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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SVM을 이용한 한국어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
(Joint Models for Korean Word Spacing and 

POS Tagging using Structural SVM)

이 창 기
†

                                              (Changki Lee)

요 약 한국어 띄어쓰기 모듈과 품사 태깅 모듈을 2단계로 연결하는 이 라인(pipeline) 방식은 앞 

단계인 띄어쓰기 모듈의 오류가 뒷단계에 이 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오류 을 없애고 앞 단계

인 띄어쓰기 모듈에서 뒷단계의 품사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structural 

SVM을 이용한 한국어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을 제안한다. 실험결과 띄어쓰기 단일 모델과 품

사 태깅 단일 모델을 이 라인 방식으로 연결할 경우 96.77%의 품사 태깅 성능을 보 으나,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은 96.99%의 품사 태깅 성능을 보 다.

키워드: 띄어쓰기, 품사태깅, 형태소 분석, 결합모델

Abstract Typically, a Korean Part-of-speech (POS) tagger takes the inputs that are produced by 

a separate Korean word spacer. However this pipeline approach has an obvious flaw of error 

propagation, since the POS tagger cannot correct word spacing errors. In this paper, we describe a 

joint model for Korean word spacing and POS tagging using structural SVM to avoid error propa-

gation and improve word spacing by utilizing POS information. In the case of a pipeline approach, we 

could achieve a 96.77% morpheme-based F-measure for POS tagging. Using the joint model, we could 

achieve a 96.99% morpheme-based F-measure for POS tagging.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joint model outperforms the pipeline approach.

Keywords: word spacing, POS tagging, morpheme analysis, joi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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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 띄어쓰기(automatic word spacing or word 

segmentation)는 단어(한국어인 경우 어 )간의 경계를 

결정하는 문제로, 한국어에서는 어  단 로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국어와 일본어에 비해 띄어쓰기 문제가 

요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있으나, 메신 나 SMS, 블로

그, 트윗, 댓  등에서는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자 인식기(optical character recogni-

tion)나 음성 인식기(speech recognition) 등의 결과의 

띄어쓰기 오류를 한 후처리 모듈로써 한국어 띄어쓰

기 모듈은 요하다[1-3].

형태소 분석이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의미 

단 인 형태소 후보를 추출하는 것이고, 품사 태깅은 형

태소 후보들의 여러 가지 가능한 품사 에서 주어진 

문맥에 맞는 품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부분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  품사 태깅 연구는 입력 문서의 띄어쓰

기가 올바르거나, 띄어쓰기 오류가 있는 경우는 자동 띄

어쓰기 모듈을 사용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 띄어쓰기

가 잘못된 문서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심각한 성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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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다. 한 기존의 띄어쓰기 모듈과 품사 태깅 모

듈을 이 라인(pipeline) 방식으로 결합하는 모델은 앞 

단계인 띄어쓰기 모듈의 오류가 뒷단계의 오류에 

이 되고 앞 단계에서 뒷 단계의 정보를 사용하지 못한

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띄어

쓰기가 완 히 무시된 한국어 문장에 해서 띄어쓰기

와 품사 태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결합 모델을 제안한다. 

띄어쓰기와 품사 태깅을 동시에 수행하기 해 본 논문

에서는 띄어쓰기 문제와 품사 태깅 문제를 입력 문장의 

음  열에 한 띄어쓰기 태그  품사 태그 부착 문제(즉, 

sequence labeling 문제)로 보고, structural Support 

Vector Machine(structural SVM)을 사용한다.

2. 련연구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에 한 기존 연구는 규칙 기반 

방식과 말뭉치 기반의 통계기반 방식으로 나  수 있다. 

