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1, No. 3, March 2018(pp. 369-381)

https://doi.org/10.9717/kmms.2018.21.3.369

1. 서  론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란 사용자가 개인화 알

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정보편식 현상으로 사용자가 

제한된 주제의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시민단체 무브 온(Move on)의 이사

장인 Eli Pariser의 저서 생각 조종자들(The Filter

Bubble :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에 

처음 등장했으며, ‘사용자 견해 고립 현상’, ‘balkani-

zation’ 혹은 ‘global village’이라고도 불린다[1][2]

[3].

사용자는 사용자가 지각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

게 수많은 개인화 알고리즘에 둘러싸여 있고, 이들은 

현실 세계와도 밀접하게 자리 잡아 사용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하거나 필요로 할 만한 콘텐츠뿐

만 아니라 물리적인 실재도 추천한다. 사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유망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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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용자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 및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편하게 영위하는 이점 또한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개인화 알고리즘이 항상 장

점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사용자는 수많

은 정보 중에서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라는 머신에 

의해 선별된 제한적인 주제에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보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에 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 사용자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

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용자는 결국 다양한 의

견을 접하지 못해 사용자의 견해가 편협해지는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정치적인 관점에

서 접근했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자신과 반대

되는 사람의 의견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게 되어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정치적 이념

은 한쪽으로 더욱 편향된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 정

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필터 버블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필터 버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O.S KIM 등은 

기존 방식의 알고리즘을 탈피하여 감정 온톨리지

(emotion ontology)에 기반한 개인화 추천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고[4], T. T. Nguyen 등은 필터 버블을 

형성하는 요인 등을 파악하여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였다[5]. E.

Bozdag는 소수의 의견이 기존의 시스템에 의해 얼마

나 무시되는 지를 보이고 사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6]. M.

Haim은 구글 뉴스(Google News)를 이용할수록 개

인화 알고리즘이 필터 버블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제공하는 뉴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7].

그러나 현재까지의 논문은 주로 전통적인 추천 시

스템(recommender system) 등 이론상에서의 필터 

버블 증명에 한정되어 있었고, 사용자들이 구글 개인

화 검색(personalized search algorithm), 페이스북 

뉴스피드(newsfeed) 등 실제로 사용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인화 알고리즘을 통해 실험이 진행되지 않

았다. M. Haim의 연구가 구글 개인화 검색을 이용하

며 본 논문과 비슷한 메소드를 취했다. 하지만 장기

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고 실험에 이용된 케이

스 수가 부족하여 필터 버블의 존재를 반증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8].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사람들의 정치적 견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글의 개인화 검색을 대상으로 실험

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누적시키며 

체계적으로 진행해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했다.

편향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개인화 알고리즘을 이용

할수록 필터 버블이 심해지는 현상을 보이기 위해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정치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

하여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하는 할 수 있는 

행동을 재연시켰다. 그 후 검색 결과에서 링크들의 

성격과 그 수를 파악하여 수치화시키고 실험이 진행

됨에 따라 그 수치가 가감되는 것을 보였다.

자세한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화 알

고리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무 정보도 쌓여

있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계정을 두 개 만들고 필터 

버블에 빠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

된 행위를 메소드를 통해 실행시킬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란 진보적으로 편향된 행위

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순수한 상태의 계정 중 하나

에 진보적인 성격을 띄우는 단어만 지속해서 검색시

키고, 그 검색 결과 중에서 진보적인 성격을 띠는 링

크에 접속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여기서 링크

의 정치적 편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corpus(말뭉치)

를 기반으로 텍스트 분류기 역할을 하는 LSTM 모델

을 학습시켰다. 이 LSTM 구조의 텍스트 분류기는 

링크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 ‘중립’, ‘보수’로 판별하

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순수한 상태의 계정을 진

보적인 성향을 가진 계정으로 편향시키며 가능해지

며, 궁극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 있는 사람이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는 과정과 유사하게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리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수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계정이 얼마나 정치

적으로 편향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편향도(biased

degree)라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세웠다. 실험을 진

행할수록 이 편향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이며 

개인화 알고리즘을 사용할수록 필터 버블이 심해진

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증명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 셋에 필요한 논문과 보고서

에 대한 리뷰를 하고, 텍스트 분류기의 모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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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데이터 셋의 선출 

과정, 정치적 편향성을 분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

의 구조, 구체적인 실험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구체적인 실험 환경과 결과에 관해 설명

한 뒤 마지막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IBC(Ideological Books Corpus)

IBC는 Justin Gross 등에 의해 처음 설계되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치적인 성향이 잘 알려진 

