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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차변환이란 외래어 등을 소리를 따서 한글로 표기하

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naver’라는 영문을 ‘네

이버’라는 한글로 옮기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

재 한국어에는 수많은 외래어들이 포함되어있으며, 질의

와 문서에는 이러한 외래어들이 제각기 영문 또는 한글

을 혼용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검색 품질의 향상

을 위해서는 적절한 음차변환을 통해 서로 다른 언어의 

단어를 잘 매칭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음차변환 문제를 문장대문장 학습(Sequence-to-

sequence learning)[1]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문장

대문장 학습이란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기계학습 모델이 

학습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번역[2], 챗봇[3] 등 다양

한 자연어처리분야의 문제들을 푸는데 사용되고 있다. 

음차변환 또한 영문과 한글 문자열 사이의 관계를 학습

해야 하므로 문장대문장 학습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임의의 영문 문자열의 발음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글

로 음차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Elon Musk’의 경우

‘일론 머스크’,‘엘론 머스크’등의 음차가 가능하며 

음차변환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따라 주어진 영문 단어

를 전자로 음차할 수도 후자로 음차할 수도 있다. 이러

                                          
1 네이버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본 연구를 수행함 

한 음차변환 결과의 다양성 때문에 검색 시스템이 정확

한 매칭(exact match)만을 사용할 경우 결과 품질이 기

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음차변환어가 포함된 

질의어를 문서 색인과 매칭할 때 정확한 문자열은 다르

더라도 유사한 발음을 가진 경우를 유연하게 매칭할 수 

있는 부분 매칭(partial match) 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대문장 학습을 이용한 음차변환 결

과를 자모의 발음 유사도를 기반으로 여러 유사 명칭들

과 매칭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위키피디아 

리다이렉트를 통해 구성된 데이터셋을 통해 그 각각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2. 관련 연구 
 

  음차변환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외래어 표기 

사전을 구축하는 접근방식이 있다. 기존 연구중에는 외

래어 표기 사전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중언어 

코퍼스를 이용한 연구[4]가 있다. 더 나아가 음차변환을 

위한 통계적 모델을 구축한 연구로는 마르코프 모델[5], 

최대 엔트로피 모델[6]등을 이용한 연구가 있으며, 기계

학습에 기반한 결정 트리[7]나 신경망[8]을 이용한 연구 

등이 있다. 문장대문장 학습을 이용한 음차변환[9] 또한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쌍에서 연구된 결과가 있다. 

문장대문장 학습을 이용한 음차변환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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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검색 결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질의의 정확한 매칭 뿐만이 아니라, 서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한

글 문자열과 영문 문자열(예: 네이버-naver)의 매칭과 같은 유연한 매칭 또한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

장대문장 학습을 통해 영문 문자열을 한글 문자열로 음차변환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음차변환 결

과로 얻어진 한글 문자열을 동일 영문 문자열의 다양한 음차변환 결과와 매칭시킬 수 있는 발음 유사성 

기반 부분 매칭 방법론을 제시하고, 위키피디아의 리다이렉트 키워드를 활용하여 이들의 성능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문장대문장 학습 기반의 음차 변환 결과가 복잡한 문맥을 고려할 수 

있으며, Damerau-Levenshtein 거리의 계산에 자모 유사도를 활용하여 기존에 비해 효과적으로 한글 키워

드들 간의 부분매칭이 가능함을 보였다. 
                                                                                                                           

주제어: 음차변환(Transliteration), 문장대문장 학습(Sequence-to-sequence Learning), 부분매칭(Partial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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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부분 매칭에 관한 연구로는 자모의 발음혼돈을 

고려하여 음차 표기의 음성적 유사도를 비교한 Kodex[10]

와 영어의 발음과 한글의 입말표기와 영어 단어의 유사

도 비교를 용이하게 하도록 고안된 Konix 코드[11]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발음 정보의 비교를 위한 코

드를 생성하는데 집중한 것에 비하여 본 연구는 자모의 

발음 유사도를 이용하여 Damerau-Levenshtein distance 

(편집 거리)를 확장하고자 한 것이 주요한 차이점이다. 

