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661 - 

1. 서론 
 

현재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사람간의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채팅봇 형태의 콜센

터 안내, 쇼핑 도우미, 고객상담 등 대화형 서비스가 가

속화 되고 있다. 음성인식 성능이 기대 수준에 이른다면 

문자 기반의 서비스들은 음성 인터페이스로 그 기능을 

확장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

해서는 음성언어용 언어모델과 이를 위한 구어체 표현이 

반영된 충분한 학습 코퍼스가 필요하다. 온라인 게시판, 

댓글, 채팅창은 사용자간의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User 

Generated Text; 이하 UGT)에는 구어체적인 특성이 잘 나

타나 있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로 바로 사용하기에는 다

양한 텍스트 입력 오류 및 음성 표기로 변환하기 어려운 

노이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표 1과 같이 다양한 한

글 입력 오류 유형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오류 발생과 함

께 중복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모델용 학

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UGT에서 사용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한글 입력 오류’라 정의한다. 이러한 오류는 

미리 구축된 변환 사전을 활용하여 오류 문자열 패턴을 

검색 기반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보정할 수도 있다. 하

지만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전 구축 작업이 현실적

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메인 별로 오류 분석을 통해 

추가 사전을 미리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UGT가 만들어내는 한글 오류는 그 패턴과 규칙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찾

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표 1. UGT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한글 오류 및 변화 분석 

유형 분류 사례 

약한 

오류

발음 변형/축약

(음성언어 특성)
낼(내일) 봐요, 젤(제일) 좋음 

어체/말투 변환 -하는뎅, 안녕하세욤, 될라믄, 오뽜

강한 

오류

사용자가 의도하

지 않은 오타 
-하셨스빈다, -했어ㅓ?, 되징낳나 

맞춤법 오류 어떻해, 됬어요, 빡쳣겟어(쳤겠)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 기반의 한글 입력 오류 보정

기를 소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UGT에서의 한글 입력 오

류 패턴을 분석하여 규칙기반의 오류 생성 모듈과 사전

기반의 오류 생성 모듈을 만들고, 오류가 포함되지 않은 

구어체 코퍼스를 대상으로 오류 문장을 자동 생성하여 

그 데이터 쌍을 구축한다. 이 데이터 쌍을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로 표현하고, Sequence-to-sequence(이하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 모델로 학습하였다. 기

존 one-hot 벡터 표현 방식의 모델과 비교하여 한글 오

류 보정에 대한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UGT

에 대한 보정결과를 분석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2. 관련 연구 
 

2.1.  Sequence-to-sequence Denoising Autoencoder 
Seq2seq 모델은 시퀀스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서로 매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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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게시판 글과 채팅창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구어체 특성이 잘 반영된 텍스트 코

퍼스로 음성인식의 언어 모델 재료로 활용하기 좋은 학습 데이터이다. 하지만 온라인 특성상 노이즈가 많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에 직접 활용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입력오류가 다수 포함된 

문장에서의 한글 오류 보정을 위한 sequence-to-sequence Denoising Autoencoder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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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하여 학습하는 인공신경망 아키텍처이다[1]. 일반적으

로 입출력 시퀀스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여 음성인식, 기

계번역 등에 활용된다. 만약 입력 시퀀스와 출력 시퀀스

를 동일하게 학습한다면, 입력 시퀀스를 인코딩하고 이

를 다시 재구성하려는 성질을 갖게 되기 때문에 seq2seq 

모델은 autoencoder로 작동하게 된다[2]. 또한 입력 시

퀀스에 잡음을 넣어서 학습을 하면 이를 재구성하는 과

정에서 잡음을 제거하려는 성질을 갖게 되면서 잡음에 

강건한 모델이 학습된다[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디노

이징 메커니즘이 적용된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

를 설계하여 한글 오류 보정기를 구현하였다. 

