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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계번역이란 소스언어를 목적언어로 컴퓨터가 번역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규칙기반, 통계기반 기계번역
을 거쳐 최근에는 인공신경망 기반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품질의 병렬 말뭉치를 뽑을 수 있는데 이제까지 한국어 관련 언어쌍의 고품질 병렬 코퍼스를 구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AI HUB에서 고품질의 160만 문장의 한-영 기계번역 병렬 말뭉치를 
공개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AI HUB에서 공개한 데이터 및 현재까지 가장 많이 쓰인 한-영 병렬 데이터인 
OpenSubtitles와 성능 비교를 통해 각각의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고자 한다. 테스트 데이터로 한-영 기계번역 관련 
공식 테스트셋인 IWSLT에서 공개한 테스트셋을 이용하여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실험결과 동일한 테스트셋으로 
실험한 기존의 한-영 기계번역 관련 논문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고품질 데이터의 중요성
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기계번역, 공공데이터, 트랜스포머, 병렬 말뭉치,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Abstract  Machine translation refers to software that translates a source language into a target language, 
and has been actively researching Neural Machine Translation through rule-based and statistical-based 
machine translation.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Neural Machine Translation is to extract high 
quality parallel corpus, which has not been easy to find high quality parallel corpus of Korean language 
pairs. Recently, the AI   HUB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unveiled a high-quality 1.6 
million sentences Korean-English parallel corpus. This paper attempts to verify the quality of each data 
through performance comparison with the data published by AI Hub and OpenSubtitles, the most 
popular Korean-English parallel corpus. As test data, objectivity was secured by using test set published 
by IWSLT, official test set for Korean-English machine transla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better 
performance than the existing papers tested with the same test set, and this shows the importance of 
high quality data.
Key Words : Machine Translation, Public Data, Parallel Corpus, Transformer, Neural Machine Translatio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MSIT(Ministry of Science and ICT), Korea, under the ITRC(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support program(IITP-2020-2018-0-01405) supervised by the IITP(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P) (No.NRF-2017M3C4A7068189).

*Corresponding Author : Heuiseok Lim(limhseok@korea.ac.kr)
Received March 11, 2020 Revised   April 17, 2020
Accepted June 20, 2020 Published June 28, 20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6, pp. 271-277, 2020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0.18.6.271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6호272

1. 서론
기계번역이란 소스문장(Source Sentence)을 타겟문

장(Target Sentence)으로 컴퓨터가 번역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딥러닝의 등장으로 많은 성능향상을 이루어냈
다. 기계번역은 크게 규칙기반, 통계기반, 딥러닝기반의 
3가지 흐름으로 변화되어왔다. 

규칙기반 기계번역(RBMT)은 형태소분석, 구문분석, 
의미분석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자연언어처리 프로세스와 
더불어 언어학자들이 구축해놓은 언어 규칙을 기반으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영 기계번역을 예로 들면 소
스언어(Source Language)인 한국어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올 시 형태소분석, 구문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타겟 
언어(Target Language)인 영어의 문법적 규칙에 맞게 
변환시켜 번역을 진행하는 방법론이다. 해당 방법론은 규
칙에 부합하는 문장에 대해서 완벽한 번역을 진행한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문법 규칙 추출이 어렵고, 언어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번역 언
어 확장이 어려우며 코드가 길다는 단점이 있다. 

통계기반 기계번역(SMT)은 대용량 병렬 말뭉치로부터 
학습된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번역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즉 대규모 병렬 말뭉치로부터 단어들 간의 Alignment와 
빈도수를 구한 후 이를 기반으로 통계 정보를 학습한다. 
그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확률기반 번역을 진행하는 방식
이다. SMT는 번역모델과 언어모델로 구성되며 번역모델
을 통하여 소스문장과 타겟문장의 Alignment를 추출하
고 언어모델을 통하여 타겟문장의 확률을 예측하게 된다. 
해당 방법론은 규칙기반 기계번역과 다르게 언어학적 지
식이 없어도 개발할 수 있고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번역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량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려우며 단어나 구 단위로 번역이 
진행되기에 문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인공신경망 기계번역(NMT)은 딥러닝(Deep Learning)
을 이용하여 기계번역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을 기반으로 인코더를 통해 입력문장을 벡
터로 변경한 후 디코더를 통해 출력언어의 문장을 생성해내
는 방법론이다. 딥러닝을 이용하여 입력과 출력의 문장을 
하나의 쌍으로 두고 가장 적합한 표현과 번역결과물을 
찾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딥러닝을 이용한 
End-to-End 번역시스템이다. 해당 방법론은 기존 규칙 
및 통계기반 방법론을 적용한 모델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NMT 모델은 학습데이터로 고
품질의 많은 양의 병렬말뭉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품질

