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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트리밍 채팅 내 이모트가 포함된
혐오 표현 탐지: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Detection of Hate Speech with Emotes in Online Streaming
Chat: Based on Deep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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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 언어 처리의 발전을 통해 혐오 표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또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악성 유저는 지속해서 기계에 의해 식별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혐오 표현을 생성해낸다. 다양한 유형
중 하나는 텍스트와 이모트의 혼합으로, 인간에 의해서는 쉽게 검출되지만, 규칙 기반 탐지로는 쉽게 검출
할 수 없다. 이 연구는 가장 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인 트위치(Twitch.tv)의 채팅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유형을 파악한다. 혐오 표현에서 사용되는 이모트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스트리머 인종
간의 비교를 진행한다. 또한 새로운 혐오 표현 유형을 탐지하기 위해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모델을 활용
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약 1,500만 개의 채팅 중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을 통해 F1-score
0.745의 성능으로 혐오 표현을 추가로 검출할 수 있었다.
키워드: 시각적 혐오 표현, 실시간 방송, 탐지,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알고리즘 기반 조정, 트위치

Abstract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detection of hate speech has also grown. However, malicious users continuously produce new
forms of hate speech not identified by the machine. Of the various types is a mixture of text and
emotes, easily distinguishable by humans but not by rule-based detection. This study analyzes chat
data of Twitch.tv, a popular online streaming service, to identify types of a mixture of text and emotes.
We compared the emotes usage in the hate speech and the race of the streamer. Besides, a new
method using the 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model is proposed to detect new hate speech
types. Among approximately 15 million chats, the proposed method could identify additional hate
speech with an F1-score of 0.745.
Keywords: visual hate speech, live streaming, 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algorithmic
moderation, T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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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외부에서 제공하는 챗봇을 사용한다. 그중에서도

1. 서 론

방송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관리해야 하는 매니저는 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기가
급증하였다.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으며,
채팅을 통해 채널 관리자와 소통하는 자유로움으로 인
해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트위

랜 시간 동안 쉼 없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채팅을 관
리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챗봇 등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한다. 현재의 챗봇은 관리자가 직접 설정
한 금지 단어를 포함하여 욕설, 비속어 단어 등을 규칙

치(Twitch.tv)는 아마존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가장

기반 탐지(Rule-based Detection)로 관리한다. 규칙 기

잘 알려진 플랫폼이다. 2018년 통계 기준, 일일 사용자

반 탐지란 채팅에 특정 금지 단어가 포함된 경우 자동

1,500만 명, 월간 시청 수 44억 명에 이른다.

으로 이를 감지하고 삭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검

한편, 그 자유로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큰

열 방법을 말한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정규 TV 방송 프로그램과는 달리 별

채팅을 검사하고 있지만,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

도의 편집 과정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불리

계점을 갖는다.

하게 작용한다. 채널 운영자가 진행 중인 게임, 요리, 콘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모트의 문자 치환’과 같은

텐츠의 내용 등으로 방송 등급이 결정되는 특성상 직접

새로운 혐오 표현은 비속어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적으로 성인 등급의 콘텐츠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면, 전

않고 은유적인 표현을 쓰거나 이모트로 그 내용을 규칙

연령이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기반으로 탐지되지 않게끔 숨긴다. 그중에서 영어의 자

또한 진행 중인 방송과 더불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시청

음과 모음 알파벳을 이모트로 대체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자의 채팅은 채널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함께 볼 수 있으

기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모트로 혐오 표현의 일부가 치

며, 채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시청자들 또한 내

환된 경우, 기존의 탐지 방법은 적용 되지 못한다.

용을 공유한다(그림 1). 따라서 부적절한 내용의 채팅이

그림 2의 좌측은 규칙 기반 탐지를 피하고자 글자를

발생할 경우, 그 채팅이 삭제되기 전까지 방송에 노출된

시각적 매체로 대체하는 형태로 사용된 예시이며, 우측

다. 이는 청소년층의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은 직접적인 글자 사용이 아닌 시각적 매체를 활용하여

혐오 표현에 노출되면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흑인을 공격하고 비하하는 공격성 표현을 사용한 예시