규칙 기반 방식은 사 과 규칙, 형태소 분석 결과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규칙 기반 방식은 언어학  지식 

등을 반 한 규칙을 통해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으나, 

규칙의 작성  유지가 힘들고 형태소 분석을 한 추

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의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연구는 주로 통계 기반 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부분의 통계기반 한국어 띄어쓰기 연구들은 입력 문

장의 띄어쓰기 정보를 무시하고 입력 문장의 띄어쓰기가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1-3]. 사용자가 입력한 띄어쓰기 

정보를 자질로 사용하기 해서는 입력한 원문과 띄어쓰

기 오류를 수정한 정답 문장이 필요한데, 이러한 코퍼스

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량의 띄어쓰기 학습데이터를 자동으로 얻

기 해서 원시 코퍼스(raw corpus)의 띄어쓰기가 완벽

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띄어쓰기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데, 띄어쓰기 정답만 존재하고 사용자가 잘못 입력한 띄

어쓰기 정보가 없게 되므로 사용자가 입력한 띄어쓰기 

정보를 자질(feature)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에서는 

띄어쓰기 문제를 입력 문장의 음  열에 한 띄어쓰기 

태그(0 or 1) 부착 문제로 보고 Hidden Markov Model 

(HMM) 기반의 띄어쓰기 모델을 제안하 다. [2]와 [3]

에서도 띄어쓰기 문제를 sequence labeling 문제로 보고 

각각 Conditional Random Fields(CRF) 모델과 struc-

tural SVM 모델을 용하여 성능 향상을 보 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  품사 태깅은 부분 어 을 

형태소 단 로 분해하여 형태소 후보들을 만들고, 형태

소 후보들 에서 최 의 후보를 구하고 그에 따른 품

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4-6]. 최근에 입

력 문장의 음  열에 CRF를 이용하여 품사 태깅을 먼

 수행한 후, 형태소 분석이나 규칙을 통해 음 의 원

형을 복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7,8]. [7]에서는 3단계

로 품사 태깅이 진행되며, 먼  CRF 기반의 형태소  

복합 형태소 분할이 이루어지고, 분할된 형태소  복합 

형태소에 해 CRF 기반의 품사 태깅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복합 형태소에 해 기분석 사 을 이용한 

형태소 분할 과정을 거쳐 최종결과를 생성하는데, 마지

막 단계에서 기분석 결과가 여러 개 있는 경우(즉, 애매

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HMM과 유사하게 가장 빈도

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 [8]에서는 음 별로 한

국어 품사 태깅을 수행한 후, 원형 복원 사 을 이용하

여 형태소를 복원하며, 원형 복원 사 은 품사 태깅 코

퍼스로부터 자동으로 생성한다.

자연어처리에서는 많은 모듈들이 이 라인 방식으

로 연결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를 들어, 단어 분리와 

품사 태깅, 구문 분석 등), 이러한 경우 앞 단계의 오류

가 뒷 단계에 되는 문제와 앞 단계에서 뒷 단계의 

정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국어와 일본어 등에 해서 많은 연구

가 수행되었다[9,10]. [9]에서는 N-best reranking 방법을 

사용하여, 앞 단계인 국어 단어 분리(word segmen-

tation)의 N-best 결과에 품사 태깅을 수행한 후 재순

화(reranking)를 통해 이 라인 방식의 문제를 해결

하려 했으나, 단어 분리의 N-best 결과만 사용한다는 

한계가 있고 N-best 결과 모두에 품사 태깅을 수행하

므로 속도 하 문제가 발생했다. [10]에서는 국어 단

어 분리와 품사 태깅 문제를 한 음 에 한 sequence 

labeling 문제로 근하 고, 음 에 한 태그는 단어 

분리 태그와 품사 태그가 결합한 형태로 쓰여 태그 수

가 증가하여 검색 공간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어에 해서 개체명 인식과 구문 분석을 동시

에 수행하거나[11], 개체명 인식과 계 추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가 있었다[12].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띄어쓰기 문제와 품사 태깅 문

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해서 입력 문장의 음  열에 

structural SVM을 이용해서 띄어쓰기 태그  품사 태

그 부착을 동시에 수행한 후 원형복원 사  등을 이용

하여 형태소 원형을 복원해주는 모델을 제안한다.