 

2.2.  인공신경망 기반의 텍스트 오류 보정 

텍스트 오류 보정에 활용한 인공신경망 모델은 일반적

으로 seq2seq 모델이 사용된다. 잡음이 없는 텍스트

(clean text)에 임의의 잡음을 추가하여 잡음을 포함하는 

텍스트(noisy text)를 생성하고, 이를 각각 seq2seq 모델

의 입/출력 시퀀스로 두어 모델을 학습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영어와 일본어 텍스트 오류 수정에 

문자단위로 학습한 denoising autoencoder를 적용하였다

[4][5]. 본 논문에서는 한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음절기반의 multi-hot 벡터 표현을 통해 효율적으로 모

델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3. 한글 오류 보정기 

 
3.1.  전체 프로세스 

디노이징 메커니즘이 적용된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 모델 기반의 한글 오류 보정기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한글 오류보정기 전체 프로세스 

ⅰ) Preprocessing: 먼저 전처리 과정에서는 한글 이외

의 숫자, 알파벳 및 기호는 정규화한다. 이후 학습데이

터에 noise 추가 알고리즘으로 noise를 추가하고 입출력 

문자열 쌍을 만들어 벡터화 한다. 

ⅱ) Training: 전처리된 입출력 벡터 쌍을 매핑하여 모

델을 학습한다. 

ⅲ) Inference: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

측되는 자소기반 확률값을 통해 규칙기반으로 음절을 조

합하여 최종적인 denoising 결과를 추론한다. 

3.2.  한글 오류 생성 알고리즘 

디노이징 메커니즘을 위해 학습에 사용될 문자열에 

noise를 추가하여 오류가 포함된 문자열을 생성해야 한

다. 이때 무작위적인 오류를 만들기보다는 UGT에서 실제

로 발생 가능할 오류를 만들어내기 위해 규칙기반 방식

과 사전기반 방식의 오류 생성 모듈을 구현하였다. 

 

3.2.1 규칙기반 오류 생성 

UGT 특성을 분석하여 몇 가지 규칙을 기반으로 오류를 

생성하는 모듈을 개발했다. 자소 레벨에서의 오류를 위

해 각 음절을 모두 자소 레벨로 분리하여 오류를 생성하

고 이를 다시 음절 단위로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위한 노이지 텍스트를 생성하였다. 오류 생성 모듈의 기

능은 크게 삽입(Insertion), 삭제(Deletion), 교체

(Substitution), 교환(Swap)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여 

모듈을 설계하였다. 각 규칙에 대한 설명 및 예시는 표 

2와 같으며, 모두 무작위 위치의 자소에 적용하였다.  

 
표 2. 규칙 기반 오류 생성 설명 및 예시 

유형 설명 예시 

삽입
자소의 추가 또는 반복, 

공백 추가 

하냐 → 하 냐ㅑ 

노트 → 노틓 

삭제 자소 삭제, 공백 삭제 
김밥 → 기밥 

김밥 →ㄱㅁ밥 

교체
다른 자소로의 치환, 

shift 키 사용 오류 

안녕 → 앙녕 

-하겠다 → -하겟다 

교환 인접한 자소 자리 교환 지갑 → 지ㅏㄱㅂ 

 

3.2.2 사전기반 오류 생성 

사용자의 행동에서 비롯된 명확한 오류 패턴과 도메인

에 특화된 단어 오류를 반영하기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5000여 개의 ‘대상 패

턴: 오류 패턴’ 사전은 표 3과 같다. 

 
표 3. 오류 생성에 사용된 사전 예제 

대상 패턴 오류 패턴 

했는데 햇능데 

있겠네 잇겟네 

무엇이 무었이 

 

3.3.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 

 일반적으로 한글 문자열을 음절 단위로 학습하기 위

해서는 음절을 하나의 one-hot 벡터 표현으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음절을 multi-hot 벡터 표현 방법

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한다. 음절 단위 multi-hot 벡

터 표현을 위해 한글 문자 여부, 한글 문자인 경우 음절

을 이루는 자소의 구성에 따라 표 4와 같이 4가지 영역

으로 구분하였다. 한글 영역의 각 초/중/종성의 Null 값

은 ‘깨’처럼 음절 안에 종성이 없는 경우이거나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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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초성이 없는 단일 모음의 표현을 위해 추가하였다. 

또한 한글 오류 보정이 주 목표임으로 영어, 숫자에 대

해서는 단일 토큰으로 정규화하였다. 

