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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어휘가 갖는 의미적 중의성은 자연어의 특성 중 하나로 자연어 처리의 정확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이
러한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언어적 규칙과 다양한 기계 학습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의
미적 중의성을 가지고 있는 동형이의어의 의미분별을 위해서는 주변 문맥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되며, 자
질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맥 창의 크기는 중의성 해소의 성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분별과정에 필요한 문맥을 가변적인 크기로 사용하는 가변길이 윈도
우 방식을 제안한다. 세종코퍼스의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로 학습하여 12단어 32,735문장에 대해 실험한 
결과 용언의 경우 평균 정확도 92.2%로 윈도우를 고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주제어: 동형이의어 중의성 해소, 의미 분석, 가변길이 윈도우

1. 서론

한 어휘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동형이의어(homograph) 는 다의어(polysemy)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정보검색이나 기계 번역, 문서 분류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를 들어 ‘배’와 같

은 단어는 '먹는 배’, ‘타는 배’, ‘신체의 배’, ‘곱 의 배’, 
‘냄새가 배다’, ‘아이를 배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먹는 배’를 의도하여 검색하거나 언어변환을 시도

할 때 ‘타는 배’로 검색되거나 변환되는 상이 발생한

다. 어휘 의성 해소(WSD, word sense 
disambiguation)는 자연어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해 주

어진 문장에서 단어의 의미  모호성을 해소하여 올바른 

의미를 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표  한국어에서 동형이의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로써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1]. 그러나 사람들

은 동형이의어에 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는 

문맥(context) 즉 문장 내에 발생하는 연어

(co-occurrence)정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미를 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배에 타서 맛있는 배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팠다”와 같은 문장에서 사람들은 

인 한 내용어(content word)들을 통해 쉽게 의미를 

악할 수 있다. 
동형이의어의 의성을 해소하기 한 련 연구들에

서도 문맥을 활용한다. 특히 통계 기반 연구에서는 문맥 

내에 발생한 단어들을 학습하여 이를 의성 해소 과정

에 사용한다. 따라서 올바른 문맥의 설정은 곧 시스템의 

성능과 연결되는데, 부분의 통계 기반 의미분별 연구

에서는 고정된 크기의 문맥을 사용한다. 이는 의미분별 

상 단어와 의미  계를 가지고 있는 합한 문맥 내 

단어를 찾기 해 사용되는 구문 분석기와 같은 도구를 

획득하기 어려우며 그 정확도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 단어의 좌우 문맥에서 의미 계를 가

질 수 있는 어 들에 한 휴리스틱을 이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고정 문맥 크기를 주어진 문장에 맞게 동 으

로 사용하는 가변길이 도우를 제안한다.

2. 련연구

동형이의어의 의성 해소 방법은 사 이나 시소러스

(thesaurus)와 같은 언어자원에 기반한 방식과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지도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등의 

통계기반 방식, 그리고 두 가지를 결합한 방식으로 나  

수 있다. 사 이나 시소러스와 같은 언어자원에 기반한 

방식은 사 의 뜻풀이 말이나 워드넷(WordNet)과 같은 

언어자원으로부터 의미정보를 수집하여 의성을 해소하

는 방법으로 말뭉치로부터 얻기 어려운 빈도어의 정보

를 확보하기 용이하지만 변화하는 언어특성을 반 하기 

어렵다. 통계기반 방식에서는 량의 말뭉치를 이용하여 

의미분별을 시도하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성 

해소에서도 의미태그가 부착된 말뭉치를 사용하는 지도

학습이 비지도학습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우리

말의 경우 세종말뭉치[2]의 의미태그 말뭉치 구축 이후 

의성 해소에 한 지도학습 기반의 활발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지도학습은 정확도라는 지도학습의 장

과 자료획득의 용이성이라는 비지도학습의 장 을 결

합한 모델로써 국외 의성 해소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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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에 한 의성 해소 연구는 지식에 기반한 방

법[3-7]과 의미부착 말뭉치와 지식을 결합한 방법[8,9]
으로 나뉜다. [3]은 사  뜻풀이에 기반하여 의미 계층

구조를 생성하여 의미분별에서의 자료부족 문제를 해소

하고자 하 으나, 의미 계층을 형성하기 한 과정이 수

작업에 의존 인 문제 이 있다. [4]와 [5]는 사  뜻풀

이에서 의미정보를 구축하고 의미별 사 확률(prior 
probability)과 거리 가 치에 기반한 의미분별 모델을 

제안하 다. 그러나 동형이의어는 다양한 패턴의 문장 

속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문 특성을 반 해 개선

할 여지가 있다. [6]은 시소러스, 기계번역사 , 세종

자사 , 말뭉치 등의 언어자원을 결합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의성을 해소하 다. [7]은 사  뜻풀이의 특