3. 한국어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문제와 품사 태

깅 문제를 입력 문장의 음  열에 한 띄어쓰기 태그

(B or I)  품사 태그 부착 문제로 본다. 띄어쓰기 태

그 ‘B’와 ‘I’는 각 어 의 시작 음 과 어 의 간 혹은 

마지막 음 을 나타낸다. 음  기반 품사 태그는 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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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띄어쓰기와 품사 태깅 결합 모델의 Viterbi search 수행 

Fig. 1 Example of Viterbi search of a joint model for Korean spacing and POS tagging

태소( : NNG)의 시작 음 (B-NNG)과 형태소의 간 

혹은 마지막 음 (I-NNG)을 나타낸다.

x = <x1, x2, …, xT>를 입력 문장의 음  열(길이는 

T라 가정)이라 하고, y = <y1, y2, …, yT>를 입력 문

장의 음  열에 응되는 띄어쓰기와 음  기반 품사 

태그의 결합 태그 열이라고 하면, 입력 문장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인 경우, 띄어쓰기 태그 열은 “기/B 쁨/I 

을/I 감/B 추/I 지/I 못/B 했/I 다/I”이고, 품사 태그 열은 

“기쁨/NNG 을/JKO 감추/VV 지/EC 못하/VX 았/EP 

다/EF”이고, 음  기반 품사 태그 열은 “기/B-NNG 쁨

/I-NNG 을/B-JKO 감/B-VV 추/I-VV 지/B-EC 못

/B-VX 했/I-VX 다/B-EF”가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이 띄어쓰기와 음  기반 품사 태그의 결합 태그(띄어

쓰기 태그 : 음  기반 품사 태그)로 표 할 수 있다.

x = <기, 쁨, 을, 감, 추, 지, 못, 했, 다>

y = <B:B-NNG, I:I-NNG, I:B-JKO, B:B-VV, 

I:I-VV, I:B-EC, B:B-VX, I:I-VX, I:B-EF>

최 의 띄어쓰기와 품사 태그의 결합 태그 열(즉, y)

을 얻기 해 일반 인 sequence labeling 문제와 같이 

Viterbi search를 그림 1과 같이 수행하게 된다.

한국어 띄어쓰기와 음  기반 품사 태깅이 끝난 후, 

용언  어미 등의 원형 복원을 해서 세종 품사 태깅 

코퍼스로부터 자동으로 구축한 형태소 기반 원형 복원 

사 을 이용하여 각 형태소들의 원형을 복원하며, 원형 

복원의 애매성이 존재할 경우 원형 복원 사 의 최장 

일치 규칙을 선택을 하고, 이것으로도 애매성이 존재할 

경우 [7]과 같이 빈도수가 가장 높은 규칙을 사용한다. 

를 들어, “나는”이 “나/VV 는/ETM”으로 품사 태깅

이 된 경우 가능한 형태소 원형 복원 형태는 “나/VV 

는/ETM”과 “날/VV 는/ETM”이 있을 수 있고, 이 경

우 실제로 품사 태깅 코퍼스에는 “날/VV 는/ETM”만 

8번 등장했기 때문에 빈도수가 높은 “날/VV 는/ETM”

으로 형태소 원형 복원이 이루어진다.

앞의 인 “못했다” 같은 경우, 띄어쓰기  품사 태

깅 결합 모델의 결과로 “못했/VX 다/EF”를 얻게 되고, 

원형 복원 사 에 “못했/VX  못하/VX 았/EP”이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최종 으로 “못하/VX 았/EP 다

/EF”를 얻게 된다. 품사 태깅 코퍼스로부터 자동으로 

구축한 원형 복원 사  에 “못하/VX”와 련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뒤에 숫자는 규칙이 품사 태

깅 코퍼스에 등장한 횟수임).

