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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임베딩(embedding) 기법들을 이용하여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에 용하고 각 

기법의 성능을 비교한다. 임베딩 학습을 통해 얻은 단어의 벡터를 사용하여 교정 상 단어와 주변 문맥 

단어 간의 거리(distance)를 비교하여 교정한다. 논문에서는 학습 말뭉치(corpus)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out of vocabulary)의 처리와 교정 단어의 주변 문맥 정보를 잘 반 하여 교정 성능을 높이려 한다. 

교정에 사용하는 임베딩 기법의 종류는 단어 기반의 임베딩(word embeding)과 문맥정보를 반 하는 임베

딩(contextual embedding)으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향상 목표를 으로 임베딩 

기법을 용하여 교정실험을 하 으며, 신용 있는 교정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키워드: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문맥 정보를 반 한 임베딩, 단어 임베딩, 자연언어처리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use of embedding techniques to solve problems in context- 

sensitive spelling correction and compare the performance of each technique. A vector of words 

obtained through embedding learning is used to correct the distance between the correction target 

word and the surrounding context word. In this paper, we tried to improve the correction performance 

by reflecting the processing of words not included in the learning corpus and surrounding contextual 

information of the correction words. The embedding techniques used for proofing were divided into 

word-based embeddings and embeddings that reflected contextual information. This paper performed 

correction experiments using the embedding techniques, focusing on the above two improvement goals, 

and obtained reliable correction performance.

Keywords: context-sensitive correction, contextual embedding, word embedd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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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실험 순서

Fig. 1 Context-sensitive spelling correction and experimental sequence

1. 서 론

철자오류는 크게 두 종류로 단순 철자오류(non-word 

spelling error)와 문맥의존 철자오류(context sensitive 

spelling error)로 나뉜다. 단순 철자오류는 문맥의존 철

자오류에 비해서 쉽게 교정할 수 있는데 사 (dictio-

nary)에 교정 상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비교하여 오류어를 단한다. 반면 문맥의존 철자오류의 

경우 교정 난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며, 를 들어 “주

의를 살피다”와 “주 를 살피다”라는 문장에서 “주의”가 

오류어가 되는데 “주의”와 “주 ”는 사 에 존재하는 단

어이므로 단순 철자오류를 교정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 문맥의 정보를 악하여 해결하여

야 한다. 에서는 “주의”가 오류어지만 문맥에 따라서 

“주 ”가 오류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

는 사용자의 에서도 오류를 범하는 방식을 나  수

가 있는데 표 으로 언어 사용에 있어 무지하여 생성

되는 오류와 키보드를 통해 타이핑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다. 앞서 말한 철자오류의 범주는 논문에서 다루는 문

제에 해 목 성을 부여하며, 사용자가 생성하는 오류의 

범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해 연 성이 있다.

논문에서의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은 그림 1과 같이 

교정  실험을 진행한다. 교정 실험에서는 총 7단계로 

진행되며, 실험이 아닌 문서의 단순 교정을 한다면 앞의 

3단계를 제외한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실험의 순서를 그

림 1을 참고로 설명한다. 먼  교정 실험 데이터를 생성

하는 3단계가 있는데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입력으로 

오류어를 생성하며, 오류어를 원문 문서에 삽입하여 이

후 교정 실험에 입력으로 사용한다. 그림의 에서는 

“뒷돈”이라는 단어에 해서 편집거리(edit distance)를 

고려하여 사 에 포함된 단어를 상으로 “뒷동”, “윗

돈”이라는 오류 후보어(error candidate)를 생성하 으

며, 최종 으로 “윗돈”을 오류어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오류어 생성의 상은 입력 문서 내의 모든

단어를 상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실제 교정을 하는 4

단계로 나뉜다. 앞에서 생성된 오류 문서를 입력으로 넣

게 되면 모든 어 을 상으로 철자오류를 교정한다. 먼

 교정 상 단어에 해서 편집거리를 고려하여 사  

검색을 통해 교정 후보어(correction candidate)를 생성

한다. 에서는 “윗돈”이라는 교정 상 단어에 “윗동”, 

“뒷돈”, “윗돌”, “뒷돌”과 같은 후보가 생성되었다. 다음

으로는 생성된 후보어와 주변 문맥과의 연 성을 악

하여 교정 유무를 단한다.

