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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어 처리와 기계학습 분야에서 텍스트 분류는 오랫

동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론적 연구 대상으

로서 뿐만 아니라 스팸 탐지, 댓글 분류, 뉴스 주제 분

석 등의 실용적인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분류 문제에 있어서 분류 대상 텍스트의 

문법적 완결성은 분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문법적 오류 

중 철자나 띄어쓰기의 오류는 한국어 원어민 사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인공지능 스피

커 등의 사용이 일상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키보드 타

이핑 혹은 음성 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자연어 

텍스트의 문법적 완결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오류는 의미의 중의성과 모호성을 증가시켜 결과

적으로 텍스트 분류 모델의 성능 또한 저하시킨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 오류가 포함된 문장들의 경

우 문장 분류 모델로 하여금 올바른 주제로 분류하기 어

렵게 만든다. 

* 해운대구아무 도서관 위치 

* 서울시장 애인 복지관 

* 서울과 부산간 야간열차 

기존에 한국어 문장에 포함된 철자 혹은 띄어쓰기 오

류 등의 수정에 대한 연구들[1][2]은 있었으나 이러한 

문법적 오류를 포함하는 문장을 분류하는 모델의 성능 

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

는 이러한 한국어 문장 수준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법적 

오류 중 띄어쓰기 오류에 강건한 분류 성능을 보이는 문

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을 제안한다. 즉 분류 모델로 하

여금 원본 문장의 모든 공백을 제거한 압축된 형태의 문

자열을 추가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

하는 한국어 문장 띄어쓰기 오류에 대처하도록 한다. 해

당 방법의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한국어 영화 리뷰 공개 코퍼스1를 학습 및 평가 

데이터셋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최근 딥러닝 분야의 활

발한 연구 및 발전과 더불어 텍스트 분류 모델링 방법론

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은 Yoon Kim[3]의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기반 문장 분

류 모델을 활용한다. 

 

2. 관련 연구 
머신러닝을 사용해 자연어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는 텍스트를 수치적 표현으로 변환해야 하며 이 과정에

서 임베딩 벡터 표현이 사용된다. 어휘가 발생하는 문맥

에 따라 임베딩 벡터를 학습하는[4][5][6] 이러한 벡터 

표현 학습 방식은 대상 어휘의 단위에 따라 다양한 모델

이 제안되었다[7][8]. 한국어 임베딩 방식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어 음절 단위[9] 및 자모 단위[10] 

임베딩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어휘 임베딩이 등장하고 기존의 

방법론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임에 따라 단어 혹은 단어 

하위 단위의 n-gram으로부터 더 고차원의 자질을 추출하

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저차

원 입력 자질로부터 추상화 단계를 거쳐 고차원의 정보

를 학습하는 과정에 최적화되어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던 CNN을 자연어 처리 모델에 적용하는 시도

[11]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후속 연구가 이어지면서 텍

스트 분류 모델에서도 CNN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1 https://github.com/e9t/n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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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 문장 분류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유한한 범주로 할당하는 과업이다. 그런데 

분류 대상 문장이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는 분류 모델의 성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한국어 텍스트 혹은 음성 발화 기반의 문장을 대상으로 분류 작업을 수행할 경우 띄어쓰기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의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문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을 사용하였다.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한국어 영화 리뷰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본 논문이 제안하는 문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이 baseline 모델에 비해 띄어쓰기 오류에 강건한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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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어휘 임베딩 방식이 사용

되었고 그 중 음절 혹은 문자 및 그 하위 단위의 임베딩 

방식의 경우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 유형의 언어들을 대

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10]. 

입력 자질의 잠재적 계층 구조를 활용해 학습을 수행

하는 CNN과 달리 언어의 순차적 특성을 활용해 학습을 

진행하는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계열의 순차 모델 역시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 최근 활발

하게 사용되고 있다. Sequence to sequence 방식의 학습

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언어의 순차성에 부합하며 이로 

인해 음성 인식[12], 언어 모델링, 기계 번역[8], 이미

지 캡션 생성 등 다양하게 응용되었다. RNN 계열 모델 

역시 다양한 텍스트 분류 작업에 적용되고 있으며[13] 

CNN과 같이 단어 혹은 그 이하의 어휘 단위 임베딩을 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어휘 단위의 임베딩 벡터 표현과 CNN 

혹은 RNN 계열 모델의 조합은 최근의 딥러닝 기반 자연

어 처리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한국어 처리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로 자모, 음절, 형태소 등의 다양한 어휘 

단위 임베딩 벡터 표현과 CNN 혹은 RNN 계열의 모델을 

개별 과업의 특성에 맞게 조합하여 활용하는 추세이다. 