1. 못한/VX  못하/VX_ㄴ/ETM 467

2. 못한/VX_다/EC  못하/VX_ㄴ다/EC 6

3. 못한/VX_다/EF  못하/VX_ㄴ다/EF 73

4. 못한/VX_다고/EC  못하/VX_ㄴ다고/EC 2

5. 못한/VX_다는/ETM  못하/VX_ㄴ다는/ETM 18

6. 못한/VX_다면/EC  못하/VX_ㄴ다면/EC 19

7. 못한/VX_ 서/EC  못하/VX_ㄴ 서/EC 1

8. 못할/VX  못하/VX_ㄹ/ETM 145

9. 못할/VX_까/EF  못하/VX_ㄹ까/EF 2

10. 못할/VX_망정/EC  못하/VX_ㄹ망정/EC 2

11. 못함/VX  못하/VX_ㅁ/ETN 5

12. 못합/VX_니다/EF  못하/VX_ㅂ니다/EF 3

13. 못해/VX  못하/VX_아/EC 196

14. 못해/VX_도/EC  못하/VX_아도/EC 2

15. 못해/VX_서/EC  못하/VX_아서/EC 4

16. 못해/VX_요/EF  못하/VX_아요/EF 1

17. 못했/VX  못하/VX_았/EP 560

18. 못했/VX_었/EP  못하/VX_았었/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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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 Ψ(x,y) 

Fig. 2 Example of Ψ(x,y) for a joint model of Korean spacing and POS tagging

그런데, 의 원형 복원 사 에 없는 가 등장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를 해서는 [8]과 같은 음

 복원 사 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잘 만들어진 형태소 

분석기 등을 이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미 앞단에서 품사 태

그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분의 애매성은 사라지게 

되어 좀더 효율 으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1 Structural SVM

Structural SVM은 기존의 SVM을 확장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기존의 SVM이 바이 리 분류, 멀티클래

스 분류 등을 지원하는 반면에, structural SVM은 더

욱 일반 인 구조의 문제( 를 들어, sequence labeling, 

구문 분석 등)를 지원한다[12]. 본 논문에서는 margin 

rescaling 형태의 structural SVM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iii
T

i

i

n

i
iw

LYi

its
n
C

ξδ

ξξξ

−≥Ψ∈∀∀

≥∀+ ∑
),(),(:\,

0,  .. ,  
2
1min 2

,

yyyxwyy

w

 식에서 (xi,yi)는 학습데이터의 i번째 문장의 음  

열과 그에 응되는 정답 띄어쓰기  품사 결합 태그 

열을 나타내고, L(yi,y)는 정답 태그 열 yi와 측 결과 

태그 열 y의 loss 함수(yi와 y의 틀린 개수)를 나타내

며, δΨ(xi,y) = Ψ(xi,yi) - Ψ(xi,y)로 정의하며, Ψ(x,y)는 

자질(feature) 벡터 함수를 나타내는데, 문제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며, 그림 2는 한국어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에서의 Ψ(x,y)의 를 나타낸다.

Structural SVM의 학습에는 cutting-plane algorithm

이 사용되어 O(1/e2)의 반복(iteration)에 학습이 완료될 

수 있으며, 최근에 1-slack 형태의 structural SVM이 

제안되었으며 보다 빠른 O(1/e)의 반복(iteration)에 학

습이 완료될 수 있다[5]. 그러나 학습 데이터의 양이 매

우 큰 경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한 필요 메모리 양

이 늘어나서 학습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가 생긴다. 이

를 해서 본 논문에서는 SVM 학습을 한 Stochastic 

Gradient Descent(SGD) 알고리즘의 하나인 Pegasos 

알고리즘을 structural SVM의 학습을 해 확장한 

Pegasos-struct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12,13].

 알고리즘에서 S는 학습데이터 셋이고, T는 반복

(iteration) 회수이며, C는 structural SVM의 cost 라

미터이며, k는 sub-gradient를 계산하기 해 한번에 사용

하는 학습데이터 개수이다(본 논문에서는 k=100 사용함).

3.2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을 한 자질

한국어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을 해 사

용한 자질(feature)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xt, xt-1, 

xt-2, xt-3, xt+1, xt+2, xt+3은 각각 재 음 , 이  음 , 

재에서 앞으로 2번째 음 , 재에서 앞으로 3번째 음

, 다음 음 , 뒤로 2번째 음 , 뒤로 3번째 음 을 나

타내며, yt, yt-1은 각각 재 음 의 태그(띄어쓰기  

품사 결합 태그)  이  음 의 태그를 나타내고, 

normalize 함수는 입력 문자열에서 [0-9], [A-Z], [a-z], 

[!,\.\?’”;:<>=\-@#$%\^&\*()\+] 등의 음 을 0, A, a, 

S 등으로 변환하고, lookup 함수는 입력 문자열이 명사 

사 (52,315 단어 포함)에 존재하면 true 값을 반환한다. 

