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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학습자를 한 주의 기제 기법 기반의 
문법 오류 감지

(Grammatical Error Detection for L2 Learners 

Based on Attention Mechanism)

박 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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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민 수

††
    박 상

†††

           (Chanhee Park)      (Jinuk Park)        (Minsoo Cho)      (Sanghyun Park)

요 약 문법 오류 감지는 주어진 문장에서 발생한 문법 인 오류의 존재와 그 치를 발견하는 작업

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L2 학습자의 언어 학습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존에는 문법 오

류 교정을 한 시스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학습 말뭉치의 부족과 제한된 오류 유형 교정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차 이블링 문제를 통해 오류의 유형이 사 에 정해지지 않은 

일반화된 문법 오류 감지를 한 모형을 제안한다. 단어와 문자를 동 으로 혼합한 표상을 사용하여 L2 

학습자의 쓰기에서 나타나는 측 불가능한 단어를 다루고, 멀티 태스크 학습을 통해 불균형한 데이터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방지하 다. 한, 주의 기제 기법을 용하여 오류 측에 있어 

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어에 집 해 효율 으로 오류를 측하 다. 제안하는 모형의 검증을 해 3

개의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 으며 각 구성요소를 제거해 으로써 모형의 효용성을 검증하 다.

키워드: 자연어 처리, 문법 오류 감지, 순차 이블링, 단어 표상, 멀티 태스크 학습, 주의 기제 기법

Abstract Grammar Error Detection refers to the work of discovering the presence and location 

of grammatical errors in a given sentence, and is considered to be useful for L2 learners to learn and 

evaluate the language. Systems for grammatical error correction have been actively studied, but there 

still exist limitations such as lack of training corpus and limited error type correct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model for generalized grammatical error detection through the sequence labeling 

problem which does not require the determination of error type. The proposed model dynamically 

decides character-level and word-level representation to deal with unexpected words in L2 learners' 

writing. Also, based on the proposed model the bias which can occur during the learning process with 

imbalanced data can be avoided through multi-task learning. Additionally, attention mechanism is 

applied to efficiently predict errors by concentrating on words for judging errors. To validate the 

proposed model, three test data were us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odel was verified through the 

ablation experiment.

Keyword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grammar error detection, sequence labeling, word represen-

tation, multi-task learning, atten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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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법 오류 감지(Grammatical Error Detection)는 주

어진 문장에서 문법 인 오류의 존재와 그 치를 발견

하는 작업이다. 모국어를 사용할 때에도 문법 으로 완

벽한 표 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새로운 언

어를 배우는 L2 학습자의 경우에는 모국어가 아닌 언어

로 작문을 하면서 문법 인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자연스

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L2 학습자의 작문에 한 

정확하고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언어 습득에 있

어 요한 과정이지만, 작문을 평가하기 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을 감하

기 해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한 오류 감지 시스템은 

제2외국어 학습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와 연 되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문법 오류 교정

(Grammatical Error Correction)을 한 시스템이 활발

히 연구되고 있다. 문법 오류 교정은 오류 감지와 감지

된 오류에 한 교정 두 과정으로 나  수 있으며, 두 

과정은 순차 으로 시행되거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

다[1]. 최근에는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을 통

한 오류 교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교정 

과 후의 문장을 병렬 으로 사용하는 학습 말뭉치의 부

족으로 인해 오류 교정 시스템의 성능에는 여 히 한계

가 존재한다[2]. 한 지도 학습 기반의 기계 학습 분류

기(Machine learning classifier)를 통한 교정 모형은 

분류 상인 오류의 종류가 제한 이므로, 발생 가능한 

모든 오류의 경우를 다루지 못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

[3]. 따라서 오류 교정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해서는 

먼  일반화된 오류 감지 과정이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한 교육 인 에서도 발생한 오류를 감지하

여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문장에서 발생

한 모든 오류를 교정하는 것보다 효율 일 수 있다.

