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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 띄어쓰기란 컴퓨터를 사용하여 띄어쓰기가 수행되어 있지 않은 문장에 대해 띄어쓰기를 수행하는 것
이다. 이는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형태소 분석 전에 수행되는 과정으로, 띄어쓰기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형태소 분석이나 구문 분석 등에 영향을 주어 그 결과의 모호성을 높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전처리 과
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의 방법 중 하나인 CRFs(Conditional Random Fields)를 이용하
여 자동 띄어쓰기를 수행하고 심층 학습의 방법 중 하나인 양방향 LSTM/CRFs (Bidirectional Long Short 
Term Memory/CRFs)를 이용하여 자동 띄어쓰기를 수행한 뒤 각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CRFs 
모델이 양방향 LSTM/CRFs모델보다 성능이 약간 더 높은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소형 기기와 같은 환경
에서는 CRF와 같은 모델을 적용하여 모델의 경량화 및 시간복잡도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띄어쓰기, 조건부 무작위장(CRFs), 양방향 LSTM/CRFs(Bi-LSTM/CRFs)

1. 서론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띄어쓰기는 “글을 쓸 때, 어

문 규범에 따라 어떤 말을 앞말과 띄어 쓰는 일”이다. 

동일한 음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도 띄어쓰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며, 문장 내에서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독성 및 문장의 의미 전달력을 떨어뜨

리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 있어 띄어쓰기는 중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 띄어쓰기란 띄어쓰기

가 수행되어 있지 않은 문장 또는 띄어쓰기가 잘못 수행

된 문장에 대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띄어쓰기를 수행하

거나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언어처리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자동 띄어쓰기는 형태소 분석 이전에 수행되는 

전처리과정으로, 형태소 분석 시 자동 띄어쓰기의 결과

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자동 띄어쓰기 단계

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오류가 형태소 분석에까

지 영향을 미쳐 그 결과에 모호성을 높여주는 등 형태소 

분석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또한 형태소 분석의 결과가 

자연언어처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입력으로 사용되고 있

어, 결국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의 성능이 자연언어처리 

분야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의 각종 기기

들이 소형화됨에 따라 모델의 경량화 및 시간 복잡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자동 띄어쓰기도 전처리과정으로써 제

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빠른 처리시간으로 응답해야 하

는 조건이 있다. 조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자동 띄어

쓰기 모델에 대해 알아보고 각 모델에 대한 비교를 수행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자동 띄어쓰

기 관련 연구를 살펴보며 특히 CRFs(Conditional Random 

Fields)와 양방향 LSTM(Bidirectional Long Short Term 

Memory)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 두 모델의 자질 

및 매개변수들을 소개하고 구현방법에 대해 기술하며, 4

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험결과를 살펴보고 분석한다. 5장

에서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자동 띄어쓰기 연구[1,2]들은 문장 전체에 대

해서 띄어쓰기를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

한 연구들은 크게 규칙 기반의 분석적인 접근 방법과 말

뭉치 기반의 통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나눠진다. 규칙 기

반 방식은 한글 맞춤법을 통해 만들어진 규칙과 기존에 

확보된 사전 정보를 이용한 방식으로, 규칙을 통해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으나 적용분야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

며 규칙의 유지가 힘들고 미등록어에 관한 경우 낮은 성

능을 보인다. 말뭉치 기반의 통계적인 접근 방법은 세종 

말뭉치[3]와 같은 대규모의 말뭉치에서 인접확률과 같은 

통계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띄어쓰기를 수행한다. 

최근의 띄어쓰기 관련 연구는 말뭉치 기반의 통계적인 

접근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동 띄어쓰기에 대한 

연구에는 입력 데이터 열에  레이블을 부착하는 문제에 

있어서 HMM(Hidden Markov Model)[4]보다 우수한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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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CRFs모델을 제안하였다[5]. 또한 최근 여러 연구 

분야에서 쓰이는 심층학습을 이용한 자연언어처리 연구

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자연언어처리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고 순환신경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TM과 GRU(Gated Recurrent Unit) 등의 모델이 나오게 

되었고 이를 자연언어처리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6,7].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모델 중 하나인 

CRFs를 사용하고 심층학습 모델 중 하나인 양방향 LSTM 

모델을 사용하여 자동 띄어쓰기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

다.

2.1 CRFs

CRFs는 통계적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이며 입력열()

에 대한 출력열()의 조건부 확률이다[8].는 현재 음

절을 말하고  은 이전 음절을 뜻하며  은 다음 

음절을 뜻한다.     은 출력열에 대해 동일하

다.