저자들의 책과 잡지 기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각

각의 문서는 정치학자에 의해 문서 단위로 ‘극진보’,

‘진보’, ‘중립’, ‘보수’, ‘극보수’로 레이블 되어있다. 하

지만 문장 단위로는 레이블링이 되어있지 않아서 

100만 개가 넘는 문장의 정치적인 성향은 알 수 없었

다. 그래서 Political Ideology Detection Using

Recursive Neural Networks에서는 DUALIST 분류

기(Settles, 2011)를 통해 IBC 내 모든 문장을 ‘중립’

혹은 ‘편향적’으로 분류하였다[9]. DUALIST 분류기

를 통해 ‘편향적’으로 분류된 문장은 총 11,555개이었

으며, 그중 5,434개는 보수성향 작가의 문서로부터,

6,121개는 진보성향 작가의 문서로부터 발췌된 문장

이었다. 그 후 DUALIST 분류기에 의해 분류된 ‘문

장’과 문장 내 ‘구’ 단위의 정치적 성향을 알기 위해 

크라우드 플라워 태스크(crowdflower task)를 이용

해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하였다. Stanford

Constituency Parser로 문장을 구 단위로 구문 분석

한(parsing) 뒤, 적절한 평가와 기준을 통해 선발한 

크라우드 소싱 인력이 각각의 구를 레이블링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침내 완성된 IBC에서는 텍스

트 내 문장의 정치적 성향뿐만 아니라 문장 내 구 

단위로 접근하여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2.2 Political Polarization & Media Habits

Political Polarization & Media Habits는 Pew re-

search center에 의해 발간된 보고서이다. Pew re-

search center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

며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와 흐름에 대해 

대중들에게 사실에 기인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10]. Pew research center는 그들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론조사, 인구 통계 조사, 사회 

과학 연구, 미디어 콘텐츠 분석 등을 통해 미국 내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견해, 미디어와 저널리즘, 인터

넷과 기술, 종교와 공공 생활, 국제사회와 미국의 사

회 정세 및 흐름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

는 미국 내 정치적인 대립의 특징과 범위 그리고 그

것이 정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과 어떤 상관관계

를 가지는 데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2014년 3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Pew research center의 American trends

panel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총 2,901명의 응답자

의 정치적 성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극진보’, ‘진보’,

‘중립’, ‘보수’, ‘극보수’로 나누고, 그들의 정치적 성향

과 답변을 기반으로 미국 내 존재하는 20여 개의 미

디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정치적 성향 

(Fig. 1),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자의 습

관 및 심리를 정치적 성향별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여기서 다른 정치성향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미디어

에 대한 ‘인지도’, ‘구독 여부’, ‘신뢰도’ 등을 별도로 

제공한다.

2.3 텍스트 분류기(text classifier)

2.3.1 과거의 모델들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이용하여 문장 혹

은 문서의 종류를 분류하는 모델을 텍스트 분류기라

고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셋에 출

현한 단어를 feature로 하여 문서를 분류하는 BoW

model(Bag-of-Words model)이 감정분석(senti-

ment analysis) 혹은 스팸 메시지 분류를 위해 사용

되었다. 여기서 feature가 되는 단어는 보통 관사, 대

명사와 같은 제외어(stopwords)를 제외한, 일정 임

계값(threshold) 이상 출현한 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주어진 어휘 정보(lexical)만을 기

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구문(syntactic) 해석을 필

요로 하는 역설적인 표현은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문서보다 상대적으로 출현하는 단어의 수가 적은 문

장의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치명적

인 단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최근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 

신경망)의 발전과 함께 RNN(recurrent neural net-

work, 순환 신경망)을 텍스트 분류기로 쓰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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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RNN은 ANN 중 하나로 기존 ANN의 과거의 

은닉 계층(hidden layer)에 저장된 정보들을 현재 혹

은 미래의 입력 값과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시계열 

데이터를 분류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BoW 모델과 

다르게 RNN 모델을 사용하게 될 경우, 단어가 나타

난 시점이 기억되고, 단어의 순서에 따른 결과가 반

영되므로, 역설적인 표현 또한 판별할 수 있지만, 전

통적인 RNN 모델에는 기울기 소멸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신경망 층이 깊어질수록 가중치가 0에 수렴해

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2.3.2 LSTM(Long Short-Term Memory)

기존 순환신경망에서 발생하는 기울기 소멸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기존의 순환신경망에서 발전된 형태의 구조