[4]는 처음으로 문법 오류 감지를 한 연구를 오류 

교정 작업과 분리하여 독립된 연구로 진행하 다. 지도 

학습 기반의 순차 이블링(Sequence labeling) 모형을 

통해 주어진 문장에 해 토큰 단 로 문법 오류의 유

무를 단하 다. 본 연구에서도 순차 이블링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오류 감지 모형의 성능 개선을 해 단

어와 문자를 동 으로 혼합한 표상과 주의 기제(Atten-

tion) 기법을 용하 으며, 순차 이블링과 언어 모델

링(Language modeling)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 태스

크 학습(Multi-task learning)을 진행하 다.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는 일반 으로 텍스트를 단

어 단 로 나 고, 각 단어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임베

딩 벡터를 해당 단어의 표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임베

딩 벡터에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Out-Of-Vocabulary) 

단어는 그 의미를 반 한 표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는 한계가 있다. 특히, L2 학습자의 쓰기에는 잘못된 철

자와 같이 일반 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등장할 가

능성이 높으므로 단어 수 의 임베딩을 용할 경우에

는 그 한계가 더욱 극 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단어 수  표상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단어와 

문자가 동 으로 혼합된 표상을 사용하 다[5].

문법 오류 감지 모형의 학습을 해 사용하는 인간 

주해 데이터(Human-annotated data)는 문장의 각 토

큰에 오류의 유무가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오류 감지 

모형의 학습을 해 주로 사용하는 FCE(First Certifi-

cate in English) 데이터셋의 경우, 체 학습 데이터에

서 실제 오류(Incorrect)에 해당하는 단어는 약 14%로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편향 인 학습이 이루어질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과 같이 가장 기본

이 되는 언어 모델링을 동시에 학습시킴으로써 추가

인 자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보다 일반화된 학습을 진행

하 다. 언어 모델링을 통해 다음에 등장할 단어를 측

함으로써 문장의 의미와 구문 구성에 있어 범용 인 패

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한, 문장에서 오류가 존재하는지 단하기 해서는 

문장의 체 보다는 특정 부분을 주의 깊게 야 할 필

요성이 있다. 를 들어, 어에서 주어와 동사의 수 일

치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해당 문장의 주어를 보고 

단하는 것이 그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각 단어가 오류 감지에 얼마나 

요한지 악하고, 요한 단어에 집 하여 효율 으로 

오류를 측할 수 있도록 주의 기제 기법[7]을 용하 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1) 문법 오류 감지를 

한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고, 모형의 합성과 효용성

을 3개의 평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 다. (2) 특히, 문

법 오류 감지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류 측에 있

어 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어에 집 하는 주의 기

제 기법을 용하 다. 한, L2 학습자의 쓰기에서 등

장하는 측 불가능한 단어를 다루기 해 단어와 문자

를 동 으로 혼합한 표상을 사용하여 미등록 단어를 해

결하 다. (3) 모형의 구성 요소 제거 실험을 통해 각 

요소별 역할과 기여를 확인하고, 추후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향이 큰 구성 요소들을 악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기본 인 순차 이블링 모형과 성

능 개선을 한 방법론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이에 

한 실험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과 

향후 계획에 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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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최근에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RNN(Recurrent 

Neural Networks), LSTM(Long Short-Term Memory) 

계열의 모형을 통해 순차 이블링 문제를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순차 이블링 문제는 주로 개

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품사 태깅

(Part-Of-Speech Tagging), 의미역 결정(Semantic Role 

Labeling)을 해 쓰일 수 있다[8-10]. [4]는 이러한 순

차 이블링 문제를 문법 오류 감지를 해 최 로 

용한 바 있다.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RNN, LSTM과 같은 다양한 모형의 비교 실험을 진행

하여 결과 으로 가장 성능이 우수한 bi-directional 

LSTM(bi-LSTM) 기반의 오류 감지 모형을 제안했으

며, 본 연구를 포함한 이후 진행되는 문법 오류 감지 연

구에서 해당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11-13].

기존의 문법 오류 감지를 한 연구는 부분 잘못된 

치사, 사, 동사의 형태와 같은 비 원어민 어 학습

자의 쓰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오류를 

해결하는 데 을 두어 진행되었다[14,15]. 그러나 L2 

학습자의 작문에서는 사 에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오

류 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기존 시스템의 

경우 모든 유형의 오류를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따라서 순차 이블링 문제를 용하여 문법 오류 

감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정해진 오류의 유형 없이 

모든 오류를 다룰 수 있게 된다.

