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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은 통계 정보를 이용한 방법으로 통계적 언어처리에서 가
장 널리 쓰이는 샤논(Shannon)이 발표한 노이지 채널 모형(noisy channel model)을 기반으로 한다. 선행 
연구에서 부족하였던 부분의 성능 향상을 위해 교정대상단어의 오류생성 및 통계 데이터의 저장 방식을 
개선하여 Default 연산을 적용한 모델을 제안한다. 선행 연구의 모델은 교정대상단어의 오류생성 시 편집
거리의 제약을 1로 하여 교정 실험을 하지만 제안한 모델은 같은 환경에서 더욱 높은 검출과 정확도를 보
였으며, 오류단어의 편집거리(edit distance) 제약을 넓게 적용하더라도 신뢰도가 있는 검출과 교정을 보
였다.

주제어: default 연산, 통계적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n-gram, 대용량 말뭉치

1. 서론

본 논문은 어 맞춤법 교정을 실험하 으며, 전체 문

장을 대상으로 연속된 세 어절(continuous trigram)을 

사용한 통계적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기법[1, 2]을 기

반으로 연구한 것이다. Google 1T 말뭉치와 같은 대용량 

말뭉치의 연구[3-9]는 Google 1T가 처음 발표 되었던 

2010년 ~ 2014년 사이에 활발히 이루어졌고 현재는 국내 

부산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통계적 맞춤법 

교정은 말뭉치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험적으로 정답에 가

까운 데이터의 표본이 많아지므로 효과가 좋아지나 말뭉

치의 규모가 클수록 통계 데이터의 검색 속도 및 저장 

공간의 부족 문제가 생긴다.

기존의 방식[1, 2]에서는 교정을 시행할 때 3-gram의 

교정대상 단어 또는 후보 단어의 통계 빈도를 얻기 위해

서는 모두 검색을 시행하 고 말뭉치의 전체 통계 데이

터를 n-gram의 형태로 저장 시 실제 말뭉치보다는 작지

만 각각의 희소한 n-gram의 숫자도 통계 데이터의 규모

에 따라 무시하지 못 하는 크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정 성능을 위해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개선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통계적 문

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관련 연구현황에 대해서 분석하

고, 기존 연구[1, 2]에 대해 설명을 한다. 3장에서는 통

계적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에 관해서 설명하고 논문에

서 제시한 Default 연산, n-gram 저장 구조, 교정후보단

어 및 오류단어생성 방식에 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 평가

하고 편집거리에 따른 추가적 성능 평가를 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관한 설명을 한다.

2. 관련 연구

문맥의존 철자오류(context-sensitive spelling error, 

real-word spelling error)는 대상 어절만을 볼 때는 맞

을 수 있지만, 좌우의 문맥을 고려하 을 시에는 오류가 

되는 것이다. 오류의 교정이 시급함은 어에 대해서 문

맥의존 철자 오류가 전체 철자오류의 30~40%임[10, 11]

을 보이는 데에서 엿볼 수가 있다. 위 사실을 미뤄 봤을 

때 문맥의존 철자오류만 잘 수정한다면 교정 성능에 상

당한 향을 줄 것이다. 문맥의존 철자오류를 교정하는 

방법은 크게 규칙을 이용한 교정 방법과 통계정보를 기

반으로 한 교정 방법으로 나뉘며, 다음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통계적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관련연구를 살펴

본다.

통계적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은 현재에도 연구가 꾸

준히 되고 있는데 Church와 Gale[12]은 본 논문에서 기

반이 된 샤론의 노이지 채널 모델(noisy channel model)

로 어 자소 사이의 오타 빈도를 통계적 행렬로 구축하

여 오류 모델(error model)에 적용함으로써 오류를 교정

하 다. Brill과 Moore[13]는 [12]의 연구를 기반으로 

전체 어자소 사이의 오타가 아닌 서로 쉽게 오타가 발

생할 수 있는 자소들의 집합(set)으로 제약하 고 이를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하 다. Golding[14]은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문제를 어의 중의성 해결(word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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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biguation)과 같은 문제로 해결한다. Mays[15]는 

n-gram에 기반을 둔 언어모델로 대용량 말뭉치에서 어절 

3-gram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빈도를 기반으로 확

률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교정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Islam과 Inkpen[3-6]은 Google 1T말뭉치가 발표되면서 이