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중 하나인 LSTM은 Ho-

chreiter & Scmidhuber가 1997년 처음 제안했으며,

현재 GRU(Gated Ruccurrent Units)와 함께 가장 대

중적인 순환신경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

는 Fig. 2와 같다[11]. Fig. 2에서 입력 값(inputs) 혹

은 출력 값(outputs)은 각각 흰색, 회색 원으로 표현

되며 은 메모리 셀, 는 다음에 연산에 영향을 미

치는 의미한다. 비선형 함수(nonlinearties)인 sig-

moid(시그모이드)와 tanh(hyperbolic tangent)는 흰

색 네모 안에 와 tanh로 표현되었다. 또한, 벡터 

연산(vector operation)은 검은색 원 안에 +, X로 표

현되었다. X는 원소 단위의 곱셈(element-wise

multiplication)을 의미하고 +는 원소 단위의 덧셈

(element-wise summation) 혹은 두 벡터 간의 연결

(concatenation)을 의미한다[12,13].

LSTM에서는 이전 메모리 셀(  ) 내 저장된 정

보는 다음 메모리 셀()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태

로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게이트를 이용해서 

메모리 셀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더하거나 뺄 수 있

다. 그 게이트 중의 하나가 바로 망각 게이트(forget

gate,  )이다. 망각 게이트의 결과 값을 통해 과거의 

정보를 얼마나 버릴지 결정하게 되며, 식은 (1)과 같다.

   ·       (1)

입력 게이트(input gate,  )에서는 sigmoid와 

tanh를 적절히 결합하여 어떤 값을 업데이트하고, 어

떤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지 결정한다. 위 과정은 식 

Fig. 1. Ideological placement of medias.

Fig. 2. The diagram of a LSTM building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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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을 통해 실행된다.

   ·        (2)

  tanh  ·       (3)

이전 메모리 셀(  ) 내 정보 중 망각 게이트()

를 통해 잊기로 한 정보를 잊어버리고, 입력 게이트

의 결과 값( 
)을 더해서 새로운 메모리 셀()로 

업데이트한다.

        
 (4)

마지막으로 출력 게이트(output gate, )를 통해 

출력되는 정보를 할지 정한다. 결과 값은 메모리 셀

의 내용을 바탕으로 sigmoid 함수, tanh 함수에 의해 

출력 게이트의 결과 값이 출력되는 정도를 조절한 

값을 산출 한다().

    ·       (5)

    tanh   (6)

2.3.3 BLSTM(bidirectional LSTM)

BLSTM은 LSTM 구조를 가진 BRNN(bidirec-

tional RNN)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순환신경망의 경

우에는 임의의 시점에서의 한 출력 값은 과거의 정보

에만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BRNN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문장 내 하나의 단

어를 예측할 때 과거와 미래의 문맥을 모두 고려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LSTM 모델에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13]. BRNN은 두 개의 RNN이 서로 겹쳐진 구

조로 기존의 RNN과 비교했을 때 그리 복잡하지 않

다. 순방향은 동일하게 학습되고 역방향으로 계산할 

때는 모델의 끝에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시작된다. 일

반적인 RNN처럼 활성화 함수, 역전파 알고리즘 모

두 기존과 동일하며 시간 지연 개념을 사용하여 과거

의 오류 값이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도록 설계 되었다

[14-16].

3. 실험 방법

순수한 상태의 계정들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

을 통해 진보적, 보수적 성격을 띠도록 만들어서 의

도적으로 필터 버블에 갇히게 하고 필터 버블이 심화

되는 현상을 증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필

터 버블을 형성시키기 위해 개인화 알고리즘의 하나

인 구글의 개인화 검색을 이용하고 전체적으로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진행된다.

계정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은 편향화를 위한 검색

(search for biasing)이라는 메소드를 통해 이루어진

다. IBC, IHC를 이용하여 진보적, 보수적 검색어들을 

산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색어(politically

biased search words)라고 명명한다. 진보적인 상태

로 편향될 계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진보적인 검색

어(liberal search words) 단어를 계속 검색시키고 검

색 과정에서 LSTM 분류기 때문에 진보적이라고 하

다고 분류된 링크가 있다면 접속하고 빠져나온 뒤 

검색을 재개한다. 그 이외의 분류 결과는 무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200단어 동안 반복하면 편향화를 위

한 검색을 1회 실행했다고 한다.

편향화를 위한 검색을 1회 실행하고 난 후, 계정이 

전보다 편향되었음을 보이고 필터 버블에 빠진 정도

를 비교하기 위해 스코어링을 위한 검색(search for

scoring)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한다. 스코어링을 위

한 검색을 실행할 때마다 같은 단어 20개의 기준 검

색어(criterial search words)를 검색하고, 한 단어가 

검색될 때마다 각각의 검색결과의 링크들을 LSTM

Fig. 3. Block diagram of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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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로 분류한 뒤 전체 링크 중에서 진보, 중립,

보수 링크 개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파악한다.