논문에서의 임베딩 기법은 교정 상 단어  후보어

들  문맥과 얼마나 연 성이 있는지를 비교하기 해

서 사용한다.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에서는 문맥의 정

보를 잘 악할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 기 때문에 

임베딩 기법들을 사용할 때 미등록어의 처리나 문맥의 

정보를 더욱 잘 악할수록 좋은 교정 성능 결과가 나

올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 이야기한다. 3장에서는 임베딩을 이용한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을 이야기하고 각 임베딩 기법에 해서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에서의 효과를 설명한다. 4장에

서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성능에 해 비교 설명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서 이야기한다.

2. 련 연구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의 연구에서는 두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교정 후보어를 생성하는 방식에 한 

연구와 생성된 후보어와 문맥과의 계를 악해서 최

의 교정 후보를 찾는 연구이다. 후보어 생성은 교정 

후보와의 편집거리를 계산하여 사 에 포함된 단어를 

심으로 교정[1]을 하 고 이를 발  시켜 키보드 입력

환경을 고려해서 편집거리  키보드 상에서의 해당 음

소(alphabet)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후보 생성에 제약을 

주는 방식[2]으로 용되었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의 오

류  교정 후보어 생성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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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후보어 생성 방식이 교정 단어와의 편집거리에 

의한 단 인 연 성에 의해 생성되었던 을 극복하기 

해서 문맥의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법[3]이 연

구되었다. 문맥의 정보를 이용한 후보어 생성 방식은 

3-gram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논문에서는 약 1경 어

에서 추출한 어 말뭉치의 정보를 이용하여 양질의 다

양한 후보를 생성하 다. 본 연구진은 다량의 신문기사

를 이용하여 한 에서의 문맥 정보를 기반으로 후보어 

생성하 지만 어에 비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1경 어 에 상응하는 한  기반의 말뭉치

를 구하거나 구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다음으로는 교정 후보어와 문맥과의 계를 악하여 

최 의 교정 후보를 찾는 연구인데 이는 교정 모형

(correction model)을 만들거나 선택하는 것이다. 문맥

의존 철자오류 교정에서 사용되는 교정 모형은 통계

인 방법에서부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표 으로 

노이지 채  모형(noisy channel model)[4]이나 n-gram 

기반의 언어 모형[5] 등이 연구되었다. 국내에서는 부산

에서 주로 연구하 으며, 주로 노이지 채  모형 기반

에서의 평탄화(smoothing), 보간(interpolation), n-gram 

검색 구조 향상(default search)[2,3,6] 등의 연구가 있

어왔다.

최근에도 심화학습(deep learning)을 이용한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에 한 근이 있었으며, RNN(recurrent 

neural network) 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

work)기반의 모형[7,8]을 이용한 교정  단어 임베딩을 

이용한 교정[9,10]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은 범 한 문서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단어를 상으로 교정을 시행한다. 교정 모형

으로 임베딩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범 한 모든 단

어에 해서 철자오류의 정답지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으므로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을 기

반으로 하는 임베딩 기법을 선택하 다. 논문에서는 문

맥정보를 유연하게 반 한 임베딩을 이용한 교정을 제

안하 는데 그 이유는 기존 단어 기반 임베딩의 경우 

문맥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벡터를 갖지만 문맥정보

를 반 하여 벡터를 얻는다면 더욱 유연하게 교정의 문

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제안하 다. 그

지만 제안하는 교정 모형에서도 해결해야할 문제 이 

있는데 만약 문장에서 교정 상 단어 이외에 다른 오

류 단어가 있을 시에 오류가 문맥의 벡터 정보에 

가 되는 문제이다. 이런 은 문장에서 나타나는 다수의 

오류의 처리가 필요함을 보여 다.