의 병렬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며 
특히 한국어와 같은 Low Resource Language의 병렬말뭉
치를 구축하는 일은 더 어려운 작업이다. 이로 인해 역번역
(Back translation)[1], 복사번역(Copied Translation)[2]
과 같은 데이터 증강기법들이 나오고 있으나 모델에 의해 생
성된 Pseudo Data라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NMT 모델의 핵
심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판단되어 최근 AI Hub1)에서 구축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데이터의 대한 품질 검증 및 기존 시스템
과의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AI 
Hub에서 고품질의 한국어-영어 병렬 말뭉치를 공개하였
으며 해당 데이터는 문어체 한영 번역 110만 문장(뉴스 
80만, 정부 웹사이트 컨텐츠 10만, 조례 10만, 한국문화 
10만), 구어체 한영 번역 50만 문장(구어체 40만, 대화체 
10만)의 총 160만 문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논문은 해
당 데이터를 검증하는 첫 논문이며 테스트 데이터로 한-
영 기계번역 관련 공식 테스트셋인 Iwslt2) 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테스트 데이터로 실험한 기존 연구들과의 
성능 비교 또한 진행하였다. 

2. 관련 연구
2.1 규칙기반 기계번역

규칙기반 기계번역(RBMT)은 언어의 구조와 문법을 
바탕으로 규칙을 만들어 번역하는 방법이며 컴퓨터공학
자 뿐만 아니라 언어학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사
용자가 문장을 입력하면 단어 또는 구 단위로 기 구축된 
규칙을 기반하여 번역을 진행한다. 

한국어, 일본어와 같이 어순이 같을 경우 Direct 방식
으로 Word to Word 번역을 진행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으며 어순이 다른 한국어, 영어 같은 경우 
형태소분석, 구문분석 등을 진행하여 Syntactic Transfer 
방식을 이용하여 기계번역기를 제작할 수 있다. 

해당 방법론은 규칙에 부합하는 문장일 경우 완벽하게 
번역을 해낸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반대로 규칙에 부합하
지 않는 문장은 제대로 번역되지 않으며, 각 언어마다 언
1) http://aihub.or.kr/
2) http://iwslt.org/doku.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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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자들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
한 규칙끼리의 충돌이 발생할 시 오번역이 자주 발생한
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2.2 통계기반 기계번역
통계기반 기계번역이란 두 언어의 병렬 말뭉치에서 

Co-Occurrence 기반의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번역을 
수행하는 모델을 의미하며 크게 번역모델(Translation 
Model), 언어모델(Language Model)로 구성된다. Fig 
1는 통계기반 기계번역의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다.

