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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국가 간 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고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일반인들이 쉽게 자동통

역 제품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통역 기술은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서 정부차원의 연구개

발 단계, 시범 서비스 및 실용화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 이제는 수십 개의 언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용 자동통역 앱이 소개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본 고에서는 다국어 자동통역의 핵심 요소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자동통역 기술의 개발 동향 및 응용 사례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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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동통역(automatic speech translation) 기술은 

언어장벽을 허물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간에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현재까지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통역하는 형상이

나, 조만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사람들 

간의 대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 

자동통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기술들

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언

어를 처리해야 하므로 각각의 언어에 대하여 요소기

술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국어 간 자동통역에 필요

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 자동통

역 공동연구 컨소시엄, 이른바 C-TAR(Consortium 

for Speech Translation Advanced Research)가 

1995년 결성되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1)은 양방향 자동통역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양방향 자동통역 시스템은 6

개의 주요 모듈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언어를 인식하

는 음성인식 모듈, 자동번역 모듈, 음성 합성 모듈 등

이 있다.  

본 고에서는 다국어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자동통역

기술을 구성하는 각 요소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 동향 

및 응용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Ⅱ. 다국어 자동통역 기술동향 

1. 개요 

자동통역 기술은 크게 음성인식(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자동번역(spoken language transla-

tion) 및 음성합성(text-to-speech synthesis)의 세 

가지 요소기술로 구성된다. 그리고, 응용 분야에 따라

서는 통역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언어 이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기술이 추가되기

도 한다. 

여러 가지 방식의 요소기술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대체로 확률통계 방식의 기술들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확률통계 방식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가

공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자동통역 시스템은 다수의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지원하는 언어가 많아질수록 구성 요소의 수는 급속

히 늘어난다. 단방향 자동통역 시스템의 경우, 한-영 

자동통역 시스템을 예로 들면, 한국어 음성인식 모듈, 

한→영 자동번역 모듈, 영어 음성합성 모듈 등 3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양방향일 경우 앞에서의 예처

럼 6개로 구성된다. 지원하는 언어에 일본어가 추가

될 경우 일본어 음성인식/합성, 한→일/일→한/영→

일/일→영 자동번역 등 6개의 모듈이 추가되어 총 12

개로 구성된다. 따라서, 다국어를 지원하는 자동통역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 비용 및 기간을 줄

이면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  

자동통역이 주로 사용되는 응용 분야가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통역하는 것이므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휴대성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PDA나 PDA 형태

의 전용 단말기에 탑재한 시스템이 출시되고 사용되

기도 하였다[1]. 그러나, 단말에서는 제한된 컴퓨팅 (그림 1) 한-영 양방향 자동통역 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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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 인해 고품질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대중화, 와이

파이 접속 지역 확대 및 다양한 요금제와 같은 환경 

변화와 맞물려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의 통역 시스템

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예전보다 훨씬 개선된 통역 성

능을 체감할 수 있다. 

2. 음성인식 

음성인식 시스템은 크게 음성인식 엔진과 음향 모

델, 언어 모델로 구성된다. 

음성인식 기술 자체는 언어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

다. 현재 적용되는 음성인식 기술은 거의 확률통계 방

식인 은닉 마르코프 모델(HMM: Hidden Markov 

Model) 기반이다. 개별언어에서 인식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언어 종속적인 정보들을 활용하지만,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이 특정 언어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특

히 음성인식 엔진에 사용되는 기술은 거의 언어와 무

관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확률통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언어(음향, 텍스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음성인식 성

능과 데이터베이스의 크기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

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에 따라 성능이 달라

진다. 

최근의 음성인식 성능은 프로세서의 고속화, 메모

리 양의 증가, 병렬처리 기법, 음성언어 자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음성인식 시

스템은 서버급 컴퓨터로부터 소형 휴대 단말기 또는 

가전기기 등과 같이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 상에 탑

재가 되고 있다.  