Lookup 함수에 사용되는 명사 사 은 국어 사 의 명

사 표제어로부터 구축했으며, 명사 사 만 사용하는 이

유는 명사 이외의 품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 수가 

으며 부분의 미등록어가 명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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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 자질

Table 1 Features for a joint model of Korean spacing and 

POS tagging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약 176만 어 의 세종 품사 태깅 코퍼

스 에서 160만 어 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

지 16만 어 을 평가 데이터로 사용하 다. 표 2는 학습

셋  평가셋에 한 통계 수치이다.

실험을 해 Pegasos-struct 알고리즘을 C++로 구

하 으며, structural SVM의 라미터 값 C는 {1, 10,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 값 에서 실험을 

통해 최 의 값(C=10000)을 선택하 다.

표 3은 띄어쓰기가 정확할 경우의 한국어 품사 태깅 

단일 모델의 실험 결과이다. 동일한 학습셋(세종 품사 

태깅 코퍼스)에 해서 표 1과 동일한 자질을 사용하고 

태그(y)를 음  기반 품사 태그( : B-NNG)만을 사용

하는 structural SVM(S-SVM) 기반의 품사 태깅 단일 

모델을 실험한 결과로, 평가 데이터의 띄어쓰기 정보가 

완벽한 경우에 98.02%의 음  기반 품사 태깅 성능(음

 기반 형태소 단  F1-measure)을 보 고, 여기에 

학습셋으로부터 자동으로 구축한 원형 복원 사 을 이

용하여 형태소 원형 복원을 수행하여 98.03%의 성능(형

표 2 학습셋  평가셋

Table 2 Data sets statistics

Training set Test set

어  수 (# words) 1,600,001 159,961

형태소 수 (# morphemes) 3,568,131 376,001

어  당 형태소 수

(# morphemes per a word)
2.23 2.35

표 3 한국어 품사 태깅 성능(형태소 단 로 평가, 평가

셋에 띄어쓰기 정답 사용)

Table 3 Morpheme-based Precision, Recall, and F1 for 

Korean POS tagging (the word spacing of test 

set is perfect)

Precision Recall F1

음  기반 품사 태깅

(Syllable-based

POS tagging)

98.01

(345,957 /

 352,966)

98.03

(345,957 /

 352,892)

98.02

음  기반 품사 태깅 +

형태소 원형 복원

(POS tagging + 

Morpheme restoring)

98.03

(368,609 /

 376,006)

98.03

(368,609 /

 376,001)

98.03

표 4 한국어 띄어쓰기 성능(음 단  정확도)  품사 

태깅 성능(형태소 단  F1-measure)

Table 4 Performances of the compared methods

* 품사 태그셋  평가셋, 평가 측정 방법이 다름.

태소 단  F1-measure)을 보 다. 형태소 원형 복원을 

수행할 경우 애매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장일

치 규칙을 선택하거나 빈도수가 높은 규칙을 선택함으

로써 성능 하가 었으며, 한 형태소 복원 규칙을 

용할 경우 형태소의 개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여(

를 들어, “못했/VX  못하/VX 았/EP” 규칙을 용하

여 올바른 형태소 개수가 1개 더 추가됨) 성능 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한국어 띄어쓰기  품사 태깅 실험 결과이다. 

평가 데이터의 띄어쓰기 정보가 완벽한 경우에 표 3의 

“음  기반 품사 태깅 + 형태소 원형 복원”의 성능인 

98.03%의 품사 태깅 성능(형태소 단  F1-measure)을 

보 으나(기존의 CRF를 사용한[7,8] 시스템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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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보임), 평가 데이터 원본의 띄어쓰기 정보를 제

거한 경우 82.52%로 성능이 하되었다. S-SVM 기반

의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의 경우, 띄어쓰기 

정보가 제거된 평가 데이터에 해서 96.99%의 품사 태

깅 성능을 보 으며, 띄어쓰기 성능은 96.86%의 성능

(음  단  정확도)을 보 다. 따라서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띄어쓰기 정보가 제거