편향화를 위한 검색을 실행할수록 진보 계정에서 진

보적인 링크의 비율이 보수 계정의 진보적인 링크의 

비율보다 높아질수록 필터 버블이 검색 결과에 미치

는 영향이 커진다고 말한다.

3.1 실험 데이터

3.1.1 IHC (Ideological Headlines Corpus)

Fig. 1에 제시된 Political Polarization & Media

Habits의 미디어 별 구독자의 평균적인 정치적 성향

과 미디어의 ‘인지도’, ‘구독 여부’, ‘신뢰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고서 내에 있는 26개의 미디어 중에서 

극진보 성향을 가진 미디어와 극보수 성향을 가진 

미디어를 각각 3개, 4개씩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미디어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좌측이 극

진보 성향을 가진 미디어이고 우측이 극보수 성향을 

가진 미디어이다[10].

그 후, 선별된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 혹은 콘

텐츠의 헤드라인을 수집했으며, 해당 언론사가 가진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헤드라인을 ‘진보’, ‘보수’로 레이

블링한 후, 이 헤드라인을 모두 취합하여 IHC(Ideo-

logical Headlines Corpus)를 만들었다.

3.1.2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색어(politically biased

search words)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색어는 순수한 상태의 계정

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검색어들이다. IBC와 IHC 내에 있는 ‘진보’, ‘보수’

성향의 데이터를 각각 추출하여 총 4개의 텍스트를 

생성했다. 그 후 각각의 텍스트를 전처리 과정을 거

쳐 복수 명사는 단수 명사로 바꾸고, 동사는 모두 동

사원형의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쳤다.

그다음 각 텍스트별로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를 추

출하기 위해 텍스트를 N-gram 단위로 나눠서 전처

리 과정을 진행했다. 텍스트의 크기와 N-gram의 크

기를 고려하여 적정한 임계값을 정했다. 임계값 이하

의 N-gram은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고려 대상

에서 제외하여 검색어 후보를 도출하였다. 또한, 노

이즈(noise)를 제거하기 위해 제외어(stopwords)이

거나 이를 불필요하게 포함하는 검색어 후보를 제거

하였다. N-gram에서 N의 수치가 커질수록 unigram,

bigram, trigram에 stopwords가 접합된 형태임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fourgram이상의 N-

gram에서는 유의미한 검색어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unigram, bigram, trigram까지만 고려하

기로 했다.

총 4개의 텍스트로부터 선출된 검색어들을 정치

적 성향에 따라 2가지 데이터 셋으로 합쳤고 이 과정

에서 중복되는 검색어는 제거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의 검색어 리스트에 중복되는 검색어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았다. 진보적인 성격과 보수적

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 검색어도 존재하고, 진보주의

자도 보수적인 검색어를 검색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검색어를 선출하는 과정

에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는 베이지안 룰을 쓰지 

않은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색

어는 진보적인 단어(liberal search words)와 보수적

인 단어(conservative search words)로 구분되어 있

으며 그 예시는 Table 2와 같다.

3.1.3 기준 검색어(criterial search words)

기준 검색어는 순수한 상태의 계정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

되는 검색어들이다. 하지만 검색하는 과정에서 한 가

지 정치적 성향에 편향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검색어를 선별했

다. IBC 내에 있는 ‘중도’ 성향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위에 언급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색어와 동일한 전

처리 과정을 거쳐 중요한 중립적인 성격을 가진 

N-gram을 도출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색어 내

에 있는 진보 성향의 검색어와 보수 성향의 검색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검색어들만 선별하여 특정한 성

향으로 편향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그 후, 편향되는 

상황을 실험결과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위

Table 1. The extremely biased media

Extremely liberal media Extremely conservative media

PBS, New York Times, NPR Breitbart, Fox News, Sean Hannity Show, Glenn Beck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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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출한 중립 N-gram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

하고, 그중에서 20개를 선별한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기준 검색어는 Table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2 정치적 이념 분석기(political ideology analyzer)

정치적 이념 분석기는 앞서 언급된 LSTM 모델을 

이용하여 텍스트의 성격을 문장 단위로 ‘보수’, ‘중

립’, ‘진보’로 분류하는 텍스트 분류기이다. 이를 설계

하기 위해 python 3.5.3 환경에서 여러 가지 툴이 사

용되었다.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 등 전통적인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scikit learn을 이용

하였고, 텍스트 전처리 및 자연어 처리를 위해 NLTK

(natural language tool kit), spacy을 이용하였다. 또

한,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LSTM은 keras

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인 모델의 구조는 Fig. 4와 같다. 입력 계층

(input layer)을 시작으로 단어 임베딩 계층(word

embedding layer), LSTM 계층, 출력 계층인 밀집 

계층(fully connected layer, dense layer)으로 이어진

다. IBC와 IHC에 있는 7,396개의 진보적인 문장과 

8,275개의 보수적인 문장, 총 15671개의 문장으로 학

습되었다. 여기서 보수적인 문장은 1(positive)로, 진

보적인 문장은 0(negative)로 각각 레이블링 되었다.