  

3. 문장대문장 학습 기반 음차변환 
 

3.1 학습 데이터 
 

음차변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영문을 한글로 음

차한 병렬 말뭉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

원에서 제공하는 외래어 표기법 데이터2 43,466건, 네이

버 국어사전의 외래어 데이터3 29,609건, 위키데이터에 

한글명과 영문명이 모두 등록되어있는 개체명 25,566건

을 이용하였다. 이 때, 위키데이터의 개체명은‘네이버-

naver’와 같이 한글이 영문을 음차한 경우도 있지만 

‘Germany-독일’등 번역이 되어있는 경우도 다수 있으

므로 인명, 상호명, 지명 등 번역 보다는 음차가 우세한 

카테고리들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학습 데이터

의 한글은 자모를 분리하였고, 알파벳에 붙은 기타 발음

기호들은 제거하였으며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3.2 문장대문장 학습 모델  
 

음차 변환을 위해 사용한 문장대문장 학습 모델은 

Sutskever의 연구[1]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코

더로 각각 Attention[12]을 적용한 단방향 LSTM, 양방향 

LSTM, 1차원 CNN을, 디코더로는 단방향 LSTM만을 이용하

여 구성하였다. 인코더에는 음차 변환을 하고자 하는 영

어문장이 입력되며, 입력이 끝나면 인코더에서 나온 상

태를 디코더로 전달해주게 된다. 디코더는 전달받은 정

보를 기반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한글 자모들을 순차적

으로 출력하게 된다. 인코더와 디코더를 포함한 전체 신

경망은 Adam optimizer[13]를 이용하여 최적화되었으며, 

이 때 learning rate은 1e-3을 사용하였다. 

 

3.3 음차변환 결과 분석 

 

표 1,2,3에는 양방향 LSTM을 이용하여 음차변환을 한 

결과 중 주목할만한 일부가 표시되어있다. 문장대문장 

학습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언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철자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으

로 표 1에서 ch, w, j와 같은 철자들이 주변 문맥에 따라 

다른 자모로 음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https://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 

철자 영문 음차 결과 

ch 
chocolat chapon 쇼콜라 샤퐁 

pheva chocolate 페바 초콜릿 

w 
albertina wien 알베르티나 빈 

williamstown 윌리암스타운 

j 
julia jacklin 줄리아 재클린 

hostal nerja 호스탈 네르하 
 

표 1. 근원 언어의 특성이 고려된 음차변환 결과 예시 
 

 
 

영문 음차 결과 

jmd design 제이엠디 디자인 

bk cell 비케이 셀 

bunker 9 벙커나인 
 

표 2. 알파벳, 숫자를 음차한 변환 결과 
 

영문 음차 결과 

choi yunjung 최윤정 

kim heewon 김희원 

yasuhiro suzuki 야스히로 스즈키 
 

표 3. 한국,일본 이름을 음차 변환한 결과 

 

표 2는 문맥에 따라 알파벳의 이름을 그대로 읽어야 

하는 케이스들의 결과가 나열 되어있고, 표 3에는 한글, 

일본 이름의 영문명을 음차한 결과가 나열되어 있다. 음

차 변환 과정에 전체 문맥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하는 

복잡한 케이스들의 음차도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발음 유사도 기반 부분 매칭 
 

4.1 한글 문자열 간 유사도 계산 방법론 
 

한글 문자열을 올바르게 부분 매칭하기 위해서는 두 

문자열의 발음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

구는 한글 자모의 발음 유사도를 이용하여 Damerau-

Levenshtein Distance[14](이하 편집 거리)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편집 거리는 문자열 A와 문자열 B가 있을 때, A와 B가 

같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문자의 최소 편집 횟수를 의미

하며, 이 때 편집은 문자의 삽입, 삭제, 치환, 전치의 4

가지 연산을 의미한다. 편집 거리 f는 아래 수식 1과 같

이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수식 1. 동적프로그래밍을 이용한 편집 거리의 계산 