를 이용하여 문맥의존 철자오류를 교정을 시행하고 마지

막 논문에서는 백 오프(backoff)기법을 적용하여 교정 

성능을 높이고 있다. Youssef Bassil과 Mohammad Alwani[7]

에서는 Google 1T의 5-gram 정보를 이용하여 본 논문과 같이 

노이지 채널을 이용한 문맥의존 교정을 통해 오류를 교정하

다. Xinxin Kou와 Evangelos[8]는 Google 1T를 이용한 

문서 유사도 측정 방법인 GTM(Google Trigram Method)의 

병렬화에 사용을 하여 속도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Guymon R. Hall와 Dr. Kazem Taghva[9]은 Google 1T의 

5-gram을 이용하여 검색엔진에서의 FCA(Formal Concept 

Analysis)의 군집화 기술의 성을 높 다. 마지막으로 이

정훈[2]은 노이지 채널 모델을 기반으로 두 대용량 말뭉치

의 보간(interpolation)을 통해 각 말뭉치의 장점을 공유

하여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의 성능을 높 다.

3. 통계적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본 논문에서는 통계적 언어처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샤논의 노이지 채널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자연언

어 처리 문제를 디코딩 문제(decoding problem)로 보고 

아래 수식과 같이 베이즈 이론(Bayes'theorm)을 기반으

로 수식(1)을 유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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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데이터의 확률 는 상수이며, 수식 (1)에는 

두 개의 확률분포가 존재하는데, 언어 모형(language 

model)인 와 채널 확률(channel probability)인 

 이다. 그리고  수식(2)는 수식(1)을 기반으로 n-gram 

모델에 맞게 해석하여 적용한 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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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는 가 단어열 의 위치에 나타날 때 함께 

단어열에 나타나는 주변 문맥 단어로서 각각 왼쪽 문맥

과 오른쪽 문맥을 나타낸다. 함수 의 공역은 노이

지 채널의 잡음에 의해 로 출력될 수 있는 모든 단어

의 집합이다. 은 n-gram 모형의 차수를 나타내는 수
로서   인 3-gram 모형을 사용한다. 채널 확률 

 에서 입력 단어열과 출력 단어열의 길이가 같고

( ), 각 문자열에서 단어의 발생이 독립이라면 채

널 확률  는 수식(3)과 같다.

               ≈
 



   

3.1. Default 연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Default 연산은 후보 어절

(candiate words)을 찾는 알고리즘으로 문장의 윈도우 

길이5에서 ( a b *) ∪ (a * b) ∪ (* a b)에 의해 동적

으로 대상 어휘('*'를 만족하는)를 찾는 역할을 한

다.'*'는 교정대상단어의 자리를 대체 할 후보단어로 오

류단어생성이나 교정후보단어로 이용한다.

Default 연산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n-gram 

중 가장 널리 쓰는 3-gram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대상 

단어 에 대응하는 단어 를 찾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에서 를 구하는 문제는 confusion matrix를 이용하여 

철자 오류를 찾거나, 시소러스를 이용해 유사 단어나 형

제어 따위를 찾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해석할 수 있

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 (모든 어휘)에

서 관계 함수 를 만족하는  로 를 구하는 방

법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

하는 방법은 에서 ′, 즉 에서 생성 가능한 모

든 어절을 생성하고, 이 어절을 바탕으로 n-gram을 모두 

사전에서 찾는 방법이다. 단, 함수 ′는 에 연산을 적

용해 가능한 어절(candidate word)을 모두 찾아서 집합

으로 넘겨주는 함수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전 검색이 

엄청나게 많다. ′의 모든 원소에 대해 각각 3번의 

사전 검색을 해야 한다. 즉,  ,  , 

그리고  를 찾아야 한다. 만약 ′가 n

개의 원소라면 3*n번 사전 검색이 필요하며. 이 연산이 

모든 어절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Default 연산

을 도입했다.