자동통역용 음성인식 시스템은 크게 서버형과 단

말형으로 구별되어 연구개발되고 있으며, 기술 수준

이 점차로 발전함에 따라 보다 짧은 개발 기간에 제한

된 양의 음성언어 자원을 이용하여 다국어 확장을 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2].  

본 절에서는 서버형 및 단말형 음향 모델링, 언어

모델링 기법들과 다국어 확장 연구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가. 서버형 및 단말형 음향 모델링 

서버형 음성인식은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음성

언어 및 컴퓨팅 자원이 무제한이라고 가정하며, 단말

기에서 사용자의 발화에 대해 음성 끝점 검출(EPD: 

End point detection)을 수행하여 녹음된 음성신호 

혹은 음성신호에서 추출한 특징 벡터들을 서버로 전

송하고, 그 이후의 단계를 서버에서 처리하여 인식 결

과를 다시 단말기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구글 음성인

식 서비스의 경우, 수백만 내지 수천만 발화 이상의 

방대한 규모의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음향 모델링에 

사용하고 있으며,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통역에서 이처럼 방대한 음성 데이터를 필요

로 하는 이유는 자동통역 단말기가 사용되는 음향 환

경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잡음에 강한 음향 모델

을 생성하기 위해서이다. 서버형 음성인식에서는 학

습용 음성 데이터에 부과된 녹음 환경 레이블링 정보

를 사용하여 다수 개의 소음 환경별로 음향 모델을 

각각 학습하고, 음성인식 단계에서 이들 중 입력신호

와 가장 가까운 모델을 자동 선택하여 인식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음성인식 서비스를 통해 자동 수집되는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식기의 성능을 높

이는 기법들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음성 데이터가 녹음된 환경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교사 군집화(unsupervised 

clustering) 알고리즘 등을 통해 환경별 음향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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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수 있다[3]. (그림 2)는 구글 등에서 제안한 

비교사 군집화 기반의 음향 모델링을 나타낸다. 그림

의 종단 노드(terminal node)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음향 모델을 이루며, 음성인식 입력신호는 이 중에서 

가장 유사한 모델을 찾아 최적의 인식 성능을 얻는다. 

단말형 음성인식은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에서 음

성인식의 전 과정이 수행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메모리, CPU 속도 등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다. 이 

방법은 서버형 음성인식을 위한 음성언어 리소스 자

체 또는 모델링 단계에 제약을 가하여 단말기의 컴퓨

팅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된다. 음

향 모델링 단계에서는 서버형 음성인식용 음향 모델

을 구축한 뒤, 이 모델의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HMM 기반의 음성인식 방법에서 음향 모델의 규

모를 변경하는 것은 음향 모델을 구성하는 모든 

HMM들의 모든 평균벡터 및 공분산 행렬 요소들의 

총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음성인식 

과정의 전체 연산량 중에서 음향적 우도 값(acoustic 

likelihood score) 계산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므로, 음향 모델의 규모를 변경시키는 것은 모델을 

저장하는 저장공간의 크기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속

도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VM-GMM 모델링(variable mixture Gaussian 

mixture model) 방법은 HMM 기반의 음성인식에서 

음향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음향 모델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 우선 충분히 

많은 수의 모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음향 모델을 학

습한 뒤, 각 HMM 상태의 가우시안 성분(Gaussian 

mixture component)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확률적 분포가 가장 유사한 두 

개의 가우시안 성분들을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이진

트리를 구성한 뒤, 트리를 적정 수준에서 가지치기

(pruning)하여 최적의 음향 모델을 생성해 낸다. 확

률적으로 유사한 두 가우시안 성분들을 찾기 위한 거

리 척도는 구축되는 이진트리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

요한 단계로서, 가중 K-L 거리(weighted Kullback-

Leibler divergence), Bhattacharyya 거리, 가우시

안 성분들의 가중치(mixture weight)의 합, DL(delta-

likelihood) 거리 척도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진 트리

를 가지치기하는 방법으로는 MDL(minimum de-

scription length) 기반의 최적화 기법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4],[5]. 