Fig. 1. Process of Statistical Based Machine Translation

통계기반 기계번역 같은 경우 번역의 단위에 따라 방
법론의 변천을 이루어왔다. 연구 초기에는 단어(word) 
단위로 번역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3년 여러개의 단
어 묶음인 구(Phrase) 단위의 번역 방식 제안되었으며 
단어 단위보다 잘 번역되었다[3]. 구(Phrase)내에 변수 
개념을 도입한 것이 Hierarchical Phrase-Based SMT
이며 예 "eat an bread“를 ”빵을 먹다" 와 같이 특정한 
단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eat X“ 처럼 X라는 변수를 
두어 “X를 먹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X에 apple, pineapple 등 다양한 단어를 수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Prereordering-based SMT는 번
역하기 전 어순을 바꾸는 작업이다. 한국어의 경우 문장
의 구조가(Subject-Object-Verb) 구조인 반면 영어는 
(Subject-Verb-Object) 구조이다. 이렇게 어순이 다를 
경우 번역을 진행하기 전 미리 번역을 진행할 대상언어
의 어순에 맞게 어순을 변경하여 번역을 진행하는 방법
론이다. Syntax Base SMT[4]는 Hierarchical 
Phrase-Based SMT에서 eat X를 eat NP(명사구)와 같
이 변경한 것이다. 즉 모든 구가 후보군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닌 명사구만 후보군으로 올 수 있다고 한정 지어 
불필요한 번역 후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흐름이 번역의 단위에 따른 SMT(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방법론들이다.

2.3 인공신경망기반 기계번역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즉 Neural Machine 

Translation(NMT)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Recurrent 
Neural Network(RNN)-based[5-7], Convolution 
Neural Network(CNN)-based[8,9]의 NMT모델을 거
쳐 현재는 Transformer-based NMT[10]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RNN-based NMT 모델은 X를 source sentence, Y
를 Target sentence라 했을 때 P(Y|X) 를 최적화하는 
model이다. 그러나 인코더의 마지막 hidden state만을 
context vector로 사용하며 이를 기반으로만 출력문장
을 생성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즉 고정된 길이의 벡터
만을 생성하고 이로부터 출력문장을 생성하기에 번역이 
잘못되었을 경우 원인분석이 난해하고 길이가 긴 문장에 
대한 생성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Attention[6,11]이
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 Attention은 마지막 hidden state
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Weighted Combination of all 
input states를 고려한다. 즉 마지막 hidden state에 모든 
정보를 담는 대신 각 state마다 만들었던 hidden state
를 버리지 않고 디코더에서 모두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후 Transformer라는 모델이 발표되었으며 기존 방
법론들에 비해 획기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된다. 
Transformer란 Convolution과 Recurrence 없이 오
직 Attention만을 이용한 방법론이다. Transformer는 
단어 입력을 순차적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므로 단어의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 각 단어의 임베딩 벡터에 위치 정
보들을 더하여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며 이를 포지셔널 
인코딩(positional encoding)이라고 한다. Query, 
Key, Value를 기반으로 입력과 출력에 대해 각각 Self 
Attention을 학습한 후 입력과 출력 사이의 Attention
을 학습하는 구조이다. 병렬 연산 가능하여 다른 모델보
다 학습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현재 기계번역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델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XLM(Cross-lingual Language Model 
Pretraining)[12], MASS(Masked Sequence to Sequence 
Pre-training for Language Generation)[13], mBERT 
(Multilingual BERT)[14]와 같은 Pretrain–Fine Tuning 
기법을 기계번역에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현재 가
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계번역을 서비스하는 기업 및 연
구소로는 네이버에서 서비스 중인 파파고,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카카오, SYSTRAN, 엘솔루, 한컴인터프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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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또한 플리토, 에버트란, 솔트룩스 파트너스에
서 최근 AIHub에서 공개한 한-영 병렬 말뭉치를 함께 
구축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
당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이용했을 
시의 기계번역 모델의 성능을 살펴본다.

2.4 국내 딥러닝 기반 한-영 기계번역 연구
국내에서 한-영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

었으며 본 장에서는 가장 최신의 연구를 소개한다. 
Masked Sequence to Sequence(MASS)를 이용한 한-
영 기계번역 연구[15]와 다중언어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
가 최근에 이루어졌다[16].