문장이 가진 정치적 성향을 ‘진보’, ‘중립’, ‘보수’ 세 

가지로 분류하려고 했지만 불충분한 ‘중립’ 데이터로 

인해 정확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그

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종 출력 계층인 밀집 계

층의 활성화 함수로 sigmoid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값으로 출력되는 0～1 사이의 실수 값 중 0.66 이상의 

값은 ‘극보수’, 0.33 이하의 값은 ‘극진보’라는 판단으

로 각각 ‘보수’와 ‘진보’로 분류하였고, 0.33과 0.66 사

이의 값은 ‘중립’으로 분류하였다.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문장은 총 20,340개의 단

어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단어는 다른 단어 간의 

관계가 반영하기 위하여 워드 임베딩(word embed-

ding)을 사용 하였다.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 워드 임

베딩 계층(word embedding layer)을 별도로 두어 

GloVe 벡터를 이용하여 문장을 나타내었다[17]. LSTM

layer는 Fig. 2와 같은 총 32개의 LSTM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 함수(cost function)로 binary

cross entropy와 adam optimizer를 사용했다. 최종

적으로 10-folds cross validation을 거쳐 모델을 최

적화시켰다.

3.3 편향화를 위한 검색(search for biasing)

구글이 개인화 검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위

치, 기기의 종류, 과거 검색 기록, 쿠키 데이터, 접속

한 링크의 종류, 해당 링크에 머무르는 시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편향화를 위한 검색은 위와 같이 순수

한 상태의 계정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하는 메소드이며 다

Table 2. Examples of search words

Politically

biased search

words

Liberal search words Conservative search words

wage, health care, labor, social security, rape

or incest, unemployment insurance, young

women workers, for the rich, wealthiest,

labor, rich and poor

death tax, republican, free medical care, big

government, heritage foundation, good and

evil, tea party, redistribution, radical islamism

Criterial

search words

liberal, wage, tax cut, great depression, economic system, unemployment, federal government,

energy source, climate change, gun control, crime, national security, conservative, free market,

health care, free trade, housing problems, oil prices, administration, income tax, death tax,

republican, free medical care, big government, heritage foundation, good and evil, tea party,

redistribution, radical islamism

Fig. 4. Structure of the LSTM text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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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진행된다.

각각의 계정이 편향되고자 하는 정치적 성향과 동

일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색어 내에 있는 200개의 

검색어를 해당 계정을 통해 검색시킨다. 200개의 검

색어를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색어를 진보, 보수별로 각 단어마다 번호를 

0부터 부여한다. 매회 실행할 때마다 100개의 검색어

는 이전의 검색어와 동일한 검색어를 검색시키고,

100개의 검색어는 새로운 검색어를 검색시킨다. 200

개의 단어는 보수, 진보 각각 0～200, 100～300, 200

～400 ... N-200～N, N-100～100, 0～200 ... 이와 같

은 순서로 선정된다. 진보적인 단어는 607개, 보수적

인 단어는 693개 존재하므로 진보계정은 편향화를 

위한 검색 메소드를 6회 반복할 때마다, 보수계정은 

7회 반복할 때 동일한 검색어를 검색하게 된다. 이 

행위를 통해 순수한 상태의 검색 로그에는 정치적으

로 편향된 검색어 기록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구글 

알고리즘은 이를 바탕으로 편향된 검색결과를 점차 

더 많이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하나의 검색어를 검색할 때마다 1,

2페이지 내에 있는 약 20개의 링크의 제목과 요약을 

바탕으로 각 링크의 정치적인 성향을 LSTM 모델로 

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해당 계정이 편향되려는 정치

적 성향과 링크의 정치적 성향이 동일할 경우, 해당 

링크에 방문함으로써, 구글 개인화 검색 알고리즘에 

해당 정치적 성향의 페이지가 필요한 것처럼 피드백

을 준다. 위에 언급된 일련의 과정을 한 번 200개의 

검색어에 대해 반복하면 편향화를 위한 검색을 1회 

실행했다고 한다.