 
표 4. 벡터에서 표현하는 한글 자소 및 문자 표현 

한글 

영역 

초성 
Null,ㄱ,ㄲ,ㄴ,ㄷ,ㄸ,ㄹ,ㅁ,ㅂ,ㅃ,ㅅ,

ㅆ,ㅇ,ㅈ,ㅉ,ㅊ,ㅋ,ㅌ,ㅍ,ㅎ 

중성 
Null,ㅏ,ㅐ,ㅑ,ㅒ,ㅓ,ㅕ,ㅖ,ㅗ,ㅘ,ㅙ,

ㅚ,ㅛ,ㅜ,ㅝ,ㅞ,ㅟ,ㅠ,ㅡ,ㅢ,ㅣ 

종성 

Null,ㄱ,ㄲ,ㄳ,ㄴ,ㄵ,ㄶ,ㄷ,ㄹ,ㄺ,ㄻ,

ㄼ,ㄽ,ㄾ,ㄿ,ㅀ,ㅁ,ㅂ,ㅄ,ㅅ,ㅆ,ㅇ,ㅈ,

ㅊ,ㅋ,ㅌ,ㅍ,ㅎ 

한글 외 영역 
(구두점, 영어, 숫자 등) 

\n, ,!,?,.,~, 

ALPHABET, NUMBER, UNKNWON, PADDING 

 

표 5. '강', '깨', '!'에 대한 multi-hot 표현 

 한글-초성 한글-중성 한글-종성 한글 외 
 N ㄱ ㄲ … N ㅏ ㅐ … ㅅ ㅆ ㅇ … ! ? … P

강 0 1 0 … 0 1 0 … 0 0 1 0 0 0 … 0

깨 0 0 1 … 0 0 1 … 0 0 0 0 0 0 … 0

! 0 0 0 … 0 0 0 … 0 0 0 0 1 0 … 0

 

각 영역을 결합(concatenate)하여 음절을 표기하는 

multi-hot 벡터 표현방법은 표 5과 같이 입출력 토큰으

로 출력된다. 이처럼 한글 오류 보정 문제에 대해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을 통해 학습한다면 다음과 같

은 이점이 있다.  

 첫 번째로 한글의 음절 구조를 반영하여 오류 보정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표현 방법이라는 것이다. UGT의 오

류 보정을 위해 먼저 문자열을 토큰화하고 문자열을 표

현해야 한다. 숫자, 영어, 특수문자의 경우에는 문자열 

자체가 1차원적인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

서 오류보정을 위해 character 단위로 토큰화하여 문자

열을 표현할 수 있다. 반면 한글의 경우 사용자는 키보

드 자판 입력시 초성, 중성, 종성 3가지의 자소를 별개

로 입력하게 되고, 그 결합으로 하나의 한글 

character(음절)이 만들어 진다. 이로 인해 타자 실수로 

인한 오타는 음절 단위보다 자소 단위로 일어나는 경우

가 많다. 예를 들어 선어말어미 '겠'의 경우 온라인 상

에서는 편리성으로 인해 'ㅆ' 대신 '하겟다'로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은 각 

위치 별 자소 단위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글의 언어적 특성을 더 잘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조합을 통해 모든 한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절 단위 one-hot 벡터 표현 방법을 사

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코퍼스 내에서 발견된 분포를 고

려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표현할 음절 범위를 정하게 된

다. 데이터 기반으로 음절 범위를 정하는 경우 전처리의 

번거로움과 뿐만 아니라 정해진 음절만 학습된다는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반면 표현 가능한 모든 음절을 반영할 

경우 계산 복잡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습 파라미터 

수렴이 어려워진다. 본 논문에서는 70 차원의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으로 모든 한글 음절 및 단일 자모

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3.4.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는 LSTM 셀을 사용하였으

며, 앞뒤 문맥을 반영하기 위해 bidirectional RNN방식으

로 설계하였다. 