2.4.1 MASS를 이용한 기계번역 연구
MASS[13]란 Masked Sequence to Sequence의 약

자로 Input에서 K개의 토큰 조각을 임의로 지정해 마스
킹 한 후, 마스킹 된 해당 조각들을 예측하도록 훈련시키
는 Pre-training 기법이다. 인코더 측 에서 마스킹 되지 
않은 토큰들이 디코더 측에서 마스킹됨에 따라, 디코더는 
인코더가 제공한 hidden representation과 Attention 
정보만을 참고해 마스킹 된 토큰들을 예측해야 하게 되
고 이는 Encoder와 Decoder가 함께 Pre-training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K란 마스킹 되는 토큰 개
수를 의미하며 K=1일때 인코더 측에서는 하나의 토큰이 
마스킹 되고, 디코더는 마스킹 된 하나의 토큰을 예측하
게 된다. 이는 BERT[19]의 Masked LM과 동일한 효과
를 낸다. K가 입력 문장의 전체 길이인 m과 같을 때 인
코더 측의 모든 토큰들이 마스킹 되며 이는 GPT[20]의 
Standard LM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강원대학교에서 이
를 한-영 기계번역에 적용하여 높은 성능을 이루어냈다. 

2.4.2 저-자원 언어의 번역 향상을 위한 다중언어 기
     계번역 연구
대량의 병렬 말뭉치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량의 Out-domain 병렬 말뭉치와 다중언어
(Multi-lingual) 말뭉치를 NMT 모델의 학습 과정에 활
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6]. 또한 역-번
역을 이용한 한영 병렬 코퍼스 확장 연구[17], Subword 
유닛을 이용한 영어-한국어 신경망 기계번역에 대한 연
구도 이루어졌다[18]. 전자는 Back-Translation을 적용
하여 기계번역의 성능향상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후자의 경
우 영어-한국어 기계번역에서 Byte Pair Encoding[19]과 

같은 서브워드 분리 기법을 적용하고 형태소 단위로 분리
한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실
험결과 BLEU 1~BLEU 4까지는 주어져 있으나 최종 
BLEU 점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성능 비교가 
어렵다.

전반적으로 한-영 기계번역 관련 대부분의 연구에서 
테스트셋으로 Iwslt에서 공식평가 데이터로 공개한 Test 
2016, Test 2017을 이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논문도 해당 테스트셋을 이용하여 모델의 품질을 평
가한다.

3. 한-영 병렬 말뭉치 공공데이터
AI Hub란 AI 기술 및 제품,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AI 데이터, AI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컴퓨팅 자원 등
의 AI 인프라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기계독해, 기
계번역, 음성인식 관련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미지 인식 
관련 데이터도 공개하고 있다. 최근 AI Hub에서 한국어
-영어 병렬 말뭉치 160만개를 공식 배포하였다. 뉴스 관
련 도메인 80만 문장, 정부 및 지자체 관련 도메인 10만 
문장, 법률 도메인 10만 문장, 한국 문화 관련 도메인 10
만 문장을 구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구어체 40만 문장, 
대화체 10만 문장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현재 대한민
국에서 공개한 병렬말뭉치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
하는 데이터이다. 해당 데이터는 솔트룩스 파트너스, 에
버트란, 플리토에서 공동 구축한 데이터이다. 이에 본 논
문은 해당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고자 한다.

4. 실험 및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AI Hub에서 공개한 한-영 병렬 말뭉치

의 품질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한-영 병렬 말뭉치인 OpenSubtitles3)의 
데이터 검증 및 성능 비교 또한 추가로 진행하고자 한다.

 
4.1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 학습데이터로 AI Hub에서 공개한 한-영 
기계번역 병렬 말뭉치와 OpenSubtitles의 한-영 병렬 
말뭉치를 사용한다. AI Hub 데이터 같은 경우 1,602,708

3) http://opus.nlpl.eu/OpenSubtitles-v2018.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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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 데이터 같은 경우 
평균 음절 길이는 58.58, 평균 어절은 13.53이었으며 영
어 같은 경우 평균 음절, 평균 어절 각각 142.70, 23.57
이었다. OpenSubtitles 데이터 같은 경우 총 929,621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의 평균 음절은 21.82, 
평균 어절은 5.5이며 영어의 평균 음절,어절은 각각 
42.61, 8.06이었다. 