텍스트 분류의 경우 그 중 특히 음절 혹은 문자 단위의 

임베딩 벡터 표현과 CNN 모델의 조합을 많이 선택하는데 

이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언어권에서도 효과

적인 조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조합들 

중 분류 대상 문장이 문법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에 대한 모델링 수준의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연구는 많

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음절 단위 임베딩 벡터 표현과 

CNN 모델의 조합에 문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을 적용해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하는 한국어 문장을 대상으로 분류 

성능을 평가한다. 

 

3. 모델링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의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텍스트 분류 관련 연구를 통해 

입증된 Yoon[3]의 CNN 기반 문장 분류 모델링 방법론을 

채택한다. 또한 모델 입력 자질로서 음절 단위를 적용한

다. 

3.1 CNN 기반 문장 분류 모델 

CNN은 전체 입력 자질 데이터의 특정 지역 영역을 분

할 처리하는 하위 구성요소인 필터들의 조합으로 구성이 

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이미지 인식 과업에서 이미

지 내부에 포함된 객체들을 효과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

니라 다양한 객체들간의 상호 관계 파악 등의 고차원적

인 정보 추출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를 텍스트 자질 데

이터에 대입할 경우 개별 필터가 담당하는 영역은 전체 

원문 텍스트의 일부 하위 문구가 된다. 이 때 텍스트 자

질 임베딩 단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 필터가 처리하

는 하위 문구의 단위가 달라지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음절 단위 임베딩을 채택하므로 CNN의 개별 필터가 인식

하는 단위는 기존 자연어 처리에서 텍스트를 분할 처리

할 때 사용하는 n-gram 단위에 대응된다. 또한 이러한 

필터를 다양한 인식 영역 크기로 적용함으로써 복수개의 

n-gram 단위 입력 자질 데이터를 추출해 분류 작업에 활

용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림 1. 음절 기반 CNN 문장 분류 모델 

 

본 모델은 입력 문장 문자열을 음절 단위로 분리하여 

d 차원의 벡터 형식으로 변환한 후 서로 다른 크기의 음

절 배열을 인식하는 필터들을 통해 feature map을 생성

한다.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max pooling을 적용해 얻어

낸 문장 표현 벡터를 FC 계층(Fully Connected Layer)을 

거쳐 softmax 연산을 적용시켜 최종적으로 입력 문장이 

사전에 정의된 개별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각각 계산하

게 된다. 

3.2 문장 압축 기반 자질 구성 

CNN 문장 분류 모델에 제공하는 입력 문자열의 문장 

압축 기반 자질 구성 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다. 우선 원

본 문장에 포함된 공백 문자를 모두 제거하여 얻어낸 압

축된 문자열을 원본 문장과 ‘<EOS>’(end of sentence) 

기호를 사이에 두고 연결한다. 이렇게 얻어진 새로운 문

자열을 음절 단위로 분리한 후 d 차원의 벡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CNN 문장 분류 모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

한다. 

 
그림 2. 문장 압축 기반 자질 구성 

3.3 동기 및 동작 원리 

한국어 문장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띄어쓰기 오류의 

종류나 빈도는 생성할 수 있는 한국어 문장의 종류와 개

수 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다. 또한 자연 발생 수준의 띄

어쓰기 오류 패턴들을 모두 학습하는 것 역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데이터셋 기반의 접

근법 보다는 모델링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방안을 우선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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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띄어쓰기 오류에 대한 학습 방식 비교 

CNN 모델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원본 데이터의 다양

한 하위 영역을 서로 다른 수준으로 학습하는 필터에 있

다. 필터들이 n-gram 문자열의 패턴에 서로 다른 가중치

를 부여해 학습을 진행하고 feature map을 생성한 후 이

를 pooling 연산을 거쳐 중요한 정보를 갖는 값을 선별

해 최종 벡터 표현을 생성해 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정 

n-gram 문자열 패턴에 부여되는 가중치, 그리고 필터들 

사이의 상대적 비중 등이 조율된다. 이러한 CNN 네트워

크에 원본 문장의 압축된 문자열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필터들로 하여금 띄어쓰기 변동으로 인한 가변부(원본 

문장)와 띄어쓰기 변동 수준에 무관한 불변부(압축된 문

자열)를 모두 학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

류와 수준의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하는 원본 문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에 따른 분류 성능 하락 요인을 문장 

압축 기반 자질이 일정 수준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실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이 분

류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실험 데이터셋으로 한국어 영화 리뷰 코퍼스를 채택하고 

모델링 방식으로는 Yoon Kim[3]의 CNN 기반 문장 분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평가 데이터셋의 경우 실험 

목적에 맞춰 임의로 띄어쓰기를 추가/삭제하는 오류를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시켜 분류 모델의 성능 변화 평가

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다음의 개별 하위절

과 같다. 