 

3.5.  규칙기반 Multi-label 추론 

One-hot 벡터 표현 방법은 일반적인 분류 문제와 같이 

마지막 레이어에 softmax 함수를 취하여 예측 확률값이 

가장 큰 label로 대체를 하면 된다. 하지만 multi-hot 

벡터 표현 방법의 경우에는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출

력되는 값은 각 음절을 구성하는 자소 label에 대한 예

측 확률값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확률값을 통

해 몇 개의 자소 label로 어떻게 조합하여 최종적인 음

절로 예측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추론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크게 한글 영역, 한글 외 영역

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규칙을 기반으로 최종적인 디

노이징 결과를 추론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은 ‘안녕하쉐염’에 대해 정답‘안녕

하세요’로 보정된 예제로 이 중 일부 음절에 대한 자소 

label의 예측된 확률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보정결과 중 '-세-' 음절 예측 확률 

 
그림 3. 보정결과 중 '-요' 음절 예측 확률 

 

 

4. 실험 및 평가 

 
4.1. 데이터 구성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모델 학습을 위해 구어체 코퍼

스 약 87만 건의 문장을 사용하였고, 이 중 2000건을 검

증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다.  

4.2. 실험 구성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는 keras를 이용하여 구

현하였다. 입/출력 시퀀스는 길이 30이며, LSTM 셀 구성

은 1024개로 인코더, 디코더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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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poch마다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loss 값을 기준으로 

더 이상 학습에 진전이 없으면 early stop하도록 설정하

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과 

음절 단위 one-hot 벡터 표현, 두 가지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이를 비교했다. Multi-hot 벡터 표현 방식의 오

류 보정기 모델은 표 4와 같이 한글 초/중/종성 및 그 

외 문자를 포함한 80 차원으로 한 토큰을 표현하였다.  

음절 단위 one-hot 벡터 표현은 학습 데이터셋에서 관찰

된 음절 표현에 대해 빈도 기반으로 정한 1160 차원으로 

한 토큰을 표현하도록 설계하였다. 

정량적 평가 지표로는 정답 문자열과 예측된 문자열에 

대한 음절 오류율(SER; Syllable Error Rate)를 사용하였

다.  	 % = 	 	 	 	 	 × 	 100  
 

각 항목은 치환(Substitutions), 삭제(Deletions), 삽

입(Insertions)를 의미하며, N은 정답 문자열에서의 음절 

개수를 의미한다. 

 

4.3. 성능 평가 및 모델 비교 

 

검증 데이터셋은 12.02%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One-

hot 벡터 표현 방식과 multi-hot 벡터 표현 방식으로 학

습된 한글 오류 보정기 성능은 표 6과 같다.  

 
표 6.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평가 

비교항목 

평가대상 

검증 데이터셋 

SER(%) 
입력 벡터 

차원 
모델 사이즈

(MB) 

평가 데이터셋 12.02 % - - 

One-hot 벡터 5.36 % 1163 115 MB 

Multi-hot 벡터 3.8 % 80 70.5 MB 

 
Multi-hot 벡터 표현 방식이 one-hot 벡터 표현 방식

에 비해 오류 보정 성능이 향상되었고, 학습 모델의 크

기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추가 실험으로 학습 코퍼스와 

다른 게임 도메인에서 수집된 UGT 에 대해 적용해 보았

다. 표 7은 샘플 문장에 대해 오류 보정된 결과 예이다. 

   
표 7. 테스트 샘플에 대한 보정 결과 

오류 포함  

텍스트 (입력) 

오류 보정  

결과 (출력) 
정답 텍스트 

하셨스빈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다르기 때문에ㅔ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저아템주세용 저 아템주세요 저 아이템주세요 

그냥 접을려고햇다 그냥 접을려고 했다 그냥 접을려고 했다

제 ㅣㅅㄴ용카드요 제 신용카드요 제 신용카드요 

가따옴 가따옴 갔다옴 

나 시험 못 보믄 어

떻하냐? 

나 시험 못 보면 어

떡하냐? 

나 시험 못 보면 어

떡하냐? 

넌독신주의자라ㅕ? 넌독식신주의자려? 넌 독신주의자라며?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어체 형식의 UGT를 언어모델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한글 입력 오류를 보정할 수 있

는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방식의 seq2seq denoising 

autoencoder를 제안하였다. 한글의 자소 결합에서 발생

하는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여 음절 단위 multi-hot 벡터 

표현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하여 기존의 one-hot 벡터 표

현 방식보다 효과적인 오류 보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안한 모델을 실제 학습용 코퍼스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메인 코퍼스를 학습 데이터에 포함하는 

추가적인 학습 테크닉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양질의 UGT 코퍼스가 필요한 음성인식용 

언어모델, 채팅봇 대화 모델 구성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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