 3.4 스코어링을 위한 검색(search for scoring)

스코어링을 위한 검색은 편향화를 위한 검색을 실

행하고 난 후, 계정이 전보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었음

을 보이기 위해 사용되며 검색 결과 내 링크의 수를 

파악하는 메소드이다. 이를 위해 스코어링을 위한 검

색은 편향화를 위한 검색의 결과로 얻어진 진보 계정

과 보수 계정에 동일한 기준 검색어 20개를 검색하

고, 한 단어가 검색될 때마다 1～5 페이지 내의 약 

100개의 링크의 정치적 편향성을 LSTM 분류기를 

이용하여 파악한다. 그중에서 진보적, 보수적인 성격

을 띠는 링크 수를 파악한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실험 환경을 각 계정에서 목표로 하는 정치적 성

향에 따라 나눴다. 먼저 아무 정보도 쌓여있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구글 계정 2개를 새롭게 만들었다. 회

원 가입 시 생일과 거주지 모두 91년 1월 1일과 미국

으로 각각 동일하게 설정하여 검색어를 제외한 조건

을 가급적 동일하게 맞췄다.

시스템 환경은 다음과 같다. Mac OS 10.12 Sierra

운영체제에서 상의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진행했다.

부가적으로 Python 3.5.3 환경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기 위해 웹 드라이버인 selenium을 이용하

였고,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이 요구되는 경우 

beautiful soup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은 계정을 정치적으로 편향시키려는 행위인 

편향화를 위한 검색과 편향성을 증명하는 행위인 스

코어링을 위한 검색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여기서 편향화를 위한 검색을 마칠 때

마다 바로 스코어링을 위한 검색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편향도’를 측정한다. 여기서 ‘편향도’가 증가할

수록 계정이 필터 버블에 갇힌다고 말한다.

4.2 점수 체계(scoring System)

한 기준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 내 진보적 링크

와 보수적 링크 중에서 진보적 링크의 비율을 하나의 

기준 검색어에 대한 로 정의한다. 식 (7)의 첫 

번째 줄에 표현된 것처럼 한 계정에서의 진보 링크의 

수와 보수 링크의 수를 더한 값 중에서 진보 링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진보 계정으로부터 얻은 

점수는 라고 하고 보수 계정으로부터 얻은 점

Fig. 5. Block diagram of possibl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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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이라 한다. 여기서 진보적 링크를 기준

으로 정해도 무관한 이유는 보수적 링크를 기준으로 

산출된 점수와의 합이 항상 1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식 (7)의 두 번째 줄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가 보다 높은 상태일 때,

진보 계정에서는 진보 링크의 비율이 보수 계정보다 

높고, 반대로 보수 계정에서는 보수 링크 비율이 진

보 계정의 보수 링크 비율보다 높은 상태가 된다.

     
 

      
 

(7)

각각의 기준 검색어에 따른 를 바탕으로 Fig.

5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정치적인 상태(state)

를 판별한다. 총 20개의 기준 검색어의 가 존재

하므로 상태도 20개가 도출된다. 와 의 

값이 같은 경우 편향성의 우위를 정할 수 없기에 그

렇지 않은 경우만 유효 상태(validated state)라고 판

별한다. 유효 상태 중에서 가 보다 값

이 클 경우 정치적으로 편향된 상태(biased state)라

고 판별한다.

계정을 정치적으로 편향적으로 만드는 메소드인 

편향화를 위한 검색을 반복해서 수행하며 실험을 진

행한다. 위로부터 얻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주기마다 검색 결과의 편향성을 수치적으로 나타내

는 편향도(bias degree)의 변화를 보인다. 편향도를 

구하는 방법은 식 (8)과 같다. 하지만 와 

의 값이 같은 경우 정치적 성향의 변화를 나타내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편향도를 산출할 때는 이를 고려

하지 않은 상태만을 다뤘다.

 


(8)

편향화를 위한 검색을 최초로 실행하기 전 스코어

링을 위한 검색을 실행함으로써 계정의 초기 상태를 

측정하고 저장한다. 이때의 시점을 T0라고 한다. 그 

후 편향화를 위한 검색을 실행하고 다시 스코어링을 

위한 검색을 측정했을 때 T1이라 명명하고 저장한다.

위와 같이 실험을 진행하며 계정마다 메소드를 실행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기 떄문에 진보

계정은 T25, 보수 계정은 T33까지 각각 진행되었다.

T0부터 진보계정은 T25, 보수 계정은 T33에 이르기까

지 스코어링을 위한 검색을 실행하며 얻은 모든 검색

결과 내 링크들의 정보를 누적한다. 여기서 검색 결

과는 검색하는 시점에 영향을 받을뿐더러 최대한 많

은 양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측정한 편향도가 더 신뢰

할 수 있어서 모든 결과를 고려하였다. 누적한 결과

들을 기준 검색어, 정치적 성향, 계정의 종류, 링크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개수를 바탕

으로 진보적 성격을 띠는 링크의 비율을 파악한다.