성을 이용하여 의미정보를 정제하고 U-WIN의 시소러스

를 이용하여 자료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다만 자료부족 문제해결에 사용된 시소러스와 같은 

언어자원은 별도의 구입과정이 필요하므로 획득이 어려

운 단 이 있다. 
[8]은 량의 의미 분석 말뭉치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을 바탕으로 한국어 어휘의미망(KorLex)과 세종 형태

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의성 해소방법을 제안하 다. 
[9]는 표 국어 사 에 명시된 목 격, 부사격, 보격 조

사 정보를 통해 생성 확률과 이 확률을 계산하여, 
HMM 모델을 통해 동사의 의성을 해소하 다. 동사의 

경우 격 정보가 동사의 의미 결정에 큰 향을 미치지

만, 사 으로부터 격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며 격 정

보가 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10]에서는 학습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맥에 한 통계  자질 선정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의성 해소 연구에서는 문맥 정보를 이용

하여 의미분별을 시도한다. 이 때 인간의 경우 좁은 

역의 연  단어들만으로도 의미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4], 동형이의어를 심으로 설정되는 좌우 문맥

은 인간이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분별하는 방법과 유사하

다. 지 까지의 우리말에 한 의미분별 연구에서는 추

가 인 지식의 사용이나 통계  기법에 의존 이었으며, 
문맥 사용에서는 어권의 경우 [11]과 같이 자질 정보 

추출에 있어서 부분 고정된 크기의 문맥을 사용하여 

추출된 고정 문맥을 부분 사용하거나 [12]와 같이 특

정한 명사 개수를 활용하여, 문맥 크기에 한 다양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동형이의어의 의성 해소

본 장에서는 의성 해소에서 고려하는 문맥의 크기를 

가변 으로 결정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한 통계  모델을 이용하여 의성을 해소하는 과

정을 설명한다.

3.1 가변길이 도우

어떠한 단어가 의성을 가질 때, 상 단어의 의미를 

결정짓는 문맥의 범 를 도우(window)라고 한다. 

도우 내에 존재하는 단어들은 의성 해소에 요한 단

서가 되며 체언 혹은 용언과 같은 내용어들을 자질

(feature)로 사용하게 된다. 의미분별을 해 사용하는 

도우 크기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 자질 정보량이 부족

해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없으며 도우 크기가 지나치게 

클 경우 잡음이 발생하여 의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

거나 오히려 방해되는 자질 정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말 의성 해소에 사용되는 일반 인 도우의 크

기는 좌우 5어 [3,7,8]이다. [3]에서는 상 단어를 기

으로 인 한 어 일수록 의성 해소에 결정 인 향

을 미치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이 높으며 좌우 5어 이내

에 이러한 단어가 존재할 확률이 약 97.8%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범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어휘가 

올바른 의미 결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 한 도우 크기를 사용하

는 것은 단히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문장 내에 발생한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결정짓기에 합한 도우의 크기를 사용하는 가

변길이 도우(variant window size)를 제안한다. 가변

길이 도우는 의미분별의 상이 되는 단어와 의미 

계를 가지는 단어를 찾기 한 휴리스틱으로, 상 단어

로부터 인 한 어 의 품사정보를 통해 의성 해소에 

합한 범 로 도우 크기를 확장하는 방식을 사용한

다. 도우 크기를 확장해가는 과정에는 조사와 미사, 
어미 정보가 활용되며 그 기 은 표 1과 같다. 

품사와 결합기능어 ( )
탐색 략

상 품사 방향

체언

일반조사 (이, 을, 는 ) 용언 →

형격조사 (의) 체언 →

용언화 미사 (하다, 되다) 체언 ←

용언

종결어미 (다, 네, 오) 체언 ←

연결어미 (고, 며, 어) 체언 ←

형형어미 (ㄴ, 는, 던) 체언 →

명사형어미 ((으)ㅁ, 기 ) 용언 →

※ 탐색 상과 연 된 부사어는 함께 포함

(표 1) 도우 확장 기

동형이의어가 일반조사와 결합한 체언일 경우 기본

으로 서술어를 찾아 우측으로 탐색한다. 이는 주어, 목
어, 보어와 같은 문장 성분이 서술어와의 계에서 의미

를 분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아래 문 1에서 동형이의어 ’물가‘와 ’배‘와 