3 https://ko.dict.naver.com/list.nhn?kind=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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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는 두 문자 사이의 유사도이다. 일반적으로 

함수 d는 두 문자가 같으면 1, 다르면 0의 값을 갖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문자열‘ㄱㅔ’와 문자열‘ㄱㅐ’

의 거리도 1로 계산되고, 문자열 ‘ㄱㅔ’와 문자열 

‘ㄱㅗ’의 거리도 1로 계산된다. 따라서‘게’와 ‘개’

는 ‘게’와 ‘고’보다 발음상 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리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 문자의 발음 유사도를 고려한 d 함

수를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4.2 한글 자모 간 유사도 계산 방법론 

 

  본 절에서는 자모간 유사도 함수 d를 설계하기 위해 

고안한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각 방법론은 

언어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설계된 자모의 자질 벡터, 대

량의 데이터를 통해 발견된 자모간 연관성, 인공신경망

을 통해 학습된 자모 임베딩 간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4.2.1 IPA기반 발음 벡터 (IPAVec, IPASim) 

 

IPA란‘국제 음성 기호’를 뜻하며, 전세계 문자를 발

음 특성에 따라 고유한 문자로 나타낸다.[15] 각 IPA는 

발음 특성에 따라서 분류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러한 미리 분류된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한글의 발음 체

계를 얻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글 자모음을 그림 1의 표를 참조하

여 각 자모를 IPA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고 각 IPA의 

특성을 도출해 내어 벡터로 변환하였다. 

 

 
그림 1. 자음 IPA 표4 

자음의 경우, 세로축은 발성의 방법, 가로축은 발성의 

위치(구강 전방에서 구강 후방으로)에 해당하고, IPA가 

같은 칸에 있더라도 왼쪽에 위치하면 무성음, 오른쪽에 

위치하면 유성음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로, 발성의 

방법 중 한글 자음을 변환한 IPA와 대응되는 특성인 파

열음, 비음, 탄설음, 마찰음을 각각 one-hot 인코딩으로 

벡터화하였다. 둘째로, 1부터 11까지의 스케일이 존재하

는 발성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소리가 나는 위치를 구강 

전방에서 후방으로 순서대로 나타낸 분류이기 때문에 가

                                          
4 Official IPA chart, http://linguistics.ucla.edu/people/keating/IPA/IPA_charts_2018.html 

까운 칸들은 가까운 거리를 가지도록 첫번째 칸에 분류

되는 경우 [0,0,0,0,0,0,0,0,0,0]의 값을, 두번째 칸에 

분류되는 경우 [0,0,0,0, 0,0,0,0,0,1] 값을 갖는 식으로 

서수식 인코딩(ordinal encoding)을 하였다. 이러한 방식

에 따르면 첫번째 칸과 두번째 칸은, 첫번째 칸과 열 한

번째 칸보다 적은 차이를 갖게 된다. 셋째로, 무성음의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하였고 유성음의 경우 1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조점이 붙은 경우와 겹자

음의 경우를 고려하였다.‘ㄱ-k’,‘ㄲ-kʰ’,‘ㅋ-k�’ 
와 같이 강조점이 붙은 경우 발음에 차이가 생기긴 하지

만, 발음 방법, 발음 위치등은 여전히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무런 강조점이 붙지 않는 경우는 1,‘ʰ’가	붙
는	경우는	 0.5,	‘“’가 붙는 경우는 1.5의 값을 부여하

여 작은 차이가 생기도록 하였다. 겹자음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기반하여 단자음으로 단순화하였고, 겹자

음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 구분되도록 하였으며, 

같은 겹자음 간의 분류는 하지 않았다. 

