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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 띄어쓰기는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은 문장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해주거나, 문장에 있는 잘못된 띄
어쓰기를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자동 띄어쓰기 연구는 주로 모든 음절을 붙인 후 새로 띄어쓰기 
태그를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올바른 띄어쓰기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두 붙여 쓴 문장에 공백을 넣어주는 띄어쓰기 삽입 모델과 사용자의 입력 정보를 이용하
여 문장의 띄어쓰기 오류를 교정해주는 오류교정 모델이 결합된 통합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에
러율 10%일 때 F1-score가 98.85%까지 향상되었다.

주제어: 자동 띄어쓰기, BiGRU-CRFs, 사용자의 입력 정보, 오류교정

1. 서론

띄어쓰기는 언어의 문자 표기 시 단어 또는 의미 단위

사이에 공백을 넣어 간격을 벌리는 표기법을 말한다.  

옳지 않게 띄어쓰기 된 문장은 글의 가독성을 떨어뜨리

고 이를 자연 언어 처리 응용에 사용할 경우 오류를 전

파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자연 언어 

처리 응용에 있어서 띄어쓰기 전처리 작업은 필수적이다

[1]. 자동 띄어쓰기는 띄어쓰기가 생략된 문장을 자동으

로 띄어쓰기 해주거나, 일부 잘못된 띄어쓰기가 되어있

는 부분을 고쳐주는 것을 말한다. 자동 띄어쓰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문장의 공백을 모두 제거한 문장

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입력 문

장의 띄어쓰기 정보를 모두 생략한다면 사용자가 올바르

게 입력한 띄어쓰기 정보까지 삭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띄어쓰기가 생략된 문장을 자동 띄어쓰기 

해주는 띄어쓰기 삽입 모델과 그 출력과 사용자의 입력 

정보를 이용하여 띄어쓰기 오류를 교정해주는 띄어쓰기 

오류교정 모델이 합쳐진 통합모델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자동 띄어쓰기에 관한 연구는 규칙 기반 방식

과 통계 기반 방식이 있다. 규칙 기반 방식은 여러 언어

학적 자원을 요구하며 어휘 지식, 사전정보를 이용한 휴

리스틱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규칙 기반 방식은 구현이 

까다롭고 미등록어 처리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통계 기

반 방식은 대량의 말뭉치를 이용하여 음절들의 확률 정

보를 학습하여 자동 띄어쓰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계 

기반 방식은 대량의 학습데이터 외에 다른 언어학적 자

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미등록어 처리에서도 규칙 기반 

방식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

은 이유로 최근 통계 기반 방식의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

다[2]. 기존의 연구들은 자동 띄어쓰기 문제를 순차적 

레이블(sequence labeling)링 문제로 보고 접근하였다. 

[3]은 순차적 레이블링 문제에 적합한 CRFs(Conditional 

Random Fields)를 이용한 자동 띄어쓰기 모델을 제안하

였다. [4]는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순차적 레

이블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Structural SVM 

기반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자연 언어 처리 분야

에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심층신경망(Deep Learning) 

기법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5]는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의 기울기 소실문제

(Vanishing Gradient Problem)를 개선한 GRU(Gated 

Recurrent Unit)에 CRFs를 결합한 GRU-CRFs를 사용한 모

델을 제안하였다. [6]은 Structural SVM을 이용한 띄어

쓰기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띄어쓰기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며 자동 띄어쓰기 해주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순환신경망을 개선하여 양방향 상태 정

보를 모두 이용하는 BiGRU-CRFs(Bidirectional 

GRU-CRFs)[7]를 기반으로 문장을 자동으로 띄어쓰기 해

주고, 사용자의 띄어쓰기 정보를 이용하여 오류를 교정

해줌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는 모델을 제안한다. 

3. 다층 Bidirectional-GRUCRFs를 이용한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모델

본 논문은 자동 띄어쓰기 문제를 순차적 레이블링 문

제로 접근하여, 입력 문장의 각 음절에 태그(B, I)를 부

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어절의 시작 음절의 경우

‘B’, 그 외의 음절에는 ‘I’를 부착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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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인입니다.”라는 문장에 대한 태그는 표 1과 

같다.

X 나 는 한 국 인 입 니 다 .

Y B I B I I I I I I

표 1 “나는 한국인입니다”의 태그 예시

3.1 띄어쓰기 삽입모델과 오류교정 모델

그림 1 모델 전체 구조도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전체 구조도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띄어쓰기 삽입 모델

과 띄어쓰기 오류교정 모델이 합쳐진 통합모델 구조이

다. 삽입 모델과 오류교정 모델 모두 순차적 레이블링 

문제에 높은 성능을 보인 BiGRU-CRFs를 기반으로 한다. 