먼저 n-gram에서 정보를 (n-1)-gram에 Default를 적용

해 구할 수 있는 연산을 도입한다. 그리고 Default에 해

당하는 값을 연속으로 저장해 찾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  >는 “"로 시작하는 모든 3-gram의 

세 번째 위치의 어절과 빈도를 가지게 된다. 이 연산을 

바탕으로 먼저 T의 위치에 올 수 있는 모든 어절을 구한 

결과를 (candidate lexicon)(5)이라고 하면 일반식은 

아래 식처럼 된다. 이 식을 3-gram에 적용하면 (6)
가 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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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료에서 어절 n-gram에서 n이 3 이상으로 커지

면 매우 희소한 행렬이 되므로, 의 원소 개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Default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료구조

가 만들어진다면 사전검색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3.2. 자료구조

그림 1 Default 연산을 통한 교정 후보단어 검색

앞에서 제시한 Default 연산은 위해서 여기에 적합한 

자료구조를 요한다. 가장 효과적인 자료구조로는 Trie 

구조를 제시한다. Trie를 이용해 1-gram부터 단계적으로 

자료에 접근하면 된다. 즉,   에서  '

    →    '을 따라가면 그 아래

에 모든 가능한 어절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방법

으로  도 사전에서 접근할 수 있다면 두 집

합의 합집합을 구하면 가능한 (에 올 수 있는 모든 

어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Default 연산에 가장 적합

한 자료구조로 본다. 하지만 현재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자료구조를 만들어 그림1과 같이 3-gram에서 추출한 

2-gram정보에 연결되는 모든 '*'에 해당하는 단어와 빈

도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험을 진행하면

서 자료구조 또한 Trie구조로 변경할 예정이다. 그림 1

은 Default 연산을 통한 교정 후보단어의 검색 방식을 

보여주고 자료구조로 인해서 통계 데이터의 저장 시 생

기는 이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를 중심으로 왼쪽 

3-gram인 "court which *"의 '*'후보가 10개라고 가정하

고 후보에 대한 3-gram의 데이터가 실제로는 "court 

which must", "court which on" 등으로 총 10(후보 단어 

수) * 3(3-gram단어 수) = 30(총 단어 수)이지만 "court 

which"에 연결 된 단어들을 미리 연결해 두게 된다면 

2("court which"단어 수) + 10(후보 단어 수) = 12(총 

단어 수)으로 상당한 수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실제 

예로는 표1을 참고로 Default연산에 맞는 자료구조를 적

용 하 을 시에 속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브라

운 말뭉치에서 무작위 2000문장 총 56630단어를 교정 속

도를 측정한 것으로 검색 속도가 향상 된 이유는 교정 

후보의 통계정보를 모두 검색하던 방식에서 3-gram에서 

교정 중심 단어 외의 두 단어를 검색 하면 후보가 연결

되어 있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검

색 데이터에 연결 된 모든 후보의 숫자가 몇 만개가 존

재하 을 시에 처리 과정에서 성능 저하를 보일 수 있으

므로 적절한 편집거리, 정규화, 키보드의 혼동 셋 필터

링을 통해 적절하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기존[1, 2] 적용 후

전체 검색 수행 시간 96 초 4.6 초

단어 당 검색 시간 0.00169 초 0.00008 초

표 1 교정 통계 데이터 검색 속도 비교

3.3. Default 연산 및 자료구조를 이용한 교정

그림 2 교정 순서

기존의 단어 생성 및 교정 후보는 예로 'had'라는 단

어가 있을 시에 키보드 환경을 고려하며 혼동 집합을 미

리 만들고 교정 대상 단어와의 편집거리에 따라 단어를 

변경하여 'has', 'hat', 'hay' 등을 생성 후 1-gram 사

전에 존재하는 단어 들을 후보 단어로 선택한다. 선택  

된 후보들을 교정 후보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중에서 오

류 단어를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기존 방식의 문제

점 중 하나의 예로 'the'라는 단어의 후보로 'rhe'라는 

단어가 1-gram사전에 존재하므로 만약 'rhe'가 오류 단

어로 선택되어 이를 교정하 다면 'the'와 'rhe'의 확률 

비교를 통한 교정에서 당연히 'the'가 교정 될 것이므로 

이는 교정 성능의 신뢰도를 낮추는 예일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Default 연산을 통해 후보를 구하는 방식이 달

라지며 3.2절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후보를 미리 자료구

조에 연결해 두어 한 번의 검색을 통해 후보 정보를 얻

게 하는 방식이다. 즉, 말뭉치의 3-gram에서 실제 교정 

후보의 자질이 있는 단어들 구하여 실험하기 때문에 교

정 난도가 높아지므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교정이 잘 

되었을 시에는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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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단어를 실험 문장에 적용한 오류 문장의 교정은 

