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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채팅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의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로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편
의성은 개발자가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온라인 상의 언어 폭력은 나날이 심해져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언어폭력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전
에 비속어 사용을 차단해줄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일정 길이 이상의 내용을 가지는 게시판 글의 경우 문서
분류 기법을 이용하는 SPAM 필터링 방법을 응용하여 비속어 필터링이 가능하나 채팅의 경우
짧은 문장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에 그러한 기법의 적용이 쉽지 않다. 사용자의 편
의성을 해치지 않는 실시간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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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온라인 게임은 경쟁을 유도하여 사람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그 특성상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언어 폭
력의 피해에 늘 노출 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 온라인게임에서는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
하고 유저의 신고를 받아서 비속어 사용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은 간단한 변형만으로도 쉽게 비켜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신고한다고 해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쉽게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 게임의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의
제약을 심하게 강화하여 의사소통에 제약을 가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적인 온라인 BBS 의 게시물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어서 SPAM 필터링에서 주로 사
용되는 문서 분류기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채팅의 경우 짧은 문장이나 단어를 통해 커뮤니
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SPAM 필터링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비속어가 필터링 되더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즉시 비속어를 변형시켜서 필터링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비속어 필터링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개새끼” 의 경우 그대로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채팅시스템에서 필터링이 이루어지지만 ” 개쉐이”, ” 개샛키” 등의 변형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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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쓰이고 있고 이러한 변형 단어를 등록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변형을 시도한다면 언젠가
는 사용가능한 변형 비속어를 발견해내게 된다.
본인은 이미 단어 단위로 처리할 경우 변형 비속어에 대해서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한 비속어 필
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채탱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띄워쓰기나 문법, 맞춤법 등을
정확히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parsing 이 힘들고 특히 비속어를 사용하여 다툼이 일어날 경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심해진다고 할 수 있다. Semi-Global Alignment 를 이용하는 변형 비속어 필터
링 시스템의 특성상 상당히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고 적절한 parsing 없이 문장을 window slide
방식으로 스캔할 경우 문장의 글자수에 따라 검사 횟수가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CPU 에 상당한
부하가 걸리게 된다.
정상단어의 필터링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사용자는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이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대화를 방해할 뿐이라며 제거를 요구하기도 한다. 변형 비
속어 필터링 시스템의 경우 특히 이러한 부분이 문제되는데 비속어와 유사한 일반단어가 존재한다면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은 이 단어 역시 필터링해버리게 된다. 단순한 단어 단위의 필터링에서는 정상
단어 사전을 통한 사전 검증을 통해서 정상단어의 필터링을 막을 수 있었으나 문장 단위의 필터링의
경우 단어간의 결합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
다. 본 보고서에서는 단어 단위의 필터링 시스템을 문장단위의 필터링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과 현재
진행된 그 해결방안 그리고 미해결된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2

System Overview

Semi-global alignment 를 이용한 비속어 필터링은 일반단어 필티링 문제와 속도에서 문제가 있기 때
문에 그것만을 이용해서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성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
해서 비속어 필터링은 3 개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게 된다.
먼저 비변형 비속어 필터링이다. 이미 알려진 비속어를 Hash 등을 이용한 단순한 검색 방법으로
검증하여 비속어 사용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복잡한 알고리즘이 사용되지 않고 효율적인 검색방법
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비속어를 검증할 수 있다. 더불어 일반 단어 검증을 통해서
필터링 되어 버릴 수 있는 일반단어+ 일반단어의 비속어를 필터링 해낼 수 있다. 해당 단계에서 비속
어가 검출될 경우 이후 단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속도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단어의 검증이다. 이 단계의 의미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변형 비속어 필터링에서 검사할 문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비속어와 유사한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속어와 semi-global alignment 유사도가 높게 나와서 필터링 될 수 있는 단어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에 서술될 속도를 높이기 위한 parsing 기법에 사용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변형 비속어 필터링이다. 많은 연산처리를 필요로 하지만 빈칸사용, 특수문자, 발음 변
형 등을 통한 비속어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사용자의 대부분이 변형 비속어를 남발하는 극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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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발 중인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의 overview. 변형 비속어 필터링 전에 비변형
비속어, 일반 단어를 검증하고 비속어를 필터링 하는 방식으로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앞의 단계에서 상당량의 문자를 걸러 내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Sentence Parsing