그림 1 CRFs의 도식화된 구조도 

2.2 양방향 LSTM
순환신경망[9]은 심층학습방법 중에서 순차적인 데이

터를 학습하여 분류해내는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심층학

습방법이다. 기존의 심층학습들은 각 층마다 가중치와 

같은 매개변수(parameter)들이 독립적이지만 RNN은 매개

변수들을 공유하고 있다. RNN은 아래의 수식[10]과 같이 

정의되며 수식에서 는 입력열이고 의 경우에는 숨겨

진 층에 대한 열이며 는 출력열이다.    은 

가중치 행렬이며, 는 편향(bias)이다.   는 활성 

함수(activation function)이다.

그러나 RNN은 먼 과거의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기울기 소멸 문제(gradient vanishing problem)라는 한

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모

델 중 하나인 LSTM[11]은 입력 게이트(input gate), 출

력 게이트(output gate), 망각 게이트(forget gate)로 

이루어진 LSTM 블록을 가지고 있으며 LTSM은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_  _  _  _  _  _  _  _
는 가 치 행렬이며, 는 sigmoid 함수이고 

_ _ _ _는 편향을 나타낸다. ⊙는 Hadamard 
product(element-wise product)를 뜻한다. 여기서 는 

망각 게이트로써 과거 정보를 잊기 한 게이트이고 
⊙는 재 정보를 기억하기 한 게이트입니다. 양방

향 LSTM[12]는 RNN 층을 양방향으로 주고 RNN의 셀

을 LSTM으로 주어서 그림 2과 같은 양방향 LSTM을 

제안하 다.

그림 2 양방향 LSTM 구조도

 

3. 자동 띄어쓰기 모델 구현

본 논문에서는 자동 띄어쓰기 문제를 순차적 레이블링

(sequence labeling)문제로 보고 띄어쓰기가 수행되어 

있지 않은 입력 문장에 대해 자동 띄어쓰기를 수행하고 

각 음절마다 띄어쓰기 태그(B,I)를 부착한다[13]. 띄어

쓰기 태그 ‘B’는 어절의 시작을 나타낸 음절이고, 태

그‘I’는 어절의 시작이 아닌 음절을 나타낸다. 문장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가 들어온다면 띄어쓰기 태깅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1 CRFs
본 논문에서는 CRFs를 이용하여 자동 띄어쓰기 모델을 

구현하였다. CRFs모델에서 사용한 자질은 띄어쓰기 모델

이 보고 있는 음절을 라고 할 때, 주변 음절 6개

(            )를 보고 음절들을 조합

한 표 1과 같은 자질을 사용하였으며,  음절의 위치가 

문장에 제일 앞이거나 뒤일 경우 BOS(Begin Of 

Sentence)와 EOS(End Of Sentence)를 문장의 시작과 끝

에 추가해 주어서 모델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표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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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장에서 i번째에 위치한 음절을 의미하고  는 

  ⋯  (i<j)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문장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에서 가 ‘방’를 의미할 때 

    은  “버지가방에들어”를 뜻한다.

 unigram                  
에 한 

정수 확인 
True or False

음 이 

포함된 

주변음 과의 

조합

        

              

                    

                 

           

     

표 1 CRFs 자동 띄어쓰기 모델의 자질

3.2 양방향 LSTM/CRFs
본 논문에서 양방향 LSTM 모델을 이용하여 양방향 

LSTM/CRFs를 구현했다. 양방향 LSTM에 입력으로는 미리 

세종 말뭉치(22,686,158음절)를 이용하여 음절 임베딩을 

200차원으로 실행한 뒤에 임베딩 된 음절을 입력으로 넣

어 주었다. 다른 매개변수들은 아래의 표 2와 같으며 출

력의 경우 비터비 알고리즘(viterbi algorithm)을 통해

서 태그가 부착된다. 배치 사이즈 안에서 순차열 길이라

는 매개변수를 가변적으로 주어서 계산량을 줄였다.

Char Embedding size 200

Input size 100

Batch size 512

Epoch 20

Learning Rate 0.001

Hidden Unit Size 128

Training Set 616,832

Test Set 68,570

표 2. 양방향 LSTM 모델의 매개변수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성능 평가를 위해 세종 말뭉치를 사용

하였다. 띄어쓰기 모델에서는 학습데이터로 세종 말뭉치

(616,832문장)을 사용하였고, 성능 측정을 위한 평가 데

이터는 띄어쓰기 모델에서 사용한 말뭉치와 다른 세종 

말뭉치(68,570문장)을 사용하였다. 표 3에서는 CRFs와 

양방향 LSTM/CRFs의 BI태그의 혼동행렬의 결과이다. 여

기서 주목할 점은 정답은 띄워야 되지만 모델이 붙인 경

우는 두 모델이 비슷하지만, 정답은 붙여야 하지만 모델

이 띄운 경우에 차이가 커서 두 모델의 성능차이가 발생

한다는 것이다.