같은 주어나 보어는 서술어 ’올랐다‘를 통해 의미를 분별

할 수 있다. 체언에 형격 조사가 결합된 경우에는 해

당 어 이 형  기능을 띄게 되어 연 한 체언을 꾸미

는 역할을 하므로 체언을 찾아 우측으로 탐색한다. 문 

2에서 첫 번째 어  ’배의‘는 ’선장‘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용언 ’되다’까지 탐색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 한 이들 간에 치하는 부사어 ‘몹시’는 ‘되다’
와 연 되므로 함께 생략된다.

- 41 -



(그림 2) 다수의 의성과 가변길이 도우의 용

  

물가가 작년에 비해 배는 뛰었다.       ( 문 1)

배의 선장이 몹시 되고 싶다.           ( 문 2)

나는 선장이 되었고, 귀화를 허가받았다 ( 문 3)  

 

동형이의어가 용언이면서 종결어미나 연결어미가 결합

된 경우나 동형이의어 체언에 용언화 미사가 결합된 경

우에는 주어 는 목 어, 보어에 해당하는 체언을 찾아 

좌측으로 탐색한다. 문 3에서 ‘되었다’와 ‘허가받다’가 

의미분별의 상인 경우 각각 ‘선장’과 ‘귀화’를 통해 의

미  계를 찾을 수 있다. 용언에 형형 성 어미가 

결합된 경우에는 체언에 형격조사가 결합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탐색하여 체언을 찾는다. 용언에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어 의 성격이 주

어, 목 어, 보어에 해당하므로 서술어를 찾아 우측으로 

탐색한다.
도우의 크기는 상 단어를 기 으로 양방향으로 확

장될 수 있다. 의미분별의 상 단어를 기 으로 좌우 

인  어 들이 상 단어를 포함한다면 지속 으로 확장

된다. 확장 과정에는 표 1의 탐색 략을 역으로 사용한

다. 표 1을 상 품사를 기 으로 사용하면 '배'는 "어머

니의 배"의 경우 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앞 체언 '어
머'를, “축조된 배"의 경우 용언화 미사 '된'이 결합된 

앞 체언 '축조'를 의미 계에 있는 단어로 추출할 수 있

다. 
그림 1은 단어 ‘배’의 의미분별을 한 도우 확장과

정을 나타낸다. 표 1의 도우 확장 기 을 바탕으로 먼

 ‘배를’과 ‘안고’의 계를 확인하여 도우 범 로 설

정한다. 좌측을 보면 ‘부른’은 용언에 형형 어미가 결

합된 경우이며 ‘배를’과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도우는 ‘부른’ 까지 확장하게 되어 좌우 1어 의 

도우 크기를 가지게 된다.

(그림 1) 도우 확장 과정

가변길이 도우를 이용할 경우 단일 문장 내에 발생

하는 다수의 동형이의어에 해서도 의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배에 타서 맛있는 배를 먹었더니 배

가 아팠다.”와 같은 문장이 주어졌을 때, 가변길이 도

우는 그림 2와 같이 각각의 배에 하여 ‘배에 타다’, ‘맛

있는 배를 먹다’, ‘배가 아 다’와 같은 3개의 문맥을 정

확히 구분해  수 있다.

3.2 의성 해소 모델

식 1은 동형이의어와 3.1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얻은 

도우내 어휘가 주어졌을 때 의미를 결정짓는다.

 arg∈ 
∈


(식 1)

H는 동형이의어의 체의미이며, hi은 동형이의어의 i
번째 어깨번호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W는 가변

으로 결정된 도우 내의 모든 자질단어(w1,w2,...,wn)
를 가리킨다. 도우 내에 발생한 모든 단어들이 hi와 함

께 나타날 확률을 모두 곱한 것  가장 높은 확률을 갖

는 hi를 최종 인 의미로 결정한다. 
그러나 도우 내에 존재하는 자질들이 학습단계에 미

처 발생하지 않은 경우 P(w|hi)가 0이 된다. 이 경우 모

든 확률가 치를 곱한 결과가 0이 되어 정상 인 결과를 

낼 수 없으므로 P(w|hi)를 식 2와 같이 각 공기 범주에 

1을 더한 값으로 계산한다. CO(w,hi)은 단어 w와 동형

이의어의 i번째 어깨번호 hi과의 공기빈도를 가리킨다.

