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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전상 상에서 작성자가 텍스트를 기록할 때 발생하는

오타나 어휘적 오인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철자오류,

라고 한다 이러한 철자오류는 자연어처리의 여러 과정.

에서 지속적으로 오류가 누적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특히 언어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문서 편집기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자동으로 잡을 수 있

는 자동 교정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철자오류는 크게 단순 철자오류(Non-word Spelling

와 문맥의존 철자오류Error) (Context-sensitive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순 철자Spelling Error) [1].

오류는 요금 결죄 에서 결죄 와 감기가 낯다“ ” ‘ ’ “ ”

에서 낯다 와 같이 단순히 사전에 검색을 하였을 때‘ ’

존재하지 않는 단어임을 확인하여 쉽게 오류임을 알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문맥의존 철자오류의 경우 요. “

금 결재 에서 결재 나 감기가 낳다 에서 낳” ‘ ’ “ ” ‘

다 와 같이 국어사전에 존재하나 해당 단어만으로는 오’

류인지 파악을 할 수 없어 주위의 문맥정보를 보아야만,

오류인지 판단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문맥의존 철자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어 주

위의 문맥정보를 보아야 하지만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

는 자세한 문맥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되었다 규칙 기반의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구축.

에 고도의 언어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규칙이 추가 될수록 시스템의 복잡도,

가 커지게 된다 통계 기반의 시스템의 경우 통계 모델.

을 만들어내기 위한 학습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

[2].

최근 딥 러닝 을 이용한 자연어처리 연(Deep Learning)

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딥 러닝은 연결주의 인공[3].

지능에서 나온 인공 신경망 개념에 많은 수의 비선형

을 추가하여 복잡한 문제를 풀도록 한 기계Hidden layer

학습 알고리즘 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습 파라미터로.

인한 학습속도 저하와 과적합 등의 문제가(overfitting)

있으나 하드웨어의 발전과 과적합을 해결하기위한 비교,

사학습 방식의 사전훈련(unsupervised) (pre-training)

및 기술 등이 연구되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Drop-out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자연어처리에 이용되는[4].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딥 러닝을 이용한 문맥 의존 철자

오류 교정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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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의존 철자오류는 해당 단어만 봤을 때에는 오류가 아니지만 문맥상으로는 오류인 문제를 말한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맥정보를 보아야 하지만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는 자세한 문맥 정보를,
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 정보만을 이용한 철자오류 수정을 위한 문맥으로 사전훈련.

된 단어 표현 를 사용하고 기존의 기계학습 알고리즘보다 좋다고 알려진(pre-training) (Word Embedding) ,
딥 러닝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험결과 기존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인(Deep Learning) . ,

보다 높은 의 성능을 보였다Structural SVM F1-measure 91.61 ~ 98.05% .

주제어 문맥의존 철자오류: Deep Learning, Word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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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은 크게 규칙 기반의 시스템과

통계 기반의 시스템으로 연구되었다 규칙 기반의 시스.

템의 경우 정확도가 높지만 재현율이 낮으며 시스템 구,

축을 위한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통계 기반의 시스템의 경우 규칙 기반의 시스템보다 재

현율이 높지만 학습데이터 부족은 높은 성능을 내기 어,

렵다 그 외 문맥정보를 보기 위해 구문 분석 정보를[2].

이용하거나 어휘 의미망을 사용한 방법도 연구되었다,

이 연구들은 모두 문맥의존 철자오류가 자주 발생[5].

하는 어휘들을 쌍으로 묶어서 해당 쌍에 대해서만 처리

하는 교정 어휘 쌍을 이용한 방법 으로 구성된 특정[6] ,

어휘 쌍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전체 어절을 대상어로 한 노이지 채널모형

기반의 통계적 방법이 연구되었(noisy channel model)

다[7].

딥 러닝의 과적합 문제의 해결 방법 중 하나로 비교사

학습 방식의 사전훈련이 연구되었다 자연어처리에서는.

딥 러닝의 입력으로 단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어,

들을 표현할 방법으로 NNLM(neural network language

로 사전훈련한 단어 표현 을 사용model) (Word Embedding)

하게 된다 이렇게 사전훈련된 단어 표현[3]. (Word

을 사용한 딥 러닝은 한국어 자연어처리에 적Embedding)

용하였을 때 기존의 기계학습 알고리즘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연구 되어 있다[8,9].

본 논문에서는 사전훈련된 단어 표현(Word Embedding)

을 문맥정보로서 사용한 딥 러닝을 이용하여 형태소 분

석 정보만을 이용한 교정 어휘 쌍을 이용한 문맥의존 철

자오류 교정을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딥 러닝을 이용한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3.

본 논문에서는 교정 어휘 쌍 방식의 문맥의존 철자오

류 교정을 위해 기본적인 딥 러닝의 신경망 모델인

를 사용하였다FFNN(Feed-Forward Neural Network) . FFNN

는 정해진 만큼의 단어들을 보는 구조이다window-size .

먼저 형태소 분석이 끝난 문장에서 교정 어휘 쌍에 해당

되는 단어를 찾는다 그리고 해당 단어와 주위의.

만큼의 형태소를 가져온다window-size .

그림 은 신경망으로 들어가는 기준으1 window-size 2

로 추출된 입력 데이터의 예시 이다 교정 어휘 쌍에 해.

당되어 현재 문맥의존 철자오류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

는 단어와 주위의 정해진 만큼의 형태소들이window-size

들어가게 되고 신경망의 결과로 이것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오류가 존재할 시 교정.

어휘 쌍 모델의 해당 단어에 해당되는 교정 어휘로 바꿔

주게 된다.

그림 신경망의 입력 예시1.

그림 는 교정 어휘 쌍 방식의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2

정을 위한 의 구조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FFNN .