표 3. 모델의 BI태그 혼동행렬

    정 답  

  

시스템

CRFs 양방향 LSTM/CRFs

B태그 I태그 B태그 I태그

B태그 673031 25349 673258 38132

I태그 26453 1539939 26216 1527156

표 4는 CRFs 모델과 양방향 LSTM/CRFs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주는 표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CRFs모델이 

양방향 LSTM/CRFs모델보다 약 0.5%p 성능이 더 좋다. 자

동 띄어쓰기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복

잡한 심층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CRF와 같은 비

교적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소형 기기와 같이 계산 자원이 부족한 경

우에는 더욱더 CRF와 같은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CRF 97.71 97.71 97.71 97.71

Bi-LSTM/

CRFs 
97.16 97.18 97.16 97.17

표 4 CRFs 모델과 양방향 LSTM/CRFs 모델의 성능

표 5에서는 평가데이터와 시스템이 전부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항목에서 “대구 지하

철”은 “대구 지하철”을 원칙으로 하고, “대구지하철”을 

허용하는 예이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상 둘 다 허용하지

만 평가할 때는 정답을 하나로 가정하고 평가하기 때문

에 맞는 표현이지만 성능이 떨어진다.

평가데이터 18일 구지하철 방화 사건 이후,

시스템 18일 구 지하철 방화 사건 이후

표 5 고유명사의 띄어쓰기 오류

표 6에서의 경우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원칙에 

따라 ‘4 명’이 원칙상 맞는 표현이지만, 같은 항목에 함

께 기술되어 있는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

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의 예외

에 따라 ‘4명’도 허용하는 표현이다. 이것 또한 표 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때 정답을 하나로 가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맞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

지는 원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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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데이터 4 명에 해 제1회 공 기일

시스템 4명에 해 제1회 공 기일

표 6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오류

표 7에서는 평가데이터의 경우 ‘뛰어 넘음’이라는 잘

못된 표현을 하고 있고, ‘뛰어넘다’라는 합성어가 표준국

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서 이의 변형인 ‘뛰어넘음’ 또

한 붙여 쓰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평가데이

터에서 띄어쓰기가 잘못 수행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교정을 해주고 있고, 실제 학습데이터 안에도 잘못 수행

되어 있는 띄어쓰기들이 존재하여 이것들이 각 모델로 

학습되기 때문에 띄어쓰기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평가데이터 성화를 뛰어 넘음으로써

시스템 성화를 뛰어넘음으로써

표 7 평가데이터의 띄어쓰기 오류

표 8과 같이 각 모델들이 잘못된 띄어쓰기를 수행하는 

오류도 존재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말뭉치를 확장하거

나 자질을 추가하여서 오류를 해결할 수 있다. 

평가데이터 세 등에 아 트값마  들먹 

 CRFs 세  등에 아 트값마  들먹

양방향 

LSTM/CRFs
 세  등에 아 트 값마  들먹

표 8 양 모델 부 오류인 경우

오류 분석에서 한글 맞춤법상 원칙과 허용 둘 다 가능하

지만 평가데이터에서는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평가데이터 자체의 띄어쓰기 오류

가 평가의 성능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오류들 중 각 모

델이 명백히 틀린 오류는 약 0.5% 미만이 된다[14].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 띄어쓰기의 성능 비교를 위해 

CRFs모델과 양방향 LSTM/CRFs 모델을 구현해 보고 비교

해보았다. 양방향 LSTM/CRFs모델보다 CRFs모델이 0.5%높

은 성능을 보였다. 제한된 자원이나 시간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층학습 모델 중 하나인 양방향 LSTM/CRFs모

델보다는 CRFs모델이 약간 우세하다는 점을 보였다. 또

한 오류 분석에서 말뭉치 자체의 오류 또는 한글 맞춤법

상에서의 띄어쓰기 규정이 성능을 낮추는 원인이다. 위

의 오류들을 배제할 경우 성능이 더욱 더 향상된다. 향

후 양쪽 모델의 매개변수를 다양하게 바꿔가거나 기계학

습모델을 바꿔서 비교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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