[11]은 L2 학습자의 문법성과 표 을 고려한 단어 임

베딩을 용한 오류 감지 모형을 제안하 다. 원어민에 

의해 쓰인 말뭉치로 학습된 일반 인 단어 임베딩을 사

용할 경우, 오류가 존재하는 단어와 오류가 존재하지 않

는 단어에 한 표상이 유사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12]는 기존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오류 유형, 

품사, 의존 계와 같은 정보를 오류 이블 측과 더

불어 추가 으로 측하는 학습을 통해 모형의 성능을 

향상시킨 바 있다. 한, 학습 데이터에서 실제 오류에 

해당하는 단어가 희소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Sequ-

ence-to-Sequence 모형을 사용하여 실제 발생하는 오

류의 분포를 학습하고 오류가 포함된 문장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증 (Augmentation)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4]의 순차 이블링 모형을 확장하여 

L2 학습자의 쓰기에서 나타나는 측 불가능한 단어를 

다루고자 단어와 문자를 동 으로 혼합한 표상을 사용

하고, 학습 데이터에서 희소한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언어 모델링을 동시에 수행

하는 멀티 태스크 학습을 진행하 다. 한, 이  연구

에서는 다 지지 않았던 주의 기제 기법을 통해 오류 

측에 있어 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어에 집 하

여 효율 으로 오류를 측하도록 하 다.

3. 문법 오류 감지 모형

본 장에서는 기본 모형인 순차 이블링 모형에 해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에 용한 단어 표

상, 멀티 태스크 학습, 주의 기제 기법에 해 소개한다.

3.1 순차 이블링 모형

순차 이블링은 일련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입력으로 받아 각 토큰에 해당하는 이블을 측해 출

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4]에서 제안한 bi-LSTM 구조

를 기본 모형으로 사용하여 각 토큰이 문법 으로 옳은

지(Correct), 는 옳지 않은지(Incorrect)를 나타내는 

이블을 측한다.

그림 1에서의 ‘Token-level LSTM’은 순차 이블링 

모형의 구조를 나타낸다. 먼 , 문장의 각 토큰은 단어 

단 의 임베딩 벡터     로 매핑되고, 매핑

된 임베딩 벡터는 bi-LSTM 계층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bi-LSTM은 입력에 해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각각 진

행하는 2개의 LSTM 계층을 통해 재 입력 이 의 단

어와 재 입력 이후의 단어를 모두 활용하여 문맥에 

의존 인 표 형을 생성하게 된다. LSTM의 각 시 에

서는 이  시 의 은닉 상태(Hidden state)와 재 시

의 입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은닉 상태를 출력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양방향으로 생성된 정보를 모두 고려하기

그림 1 문법 오류 감지 모형 구조

Fig. 1 Architecture of the Grammatical Error Det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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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각의 은닉 상태를 결합(Concatenate)한 표상을 

각 단어의 이블 측에 사용한다. 이후 결합된 표상은 

완 연결계층(Fully-connected layer)에 통과되어 구성 

요소들을 한 공간에 매핑하고 모형이 양 쪽 문맥의 특

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구조의 수식은 아래와 

같으며, 는 시 에서의 단어 임베딩,  는 순방향의 

은닉 상태, 는 역방향의 은닉 상태, 는 가 치 행

렬, 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나타낸다.


 

  
 (1)


 

  
 (2)

      (3)


 

 (4)

마지막으로, 가능한 이블에 해 정규화된 분포를 

계산하는 소 트맥스(Softmax) 계층을 통해 오류의 유

무를 나타내는 이블을 측한다.

     (5)

모형의 학습은 올바른 측에 해 음의 로그 확률

(Negative log-probability)을 최소화하는 교차 엔트로

피(Cross entropy)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된다.

  
  



  (6)

3.2 문자와 단어를 동 으로 혼합한 표상

단어 임베딩이란 문맥에서 단어들의 유사성을 고려하

기 해 단어를 다차원 공간에 벡터화한 것을 말한다

[16]. 이 게 단어의 의미를 반 하여 벡터 공간상에 분

산 표 (Distributed representations)된 임베딩 벡터는 

텍스트 데이터의 표 형으로서 문서 분류, 기계 번역과 

같은 다양한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17,18]. 그러나 단어 임베딩은 각 단어들 사이의 표