 

그림 2. 모음 IPA 표3 

모음의 경우, 세로축은 입 열림 정도, 가로축은 혀의 

위치(전방에서 후방으로)에 해당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

더라도 그림 2의 ㆍ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평순모음, 

오른쪽에 있으면 원순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입 열림 정도는 닫힘, 중간닫힘, 중간열림, 열림으로 나

뉘었고 순서 관계와 스케일이 존재하는 값이므로 자음의 

발성 위치와 같은 방식으로 서수식 인코딩을하였다. 둘

째로, 혀의 위치도 그림 2의 가로축을 6등분하여 마찬가

지로 서수식 인코딩을 하였다. 셋째로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을 구분하여 0 혹은 1의 값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

로 모음 IPA표 만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특성으로 기호 

앞에 ‘j’나 ‘w’가 붙은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ㅏ’,’ㅑ’,’ㅘ’는 각각 ‘a’,’ja’,’wa’로 변

환된다. 이 경우 자음에서의 강조점과는 다르게 발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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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변화가 꽤 있으므로 아무 것도 붙지 않는 경우에

는 [0,0], ‘j’가 붙는 경우에는 [0,1], ‘w’가 붙는 

경우에는 [1,0]의 값을 주어 구분지었다.  

  예를 들어‘ㅗ’를 벡터로 나타내면 우선 IPA로 ‘o’

에 해당하고, 입열림 정도는 중간닫힘이므로 [0,0,1,1], 

혀의 위치는 가장 후방이므로 [1,1,1,1,1,1], 원순모음

이므로 [1], 추가로 아무 것도 붙지 않았으므로 [0,0]의 

값을 각각 획득한다. 이들을 종합하여 ‘ㅗ’에 해당하

는 벡터[0,0,1,1,1,1,1,1,1,1,1,0,0]를 얻을 수 있다. 

4.2.2 질의수정통계 기반 유사도 (QueryEditSim) 

 

사용자가 검색창에 질의를 입력하고 아무런 탐색활동

없이 곧바로 유사한 다른 질의를 입력하였다면, 사용자

는 두 질의를 헷갈렸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사용자가 

‘배개’를 입력하고 곧바로‘베개’를 입력하였다면 사

용자는‘ㅐ’와 ‘ㅔ’를 잘못 입력한 것인데,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ㅐ’와 ‘ㅔ’의 유사도는 높다고 추

론할 수 있다. 단, 사용자의 이러한 질의 수정은 발음이 

비슷한 질의를 잘못 입력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으나, 

단순히 글자를 착각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 혹은 키보

드 상에서 가까운 문자를 실수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즉, 이는 발음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까지 폭 

넓게 포함하고 있는 통계기반 유사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8월 한달간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된 

사용자 질의 수정로그를 토대로 한 자모가 다른 자모와 

혼동될 확률을 두 자모의 유사도로 간주하였다. 이 방식

은 각 자모의 벡터가 구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유사도가 구하여진다는 점이 다른 두가지 방식과 다르다. 

 

4.2.3 자모 임베딩 벡터 (CharEmbVec, CharEmbSim) 

 

문장대문장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각 단어는 특정 

차원의 벡터로 나타내어지며, 문장간의 관계가 학습되는 

동안 생성되는 오차의 전파를 통해 단어의 임베딩이 형

성되게 된다. 음차 변환의 경우 단어는 한 개의 자모를 

의미하며, 주어진 영어 단어와 이를 음차한 한글 자모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동안 발음에 대한 정보가 자연

스럽게 임베딩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렇게 얻어진 자모의 임베딩을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활용

하였다. 

상기 기술한 방법론들을 이용하여 구하여진 유사도를 

그림 3에 Heatmap으로 표시하여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표

상화하였다. 이 때, 각 자모가 벡터로 임베딩되는 

IPASim과 CharEmbSim의 유사도는 각각 IPAVec, 

CharEmbVec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 후 (-1, 1)의 값을 

갖도록 재스케일링하였다. QueryEditSim의 경우 각 자모

별 전이 확률의 합이 1이 나오도록 정규화하였다. 

