을 진화로 보고 비속
어의 진화 트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진화 트리를 traverse 하여 가장 유사도가 높은 단어를 찾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그림 2 는 실제 비속어와 그 변형비속어들을 통하여 구성한 phylogenetic tree
의 예이다. tree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단어의 검사 시간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다.

4 결론
이 보고서는 변형 비속어 필터링의 속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huristic methods 를 제안하였다. 제안
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어의 인지 방법을 이용한 단어 필터링 기법 : 사람이 단어를 인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
는것은 첫자와 끝자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단어를 첫자와 끝자가 같은 것끼리 그룹화하여 따로
R*tree 를 구성하여 단어당 검사시간을 단축하고 문장단위의 검사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변형비속어의 Phylogentic Tree : 변형 비속어를 따로 원소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 비속어와 변
형비속어 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객체수를 줄여 검사횟수를 감소시켰다. 더불어 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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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logenetic tree 의 형태로 만들어 그룹내의 단어를 검사할 때에도 효율성을 증가 시켰다.

시스템의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좋은 방법론들이다. 그러나 그 만큼 필터링의 범용성이 감
소하였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필터링을 간단하게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이 방법들의 취약점을 연구하고 보안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단어를
필터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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