면  는 형태론  유사 을 고려하지 않고, 임베딩 벡

터를 만들기 한 학습 말뭉치에 등장한 단어만을 표

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등록된 단어는 그 의

미를 반 한 표 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문자 수 의 표 형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9,20]. 문자 수 의 표

형은 유사한 형태소 패턴을 포착할 수 있으므로 등록 

단어 뿐 아니라 미등록 단어에 한 표 형을 개선할 

수 있다. 한, 이미 학습된 단어의 의미와 문자 수  

표 형을 모두 고려하기 해 LSTM 계층을 통과한 문

자 수  표 형과 단어 임베딩을 결합(Concatenate)한 

표상이 제안된 바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각 문자를 입력으로 하는 bi-LSTM 

계층을 통과한 마지막 은닉 상태(Final hidden states)

를 단어의 문자 수  표 형으로 사용하 다. 문자와 단

어 수 의 표 형을 단순히 결합하는 신, 최종 표상에 

단어 임베딩과 문자 수  표 형이 각각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지 학습을 통해 동 으로 결정하게 된

다. 본 과정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는 단어 임베딩, 

는 문자 수  표 형, 
 , 

 , 
은 가 치 행렬, 

는   범 의 로지스틱(Logistic) 함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와의 원소 곱(Element-wise multiplication)을 

통해 두 표 형을 각각 단어의 최종 표상()에 어느 정

도 반 할지 결정하고, 을 3.1의 순차 이블링 모형의 

입력으로 사용하 다.

  



 (7)

   ․  ․  (8)

3.3 멀티 태스크 학습

멀티 태스크 학습은 여러 학습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

여 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

균형한 데이터셋으로 인한 편향된 학습을 방지하기 

해, 다음에 등장할 단어를 측하는 언어 모델링을 오류 

측과 동시에 수행하 다. 언어 모델링을 통해 문장의 

의미와 구문 구성에 있어 범용 인 패턴을 학습함으로

써 보다 일반화된 학습을 진행하여 측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그림 1에서의 ‘Prediction Layer’는 순차 이블링과 

언어 모델링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 태스크 학습 과정

을 나타낸다. 순방향 LSTM의 은닉 상태 를 통해 순

방향의 다음 단어를 측하고, 역방향 LSTM의 은닉 

상태 를 통해 역방향의 다음 단어를 측한다. 한 

3.1과 같이 각 방향의 은닉 상태를 결합하여 본래의 목

인 오류 측을 해서도 사용하므로, bi-LSTM 모

형이 두 과제를 모두 수행하도록 최 화된다. 본 과정은 

아래 수식과 같이, 각 방향 모두 은닉 상태로부터 언어 

모델링을 한 자질  , 를 비선형 계층을 통해 추

출하고, 해당 자질을 통해 다음에 등장할 단어(   , 

  )을 측한다.

  
 (9)

    (10)

  
  

 (11)

       (12)

언어 모델링의 목  함수(Objective function)는 식 

(13), (14)와 같이 올바른 단어 측에 해 음의 로그 

확률을 최소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식 

(15)와 같이, 언어 모델링의 목  함수와 순차 이블링

의 목  함수인 식 (6)을 결합해 최종 목  함수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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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는 언어 모델링 목  함수의 기여도를 제어하

기 해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0.1로 지정하 다.

 
  

  

  


 (13)

  
  



  


 (14)

  (15)

3.4 주의 기제 기법

주의 기제 기법은 딥러닝 모형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특정 시 에서 련성이 높은 요한 맥락에 강조를 주

는 기계학습의 한 기법이다. 최근 기계 번역, 이미지 캡

셔닝, 감성 분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리 사용되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에서 

오류가 존재하는지 측할 때, 문장의 체 보다는 측

에서 단의 근거가 되는 특정 단어에 집 하여 효율

으로 오류를 측할 수 있도록 주의 기제 기법[7]을 

용하 다.

본 과정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bi-LSTM 계층에서 

번째 단어의 은닉 상태인 와 문장 내의 각 단어에 

한 은닉 상태 에 해 식 (17)을 통해 유사도를 계

산하고, 문장의 모든 개의 단어에 해 주의 집  가

치 를 계산한다. 그리고 주의 집  가 치와 은닉 

상태의 가  합(Weighted sum)을 통해 문맥 벡터 를 

얻는다. 여기서 문맥 벡터는 오류 측에 필요한 요도 

정보를 장하고, 문맥 벡터를 은닉 상태와 결합해 완

연결계층에 통과시킴으로써 요도 정보를 반 한 새로

운 은닉 상태 를 얻을 수 있다. 최종 으로, 요도 

정보가 가 되어있는 은닉 상태는 식 (4)～(5)와 같이 오

류 측을 한 소 트맥스 계층에서 이용된다.