Heatmap의 세로축과 가로축은 각각 한글 자모음을 나타

내며, 밝기가 흰색에 가깝게 밝을수록 유사도가 높은 것

이고, 검은색에 가깝게 어두울수록 유사도가 낮음을 의

미한다. IPA기반 유사도에 대한 Heatmap은 Identity 함수

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밝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질의수정로그 기반 유사도는 IPA와는 다르게 전체

적으로 적은 유사도 값을 가지며, 일부 자모쌍 만이 높

은 값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자음과 모음에서 

눈에 띄게 밝은 부분이 하나씩 보이는데 자음의 경우에

는 ‘ㅅ’과 ‘ㅆ’, 모음의 경우에는 ‘ㅔ’와 ‘ㅐ’

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자모 임베딩에 기반한 벡

터는 자모음의 구분없이 중간 정도의 밝기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각 유사도 측정 방법론에  

따른 자모간 유사도 Heat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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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차변환 결과와 부분매칭 품질의 정량적 평가 
 

5.1 실험 데이터셋 

 

음차변환 결과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한글위키와 나무위키의 리다이렉트 키워드를 이용하여 
데이터 셋을 제작하였다. 리다이렉트 키워드란 문서의 표

제어 이외에 해당 문서를 가리키는 키워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글 위키피디아에서 ‘서울’은 ‘서울특별시’ 

문서를 가리키는 리다이렉트 키워드기 때문에 서울을 입
력할 경우 서울특별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문 제목을 가진 페이지들의 한글 리

다이렉트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 때, 리다이렉트 정보에는 음차(예:Merv-메르브)와 번

역(예:Elamite-엘람어)의 결과가 섞여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가 원하는 것은 음차인 경우들이므로 리다이렉트 키워드

가 최소 3개 이상있고 키워드간 문자가 50% 이상 겹치는 

표제어들로만 제한하였다. 이를 통해 총 3,558개의 영문 

표제어와 12,308개의 한글 리다이렉트로 구성된 음차변환 

정답셋을 생성할 수 있었다. 표 4는 정답셋의 예시로, 동

일한 영문 표제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음차한 한글 리다

이렉트 키워드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Eastern 

India와 같이 음차가 아닌 번역의 결과 또한 여전히 포함

되는데, 따라서 해당 테스트셋은 절대적인 지표보다 모델

간 성능 비교에 중점을 두어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표 4. 위키 리다이렉트를 이용해 구성한  

실험 데이터셋의 예시 
 

5.2 실험 방법 

 

본 실험은 영문 표제어를 음차하는 능력과 그 음차된 

결과를 다양한 한글 키워드들과 매칭할 수 있는 성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먼저 전체 데이터셋

을 558개의 dev set과 3000개의 test set으로 구분하였

다. 각 영문 표제어는 미리 훈련된 음차변환 모델을 통

해 한글로 음차가 된다. 이 음차된 결과를 이용하여 

12,308개의 한글 리다이렉트 키워드들과 각각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 때 유사도는 4장에서 설명한 3가지 방법에 

기반한 확장된 편집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편

집 거리가 일정 임계값 이상인 경우만 매칭된 것으로 확

정하였다. 이 임계값은 dev set에서 F1-score가 가장 높

도록 설정되었다.  

최종 성능은 Test set을 이용하여 F1-score를 계산하

였다. F1-score는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의 

조화평균값으로, 높은 F1-score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음차 변환 결과는 물론 다양하게 음차된 한글 키워드들

과 유연하게 매칭될 수도 있어야한다.   

 

5.3 실험 결과 

 

실험 결과는 아래 표 5에 정리되어있다. 

 

 단방향LSTM 양방향LSTM 1차원CNN 

Exact Match 0.148 0.169 0.173 

Identity Func 0.605 0.633 0.629 

IPASim 0.588 0.616 0.607 

QueryEditSim 0.600 0.642 0.632 

CharEmbSim 0.611 0.646 0.638 

 

표 5. 각 방법론 별 F1-score의 측정 결과 

 

완전매칭(Exact Match)과 부분매칭(Partial Match)의 

결과를 비교하면, 부분매칭을 할 경우 완전매칭을 할 경

우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음차변환 문제의 특성상 각 영문 표제어당 여

러개의 정답 한글 키워드가 존재하는데, 완전매칭을 할 

경우 최대 1개의 키워드밖에 매칭이 되지 않으므로 재현

율에서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험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문장대문장 학습 모델의 인코더 아키텍처에 따른 성능

은 양방향 LSTM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원 

CNN, 단방향 LSTM 순으로 성능이 좋았다. 