그 후 T5부터 진보계정은 T25, 보수 계정은 T33에 이

르기까지 스코어링을 위한 검색을 실행하며 얻은 검

색결과 내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링크의 개수를 바탕으로 진보적 링크의 비율을 

파악하고 편향도를 측정한다. T10, T15, T20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수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편향

도를 측정한다. 누적하는 처음 시점이 T0, T5, T10,

... T20와 같이 5씩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기를 관찰주기라고 표현하며 이 논문에서 관찰주

기는 5이다. 이와 동시에고려하는 총 링크의 개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개수를 바탕으로 검색 

결과 내 진보 비율을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편향

도를 산출하였다.

4.3 실험 결과

링크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기 위해 텍스트 분류

기인 정치적 이념 분석기를 LSTM 구조의 모델로 

구현하였다. 최종 정치적 이념 분석기의 성능을 측정

하기 위해 accuracy(정확도), precision(정밀도), re-

call(재현율), f1-score를 구하였고 최종적인 모델의 

정확도는 Table 3와 같다.

Table 3에서 accuracy는 총 모델에 의해 참과 거

짓으로 분류된 모든 데이터 중 올바르게 예측 된 데

이터의 비율을 뜻한다. Precision은 참으로 판단된 

데이터 중에서 실제로 참인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하

며 recall은 실제로 참인 데이터 중에서 모델이 참으

Table 3. The performance of political ideology analyzer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Bidirectional LSTM 0.733 0.744 0.7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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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한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f1-score는 데이터가 참 혹은 거짓으로 편향됐을 경

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측정되는 지표이며 

precision과 recall의 조화 평균이다.

Table 4는 T0부터 실험이 끝날 때까지 스코어링을 

위한 검색을 통해 누적된 링크들의 정보(lib/con

links)를 수치화시켜 점수()로 나타내고 이를 바

탕으로 각각의 기준 검색어(critierial search word)

로부터 상태(state)를 판별하였다.

해당 검색어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편향도를 도출

하기 유효한지 검증하기 위해 Fig. 5처럼 일련의 과

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climate change, national se-

curity, unemployment 등 총 5개의 검색어의 

와 가 동일한 검색어들은 편향도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태(invalidated state, IVS)로 판별되었다.

위와 같은 상태의 검색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과

의 편향성에 대한 우위를 정할 수 없어 편향도 산출 

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 외 유효 상태(validated

state)인 기준 검색어 중 편향된 상태(biased state,

BS)의 여부는 와 에 의해 판별된다. 식 

(7)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는 진보적 링크의 

비율을 기반으로 산출되고 가 보다 높

은 경우는 진보 계정에서는 보수 계정보다 진보적 

링크의 비율이 높고 보수 계정에서는 진보 계정보다 

보수 링크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administration,

conservative, crime, free market 등 8개가 편향된 

상태였고 federal government, free trade, income

tax, wage 등 8개가 편향되지 않은 상태(unbiased

state, UBS)였다. 유효 상태에서 편향된 상태가 차지

하는 비중인 편향도(bias degree)는 식 (7)의 과정을 

거쳐 0.5로 산출되었다.

위에 적용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향도를 산

출하되, 관찰 주기를 10으로 설정하였고, 결과 값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링크의 개수를 생략하고 점수

와 상태를 구했다. 이를 통해 T0, T10, T20에 걸쳐 편

Table 4. Total number of accumulative links from T0 to end, each score and state

liberal account conservative account
state

criterial search words lib links con links  lib links con links 

administration 26 53 0.329 23 64 0.264 BS

climate change 213 0 1 287 0 1 IVS

conservative 26 24 0.52 30 33 0.476 BS

crime 74 150 0.33 90 201 0.309 BS

economic system 39 0 1 48 1 0.98 BS

energy source 136 2 0.986 184 2 0.989 UBS

federal government 9 10 0.474 13 14 0.481 UBS

free market 10 19 0.345 12 23 0.343 BS

free trade 21 12 0.636 28 13 0.683 UBS

greate depression 11 57 0.162 14 76 0.156 BS

gun control 12 35 0.255 13 48 0.213 BS

health care 127 27 0.825 193 32 0.858 UBS

housing problems 0 39 0 0 47 0 IVS

income tax 55 28 0.663 74 33 0.692 UBS

liberal 32 176 0.154 34 234 0.127 BS

national security 21 0 1 30 0 1 IVS

oil prices 105 25 0.808 134 28 0.827 UBS

tax cut 209 5 0.977 274 4 0.986 UBS

unemployment 40 0 1 47 0 1 IVS

wage 16 79 0.168 29 96 0.232 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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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도가 0.5, 0.5333, 0.66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었으며, 관찰 주기를 10에서 5로 조금 더 짧게 