 


exp
 

exp


(16)


   

 (17)

  
  



 (18)

   (19)

4. 실험  평가

4.1 실험 데이터

모형의 학습을 해서 사용한 데이터는 FCE로, 본래

는 오류 교정을 해 어 L2 학습자가 작성한 문장과 

그에 한 문법 오류 유형  범 가 표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에서 오류 감지 연구를 해 FCE 데이

I was trully disappointing by it .
C C I I C C C

그림 2 학습 데이터 시

Fig. 2 Example of the training data

터를 각 토큰에 한 이진 분류(Correct/Incorrect) 형

식으로 변환하여 공개한 데이터를 사용하 다. 총 33,673

개의 문장 에서 28,731개는 학습 데이터로, 2,222개는 

검증 데이터로, 2,720개는 평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한, 제안하는 모형의 추가 인 평가를 해 CoNLL-14 

Shared Task 평가 데이터[22]를 사용하 다. CoNLL-14

는 본래 문법 오류 교정을 한 평가 데이터로, 보다 길

고 능숙하게 쓰인 1,30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명의 문가(Annotator)에 의해 2개의 평가 데이터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NLTK(Natural 

Language Toolkit)[23]를 통한 토큰화(Tokenize) 과정

을 거쳐, 오류 교정 후의 문장을 비교하여 그림 2와 

같은 오류 감지 형식으로 변환해 사용하 다. 실험에 사

용된 데이터의 처리를 해 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등장하는 숫자는 모두 동일하게 ‘0’으로 변경하 다.

4.2 실험 환경  모수 설정

모든 실험은 Intel(R) Core(TM) i7-6700K CPU와 

NVIDIA GeForce GTX 1080 GPU가 장착된 PC에서 

Tensorflow[24] 임워크를 통해 진행되었다. 단어 

임베딩 벡터는 Wikipedia 2014와 Gigaword 5를 통해 

사  학습된(Pre-trained) 300차원의 GloVe[25]를 사용

하 다. 문자 수 의 임베딩 벡터는 100차원으로 Xavier 

기화[26] 방식을 통해 기화한 후 학습되도록 설정하

다. 단어의 문자 수  표 형을 얻기 한 LSTM 은

닉층의 크기는 100으로, 단어 수 의 표 형을 얻기 

한 LSTM 은닉층의 크기는 300으로, 멀티 태스크 학습

에서 언어 모델링을 진행하는 계층의 은닉층 크기는 50

으로 지정하 다.

학습에 사용되는 모든 가 치는 Xavier 기화 방식

으로 기화 되며, 과 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한 드롭아웃(Drop out)의 비율을 0.5로 설정하 다. 학

습은 총 50번의 에폭(Epoch)으로 Adam 최 화 기법

[27]을 통해 진행하 다. 기 학습률(Learning rate)은 

0.001로 설정한 후, 진 으로 학습률을 감소(Learning 

rate decay)시키는 방법을 이용하 다. 한, 각 에폭 

마다 검증 데이터를 통해 성능을 측정하여, 7번의 에폭 

동안 F0.5 수를 기 으로 성능 개선이 없는 경우 과

합을 막기 해 학습을 기 종료(Early stopping) 하

다. 실험 결과는 F0.5 수를 기 으로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는 에폭에 해 4.3의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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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CE 데이터를 사용한 모형의 성능 평가  구성 요소 제거 실험 결과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and ablation experiments of each component using FCE dataset

FCE-DEV FCE-TEST

predicted correct P R F0.5 predicted correct P R F0.5

Proposed model 2334 1660 68.55 34.48 57.24 2977 1977 66.41 31.36 54.27

(-)char attention 1921 1314 68.40 28.32 53.31 2569 1675 65.20 26.57 50.51

(-)multitask learning 1933 1233 63.78 26.57 49.83 2535 1567 61.81 24.85 47.64

(-)attention 2126 1436 67.54 30.95 54.63 2964 1852 62.48 29.37 50.99

(+)CRF 2160 1500 69.44 32.32 56.47 2685 1787 66.55 28.34 52.42

표 2 CoNLL 평가 데이터를 사용한 모형의 성능 평가  구성 요소 제거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and ablation experiments of each component using CoNLL-14 test data