유사도 비교 방법론별 성능 비교는 표 5의 각 열에 나

타나있다.  음차변환 모델의 자모 임베딩을 이용한 

CharEmbSim을 이용할 경우 인코더 아키텍처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성능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모 

임베딩을 기반으로 자모의 유사도를 고려하는 방법이 단

순히 identity 함수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효과적으로 

부분 매칭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의수정로그를 이용한 QueryEditSim의 경우, 단방향 

LSTM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간의 성능 상승이 있

었다. 반면, IPA를 참고하여 설계한 IPASim의 경우 모든 

경우에 기본 identity 함수를 사용했을 때에 비하여 오

히려 성능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성능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는 IPASim의 경우 서로 다른 자모들의 유사도를 

지나치게 높게 계산한 것이 성능 하락의 원인으로 생각

된다. 아래 표 6에서 매칭된 결과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IPASim의 경우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나머지 두 방법론에서는 다른 발음의 단어가 매칭된 케

이스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표제어 한글 리다이렉트 키워드 

Gareth Barry 

가레스배리 개럿배리 
개러스베리 가레스베리 

개러스배리 

Johnny Galecky 
자니갈렉키 조니갈렉키  
조니갈레키 자니갈레키 

Pastry 

패스츄리 페스추리 
페스트리 페스츄리 
페이스트리 패스트리 

Eastern India 동부인도 인도동부 동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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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예시 2 예시 3 

영문 

표제어 
covington casio merovech 

음차 

결과 
커빙턴 카시오 메로베시 

정답  

키워드 

커빙턴 커빙튼 

코빙톤 커빙톤 

코빙턴 코빙튼 

카시오  

까시오 

카지오 

메로베치 

메로베크 

메로비스 

메로비크 

Identity 

Function 

켄징턴 커빙튼  

코빙턴 켄싱턴 

코빙튼 커빙톤  

커빙턴 코빙톤 

까시오  

카지오  

라디오  

라지오  

카시오 

메로비스 

메로베크 

메로베치 

멜로데스 

IPASim 

워싱턴 커빙튼 

워싱톤 코빙턴 

코빙튼 워싱튼  

커빙톤 커빙턴 

코빙톤 

카이저  

까시오 

카지오  

라디오  

라지오  

카시오 

메로베치 

Query 

EditSim 

커빙튼 코빙턴 

코빙튼 커빙톤 

커빙턴 코빙톤 

카시오  

까시오 

카지오 

메로비스 

메로베치 

CharEmb 

Sim 

커빙튼 코빙턴 

코빙튼 커빙톤 

커빙턴 코빙톤 

까시오  

카지오  

카시오 

메로비스 

메로베크 

메로베치 
 

표 6. 각 방법론 별 부분매칭 결과 예시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장대문장 학습 모델을 음차 변환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한글 키워드와 부분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다루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키피디아 리다이렉트 정보를 이용하여 구성한 

테스트셋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문장대문장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음차 변환을 

할 경우 주변 문맥을 고려하여 음차를 하기 때문에 언어

마다 다르게 읽히는 자모나, 알파벳이나 숫자를 그대로 

읽어야 하는 경우 등의 복잡한 경우도 음차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 결과를 통해 음차 변환의 결

과를 부분매칭하는 방법이 완전매칭하는 경우에 비해 해

당하는 한글 키워드를 찾는데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모 임베딩이나 질의수정로그

를 이용하여 편집 거리의 비용 함수를 수정함으로써 부

분 매칭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추후 위 연구를 바탕으로 기구축된 음차사전을 보강 

방법론이나, 음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검색 

엔진등에 대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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