이를 방지하고자 채널 관리자는 직접 매니저를 고용

이다. 이렇듯 혐오 표현은 단순 언어적인 공격을 넘어서

하여 채팅을 감시하게 하거나,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자동화를 피하거나, 시각적 정보를 활용한 은유 등 다양한

그림 1 Twitch.tv 라이브 스트리밍
Fig. 1 Twitch.tv live 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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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간 관계를 고려한 분석 방법을 말한다[8]. 이후 기
계 학습과 인공지능의 성장과 더불어 Language Model
형태로 혐오 표현을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각각
그림 2 이모트를 활용한 혐오 표현
Fig. 2 Hate speech using emotes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모트를 활
용한 새로운 형태의 혐오 표현의 경향성과 그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의 단어 벡터화 과정을 통해 단어의 빈도는 물론 연관성
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인 word embedding을 통해 자연
언어처리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9]. RNN(Recurrent
Neural Network)과 LSTM(Long Short-Term Memory)
은 신경망 모델 중에서도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성능이
탁월하며, 이들은 단순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채팅에 대
해 순서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이 되었
다[10]. 그 외에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각각의 단어를

2.1 이모지(Emoji)와 이모트(Emote)

유사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단어 클러스터링 및 일반화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각적 표현을 이모

기술을 활용하여 고도화된 분석을 이뤄냈다[11].

지라 일컫는다. 트위치는 플랫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모지와 유사한 고유의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를 이모트(Emote)라고 일컫는다. 이모트는 이모지와 유
사하게 얼굴, 동물, 또는 물체의 형상을 띄게 된다. 온라
인상에서 단순히 텍스트만을 통해 소통하였던 과거와

3. 연구 목표
혐오 표현 탐지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자연언어처리
기술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가 반드시 텍스트여야 한다는 제

달리, 이모지와 이모트 등은 다양한 감정을 시각적으로

한점이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혐오

표현할 수 있게 했다[1]. 특히 트위치 내에서 사용되는

표현의 사용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텍

이모트는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자신이 따르는 집단

스트만을 이용한 혐오 표현이 아닌 다른 시각적인 표현

의 소속감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움직임의 지표가 된다

을 활용하여 공격성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채팅에

[2]. 이모트는 사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수

텍스트가 아닌 이모트, 이미지 등이 사용되는 경우, 일

의 일반 이모트와 더불어 특정 채널을 유료로 구독하여

반적으로 비-텍스트 요소들을 특정 토큰으로 치환하거

야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이모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나 제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혐오

는 표현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이모트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온

이러한 시각적 표현을 통해 표현의 다양성이 증가하

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채팅의 새로운 패

였으나, 일반적인 텍스트와 달리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

턴인 ‘텍스트 사이에 사용된 이모트가 특정 알파벳을 대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에 차이

체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

가 있다[3].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도 감정이나 의도가

서 활용할 수 있게끔 원래 텍스트로 복구하는 모델을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며, 발화자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

제안한다. 이모트의 어떤 알파벳을 대체하였는지를 복원

로 동작하기도 한다. 그와 반대로 발화자가 본래의 의도

하는 과정을 통해 원래 단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혐

와는 다르게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트위치

오 표현 탐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의 ‘Kappa’라는 이모트가 대표적이다[4]. 이렇듯 다양
하게 사용되고 또 인식되는 시각적 표현을 이해하고자
과거에 텍스트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던 Word embedding
모델이 emoji2vec[5]과 같은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2.2 혐오 표현 탐지를 위한 자연언어처리

4. 데이터 수집
트위치 플랫폼은 개인 채널의 방송이 종료되면 비디오
형태로 채널에 보관된다.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발생하
는 방송을 모두 관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을 탐지하는

오 데이터를 활용하여 채팅을 수집하였다. 채팅 수집에

선행연구는 발전하고 있다.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활용하

는 npm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패키지가 사용되었다.1) 트

여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혐

위치 채널 통계 제공 사이트 Twitch metrics로부터 가

오 표현 탐지를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었다[7].