자질정보를 이용한 을 사용하지 않고Feature Embedding

입력 단어의 단어 표현 정보만을 이용(Word Embedding)

한 모델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교정 어휘 쌍을 이용하.

여 추출한 입력 데이터들은 딥 러닝의 입력으로 들어가

게 되고 에서 미리 학습된 단어 표현Projection layer

을 이용해 단어별로 해당하는 벡터 값(Word Embedding)

으로 변환 되어 자질의 차원을 줄여주게 된다 그리고, .

연결된 가중치들과 곱해져서 연결된 로 값Hidden layer

이 전달된다 에서는 비선형 변환 함수인. Hidden layer

나 등을 사용하여 비선형 변환을 하게 된다Sigmoid ReLU .

추가적으로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dden layer

의 임의 노드 를 일정 확률로 제거하여 학습하는(Node)

기술을 의 확률로 적용 시켰다 신경망의Drop-out 0.5 .

노드 의 수는 분류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Output (Node) OX

해 개로 두어 가지의 분류를 시도하였다2 2 Class . Output

에서는 분류를 위해 함수를 사용하였layer Class Softmax

다 신경망의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목표인 목적 함수.

를 지정하게 되는데 함수의(object function) , Softmax

확률을 이용한 분류의 경우 척도Class Cross entropy

를 목적 함수로서 사용하게 된다(measure) .

그림 교정 어휘 쌍 방식의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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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신경망의 구조

실험4.

본 논문에서는 교정 어휘 쌍 방식의 문맥의존 철자오

류 교정의 실험을 위해 세종품사부착말뭉치에서 교정 어

휘 쌍을 지정하여 데이터를 추출 하였다.

표 은 실험을 위해 지정한 교정 어휘 쌍과 추출한 데1

이터의 문장 수를 나타낸다 추출한 데이터는 각 어휘.

쌍별로 의 비율로 나누어 학습데이터와 평가데이터로8:2

나누었다 실험 환경은 과 같은 방식으로 설정하였. [1]

다 그러나 에서는 한쪽 방향으로의 교정을 테스트. [1]

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부족으로 양방향으로의,

교정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능 평.

가는 정확도 와 재현율 을 구해(Precision) (Recall)

로 성능 측정을 하였다F1-measure [1].

표 실험을 위해 추출한 교정 어휘 쌍의 데이터 수1.

단어1 단어2
단어 의1

문장 수

단어 의2

문장 수

낫다 낳다 1145 2633

마치다 맞히다 1581 72

마치다 맞추다 1591 2157

맞히다 맞추다 72 2157

배다 베다 412 459

집다 짚다 711 406

기본 기분 2769 2431

자식 지식 2500 2510

사정 사장 1743 2017

의지 의자 1726 890

주의 주위 2001 1588

먼저 최적의 비선형 변환 함수와 를 찾기window-size

위해 각 파라미터 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은 교. 3

정 어휘 쌍 낫다 낳다 에 대한 실험 결과를{‘ ’, ‘ ’}

나타낸다 가로축은 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window-size

성능을 나타낸다 비선형 변환 함수로는F1-measure .

함수보다 함수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으Sigmoid ReLU

며 가 작을 때에는 볼 수 있는 정보가 적어, window-size

성능이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window-size

가 너무 크면 확인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 과적합 되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비.

선형 변환 함수가 이고 가 일 때가ReLU , window-size 4

최적의 파라미터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림 낫다 와 낳다 의 비선형 변환 함수와3. ‘ ’ ‘ ’

별로의 성능 변화 그래프window-size

딥 러닝이 기존의 기계학습 알고리즘보다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으로 비Structural SVM

교실험을 진행 하였다 의 자질 정보[10]. Structural SVM

로는 딥 러닝의 입력과 같은 단어들을 넣었고 추가로 각

형태소의 정보도 넣었다 표 는 교정 어휘 쌍POS tag . 2

별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낸 표이다 위의.

성능 표에서 의 성능이 낮게 나온 것을Structural SVM

볼 수 있는데 이는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이 기계학습,

으로도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준다 딥 러닝의.

경우 다른 자질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입력 단어들의 단

어 표현 정보만을 사용하였음에도(Word Embedding)

보다 높은 성능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Structural SVM ,

사전훈련된 단어 표현 이 효과적인 문맥(Word Embedding)

정보로 이용될 수 있으며 딥 러닝이 기존의 기계학습,

알고리즘보다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는 모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의 성능이 딥. Structural SVM

러닝보다 높게 나온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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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교정 어휘 쌍의 한쪽 단어가 비교적 적은 양의

데이터들임을 볼 수 있다 이로서 기존의 기계학습 알고.

리즘인 의 경우 적은 데이터일 때는 딥Structural SVM

러닝보다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으나 데이터양이 많고,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딥 러닝보다 낮은 성능을 내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교정 어휘 쌍별로 기계학습 알고리즘별 성능표2.

표 은 기존연구 의 규칙기반 시스템의 성능과 딥3 [1]

러닝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표이다 사용된 데이터가 달.

라 정확한 성능의 비교는 어렵지만 재현율이 낮은 규칙

기반 시스템보다 딥 러닝 시스템이 비교적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기존연구와의 성능 비교표3.

결론5.

본 논문에서는 딥 러닝 기술을 적용한 교정 어휘 쌍

방식의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딥 러닝을 적용한 시스템은 가장 간단한 모델인 에FFNN

단어 표현 정보만을 사용하여 기존의(Word Embedding)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보다 높은 성능을Structural SVM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로는 교정 어휘 쌍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RNN(Recurrent Neural Network) LSTM RNN(Long

을 이용한Short Term Memory Recurrent Neural Network)

모델을 이용한 통합적 오류 교정 방Sequence2Sequence

식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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