∈ 


(식 2) 

세종 의미분석 말뭉치를 식 2, 3을 그 로 용해 가

치를 계산할 경우 불균형한 의미 분포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어 ‘ ’의 경우 말뭉치에서 'eye'의 의

미로 91.6%로 사용되었으며, 'snow'의 의미로 사용된 경

우는 8.2%에 불과하다. 세종 의미분석 말뭉치에서 동형

이의어의 빈도가 300개 이상인 1,906개 어휘를 상으

로 의미 분포를 분석하 을 때, 제 1어휘가 95%이상의 

비율로 사용된 경우는 1,395개 어휘로 73.19%를 차지했

다. 이러한 자료의 편향성은 자연어의 어휘 사용빈도가 

그 로 반 된 것이며, 상당수의 동형이의어를 사용빈도

가 높은 의미로 분별하여 높은 정확도를 얻는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빈도어의 정보량이 매우 부족하여 빈

도 의미에 한 정확한 분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자질단어
eye ‘ ’ (9,866) snow ‘ ’ (887)

기본 정규화 기본 정규화

차갑다(22) 15(0.68) 16(0.16) 7(0.32) 84(0.84)

빠지다(59) 50(0.85) 54(0.33) 9(0.15) 109(0.67)

겨울(74) 16(0.22) 17(0.02) 58(0.78) 703(0.97)

(표 2) ‘ ’의 자질단어 빈도와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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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말뭉치에서 단어 ‘ ’과 공기한 자질단어들의 

빈도수를 나타낸다. ‘차갑다’가 'snow'의 의미로 쓰인 

‘ ’과의 공기빈도는 7에 불과하지만, 'eye'의 의미로 쓰

인 ‘ ’은 ‘차갑다’와 15의 공기빈도를 보 다. ‘차갑다’와 

‘snow' 의미의 ' '과 연 성이 높다는 것이 인간의 직

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말뭉치 상에서 'eye' 의미의 

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말뭉치의 빈도정보를 확률계산에 직 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정보량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확

한 의성 해소를 얻기 해 빈도 의미의 자질빈도를 

정규화를 시도한다. 
정규화빈도(normalized frequency) CONF를 계산하는 

과정은 식 3과 같다. 식에서는 의미 hi의 발생 비율의 역

수를 곱하여 동형이의어의 어깨번호별 문장의 개수가 모

두 동일하게 빈도수를 보정한다.

   ×


∈


(식 3) 

자질빈도의 정규화는 동형이의어의 비율에 따라 모든 

발생 빈도를 일반화해주는 과정으로써 불균형한 의미 분

포를 균형있게 변환해 다. 

4. 실험  평가

본 장에서는 동형이의어와 자질단어간의 공기빈도를 

이용한 통계 모델에 가변길이 도우를 용하여 의성 

해소 성능을 평가한다. 평가실험을 해 세종 의미분석 

말뭉치 768,741문장, 9,000,2604어 을 이용하 으며, 
기존 의미 태그 말뭉치를 실험 데이터로 활용한 연구[8]
에서 사용된 단어들  제 1어휘 의미가 차지하는 비율

이 90%이하이며, 문장의 개수가 500개 이상인 단어들을 

표 3과 같이 선정하 다. 표에서 '1어휘 비율'은 가장 비

율이 높은 의미로 무조건 분별하는 경우의 정확도를 나

타냈다. 

 

품사
상 

어휘
문장개수

동형이의어

개수

1어휘 

비율

용언

갈다 642 3 50.6% 

달다 1,502 6 58.1% 

들다 16,612 5 54.6% 

붓다 711 2 73.0% 

쉬다 1,848 4 64.2%

켜다 738 5 86.9%

체언

기원 634 5 48.7%

배 3,862 9 32.2%

부정 2,131 6 67.9%

상 1,508 13 47.9%

의지 1,573 2 79.7%

974 7 54.0%

(표 3) 고정-가변길이 도우 평가 데이터

해당 어휘들을 상으로 고정길이 도우와 본 논문에

서 제안한 가변길이 도우의 성능분석을 수행하 으며, 
동형이의어가 용언에 해당할 때와 체언에 해당할 때를 

구별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표 4는 3.2의 정규화를 

용한 경우의 결과를 보이며, 도우 크기 2는 좌우 2어
을 도우로 사용한 결과를, VMS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한 가변길이 도우의 결과를 나타낸다.