나. 서버형 및 단말형 언어 모델링 

서버형 음성인식에서 언어 모델 학습 코퍼스의 규

모는 구글 음성검색용 음성인식기의 경우 2300억 어

절에 육박한다. 이 코퍼스에 대한 n-gram을 기준으

로 할 때, 3-gram이 77억 개 정도이며, 음성인식이

기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이를 1500만 개로 줄여서 

음성인식의 첫 번째 단계에서 단어 후보들을 격자

(lattice) 형태로 출력하며, 이차적 인식에서 4-gram 

혹은 5-gram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최종 인식 결과

의 정확도를 극대화한다. 여행영역으로 제한된 음성

인식기의 경우, 무제한 영역인 음성검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텍스트 코퍼스를 언어 모델

링에 사용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그 규모는 증가하

고 있어 언어 모델링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음성검색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6],[7].  

단말형 음성인식의 언어 모델은 서버형 언어 모델

(그림 2) 환경 군집화 서버형 음향 모델링 기법 

환경 K 

환경 1 환경 2 

환경 L 

환경 3 … 

환경 K 

환경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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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되, Stolcke, Seymore-

Rosenfeld 등의 다양한 가지치기  기법과 Katz/Good-

Turing, Witten-Bell, Kneser-Ney 등의 평활화

(smoothing) 방법을 이용하여 n-gram 규모를 크게 

축소시킨다. n-gram의 개수는 음성인식기의 물리적 

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단말기의 메모리 크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n-gram 개수를 조정한다.  

이외에도 호텔예약 상황 등과 같이 음성인식의 영

역이 제한적일 경우, 언어 모델 자체를 세부 영역으로 

적응하는 언어 모델 적응(language model adapta-

tion) 기법들을 활용하여 단말형 음성인식기의 크기

와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 

다. 다국어 확장 기술 

음성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식 성능이 크게 개

선되고 성공적인 응용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서, 점차 전 세계 주요 언어들로의 확장에 대한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8]. 이 문제는 새로운 언어에 대

한 음성인식 시스템을 저비용, 고속 및 고성능으로 구

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다 자세히는 신규 언어에 대

한 음향 모델 구축용 음성 데이터베이스, 언어 모델 

구축을 위한 텍스트 코퍼스, 발음 사전 생성기, 형태

소 분석기 및 언어별 발음 특성에 맞는 특징 추출기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원들을 음성인식기에 반영

하기 위한 다양한 가공 도구들이 있어야 한다.  

최근에 음성인식 서비스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환

경에서 널리 사용되어짐에 따라, 음성인식기 개발에 

필요한 음성언어 자원들을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사

용자들을 통해 직접 수집하는 방식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9]. 로그 데이터 형태로 저장된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는 수작업 전사(transcription) 작업 또는 음성

인식을 통한 자동 전사 및 신뢰 정보를 통한 필터링 

등을 통해 음성인식기 학습에 유용한 형태로 확보된

다. 따라서, 신규 언어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식

성능을 갖는 초기 인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여러 형태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음성

언어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ETRI의 자동통역연구팀에서 2008년부터 2011

년까지 4년간 수행되고 있는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 개발과제에서는 여행영역에 대해서 서버형 및 단

말형 한영 음성인식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점차로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언어를 확장해 나가는 연구개

발을 수행할 예정이다[5],[10]. 

3. 다국어 자동번역 

다국어 자동번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기술

일뿐만 아니라 다국어 자동통역 기술의 하부기술이

기도 하다. 다국어 자동번역은 시기적으로 1980년대

까지는 중간언어 방식과 간접변환방식에 의해, 1990

년대에는 통계기반방식에 의해 개발되다가 현재는 간

접변환방식과 통계기반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11]. 다국어 자동번역을 위한 

중간언어방식, 간접변환방식, 통계기반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가. 중간언어방식 