3절에서 제시한 통계 교정 모델을 이용하 다. 교정대상

단어와 후보단어의 확률 비교는 최대가능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비교를 한다. 수식3

에서의 채널 확률  는 오류율로 실제 교정 성능

의 정밀도와 재현율을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하게 된다. 수식7을 참고로 교정대상단어와 교정후

보 단어의 오류율 적용은 1을 100%로 본다면 오류율3%에

서는 0.03을 교정후보에 곱하고 1에 0.03을 뺀 0.97은을 

교정대상단어에 곱하여 두 단어 간에 차등을 두어 교정

한다. 본 노문에서는 오류율 3%를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

하 고 이를 조절한 실험도 진행하 다.  

 











     




 ≠


4. 실험 및 평가

본 성능 실험에서는 1경 어절에서 구한 통계 자료인 

Google 1T 말뭉치를 사용하며 평가 데이터는 브라운 말

뭉치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00문장을 사용하 다. 기

존 교정 실험[1, 2]에서는 문장에서 편집거리 1의 제약

을 주어 오류단어를 무작위로 생성하여 평가하 지만 본 

실험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Google 1T 데이터의 3-gram에 존재하는 후보 단어 중 편

집거리를 계산 후 조건에 맞는 단어를 오류단어로 생성

하여 평가한다. 

오류 교정은 크게 검출(detection)과 교정(correction)

으로 나뉘며, 오류의 검출 후 Default 연산을 통해 검색  

된 3-gram에 존재하는 많은 교정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후보로 교정한다. 참고로 검출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교정은 배제하지 않았으며 실험 결과에도 향을 주며, 

기존 교정 실험에서보다 실험 수치상 성능은 높으나 정

확히 교정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평가의 척도는 정밀

도(precision), 재현율(recall)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하나의 수치로 표현한 F-Measure를 이용한다. 확률 추정

은 최대 우도 추정(MLE :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한다. 오류율은 3%로 고정하여 사용

하고 평탄화는 라플라스(add-one)를 사용하 다.

시스템 기존 시스템 제안한 시스템

검출 교정 검출 교정

정밀도 98.62% 96.73% 99.46% 97.94%

재현율 76.17% 74.71% 87.30% 85.96%

F1 85.95% 84.31% 92.98% 91.57%

표 2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실험

표2는 기존 실험[2]와 Default 연산 알고리즘 및 새로

운 저장 구조를 적용한 비교를 위해서 통계데이터, 오류

율, 평가데이터 및 오류단어 생성방식을 동일하게 하여 

어떤 시스템이 더욱 높은 성능을 보이는가를 실험하

다. 왼쪽은 기존 실험의 결과고 오른쪽은 새롭게 적용한 

방식의 교정 결과로 검출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며 교정

에서도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위 실험은 교정 

시스템 외에 모든 환경을 동일하게 진행하 으므로 두 

시스템 간의 결과 값 차이는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 이런 

차이의 이유는 자료구조의 개선에 따른 오류단어 및 교정

후보단어 생성을 3-gram에서 얻은 후보단어로 이용하므로 

3.3절의 기존방식에서 보다 평탄화가 필요한 경우인 자료

의 누락이 줄어 크게 향을 주었다.

 