4.1 실험 데이터셋 

한국어 영화 리뷰 코퍼스(Naver sentiment movie 

corpus v1.0)는 공개 코퍼스로서 총 200000개의 영화 리

뷰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원본 리뷰 텍스트의 출처는

“Naver 영화”사이트이며 각 리뷰 별 평점을 기준으로 

긍정/부정 값이 부착되어 있다. 또한 긍정/부정 카테고

리별로 동일하게 100000개의 리뷰 문장이 할당되어 있어 

분류 모델 학습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리뷰 문

장의 최대 길이는 146자이며 각 리뷰 레코드는 <id>, 

<document>, <label>로 구성되어 있고 몇 가지 사례 문

장은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 영화 리뷰 코퍼스 구조 

ID Document Label 

5784847 재미있어요 1 

9279041 완전 감동입니다 다시봐도 감동 1 

2334732 지루함... 0 

이를 CNN 문장 분류 모델 학습 및 평가 목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셋을 train:validation:test = 

8:1:1의 비율로 분할하여 사용한다. 또한 평가 데이터셋

에 대해 0%/5%/10%/20%/50% 수준에서 임의로 띄어쓰기 

추가/삭제 오류를 발생시켜 다양한 수준의 띄어쓰기 오

류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 목적으로 활용한다. 

4.2 실험 모델 인자 

CNN 문장 분류 모델의 인자(hyper-parameter) 별 설정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CNN 문장 분류 모델 인자 설정 

모델 인자 설정 

syllable embedding dimension 128 

CNN filter sizes 3,4,5 

number of filters per each size 128 

dropout keep probability 0.5 

l2 regularization lambda 0.0 

learning rate 1e-3 

batch size 64 

early stopping no 

number of training epochs 200 

steps between evaluation on valid. set 100 

4.3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0%/5%/10%/20%/50% 수준의 띄어쓰기 오

류를 포함하는 평가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baseline 모델

과 test 모델을 각각 적용한다. 우선 baseline 모델은 

원본 입력 문장의 음절 단위 임베딩 벡터 표현을 학습과 

평가에 사용한다. 반면 test 모델은 원본 입력 문장과 

공백을 제거한 압축 문자열을 결합한 텍스트를 학습과 

평가에 적용한다. 아울러 두 모델의 CNN 네트워크는 구

조와 인자 모두 동일하게 구성된다. 

표 3. Baseline 모델 성능 

 0% 5% 10% 20% 50% 

Mean 0.8609 0.8541 0.8489 0.8338 0.7874 

Std 0.00234 0.00211 0.00303 0.00261 0.00533

표 4. Test 모델 성능 

 0% 5% 10% 20% 50% 

Mean 0.8616 0.8614 0.8612 0.8610 0.8599 

Std 0.00188 0.00183 0.00205 0.00235 0.00245

표 3과 표 4는 baseline 모델과 test 모델 각각에 대

해 총 6회의 실험을 수행하여 얻은 정확도(accuracy) 성

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평균적으

로 test 모델의 분류 성능이 모든 띄어쓰기 오류 수준에

서 baseline 모델의 성능을 앞서고 있으며 편차 범위도 

더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두 모델의 평균 성능 수준과 그 편차의 범위를 

띄어쓰기 오류 수준에 따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확도 성능의 평균 수준과 편차 범위 측면에서 test 모

델이 baseline 모델을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띄어쓰

기 오류의 발생 빈도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매우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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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Baseline모델과 test 모델 성능 도식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문법적 오류 중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

하는 한국어 문장을 대상으로 분류 모델을 적용할 때 강

건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장 압축 기반 학

습 방식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인터넷 상에 공개된 한국

어 영화 리뷰 코퍼스와 텍스트 분류 과업에서 표준 모델

링 방식으로 인정되는 Yoon[3]의 모델링 방법을 채택하

여 되도록 객관적인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만으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으나 제안한 

문장 압축 기반 학습 방식이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문장 

띄어쓰기 오류 현상에 대해 강건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

음을 입증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입력 문장 자

질 생성 방식 자체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인 분류 

성능의 향상이 필요할 경우 입력 자질의 보충이나 모델

의 네트워크 구조 및 인자 최적화 등의 작업이 별도로 

요구된다. 

띄어쓰기 오류와 함께 한국어 문장 상에서 가장 빈번

히 발생하는 철자 오류에 대해 강건한 분류 성능을 나타

내는 모델링 방식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고 보여진다. 음절 이하 자모 단위의 임베딩 벡

터 표현과 함께 자연 발생적 철자 오류와 유사한(예를 

들어 키보드 사용 시 발생 빈도가 높은 오타 패턴 등) 

수준의 잡음을 학습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모델의 저항력

을 키우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평가 데이터셋 생성을 위한 띄어쓰기 혹은 철자 오류의 

발생 과정을 좀 더 사람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패

턴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한 모델 성능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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