중간언어방식(Interlingua approach)은 개별언어

독립적인 의미표상(language-independent seman-

tic representation)을 도입하여, 입력문을 분석단계

를 거쳐 이 언어독립적인 의미표상으로 매핑하여 번

역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n개의 언어를 번역하기 위

해서는 각 언어로부터 언어독립적인 의미표상을 도

출해낼 수 있는 n개의 분석 모듈과, 이 언어독립적인 

의미표상으로부터 목표 언어를 생성해 낼 수 있는 n

개의 생성 모듈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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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언어방식에서 사용하는 의미표상은 자연언어

에서 가능한 모든 의미를 표상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와 어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방법론의 성

공 여부는 자연언어의 모든 의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상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미를 표상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자연언어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인공언어를 사

용(예: TITUS-System)[13]  

• 영어와 같은 자연언어를 차용하여 의미를 표현

(예: UNL-System)[14]  

• 자연언어의 의미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의

미소)로 나누어 표현(예: UNITRAN-System)[15]  

이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언어독립적인 의미표상

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김장’이라는 단어는 한국과 다른 문화권의 

언어, 예를 들어 영어나 독일어 등과 같은 다른 외국

어에서는 정확하게 대응되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언

어보편적인 의미표상을 구축하려고 할 때 이러한 어

휘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나. 간접변환방식 

간접변환방식(Indirect transfer approach)은 형태

소 분석을 거쳐 통사구조(syn-tactic structure), 의미

구조(semantic structure) 분석을 한 후 목표언어로 

변환(transfer)을 하며, 이 변환된 구조로부터 대역 

문장을 생성하게 된다. 변환을 통사 단계에서 하느냐 

의미구조에서 하느냐에 따라 변환 규칙의 복잡성도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통사구조는 사용하는 문법

에 따라 다르게 표상화(repre-sentation)되는데, 주로 

구구조 문법(phrase structure grammar)이나 의존 문

법(dependency grammar) 등이 통사표상을 위해 사

용된다. 의미구조는 통사적으로 분석된 문장의 의미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술어논리구조

(predicate argument structure)가 표상으로 사용된

다.  

이 방식에서 번역지식은 변환규칙의 형태로 표현

된다. 변환단계에서 입력문장의 인터페이스 구조는 

목표 문장의 인터페이스 구조로 변환되게 된다. 통사

구조기반 변환 방식은 의미구조기반 변환방식에 비

해 분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은 덜 소모되나, 변환규칙

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의미구조기반 

변환 방식은 통사구조기반 변환 방식에 비해 변환 규

칙은 비교적 단순하나, 변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조

를 도출해내기까지의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그만큼 에러 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고, 소수의 

규칙만을 구축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성능을 낼 수 있

으므로[16], 현재 국내외에서 상용화되어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국어 자동번역 시스템에 채택되고 

있다. 간접변환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기계번역시

스템으로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TAUM-시스

템,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의 CAT2 시스템[17], 미

국 텍사스 대학의 METAL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이 방식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분석, 변환, 생성에서 많은 수의 규칙에 의존하므로 

규칙 수가 많아질 수록 규칙 간의 충돌이 생기는 경

우가 많다. 또한 많은 수의 규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다. 통계기반방식 

통계기반방식(Statistics-based approach)은 이

중언어 말뭉치로부터 통계적 분석을 통해 모델의 파

라미터를 학습하고 그 모델에 근거하여 입력된 문장

을 번역하는 방식이다[18]. 이 방식은 1949년 War-

ren Weaver[19]에 의해 소개된 이후, 1991년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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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homas J. Watson 연구소 연구원들에 의해 다시 

소개되면서부터 연구가 부활하여[20], 현재 가장 활

발하게 연구되는 기계번역 기술이다. 