CoNLL-14 TEST1 CoNLL-14 TEST2

predicted correct P R F0.5 correct P R F0.5

Proposed model 2152 540 25.09 17.83 23.20 803 37.31 19.03 31.30

(-)char attention 1910 466 24.40 15.38 21.84 683 35.76 16.18 28.79

(-)multitask learning 1699 356 20.95 11.17 18.11 553 32.54 13.10 25.09

(-)attention 2146 467 21.76 15.41 20.10 715 33.31 16.94 27.92

(+)CRF 1693 452 26.69 14.92 23.05 677 39.98 16.04 30.79

4.3 평가 척도

모든 실험에 한 성능 평가는 정 도(Precision), 재

율(Recall), F0.5 수로 측정된다. 정 도는 시스템의 

측 에서 올바른 측인 비율을, 재 율은 실제 정답 

에서 시스템이 올바른 측을 한 비율을 나타낸다. 

F0.5 수는 문법 오류 교정을 한 CoNLL-14 Shared 

Task에서 채택된 평가 척도이다. 정확한 피드백이 요

한 오류 감지 시스템의 특성을 반 하기 해, 식 (22)

와 같이 의 값을 0.5로 조 하여 재 율보다 정 도에 

2배의 가 치를 주어 계산한다[28]. 한, [29]에 따라 

측한 토큰과 실제 올바른 측에 해당하는 토큰의 개

수를 측정하 다.

 


(20)

 


(21)

 


 ⋅
(22)

4.4 문자와 단어를 동 으로 혼합한 표상 실험

표 3은 3.1의 순차 이블링 모형에 각각 단어 임베

딩(word-level), 단어 임베딩과 문자 수 의 표 형을 

단순 결합한 표상(char concat), 단어와 문자의 혼합 비

율을 학습을 통해 동 으로 결정하는 표상(char atten-

tion)을 용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은 FCE 데

이터를 통해 학습을 진행한 모형에 평가 데이터 3개의 

F0.5 수를 측정해 진행하 다. 본 실험을 통해 3가지 

표상 방법을 비교한 결과, 3개의 평가 데이터 모두에서 

단어 임베딩과 문자 수  표 형의 혼합 비율을 학습을

표 3 단어 표상 방법론에 따른 실험 결과(F0.5)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f word representation 

methodology(F0.5)

FCE

TEST

CoNLL-14

TEST1

CoNLL-14

TEST2

word-level 44.27 18.73 24.51

char concat 45.27 18.78 24.98

char attention 45.97 18.96 25.30

통해 동 으로 결정하는 표상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

타냄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문

자와 단어 수 을 동 으로 혼합하는 표상을 제안하는 

모형의 표상으로 사용하 다.

4.5 구성요소 제거 실험

표 1과 표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을 FCE 학

습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검증 데이터와 평가 데이

터, 그리고 CoNLL-14 평가 데이터 2개를 통해 성능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한, 모형에 용된 구성요소

의 향력을 평가하기 해 각 구성요소를 제거하는 실

험을 진행하 다.

먼 , 단어와 문자의 혼합 비율을 동 으로 결정하는 

표상을 제거한 경우, FCE 평가 데이터의 F0.5 수를 

기 으로 3.76%p 하락하 다. 단어와 문자의 혼합 비율

을 결정하는 값()은 미등록 단어와 같이 등장 빈도가 

낮은 단어에 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21]. 단어

에 한 표상을 제 로 추정할 수 없을 때 단어의 철자

를 이용하는 것을 학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를 들어,

‘dogs’라는 단어가 임베딩 벡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

반 으로 무작 로 기화된 벡터를 해당 단어의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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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행 연구와 성능 비교 결과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of previously studied models