띄어쓰기 삽입 모델은 띄어쓰기가 생략된 문장을 입력으

로 띄어쓰기가 된 문장을 출력하고 2개의 

BiGRU(Bidirectional GRU)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

력은 음절 기준이며, 해당 음절에 대한 임베딩 벡터

(Embedding vector)와 각 음절에 대한 자질을 사용한다. 

삽입 모델의 두 번째 계층은 각 음절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첫 번째 계층에서 출력된 은닉 상태

(Hidden state)를 입력 음절의 임베딩 벡터와 연결하여 

사용한다. 띄어쓰기 교정 모델은 삽입 모델과 동일한 입

력에 추가로 삽입 모델의 은닉 상태와 사용자의 띄어쓰

기 정보를 연결(Concatenate)하여 사용한다. 이 때, 사

용자의 띄어쓰기 정보는 실제 정답에 임의로 오류를 발

생시킨 결과를 사용한다. 오류 교정 모델의 경우 삽입 

모델의 은닉 상태를 입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개의 

계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3.2 명사 사전을 이용한 자질 표현

문장에 명사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해당 명사의 앞에 

띄어쓰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명사 사전을 이용

한 자질을 사용한다. 입력으로 사용되는 기준 음절을 
라 할 때,   에서   까지 5음절에 대하여 

n-gram(n=2,3,4,5)을 적용한다. n-gram을 적용하여 추출

한 글자가 명사 사전에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 0으로 

표현한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에서‘학’의 경우

n = 2 나는, 는학, 학교, 교에

n = 3 나는학, 는학교, 학교에

n = 4 나는학교, 는학교에

n = 5 나는학교에

표 2 음절 n-gram 추출 예시

표 2는 “나는 학교에 갑니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학”음절의 n-gram 추출 예시이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학습데이터로 뉴스말뭉치(253,138문장)

와 세종말뭉치(257,071문장)를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평

가데이터로는 ETRI 품사 태그 말뭉치(27,854문장)를 사

용하였다. 

오류교정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사용자의 띄어쓰

기 정보는 실제 정답에 임의로 오류를 발생시켜 사용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음절에 대한 태그를 무작위로 

“B” 또는 “I”태그를 선택하여 변경한다. 표 2의 문

장을 기준으로 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X 나 는 한 국 인 입 니 다 .

Y B I I B I I B I I

표 3 에러율 30% 예시

바뀌는 태그는 문장의 첫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되며, 변경한 태그 개수에 따라 에

러율이 결정된다. 에러율이 30%인 경우 (전체 음절 개수

-1)*0.3 만큼의 태그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만, 에러율 100%인 경우에는 모든 음절을 붙여 쓴 문장

을 사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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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률 재현율 F1-score

에러율 10% 98.66 98.51 98.58

에러율 30% 97.42 97.54 97.48

에러율 50% 96.61 97.06 96.83

에러율 70% 96.08 96.73 96.41

에러율 100% 95.69 96.5 96.1

표 4 에러율에 따른 모델 성능

 

그림 2 에러율에 따른 성능 변화 그래프

표 4는 각각의 에러율에 따른 모델의 성능을 보여준

다. 그림 2는 에러율에 따른 성능 변화를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에러

율이 떨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에러율이 10%인 경우에는 F1 점수가 

98.58%까지 향상되었다. 

정확률 재현율 F1-score

에러율 10% 98.89 98.82 98.86

에러율 30% 98.02 98.21 98.11

에러율 50% 97.55 97.95 97.75

에러율 70% 97.23 97.75 97.49

에러율 100% 97.06 97.65 97.35

표 5 성능표(복합명사 고려)

한국어의 경우 복합명사는 붙여 쓰는 경우, 단위 명사

별로 띄어 쓰는 경우 모두를 허용한다[8]. 표 5는 복합

명사 현상을 고려한 성능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띄어쓰기 정보가 생략된 문장뿐만 아니

라 사용자의 띄어쓰기 입력 정보를 이용하여 문장의 포

함된 일부의 오류를 찾아 교정해주는 띄어쓰기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사용자의 입력 문장이 정확할수

록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F1 점수가 96.1%에서 98.58%까

지 향상되었다. 향후 연구로는 실제 띄어쓰기 오류 데이

터를 구축하여 실험하고, 다른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자

동 띄어쓰기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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