앞서 언급한 것처럼 채팅에 사용되는 문장은 띄워쓰기와 문법이 정확히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 대
부분의 온라인 게임에서 자신들만의 은어와 축약어를 사용하고 이모티콘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적인 한글 맞춤법 등에 사용되는 Parsing 기법은 사용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문장 전체를 통채로 스캔
해서 비속어를 찾을 경우 속도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위 알고리즘은 가장 간단한 단어 검색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의 Complexity 는 O(size of S
× N) 이다. N 은 고정된 값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문장의 길이에 비례하여 연산량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ash 를 사용하여 단일 연산량이 적은 ” 일반 비속어 필터링” 과 ” 정상 단어 검증” 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단일 연산량이 많은 변형 비속어 필터링의 경우 긴 문장을 처리하는데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에 짧은 문장의 경우 연산량이 반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문
장의 길이가 N 과 같을 경우 연산 회수를 M 이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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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문장 단어 검색 알고리즘
Input: S(chat sentence data), N(maxmum word size), W(word dictionary)
Output: T(vulgar words)
While i is smaller than size of S
j <− N
While j is bigger than 1
if S.substring(i, j) in W then T < − true
j <− j - 1
end While
i <− i + 1
end While
end procedure

M = N + (N − 1) + (N − 2) + ... + 1 = N (N + 1)/2

필요 연산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이가 짧을 수록 연산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 parsing 할 수 있다면 연산량을 대폭 줄여 줄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일반단어 검증
단계에서 문장을 parsing 해 줄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볼때 일반단어로 검증이 된 영역을 변형
비속어 필터링 때 검색해줄 필요가 없고 그 앞영역과 뒷영역은 정상단어를 기준으로 parsing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일반단어 검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Parsing 정상단어로 검증이 된 영역을 기
준으로 문장을 parsing 해서 개개의 문장의 길이를 줄여준다.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단어를 기준으로 문장을 나눠 줌으로써 짧은 단어인 ” 개쉐이”,
” 조진다 !” 에 대해 각각 검증하면 되므로 각각 2 회와 3 회의 검증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방
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변형 비속어만으로 긴 문장을 형
성한다면 일반 단어 검증에서 parsing 이 수행되지 않아 변형비속어 검증에서 문장 전체를 검색해야
하므로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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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 중인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한글
의 특성을 이용한 변형 비속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방안이 검토되었다.
1. 정상단어의 필터링 문제 : 변형 비속어에 대응하기 위해
2. 정상적인 단어의 예외처리 문제이다. 단어 사전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나 사용자 간에 자주 사
용되는 은어의 경우 비속어로 판정될 경우 예외처리를 통해 걸러지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검출되는 해당 비속어에 대해 예외사전을 만들어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3. 영어 및 특수문자를 이용한 변형에 대한 alignment 규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는 단순히 한글
의 발음을 통한 변형에 대해서만 표준형 변환이 가능하나 영어의 발음을 이용한 변환이나 특수
문자를 이용한 형태를 통한 변형형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통계를 통한 연구를 수행해서 주로 사용되는 변형규칙의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비속어 필터링에 대해서는 이러한 알고리즘적인 검출 방법 외에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먼
저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게임에서 채팅시스템은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요소이므로
지나치게 많은 연산이 있어서는 곤란하고 지나친 규제는 정상적인 단어를 필터링하여 이용에 어려움
을 줄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에 따라 규제 정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평소
에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규제 등급을 높여서 전체적인 부하를 줄이고 선량한
사용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 외에도 비속어가 한번 필터링 되었을 경우 일정시간 동안 규제
등급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변형되지 않은 비속어를 사용한 후에 필터
링될 경우 변형된 비속어를 다시 입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비속어 데이터 베이스의 자동적인 update 방법에 대한 연구도 있을 것이다. 비속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유행에 따라서 자주 사용되는 비속어가 있다. 이러한 신종 비속어를 관리
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채팅에서 비속어가 자주 발생하는 분쟁 상태를
발견하여 정상적인 한글 단어사전과 비속어 사전 양쪽 모두에 존재하지 않지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존재한다면 비속어 입력을 위한 후보군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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