통계기반방식이 활발히 연구되는 배경에는 ① 모

델 파라미터를 학습할 수 있는 대용량의 가용 말뭉치

가 구축되고 있으며 ② 특정 언어 쌍에 제한 받지 않

고 모델을 자동으로 학습해 낼 수 있으며 ③ 규칙기

반자동번역이 번역지식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비용

을 요구하고, 다른 언어들에 일반화시켜 적용하기 어

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통계기반방식의 기본 요소는 통계적 번역 모델(trans-

lation model)과 언어 모델(language model), 이중

언어 말뭉치(bilingual parallel corpus)로부터 은닉

된 번역지식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학습 알고리듬, 그

리고 학습된 번역 모델에 기반하여 최적의 번역결과

를 탐색하는 디코딩 알고리즘(decoder)으로 구성된

다((그림 3) 참조).  

기본적으로 원시언어 문장 f를 목적언어 문장 e로 

번역하는 확률 모델은 p(e|f)인데,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얻기 위해 Bayes Theorem을 적용하여 번역 

모델 p(f|e)과 언어 모델 p(e)의 결합으로 유도된 생

성 모델을 만든다 

통계기반방식의 기본 모델인 단어단위 모델(IBM 

model 1-5)은 문장 길이에 따라 어순 재배열 계산 

복잡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를 낮추기 위

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었고, 특히 2003년 어순 재

배열에 따른 계산복잡도 감소 및 번역 효율을 고려한 

구문단위 번역 모델[21]이 소개되면서 기술이 급격

히 발전하여 현재 state-of-the-art를 이루었다. 그

리고 최근에는 통사적 언어 구조를 모델에 접합시키

기 위한 연구[22],[23], 미등록어 및 관용적 숙어 표

현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paraphrasing 기법 또는 번

역 지식 일반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24], 

[25]. 통계기반방식은 중국어-영어, 아랍어-영어 뉴

스 자동번역 분야에 적용한 결과 Google, IBM, ISI의 

자동번역 시스템들은 실용적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라. 국가별 기술동향 

미국에서는 미국방위 고등연구 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Agency)과 미국국

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을 

중심으로 개발 위험도가 높더라도 전망이 큰 기술을 

대상으로 통계기반방식의 다국어 통번역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27],[28].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의 국제무역산업부 지원 하

에 CICC(Center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mputerization) 프로젝트에서 1987년~1997

년까지 일본어, 중국어, 말레이시아어, 태국어, 인도

네시아어와 같은 동양권 언어에 대한 간접변환방식

의 다국어 자동번역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29].  

유럽은 유럽 공동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장 다국

어 자동번역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EU 언어 

쌍을 자동번역하기 위해 도구, 언어자원, 평가 등의 

개방형 연구 환경을 만들고 통계적 기술, 언어학적 지

식 자원, 통계기반과 규칙기반 자동번역을 모두 통합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번역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사(그림 3) 통계기반방식 기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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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Mode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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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der f1 … fJ e1 …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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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지향적 자동번역 기술을 목표로 FP7(FP7 

Seventh(7th) Framework Programme)의 지원 하

에 2012년까지 간접변환방식과 통계기반방식을 혼

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EuroMatrixPlus Project를 

추진 중에 있다[30].  

이밖에 유럽에서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제공함

으로써 통계기반 자동번역을 위해 대량의 학습데이터

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LetsMT![31] 프

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4. 음성합성 

자동통역의 마지막 단계인 음성합성은 목적 언어

(target language)로 번역된 텍스트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의 형태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서버형의 시스템에서는 대용량의 녹음 데이터를 

가공한 후 음소 단위를 반자동으로 추출하여 합성단

위로 사용하는 코퍼스 기반 음편 조합방식의 음성합

성 기술이 널리 사용된다. 계산량이나 메모리 사용량

이 많지만, 고품질의 합성음을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품질의 합성음을 생성하기 위해서

는 30시간 이상의 녹음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때문

에 다국어 합성기나 언어 확장을 위한 여러 방법들이 

연구개발되어 왔다. Multilingual voice는 다수의 언

어를 수용할 수 있는 합성음을 의미하는데, 다국어에 

유창한 발화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사용한다. 새로운 

언어로 확장할 때 녹음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많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32],[33]. 