3. 임베딩을 이용한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논문에서 제시하는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은 식 (1), 

(2)를 참조로 설명한다. 는 교정 상 단어이며, 

함수는 해당 단어와 도우 크기만큼의 문맥이 이루는 

내 (inner product)값의 합이다. 내 값의 합은 문맥의 

확률값과 동일시 여기며, 교정 단어와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문장은 높은 값을 갖게 된다. 는 교정 상 단어

의 교정 후보를 나타내며, c는 교정 후보의 최  수가 

된다. 즉, 식 (1)은 교정 후보의 우도(Likelihood)를 구

한 식이다.

arg    ≤  ≤  (1)

식 (2)는 식 (1)에서의 문맥의 내 값의 합을 구하며, 

는 교정후보단어이고 은 교정후보단어의 주변 문

맥의 크기이다. cos
 

는 교정후보단어와 문맥단어

간의 내 을 구하는 함수이다. 이 부분이 각 임베딩 모델

에서의 단어 간의 거릿값을 용하는 부분이다. 마지막

으로 는 미등록어를 처리하기 한 평탄화(smoothing) 

값이다.

   
    

≠ 

  

cos     (2)

식 (2)는 교정 상 단어와 문맥의 거리가 멀수록 연

성이 다고 보기 때문에 거리의 제약을  방식으로 

주로 단어 단 의 임베딩(Word2Vec, GloVe, Fasttext)

에서 사용한다. 참고로 부분단어(subword)정보를 이용

하는 Fasttext 모형에서는 를 0으로 처리한다.

식 (3)은 제약 없이 문장의 체를 상으로 하며, 문

맥 기반의 임베딩에서 사용한다. 식 (3)을 참고로  

는 교정 상 단어 를 제외한 체 개의 문맥의 단

어에 해 코사인 거리(cosine distance)를 계산하여 합

한다. 식 (2)와 다르게 평탄화 값 가 없는 이유는 문맥 

기반의 임베딩은 학습 과정에서 부분단어를 사용하므로 

미등록어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림 2의 오류를 생성

시킨 문장에 해서 후보어를 생성한 후 식 (3)의 계산 

결과와 같이 최종 교정 상이 된 와 주변 문맥인 

의 값을 연산한 문장 거릿값의 실제 이다.

   
≠ 



cos  (3)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식 (2)에 해서 단어 기반 임

베딩을 용하여 교정을 하 고 식 (3)에 해 문맥 기

반의 임베딩을 용하여 교정을 하 다. 그 지만 수식

에 따라 문맥 기반의 임베딩을 이용한 교정인지 단어 

기반의 임베딩을 이용한 교정인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

으며, 교정 실험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3.1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에서의 Word2Vec 효과

Word2Vec 모형[11]은 분포가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형이다. 분포가설에서는 단어 간의 의미 유사성을 따

지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어(collocation) 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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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후보어 생성  문장 거릿값의 

Fig. 2 Candidate generation and sentence distance score example

그림 3 연어 계에 따른 의미거리 순

Fig. 3 Semantic distance ranking by collocation relationship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단어 동시 등장 정보를 보존한다

는 에서 자주 공기하여 쓰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연어 계를 악할 수 있는 로 그림 3에서는 

교정 상후보단어와 주변문맥의 단어가 갖는 연어 계

를 Word2Vec 모형으로 계산하여 순 별로 나열 한 것

이다. 계산은 교정 상단어와 주변 문맥 단어들의 코사

인 거리를 구하고 합하여 문장의 의미거리 값을 구한다. 

각 문장의 의미거리 값은 교정 상단어와 교정 후보어

들에 해서 구하며, 이 값을 비교하여 최종 으로 교정 

유무를 단한다. 식 (2)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도

우 크기에 따라 문맥의 길이가 제약된 것을 알 수 있다.