도우 크기

1 2 3 4 5 VWS

체언 69.6% 82.8% 83.4% 83.5% 83.3% 83.4%

용언 86.4% 90.5% 89.3% 89.1% 89.1% 92.2%

(표 4) 품사별 도우 크기별 의성 해소 정확도

결과에서 용언의 경우 가변길이 도우를 사용한 결과

가 고정 도우를 사용한 경우보다 우월한 정확도를 보

다. 체언의 경우 고정 크기 도우와 비교하 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도우 확장 규칙의 새로운 시도

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와 표 6에서는 3.2에서 제안한 정규화를 용한 

경우와 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 단어별 정확도를 보

인다.  

상 단어
도우 크기

3 4 5 VWS

달다
정규화 용 86.4% 86.4% 88.6% 88.6% 

정규화미 용 81.3% 82.7% 80.6% 85.6%

들다
정규화 용 88.7% 88.9% 88.7% 92.4% 

정규화미 용 93.4% 92.6% 91.6% 94.7%

붓다
정규화 용 97.3% 92.8% 92.8% 94.6% 

정규화미 용 88.5% 87.8% 88.5% 89.9%

(표 5) 용언에 한 성능평가 

상 단어
도우 크기

3 4 5 VWS

기원
정규화 용 83.5% 84.5% 82.5% 83.5% 

정규화미 용 89.0% 86.2% 84.4% 89.9%

배
정규화 용 80.5% 82.1% 83.2% 81.0%

정규화미 용 85.7% 87.6% 83.4% 86.0%

의지
정규화 용 91.4% 89.1% 88.2% 94.2%

정규화미 용 85.4% 86.2% 85.4% 91.1%

(표 6) 체언에 한 성능평가 

정규화를 용할 경우 빈도어의 정 성능이 향상된

다. ‘붓다’, ‘의지’와 같은 단어들은 고빈도어와 빈도어

간에 약 8:2의 의미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빈도어의 

정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체  성능이 향상되었다. 
‘들다’, ‘기원’, ‘배’의 경우 제 1어휘 비율은 낮지만 동형

이의어의 의미 개수가 많아 주요 어휘들을 제외한 빈

도 어휘들의 차지 비율이 각각 1% 이하로, 매우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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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을 가지고 있어 자료부족 문제나 지나친 정규화로 

인한 자료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규화 과정

에서 고빈도 의미의 의성 해소 성능이 떨어졌으며 불

균형한 평가데이터로 인해 체 성능이 다소 감소하는 

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은 기존 연구의 결과와 본 논문의 결과를 비교한

다. 동일한 학습  평가 자료가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직 인 비교가 어렵지만, 본 논문의 방식이 시소

러스 등의 다양한 언어정보 없이 세종 의미분석 말뭉치

만을 학습자료로 이용해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 시스템 비교 
어휘수

비교 
시스템

제안 
시스템

사 의미계층[3] 25  73.4%  84.8%

시소러스[7] 9  82.1%  86.4%

어휘의미망[8] 10  88.0%  91.8%

종속격정보[9] 7  91.7%  92.5%

(표 7) 타 시스템과의 성능비교

5. 결론

동형이의어의 의성을 해소하기 해서는 문맥이 활

용되며 통계  모델에서는 문맥 내의 발생 단어들을 학

습하여 의성을 해소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고정

된 크기의 문맥에서 발생하는 지식부족문제와 잡음발생

을 이고 의미분별에 핵심 인 자질들을 추출하기 해 

가변길이 도우에 기반한 의성 해소를 제안하 다. 
가변길이 도우를 용하 을 때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동일한 의성 해소 모델에서 도우 크기별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용언의 경우 일반 으로 많이 사용

되는 좌우 5어 의 고정 도우 크기에 비해 약 3.1%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체언의 경우 고정 도우 크기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추가 인 연구가 수행할 

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변길이 도우는 특정 기계학습 

모델에 종속 이지 않으며, 사 이나 시소러스, 온톨로지 

등의 지식을 활용한 방식에도 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가변길이 도우를 다양한 형태의 의성 해소 모델에 

함께 사용한다면 추가 인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한국어는 교착어의 특성상 다양한 어순과 문장 패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우 확장 

기 이 모든 유형의 문장에 해 완벽히 처리한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은 잡음

의 제거나 가 치조 을 거치지 않고 도우 크기에 의

해 얻은 순수한 결과로써 잡음의 제거, 가 치, 규칙정보

를 활용한다면 추가 인 성능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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