장 인기 있는 Top-100 스트리머를 선별하였다. 분석의

초기에는 Bag-of-Words 기법과 N-gram 방법론을

용이성을 위해, 직접 각 스트리머가 거주하는 국가를 검

활용한 모델들이 제시되었다. Bag-of-Words란 단어의

색하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제외했다. 또한 데

등장 빈도와 관계없이 등장 여부만을 고려하는 방법을
말하며, N-gram은 인접한 N 개 단어의 순서를 묶어

1) https://www.npmjs.com/package/twitch-chat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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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이터 수집 결과
Table 1 Summary of the data collected
Total
streamers

Total
videos

Total chat
messages

Deleted chats
(percent)

Unique chat
participants

Avg. chats
per video

Chat containing
emotes

Hatesonar
flagged

54

4,333

103,182,314

7,141 (0.007%)

15,779,760

23,813.14

33.9%

3.82%

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비디오 수가 10개 미만인)

표 3 혐오 표현 탐지 성능

경우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스트리머 간의

Table 3 Hate speech detection performance

소통이 적은 공식 계정, 브랜드 계정 등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54명의 스트리머 채널로부터 4,333개의
비디오를 추출하였으며, 전체 채팅의 수는 103,182,314개
이다. 그 외의 주요 통계치는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Baseline
(Hatesonar)

0.693

0.86

0.644

0.737

Restoration
+Hatesonar

0.703

0.87

0.652

0.745

혐오 표현을 검사하기 위해, Hatesonar 라는 라이브
러리를 활용하였다. 이는 Hatesonar는 온라인 혐오 표

으로 수집하여 총 45명의 백인 스트리머, 4명의 흑인 스

현 공개 소스인 hatebase.org 사이트의 단어와 SNS 서

트리머와 5명의 기타 스트리머로 분류하였다. 이후 분석

비스인 Twitter의 게시물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한 혐오

을 위해 혐오 표현, 이모트 사용 빈도 등의 비율을 비교

표현 탐지 라이브러리이다[6]. Hatesonar 라이브러리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표 2). 백인과 흑인 스트리머는

통해 “GOD DAMN IT”, “YO WTF WHY YOU

각각 5.80%와 3.76%의 혐오 표현을 받고 있었다. 혐오

RACIST BRUH” 와 같은 혐오 표현을 3,946,401개 찾

표현에서 사용되는 이모트와 인종 간의 관계는 표 3과

아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채팅에서 이모트

같다. Proportions Z-test를 통해(p<.001), 흑인 스트리

를 1개 이상 포함한 chat의 비율이 약 33.9%로 높은

머가(5.80%) 백인 스트리머(3.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로 이모트가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높은 혐오 표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채팅 데이터로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모트를 추

5. 데이터 분석: 이모트와 인종 간 관계

출하여, 그로부터 백인 이모트 2개와 흑인 이모트 2개를

이모트를 활용한 혐오 표현이 거론된 것은 그림 2에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종 이모트가 스트리머와

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모트를 활용하여 흑인을 비하하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높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였다. 최

는 것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홍보를 위해 이벤트성으

종적으로 백인은 흑인 이모트를 사용한 혐오 표현 비율

로 출시되었던 이모트와 기존에 흑인 스트리머의 얼굴

이 더 높았으며, 마찬가지로 흑인은 백인 이모트를 사용

을 형상화한 이모트가 만나, 흑인을 비하하는 형태로 사

한 혐오 표현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모트 치환 혐오 표현은 문화적
인 함축(예, 패스트 푸드를 많이 먹는 집단)을 담고 있

6. 모델 설계

기 때문에 단순한 방법으로 검출하기가 쉽지 않다. 혐오

영어는 단순히 알파벳이 임의로 배치되어 단어를 형

표현의 대상은 다양한 사회 집단이 될 수 있다. 특히 트

성하는 것이 아닌, 자음과 모음이 적절히 배치되어 인간

위치 서비스에서는 흑인과 여성 스트리머에 대한 비하

이 발음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가 국제적 이슈가 되었으며, 이 중 흑인 스트리머에 대

은 특정 자리에 등장하는 알파벳은 다른 알파벳의 영향

해 이모트 치환 혐오 표현이 얼마나 등장했는지 살피기

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해 시계열

위해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서 활용되는 RNN의 일종인 LSTM을 활용하면,

양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혐오 표현과 인종 간의 관

입력 순서를 줬을 때 단어를 완성하기 위해 다음 알파

계에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총 54명의 스

벳이 무엇이 와야 할지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pple’