3.2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에서의 GloVe 효과

Word2Vec 모형에서의 단어 간의 벡터 내 은 코사

인 유사도로 표 이 되며, GloVe 모형[12]은 동시 등장 

확률로 표 된다. GloVe 모형은 말뭉치 체의 통계 정

보를 잘 반 하고자 하는 목 이 있는데 이런 이 정

확한 문맥정보를 필요로 하는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

에 좋은 효과를 주게 된다. Word2Vec 모형과 Fasttext 

모형의 경우 지정한 도우 내에서만 학습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뭉치의 체 동시 등장 정보를 반

하기 어렵다. 하지만 GloVe 모형의 경우 체의 통계 

정보를 반 하므로 단어 간의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는 효과가 있다. 식 (4)는 단어의 상호 간 비율 정

보를 말뭉치 체를 놓고 한꺼번에 반 하기 한 수식

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며, 핵심 아이디어이다. 함수

는 목 함수이며, 임베딩 된 두 단어벡터의 내 은 체 

말뭉치의 동시 등장 확률이 되도록 하는 목 을 갖고 

있다. 는 번째 단어 주변에 번째 단어가 등장할 

조건부확률이다. 그리고 는 번째 단어 주변에 

번째 단어가 등장할 조건부확률이다. 말뭉치 체를 

상으로 하므로 가 ,가 될 수 있고 ,가 가 될 수 

있다.

 
 


(4)

3.3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에서의 Fasttext 효과

Fasttext 모형[13]에서 기 하는 효과는 부분단어 모

형을 이용하여 미등록 단어의 벡터를 얻을 수 있다는 

에서 시작한다. 일반 으로 문맥의 확률이나 벡터를 

얻고자 할 경우 미등록 단어는 락하거나 평탄화를 통

해 가상으로 만들어낸다. Fasttext 모형에서는 미등록 

단어를 단어의 n-gram으로 구성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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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LMo 모형의 구조

Fig. 5 ELMo's structure

그림 4 Fasttext의 단어 표 에서의 연 성

Fig. 4 Associations in word representation in Fasttext

부분 인 n-gram을 이용하여 비슷한 단어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4는 Fasttext 모형에서의 로 입력 단어 

“어스 라거스”는 미등록 단어이며, 해당 모형에서는 부

분단어로 보기 때문에 “아스 라거스”와 비슷하게 다른 

단어들과의 연 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식 (5)는 Fasttext 모형에서 사용한 유사도(score) 함

수 s로 는 문맥이 되는 단어의 벡터이고, 
 는 해당 

단어를 구성하는 n-gram Bag-of-Word의 1개의 벡터

가 된다. 단어 에 해  ⊂    의 계를 가진

다.  는 n-gram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단어의 

형태에 해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5)

3.4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에서의 ELMo 효과

ELMo(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 모형

[14]은 일반 으로 문맥을 반 한 임베딩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기존의 단어 임베딩[11-13]이 문맥을 반 하

여 학습된 후에는 단어에 고정 인 벡터를 할당하므로 

생기는 한계에 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계 의 로

는 “동물의 ”과 “하늘에서 내리는 ”에서의 “ ”은 

단어 임베딩에서는 동일한 벡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맥을 반 한 임베딩에서는 각 문장에서의 문

맥을 고려하여 “ ”의 벡터는 다르게 된다. 이런 은 

문맥의존 철자오류 교정에 있어서 상당한 장 을 갖는다. 