된 평가셋에서의 품사 태깅 성능이 82.52%에서 96.99%

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표 4에서 띄어쓰기 성능의 비교 실험을 해 

S-SVM 기반의 띄어쓰기 단일 모델을 동일한 학습셋에

서 실험한 결과 띄어쓰기 성능이 96.68%이 으나, 띄어

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의 띄어쓰기 성능이 96.86%

로 성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t-test 결과 띄어쓰

기 성능 향상은 신뢰도 99.9%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일반 으로 한국어 띄어쓰기 모듈은 띄어쓰기가 잘된 

용량의 원시 코퍼스(raw corpus)를 학습데이터로 사

용할 수 있으므로 세종 품사 태깅 코퍼스보다 더 큰 세

종 원시 코퍼스(2600만 어 )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한 

[3]의 띄어쓰기 모듈과 본 논문의 S-SVM 기반의 품사 

태깅 단일 모델을 2단계로 결합한 경우(즉, 이 라인 

방식) 품사 태깅 성능은 96.77%이었으나,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의 품사 태깅 성능이 96.99%로 성

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t-test 결과 품사 태깅 성

능 향상은 신뢰도 99.9%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이는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띄어

쓰기 문제에 품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한 띄어쓰

기 모듈의 에러로 인한 품사 태깅 오류를 일 수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는 16만 어 의 평가셋(1186KB 크기)에 한국어 

띄어쓰기와 품사 태깅을 2단계 이 라인 방식과 결합 

모델 방식으로 용했을 때 드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

다(사   모델 로딩 시간은 제외함). 이 라인 방식

을 용했을 경우에는 띄어쓰기 모듈과 품사 태깅 모듈

이 각각 6.97 와 15.85 가 들어 총 22.82 가 들었다. 

결합 모델 방식을 용했을 경우 23.96 가 들어 2단계 

이 라인 방식보다 5% 정도의 시간이 더 들었다.

표 6은 평가셋의 처음 60 문장에 해 한국어 띄어쓰

기와 품사 태깅의 2단계 이 라인 방식과 결합 모델

표 5 띄어쓰기  품사 태깅 소요 시간 (평가셋)

Table 5 Processing time of the compared methods

Model Processing Time

Word spacing using S-SVM [2]

+ POS tagging using S-SVM (pipeline)

22.82 sec.

(6.97 + 15.85)

Joint model of word spacing and 

POS tagging using S-SVM
23.96 sec.

표 6 품사 태깅 오류 유형별 빈도

Table 6 Frequency of different POS tagging error 

types

Error types
2-step

pipeline

Joint

model

Word spacing error 16 6

Proper noun vs. general noun 6 2

POS tag error 8 4

Morpheme boundary error 3 5

Total 33 17

방식의 오류 유형을 조사한 결과이다(숫자는 틀린 개수

를 의미함). 2단계 이 라인 방식은 체 오류의 반

이 띄어쓰기 모듈의 오류로 앞 단계의 오류 이 심

각한 성능 하락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고유 명사와 일

반 명사의 구분과 품사 태그 구분 등에서 결합 모델보

다 많은 오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결합 모델은 2단계 

이 라인 방식의 띄어쓰기 오류를 반 이상 으

나 여 히 띄어쓰기 오류가 체 오류의 35%를 차지하

고 있다. 따라서 성능 향상을 해 띄어쓰기 오류를 

일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띄어쓰기가 완 히 무시된 한국어 문

장의 띄어쓰기 문제와 품사 태깅 문제를 동시에 풀기 

해 structural SVM을 이용한 한국어 띄어쓰기  품

사 태깅 결합 모델을 제안하 다. 실험결과 평가 데이터

의 띄어쓰기 정보가 완벽한 경우에 structural SVM 기

반의 품사 태깅 단일 모델은 98.03%의 품사 태깅 성능

(형태소 단  F1)을 보 고 평가 데이터의 띄어쓰기 정

보를 제거한 경우 82.52%로 성능이 하되었고, 띄어쓰

기 단일 모델과 품사 태깅 단일 모델을 이 라인 방

식으로 연결할 경우 96.77%의 품사 태깅 성능을 보 으

나, 띄어쓰기  품사 태깅 결합 모델은 96.99%의 품사 

태깅 성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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