FCE-TEST CoNLL-14 TEST1 CoNLL-14 TEST2

P R F0.5 P R F0.5 P R F0.5

Kaneko et al. [11] 46.70 28.60 41.40 - - - - - -

Rei&Yannakoudakis [12] 57.50 28.30 47.70 16.70 22.00 17.50 26.50 24.90 26.20

Rei et al. [6] 58.88 28.92 48.48 17.68 19.07 17.86 27.62 21.18 25.88

Kasewa et al. [13] - - 50.40 - - 22.10 - - 30.80

Proposed model 66.41 31.36 54.27 25.09 17.83 23.20 37.31 19.03 31.30

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본 표상을 통해서는 ‘dog’

와 미사 ‘s’가 결합된 것을 유추하고, 그 결합의 정도 

한 동 으로 결정한다. 즉, 본 표상을 통해 단어 임베

딩에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단어 뿐 아니라 L2 학습자

의 작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단어까지도 의미 

있는 표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표상이 제안하는 모형에 합한 표상임

을 입증하 다.

언어 모델링을 통한 멀티 태스크 학습을 제거한 경우

에는 성능이 6.63%p 하락하 다. 멀티 태스크 학습을 

진행하여 불균형한 학습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언어 모델링을 통해 문장의 의미와 구문 

구성에 있어 범용 인 패턴의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장 큰 폭으로 성능이 하락함에 따라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모형의 성능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주의 기제 기법을 제거한 경우에는 성능이 3.28%p 

하락하 다. 주의 기제 기법을 용하여 각 단어의 오류

를 측할 때, 문장의 각 단어가 오류 감지에 얼마나 

요한지를 학습하고 요한 단어에 보다 집 하여 측하

므로 모형의 오류 측 성능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 다.

추가로, 순차 이블링 모형에서 최종 으로 오류를 

측할 때 소 트맥스 계층 신 주어진 이블 간의 

인 성을 통해 최 의 이블을 측하는 CRF(Condi-

tional Random Fields)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하 다. 

CRF는 일반 으로 순차 이블링 모형의 출력 계층에

서 많이 사용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CRF를 사용한 경

우 1.85%p의 성능 하가 확인되었다. 문법 오류 감지 

모형의 경우에는 오류(Incorrect) 이블이 희소할 뿐 

아니라, 다른 순차 이블링 모형과 달리 측 이블이 

2개로 그 개수가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CoNLL-14 평가 데이터의 경우에도 FCE 평가 데이

터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 다. 따라서 문자와 단어

를 동 으로 혼합한 표상을 기반으로, 언어 모델링을 통

한 멀티 태스크 학습과 주의 기제 기법을 용한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이 문법 오류 감지 작업에 효과

임을 본 실험을 통해 입증하 다.

4.6 선행 연구 결과 비교

표 4에서는 FCE와 CoNLL-141)평가 데이터를 사용

한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의 성

능을 비교하 다. 데이터에 따라 선행 연구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으로 표기하 다. [11]은 학습자의 문법성과 

표 을 고려한 단어 임베딩을 용한 모형이고, [12]는 

오류 이블 측과 기존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오류 유형, 품사, 의존 계와 같은 정보를 추가 으로 

측하는 학습을 진행하 다. 한 [6]은 언어 모델링을 

통한 멀티 태스크 학습만을 진행한 모형이고, [13]은 

FCE 데이터와 추가 데이터를 통해 실제 발생하는 오류

의 분포를 학습하여 데이터를 증 시켜 학습한 모형이

다.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모형이 추가 인 자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F0.5 수

를 기 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자 수  표 형과 단어 임베딩을 동

으로 혼합한 표상을 기반으로, 멀티 태스크 학습과 주

의 기제 기법을 용한 문법 오류 감지 모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해 3개의 평가 데이

터를 사용하 으며, 추가 인 자질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선행 연구들을 F0.5 수를 기 으로 3.87%p 상회하며 

우수한 모형임을 입증하 다. 한, 모형의 각 구성 요

소들을 제거해 으로써 각 구성 요소들의 역할과 기여

를 확인하 다. 

하지만 개체명 인식, 품사 태깅과 같은 다른 순차 

이블링 문제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

다. 데이터에서 한 문장 내에 문법 오류에 해당하는 

이블이 다른 작업에 비해 희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따라서 오류의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실제

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를 보강하는 방법을 모

색하여 성능 개선을 한 향후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 각 선행 연구에서 진행한 오류 감지 데이터로의 변환 과정에 따라 데이

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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