그림 5를 참고로 ELMo의 언어 모형은 양방향 LSTM 

(Long short-term memory)[15] 는 biLM이며, 임베

딩 값으로는 기존 단어 임베딩, 순방향 LSTM의 잠재 

상태, 역방향 LSTM의 잠재 상태를 모두 갖는 벡터를 

임베딩으로 구성된다. ELMo는 언어 모형의 층(layer) 

별로 다른 언어 표상을 내재함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층에서는 구문 (syntactic) 두 번째 층에서는 의미

(semantic) 정보를 상 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듯 자연어 처리 과제들이 ELMo를 사용한다면 과제

에 맞게 층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각 층의 양방향

의 출력값은 연결되어(concatenate) 연산된 후에 최종 

ELMo 표 을 얻게 된다. ELMo는 사 에 학습된 언어

모형에 임베딩 하고자하는 문장을 넣어 각 문맥에 맞게 

벡터를 문맥 단어 각각의 단일 벡터를 생성하는데 아래 

식 (6)을 따른다. 수식을 설명하자면 는 타임 스텝, 

는 체 벡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상수, 
는 층 

마다의 가 치, 
은 j번째 층에서 번째에서 나온 은

닉층(hidden state)을 말한다.


  

   
 (6)

4. 실험  평가

실험은 단어 임베딩(Word2Vec, GloVe, Fasttext)과 

문맥을 반 한 임베딩(ELMo)을 나눠서 문맥의존 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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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습 말뭉치 정보

Table 1 Learning corpus information

corpus
collection

period

word

count

type

count

news paper ～2017
about 1.4

billion

about 19

million

오류 교정 실험을 하 다. 그 이유는 단어 임베딩에 비

해서 문맥을 반 한 임베딩의 학습이 고사양의 컴퓨터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량의 말뭉치를 학습하여 단

어 임베딩의 성능을 비교한 후 최고 성능의 단어 임베

딩과 문맥을 반 한 임베딩을 소규모의 말뭉치로 학습

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단어 임베딩의 학습 데이터는 표 1과 같이 어  수가 

약 14억에 달하는 용량의 신문기사 말뭉치를 사용하

여 학습하 으며, 문맥을 반 한 임베딩은 소량의 데이

터인 세종 형태소분석 말뭉치를 사용하 다. 교정 말뭉

치의 경우 단어 임베딩 실험에서는 세종말뭉치에서 임

의의 2,000문장을 사용하고 문맥을 반 한 임베딩의 실

험에서는 문가에 의해서 교정된 화형 스크립트 2,000

문장을 사용하 다. 오류어의 편집거리는 1로 하 으며, 

교정 후보 단어 생성 방식은 키보드 근 거리를 고려하

여 생성하 다.

단어 임베딩의 성능을 표 2로 비교분석한다. Word2Vec 

모형을 기 으로 분석해본다면 Glove 모형은 체의 공

기 정보를 보존하여 분산 표 을 하므로 n-gram 모형과 

Word2Vec 모형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 다. Fasttext 

모형에서는 미등록어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에서 구해지는 평탄화 효과를 기 하 고 체 으로 성

능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하지만 실제 교정 결과를 봤을 

때 부분단어의 한계 을 알 수 있는데 로 “한국”을 

“ 국”으로 고치거나 “한국인”을 “한국안”으로 고치는 

이다. 이는 부분단어 n-gram 정보의 한계 으로 생각

되며,“한국안”을 형태 으로 거리가 가까운“한국인”으로 

추정하여 단어 간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에서 비롯하 다.

표 3에서는 단어 임베딩에서 최고 성능을 보인 Fasttext 

모형과 문맥을 반 한 임베딩인 ELMo 모형을 용량

의 말뭉치를 학습시켜 성능을 비교한다. F1의 성능이

표 2 단어 임베딩의 교정 성능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correction performance of word 

embeddings

n-gram

(baseline)
Word2Vec GloVe Fasttext

precision 66.82% 66.22% 86.04% 92.30%

recall 57.39% 52.58% 73.02% 77.25%

F1 61.74% 58.61% 78.99% 84.11%

표 3 Fasttext와 ELMo 교정 성능 비교

Table 3 Fasttext and ELMo collection performance 

comparison

Fasttext

(news)

Fasttext

(sejong)

ELMo

(sejong)

precision 92.30% 40.83% 80.12%

recall 77.25% 14.82% 50.80%

F1 84.11% 21.74% 62.18%

표 4 실제 서비스에서의 철자 오류 교정 비교

Table 4 Spell error correction comparison in real service

error

count 

ELMo

(count)

Pusan Univ.