AI Hub 데이터 경우 영어 데이터 음절 길이 기준으로 
200음절 이상인 데이터 개수는 397,950문장 500음절 
이상인 데이터는 744문장이나 됨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기계번역에서 학습데
이터가 너무 긴 문장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학습데이터의 전처리로 Subword Tokenization 같은 경
우 Google의 Sentencepiece[20]를 적용하였으며 Vocab 
Size 같은 경우 32,000개로 설정하였다. OpenSubtitles 같
은 경우 3어절 미만의 데이터는 삭제하였으며 AI Hub 데이
터 같은 경우 공개된 데이터 그대로의 성능을 측정해보
기 위해 필터링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4.2 학습
대표적인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인 Transformer[10]

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성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기계번
역을 서비스하는 과정이다.

먼저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 후 병렬 코퍼스 필터링 혹
은 정제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UN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브워드 분리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학습, 
검증, 테스트셋으로 데이터를 분리한 후 Vocab 추출과 
Hyper Parameter 설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Sequence to Sequence모델을 기반으로 훈련을 진행하
게 된다. 이후 모델을 이용하여 번역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Detoken을 진행한 후 BLEU[21] 혹은 적절한 Metrics를 
이용해 가장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웹서버
와 번역서버를 만들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본 논문 같은 경우 데이터 수집은 AI Hub에서 공개한 
한-영 160만 병렬 말뭉치를 사용하였으며 병렬 코퍼스 
필터링 및 정제작업은 해당 데이터의 순수 가치를 확인
하기 위하여 진행하지 않았다. 학습 모델 같은 경우 
Transformer 모델을 이용하며 Hyper Parameter는 
Attention is all you need[10] 논문에서 나온 세팅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4.3 실험 결과
동일한 테스트 셋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한 기존의 논

문들과의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저-자원 언어의 번역 
향상을 위한 다중-언어 기계번역을 연구한 논문[16]과 
MASS를 이용한 한-영 기계번역 방법론[15]의 논문과의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실험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실험한 AI Hub를 이용한 데이
터와 OpenSubtitles를 합쳐서 만든 모델이 기존의 방법
론들의 성능을 뛰어넘었다. 이는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거
나 Pretrain Model을 사용하는 것도 성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품질
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Iwslt 16같은 
경우 Back Translation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의 
성능을 뛰어 넘었으며 Iwslt 17 같은 경우 기존의 연구 
중 Back Translation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더 높
은 성능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상용화 시스템인 Google 
번역기 보다 해당 테스트셋 기준으로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었다.

AI Hub 데이터의 성능만을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도 
강원대학교의 Back Translation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
의성능을 뛰어넘었다. 본 논문에서는 Back Translation
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모델의 성능을 증가시키는 것
이 목적이 아닌 해당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AI Hub에서 공개한 데이터는 기존 한-영 
기계번역 연구들과의 성능 비교 결과 품질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 모델을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품질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국가에서 AI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
양한 방안들을 실천해야 함을 시사한다.

Model Iwslt 16 Iwslt 17
AI Hub 16.38 14.03
OpenSubtitles 9.16 8.18
AI Hub+Opensub 17.34 14.75
Sogang [16] 10.09 8.98
Kangwon- Base [15] 14.23 12.48
Kangwon-MASS [15] 15.57 13.50
Kangwon-MASS+BT [15] 17.11 15.34
Google Translate 15.28 13.03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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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은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AI Hub에서 공

개한 160만 문장의 한국어-영어 기계번역 병렬 말뭉치
에 대한 품질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실험한 AI Hub를 이용한 데이터와 OpenSubtitles를 
합쳐서 만든 모델이 기존의 방법론들의 성능을 뛰어넘었
다. 결론적으로 모델을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품질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
로 국가에서 AI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실천해야 함을 시사하며 병렬 말뭉치 뿐만 아
니라 다양한 데이터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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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Error Correction, Deep Learning

․ E-Mail : bcj1210@naver.com

임 희 석(Heuiseok Lim)    [정회원]
․ 1992년 2월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이학학사)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이학석사)

․ 1997년 2월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이학박사)

․ 2008년 ~ 현재 : 고려대학교 컴퓨터
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자연어처리, 뇌신경 언어 정보 처리
․ E-Mail : limhseok@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