트리머로부터 시작하여, 실험자들에게 인종 정보를 설문

이라는 단어에 있어, 모델은 a-p-p-l 다음 순서로 올

표 2 혐오 표현에 사용된 이모트와 스트리머 인종 간 관계
Table 2 Streamer race and emotes used in hate speech
Race

Total chats

Contain emotes

Hate speech

Emote in hate

Black face

White face

Black

4,264,444

22.72%

5.80%

8.74%

2.28

2.68

White

92,158,426

34.35%

3.76%

18.66%

3.21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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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혐오 단어들을 추출한 뒤, 수집된 단어들로부터 임
의로 알파벳을 추출하여 이모트로 대체하는 작업을 통
해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 작업을 통하여 총
18,236개의 혐오 표현 단어를 활용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해, 텍스트 기반 혐오 표현 분석기인 hatesonar를 활
용하였다[6]. 이는 텍스트 입력에 대하여 (1) 혐오 표현
(Hate Speech), (2) 공격성 언어 (Abusive Language),
(3) 해당 없음(None) 의 3가지 분류 중 하나로 구분되
지만, 여기서는 혐오 표현과 공격성 언어를 모두 묶어서
고려한다.
이모트 복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팅에 대한 혐오
그림 3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모델
Fig. 3 The bidirectional LSTM model

표현 분석과 복원 모델을 통해 수정된 채팅에 대한 혐
오 표현 분석을 진행하여, 모델이 얼마나 복원을 성공적
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결과 분석에 있어 데이

알파벳 e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모트가 단어의 양

터는 앞서 수집한 전체 채팅 103,182,314개의 채팅 중

끝이 아니라 중간에 사용될 경우를 고려하여, 정방향과

이모트와 텍스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채팅에 대해서

역방향을 모두 고려한 양방향(Bidirectional) 모델을 채

만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는 전체 채팅의 약 14.8%인

택하였다. 이렇게 채팅 데이터에서 학습한 모델을 사용

15,290,530개이다. 최종 선별된 채팅 모수 중 2천 개의

하는 방법은 단순히 단어장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밈

채팅을 임의 추출하였을 때,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meme)이나 속어(slang)까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효

F1-score을 표 3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모두 적정 수준

과적이다.

의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단, 제안된

그림 3은 ‘B-<이모트>-T-C-H’라는 입력에 대하여,

모델에 대해 기존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모델과 비교를

출력값 I를 갖는 학습 모델을 묘사하고 있다. 첫째, 준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자연언어처리 모델들은

비 단계에서는 입력단에서 단어는 letter 단위로 구분되

이모트 자체를 처리할 수 없어 적정한 비교 대상 알고

어 26개의 알파벳과 문자부호를 포함한 총 32x1차원의

리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으로 벡터화된다. 둘째,

표 4는 제안된 혐오 표현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 실제

원-핫 인코딩 벡터는 단어를 양방향에서 스캔하며 LSTM

트위치 채팅에서 보여지는 이모트 치환 예측 결과를 보

셀에서 사용된다. 마지막 학습 단계에서는 문장부호를

여준다. 이렇게 혐오 표현의 일부를 이모트로 치환하는

제외한 26×1차원의 원-핫 인코딩이 되며 결측값인 알파

경우는 단어의 어느 위치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변형

벳 I를 출력으로 결정한다.
제안된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모델은 표 1에 기술된

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기존의 방법으로는 검출이 어렵다.
예시의 문구들을 기존의 혐오 표현 탐지기를 사용했더라

수집한 1억 건의 채팅 데이터로 학습하여, 트위치 커뮤
니티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언어적 특성이 반영된 결측
값의 예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d-<이모트>-t-e라는
입력은 일반적은 결과값이 a가 되어 data 단어로 예측

표 4 모델 복원 결과
Table 4 Model restoration result
Chats

Model Results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트위치 채팅 데이터로 학습한 경

FUCKING

우 결과값이 o가 되어 트위치 내에서 빈번히 스트리밍

RACIST

되는 게임인 dota로 예측된다.
WTF IS THIS….