(count)

N Company

(count)

D Company

(count)

438 225 164 61 92

84%인 Fasttext의 교정 성능은 과거에서부터 재까지 

표 1에서 처럼 수집된 약 14억 어 의 데이터를 학습하

여 얻어진 결과이며, 같은 교정 환경에서 세종 형태소분

석 말뭉치를 학습하여 교정하 을 때 F1은 21.74%로 

신용성이 없는 성능을 보 다. 성능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세종 형태소분석 말뭉치는 

신문기사보다 상당히 소용량이기 때문에 성능이 낮게 

나왔을 것이다. 같은 환경에서 ELMo를 학습하 을 때

에는 F1이 62.18%로 단어 기반의 임베딩에서의 교정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신용성이 있게 교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에서는 웹에서 서비스 인 맞춤법 검사기를 이용

하여 철자오류의 성능을 비교하 다. 본 논문의 시스템

과 비교를 하는 3사의 맞춤법 검사기는 맞춤법이나 문법

을 주로 교정하므로 철자오류에 특화되어 동작하는 것은 

아니며, 철자 오류의 처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하 다. 성능의 비교는 논문에서 테스트에 사용한 화

형 스크립트 100문장을 상으로 철자 오류 438개를 생

성하여 비교를 진행하 다. 논문의 웹 서비스 에서는 

부산 의 시스템이 164개의 철자 오류를 정확하게 교정

하며 가장 높은 성능을 보 고 본 논문에서의 시스템은 

225개의 철자오류를 교정하여 부산 의 시스템보다 61개

를 정확하게 더 교정하 다. 기존 웹 시스템이 논문에서

의 시스템 보다 철자오류의 성능이 낮게 나온 이유는 다

음과 같다. 교정 상 단어에 해서 맞춤법  문법의 

검사를 모두 하면서 교정 상 단어 주변의 문맥을 넓게 

볼수록 시스템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그 기 때문에 

실시간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웹 서비스에서는 속도를 

고려하여 시스템이 설계되므로 넓은 문맥을 이용한 분석

을 하지 않아서 일 것이다. 본 시스템의 교정은 교정 단

어의 주변 문맥을 부 보게 되는데 실험에서 교정 시간

이 상당히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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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 임베딩의 기법을 이용하여 문맥

의존 철자오류 교정을 실험하 다. 실제 웹 상에서 서비

스 인 한  교정 서비스들과의 철자오류 교정 성능을 

비교하 고 소용량의 학습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정에 참고로 하는 문맥의 

범 가 넓을수록 교정 속도가 느려짐을 확인하 으며, 

실제 서비스에 사용하기 해서 학습 말뭉치의 양을 늘

린 후 참고로 하는 문맥의 범 를 조 한다면 실제 서

비스에서도 용이 가능할 정도로 교정 속도와 성능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참고로 그림 6의 세종 말뭉치의 반

의 양의 학습 데이터와 체 학습 데이터를 이용한 

교정 실험을 바탕으로 학습 말뭉치의 양이 늘어났을 때

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최근 임베딩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맥을 

반 한 임베딩의 다른 모형을 교정에 용하고 n-gram

을 이용한 문맥과 련된 후보어를 생성하는 방식 외에 

소용량의 데이터에서도 양질의 후보어를 생성하는 방식

의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그리고 기존 교정 실험은 

교정 문서를 순차 으로 순회하면서 단일 단어를 교정

하는 방식이었는데 향후에는 문장에서 생성되는 여러 

단어의 오류에 한 연구도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림 6 학습량 변화에 따른 성능 비교

Fig. 6 Performance comparison by adjusting the amount 

of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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