이런 방법들은 언어 확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각 

언어별로 별도의 녹음 데이터를 확보하여 개발한 합

성음에 비해 음질이 좋지 않지만, 짧은 개발 기간 및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데이터 규모나 확보 방법 측면에서 음성합

성 시스템의 다국어 확장은, 음성인식이나 자동번역

의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단말기 내장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계산량, 메모리 

등의 제약 조건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 휴대폰 단말

기의 경우 합성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유럽지역에서 판대되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다국어 지원이 필수적이며, 하나의 단말기

에서 수 개에서 십 여 개의 언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의 특성에 따라서는 편집합성 방

식이나 서버형의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음편조

합 방식보다는 통계적 모델링을 이용한 파라미터 기

반의 음성합성 기술이 이용되기도 한다[34]. 

Ⅲ. 다국어 자동통역 기술 응용 

다국어 자동통역 기술의 최근 응용 사례는 스마트

폰의 급속한 대중화와 함께 대부분 스마트폰을 위주

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특징적인 대

표적 스마트폰 기반 다국어 자동통역기에 대해 소개

하도록 하겠다. 

1. Jibbigo 

Jibbigo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과 독일 칼수루

에 연구소의 연구자들에 의해 설립된 Mobile Te-

chonologies에 의해 개발된 다국어 자동통역기이다. 

이들은 20여 년간의 자동통역 기술 연구 경험을 기반

으로 휴대형 자동 통역기가 비교적 대중화되지 않았

던 시기인 2009년 10월에 시장을 선도하여 Jibbigo

를 출시하였다. 

Jibbigo의 경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반 플랫폼 

양쪽 모두에서 동작한다. 여행, 의료분야의 약 40,000 

단어에 대해 인식이 가능하며 번역 기술로는 S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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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초기에는 영어-스페인어 번역만을 지원하였으

나 지원하는 언어 쌍을 점차 확대하여 최근에는 영어

와 이에 대응하여 일본어, 중국어, 이라크어, 타갈로

그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의 다국어 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영어 기반이 아닌 언어 쌍으로는 독일

어-스페인어 번역을 지원한다. (그림 4)는 Jibbigo에

서 다국어 자동통역을 수행한 모습이다. 

Jibbigo의 경우 대표적 특징을 살펴 보면 최근의 

경향인 서버-클라이언트 통역 방식이 아니라 단말기

에서 음성인식 및 번역 과정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지

니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 통신에 걸리는 시간

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자동통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만 올해 7월부터는 일부 언어 쌍에 대해서 서버 접속 

방식의 자동통역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언어 

학습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무료 배

포를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구매 전 평가가 가능하도

록 하고 있다. 

2. VoiceTra 

VoiceTra는 일본의 NICT(the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

ogy)가 개발한 다국어 자동통역기이다. 일본 정부가 

언어 장벽 극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언어의 벽을 뛰어

넘는 음성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실현’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개발되었으며 2010년 6월에 아이폰 기반으

로 최초 발표되었다. 

VoiceTra는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언

어를 지원한다. 발표 당시부터 음성인식의 경우 일본

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

아어를 지원하였고, 번역의 경우 이들 언어를 포함하

여 대만어, 독일어, 프랑스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포르투갈어, 러시

아어, 아랍어, 힌디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한국어 등

의 21가지 언어를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다국어 자동  

통역기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기반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한국어 음성인

식도 지원하는 등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VoiceTra의 경우 서버 접속 방식의 다국어 자동 

통역기이며 번역 방식은 SMT 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 자체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번역 성능은 토익 

<자료>: http://www.jibbigo.com 

(그림 4) Jibbigo 

 

<자료>: VoiceTra 화면 캡처 

(그림 5) Voice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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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점급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NICT에서

는 VoiceTra 외에도 텍스트 기반 번역기인 TexTra, 

음성 대화에 기반한 관광 도우미 AssisTra 등과 같

은 앱도 개발 중이다. 

3. Google 

다국어 자동 통역기를 말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Google 번역이다. Google 번역은 일반인들

에게도 널리 알려진 Google에서 올해 초 출시하였다.  