줄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최종적으로 Table 6에

서는 기준 검색어들의 상태와 IVS, UBS, BS의 개수

를 각각 나타내었고 편향되지 않은 상태가 줄어들고 

편향된 상태가 늘어나면서 편향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0 to end와 T5 to end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충분한 과거의 데이

터가 없어서 필터 버블을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

라고 파악된다. 그 이후부터 편향도는 지속적으로 증

가했다. 결국, 실험을 계속할수록 계정이 편향되어가

는 과정을 보임으로써 필터 버블이 존재하고 이 필터 

버블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검색결과에 끼치는 영향

이 커짐을 수치적으로 증명했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필터 버블이 사용자가 제공받을 결

과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IBC와 Political Polariza-

tion & Media Habits를 통해 IHC(Ideological Head-

Table 5. score and state from T0, T10 and T20

T0 to end T10 to end T20 to end

criterial search words   state   state   state

administration 0.329 0.264 BS 0.377 0.329 BS 0.333 0.325 BS

climate change 1 1 IVS 1 1 IVS 1 1 IVS

conservative 0.52 0.476 BS 0.344 0.333 BS 0.313 0.286 BS

crime 0.33 0.309 BS 0.336 0.306 BS 0.308 0.299 BS

economic system 1 0.98 BS 1 1 IVS 1 1 IVS

energy source 0.986 0.989 UBS 0.905 0.943 UBS 0.947 0.989 UBS

federal government 0.474 0.481 UBS 0.571 0.579 UBS 0 0.429 UBS

free market 0.345 0.343 BS 0.36 0.182 BS 0.4 0.231 BS

free trade 0.636 0.683 UBS 0.478 0.629 UBS 0.455 0.5 UBS

greate depression 0.162 0.156 BS 0.18 0.149 BS 0.227 0.208 BS

gun control 0.255 0.213 BS 0.316 0.255 BS 0.375 0.265 BS

health care 0.825 0.858 UBS 0.819 0.84 UBS 0.892 0.874 BS

housing problems 0 0 IVS 0 0 IVS 0 0 IVS

income tax 0.663 0.692 UBS 0.635 0.667 UBS 0.65 0.628 BS

liberal 0.154 0.127 BS 0.156 0.146 BS 0.176 0.139 BS

national security 1 1 IVS 1 1 IVS 1 1 IVS

oil prices 0.808 0.827 UBS 0.833 0.828 BS 0.758 0.853 UBS

tax cut 0.977 0.986 UBS 0.953 0.978 UBS 1 0.947 BS

unemployment 1 1 IVS 1 1 IVS 1 1 IVS

wage 0.168 0.232 UBS 0.073 0.231 UBS 0.05 0.231 UBS

bias degree 0.5 0.5333 0.6667

Table 6. Change of bias degree

T T0 to end T5 to end T10 to end T15 to end T20 to end

IVS 4 4 5 5 5

UBS 8 8 7 6 5

BS 8 8 8 9 10

bias degree 0.5 0.5 0.5333 0.6 0.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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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s Corpus)를 만들고, IBC와 IHC를 이용하여 텍

스트의 정치적 성향을 판별하기 위한 LSTM 모델을 

설계했다. 계정을 의도적으로 편향시키기 위해 편향

화를 위한 검색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politi-

cally biased search word를 이용하였다. 편향화를 

위한 검색 진행하자마자 계정이 편향됨을 증명하기 

위해 기준 검색어의 검색 결과 내 링크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편향도를 산출

하여 계정이 점점 편향되는 과정을 수치적으로 보였

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개인화 알고리즘

의 부작용인 필터 버블이 실제로 존재함을 컴퓨터적

인 방법을 통해 증명하고 편향도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그 심각성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필터 버블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계정과 별도로 가상의 계정을 하나 더 

만든다. 만일 사용자의 계정에서 한 단어를 검색할 

경우, 가상의 계정에서는 워드 임베딩을 이용하여 실

제 계정에서 검색했던 단어와 상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검색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계정과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지닌 가상의 계정이 만들어질 것

이다. 만약 한 가지 이슈에 대해 나와 반대되는 사람

의 시각이 궁금한 경우 가상 계정의 검색 결과를 요

청하면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개인화 알고리즘의 이

점도 누리면서 필터 버블의 한계점을 완화하는 이점

을 얻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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