7. 모델 성능 및 결과 분석

SHIT

학습 데이터에 혐오 표현을 추가하기 위해 부가적으

ONE Man

로 5개의 공개된 소스로부터 모인 혐오 표현 단어장을
활용하였다.2)3)4)5)6)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 사용
2) http://www.bannedwordlist.com/
3) https://www.cs.cmu.edu/~biglou/resources/bad-words.txt/

4) https://bit.ly/2lEbeyK
5) https://tinyurl.com/y2jk3tee
6) https://tinyurl.com/yxb4km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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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반면, 이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상위 4개의 경우
혐오표현으로 검출이 가능하다. 가장 아래 예시의 경우
는 혐오 표현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8.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연구는 사용자가 생성하는 혐오 표현의 새로운 유
형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을 제시한다. 새로운 유형의 혐오 표현은 기존 챗봇을 활
용한 규칙 기반 탐지 방법으로 탐색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발전된 방법을 통해 혐오 표현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혐오 표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텍스트에서도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다. 머신
러닝과 딥러닝의 기술 발전으로 자연언어처리 분야 또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이는 모두 채팅이 텍스트
로 이루어져 있다는 대전제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
형의 글은 분석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모델은 단순하면서도 시계열
분석에 탁월하여 성공적인 복원을 이뤄낼 수 있었다. 또
한, 혐오 표현 탐지에 있어 별도의 라벨링 작업 없이 공
개 데이터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으며, 이
는 시간과 비용 절약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분석
법에 있어 하나의 한계점은 ‘bake’, ‘take’, ‘make’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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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16.
[ 6 ] T. Davidson, D. Warmsley, M. Macy, and I. Weber,
Automated hate speech detection and the problem
of offensive language, Proc. of the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 and Social Media, 2017.
[ 7 ] A. Schmidt and M. Wiegand, A survey on hate
speech detection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roc.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or Social Media, 2017.
[ 8 ] Y. Chen, Y. Zhou, S. Zhu, and H. Xu, Detecting
offensive language in social media to protect
adolescent online safety, Proc.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vacy, Security, Risk and
Trust and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Computing, 2012.
[ 9 ] T. Mikolov, K. Chen, G. Corrado, and J. Dean,
Efficient estimation of word representations in
vector space, arXiv preprint arXiv:1301.3781 2013.
[10] Y. Mehdad and J. Tetreault, Do characters abuse
more than words?. Proc.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Special Interest Group on Discourse and Dialogue, 2016.
[11] A. Mousa and B. Schuller. Contextual 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recurrent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s: A generative approach to sentiment analysis. Proc. of the Conference of the
Europe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17.

이 태생적으로 한 글자가 다른 단어들에 대해서는 학습
도, 판단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향후 연
구는 단어 내에서 알파벳 문자들의 순서뿐만 아니라, 전
체 문장 내에서 단어들의 쓰임도 활용하는 언어 모델을
통한 혐오 표현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김 재 헌
2018년 KAIST 전산학부(학사). 2020년
KAIST 전산학부(석사). 2020년～현재
(주)하이퍼커넥트. 관심분야는 데이터 사
이언스

References
[ 1 ] A. Nematzadeh, G. L. Ciampaglia, Y.-Y. Ahn, and A.
Flammini, Information overload in group communication: From conversation to cacophony in the
Twitch chat, Royal Society Open Science, 2019.
[ 2 ] N. Ljubesic and D. Fiser, A global analysis of emoji
usage, Proc. of the Web as Corpus Workshop, 2016.
[ 3 ] H. J. Miller, J. Thebault-Spieker, S. Chang, I.
Johnson, L. Terveen, and B. Hecht, "Blissfully
Happy" or "Ready to Fight": Varying Interpretations
of Emoji, Proc. of the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 and Social Media, 2016.
[ 4 ] Jayashree Subramanian, Varun Sridharan, Kai Shu,
and Huan Liu, Exploiting Emojis for Sarcasm
Detection, Social, Cultural, and Behavioral Modeling, pp. 70-80, Jul. 2019.
[ 5 ] B. Eisner, T. Rocktaschel, I. Augenstein, M.
Augenstein, M. Bošnjak, and S. Riedel, emoji2vec:
Learning emoji representations from their description, Proc.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

원 동 희
2013년 Michigan State University (박사)
2014년～현재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교수. 관심분야는 HCI, 소셜
컴퓨팅

차 미 영
정보과학회논문지
제 47 권 제 8 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