PC 기반의 웹 버전 구글 번역을 모바일 환경에서

도 사용 가능하도록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앱으로 

내놓았으며 모바일 출시와 함께 15가지 이상의 언어

에 대해 음성인식 기능을 지원하여 단순한 텍스트 입

력 방식의 번역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음성 입력 방식

의 다국어 자동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을 보면 Google 번역에서 자동통역을 수행

하는 모습을 참고할 수 있다. 

Google 번역의 경우 출시는 비교적 늦었지만 오

랜 기간의 웹기반 Google 번역 서비스를 그 근간으

로 하기에 번역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다국어 자동 통

역기 중 가장 많은 언어인 50가지 이상의 언어간 상

호 번역을 지원한다. 음성인식의 경우에도 비록 대상 

언어는 제한되지만 서버 기반으로 동작하기에 무제

한 급에 가까운 인식 대상 어휘를 지니고 있다는 점

이 특징이다. 다만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성능 면에서 

일부 한계를 가져온다는 점은 Google 번역이 해결해

야 할 과제일 것이다. 

또한 Google 번역의 경우 서버 기반으로 동작하

는데 이는 단말에 탑재되는 다국어 자동 통역기와 비

교할 때 경량화에 대한 부담 없이 가능한 모든 지식

을 활용할 수 있다는 데서 강점을 갖는다. 

4. SayTran 

한국어의 경우 앞서 언급한 다국어 자동 통역기들

에서 통역 대상 언어로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아무래

도 주요 언어가 아닌 탓에 그 성능은 영어, 일본어 등

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국내의 경우 한국어 기반의 

일부 실험적인 자동통역 관련 제품이 출시되기는 하였

으나 문장만을 인식하거나 Google의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이용하여 통역하는 등 본격적

인 한국어 지원 다국어 자동 통역기라 할만한 제품은 

아직 출시되지 않고 있다. 그래도 그 중 가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은 ETRI에서 개발 중인 SayTran(가

칭, (그림 7) 참조)이다. SayTran의 경우 ETRI에서 

한국어 및 영어를 대상으로 개발 중인 제품이며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르러 관련 업체와 함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SayTran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어에 

대해 강점을 보인다는 점이다. SayTran의 경우 주력

하는 여행 및 일상 분야의 경우 한국어에 대해서 다

른 자동 통역기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음성인식 

성능을 보이며 번역 성능 또한 SMT 기반의 다른 통

역기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다만 현

재 지원하는 언어가 한국어와 영어뿐이라는 점에서 

다국어 자동 통역기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현재 

<자료>: Google 번역 화면 캡처 

(그림 6) Google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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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World Best Software)”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본어를 지원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을 보강해 고성

능 다국어 자동 통역기로의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향후에는 중국어까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한국어를 지원하는 다

국어 자동 통역기를 만나게 되는 것도 머지 않은 일

일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본 고에서는 다국어 확장에 중점을 두어 자동통역

의 각 요소기술 및 응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

동통역 기술은 세계화의 시대에서 언어 장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서, 선진 각국에서는 일찍부터 

연구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1990년

대 초 C-STAR 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시

연에서 자동통역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7~8년 

전부터는 제한된 범위이긴 하나 실제 사용되는 상용 

제품들이 출시되었다. 최근에는 방대한 양의 사용자 

로그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기반으로 예전보다 훨

씬 뛰어난 통역 성능을 가진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

며, 지원되는 언어도 확장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의 대중화를 포함한 환경 변화로 인해 일반인들이 자

동통역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자

동통역 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

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국내 산/학/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약어 정리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CICC Center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mputerization 

C-STAR Consortium for Speech Translation  

Advanced Research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Agency 

DL delta-likelihood 

EPD End Point Detection 

FP7 Seventh(7th) Framework Programme 

HMM Hidden Markov Model 

MDL minimum description length 

NICT the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MT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VM-GMM variable mixture Gaussian mixture model 

WBS World Best Software 

가중 K-L 거리 weighted Kullback-Leibler di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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