검출 교정 검출 교정 검출 교정

오류율 1 2 3

정밀도 95.89% 94.98% 95.18% 93.71% 94.67% 93.23%

재현율 65.70% 65.45% 69.64% 68.57% 72.26% 71.16%

F1 77.97% 77.50% 80.43% 79.19% 81.96% 80.71%

오류율 4 5 6

정밀도 94.20% 92.72% 93.98% 92.49% 93.73% 92.23%

재현율 74.54% 73.37% 76.10% 74.89% 77.13% 75.89%

F1 83.22% 81.92% 84.10% 82.76% 84.62% 83.27%

오류율 7 8 9

정밀도 93.43% 91.93% 93.25% 91.77% 93.06% 91.54%

재현율 78.42% 77.16% 79.26% 77.99% 80.18% 78.87%

F1 85.27% 83.90% 85.69% 84.32% 86.14% 84.73%

표 3 오류율 변화에 따른 교정 실험

표3은 Default 연산 알고리즘 및 새로운 저장 구조를 

적용하고 오류 단어 생성은 Google 1T 3-gram에 존재하

는 후보를 검색하여 편집거리1의 제약을 설정하여 오류

율을 조절하며 진행한 실험이다. 오류율 3%로 설정하

을 경우 표2에서의 결과보다는 검출 및 교정 성능이 떨

어지는데 표2에서는 오류 단어 생성을 키보드 상의 근접 

단어 대치를 이용하여 생성한 후 1-gram 사전에 존재하

는 단어 중 무작위로 선택하 기 때문에 실제 문맥과 관

련된 단어를 오류 후보로 3-gram에서 선택한 표3의 실험

과 교정 난이도가 달라진 것이다. 표3에서 보여준 오류율

의 조절은 오류율을 높일수록 검출 및 교정의 정밀도는 

떨어지고 재현율은 올라간다. 정밀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수식8, 9에서 교정으로 판단 된 단어와 바르게 교정 된 

단어의 수가 오류율의 증가에 따라 높아지지만, 오류라고 

판단 된 단어 수도 같이 늘어나면서 전체 교정단어 중에 

바르게 교정 된 단어의 비중이 작아진 것이다. 그리고 재

현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수식10, 11에서의 생성된 전체 

오류 단어보다 교정 대상으로 판단 된 단어 및 바르게 교

정 된 단어의 수가 증가하면서 높아진 것이다. 오류율 증

가에 따른 교정 대상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식7을 이용하

여 설명하자면 교정대상단어에 곱해지게 되는 정답률(1-

ε)이 낮아져 오류율(ε)이 낮을 때 비해서 높을 경우 쉽

게 교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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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검출 오류라고판단된단어수
교정대상으로판단된단어 수



정밀도교정 오류라고판단된단어수
바르게교정된단어수



재현율검출 생성된전체오류단어수
교정대상으로판단된단어수



재현율교정 생성된전체오류단어수
바르게교정된단어수



검출 교정 검출 교정 검출 교정

편집거리 1 2 3

정밀도 94.67% 93.23% 94.12% 89.88% 92.73% 86.21%

재현율 72.26% 71.16% 75.19% 71.80% 75.39% 70.09%

F1 81.96% 80.71% 83.59% 79.83% 83.17% 77.32%

표 4 편집거리 변화에 따른 교정 실험

표4는 오류 단어 생성을 편집거리 제약에 따라 교정한 

실험결과이다. 오류율은 3%로 편집거리가 늘어날수록 F1

을 기준으로 교정 성능이 조금씩 떨어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교정 대상 단어를 구할 때 편집거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교정 대상 단어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과의 비

교가 많을수록 실제 확률 비교에서 정답 단어가 아닌 다

른 단어로 교정이 이루어질 변수가 높아지게 되므로 생

기는 현상이다. 이는 후보단어의 길이가 짧을수록 단어 

간의 편집거리에 따른 유사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

에 길이에 따른 단계적 편집거리를 적용하여 실험한다면 

성능이 더욱 올라갈 것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샤논의 노이지 채널 모델을 기반으로 

어 자소 사이의 오류를 교정하 다. 본 논문에서는 Default 

연산을 제안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통계 데이터 

구조를 변형하여 대상 단어의 교정 후보 단어들의 통계 

데이터의 검색을 최소화하 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오류 

단어의 생성을 편집거리1의 단어 중 1-gram사전에 존재

하는 단어를 대상으로 교정하 지만, 논문에서는 

Default 연산을 통해 검색 된 단어 중 편집거리를 계산

해서 3-gram에서 존재하는 후보 단어 중 편집거리를 구

하여 교정하는 방식으로 교정을 하고 있다. 즉, 평가 데

이터의 경우 기존에는 무작위로 생성하므로 객관성이 떨

어졌지만 실제 오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여 오류 단어 

생성 및 교정 단계에서 더욱 신뢰도가 있는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모델에 맞는 방식으로 보간

(interpolation) 및 평탄화(smoothing)를 적용하여 교정 성

능을 높일 것이다. 통계 데이터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Default 연산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줄어든 대신 여기

에서 구해진 실제 3-gram에 존재하는 후보 대상 단어의 개수

는 많게는 몇 만개 이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서 생기는 처리 

속도의 저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Google 1T에 

40 미만 빈도의 부제에 대한 다양한 보상 실험 통해 성능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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