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559 - 

1. 서론 
 

  최근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Speech to Text (STT) 

[1]를 이용해 자막을 생성하고, 생성된 자막을 다른 언

어로 동시에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STT를 사용하여 음성에서 자막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마침표가 없이 전부 연결된 문장이 생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하다. 자연어 처리에 있어

서 마침표는 문장의 모호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이다. 마침표의 위치에 따라 여러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어 자막의 자동 번역 시,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 텍스트를 문장으로 분할하여 마침표

를 생성해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순환 신경망

(RNN)기반의 Long Short-Term Memory(LSTM) [2]를 이용하

여 훈련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마침표의 위치를 예측한

다. 이 때, 성능 평가는 실제 마침표의 위치와 예측한 

마침표의 위치를 비교함으로 측정한다. 

 

2. 데이터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Stanford University의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ith Deep Learning 강의와 

Human Behavioral Biology 강의에서 제공되는 26,466개 

문장의 자막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이 자막 데이

터는 온전한 문장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자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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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으로는 1)

마침표 제거, 2)소문자 변환, 3)물음표와 느낌표를 마침

표로 변환, 4)콤마와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제거, 5) 단어

의 개수가 7개 이상인 문장만 추출을 진행하였다. 소문

자로 변환하는 이유는 같은 단어이지만 대,소문자가 다

르면 다른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이고, 7개 미만의 문장 

제거는 명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나 인사말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3. 방법론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를 문장으로 분할하기 위해 기계

학습 알고리즘 중 LSTM을 이용하여 마침표의 위치를 예

측한다. 이를 위해 각 문장에서 5개의 단어씩 묶어 데이

터로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된 데이터는 표 1과 같다. 

 

표 1. 자막데이터의 입출력데이터 변환 예시 

Raw data 
but if you wanted to parse the web no one 

use them. and so the cool thing was that …

A데이터 [＇.＇, ＇and＇, ＇so＇, ＇the＇, ＇cool＇, 

＇thing＇] 

X_DATA[0] [＇and＇, ＇so＇, ＇the＇, ＇cool＇, ＇thing‘]

Y_DATA[0] [1,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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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순환 신경망(RNN) 기반의 Long Short-Term Memory(LSTM)는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다.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Speech to Text (STT)를 이용해 자막을 생성하고. 생성된 자막을 다

른 언어로 동시에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TT를 사용하여 자막을 추출하는 경우

에는 마침표가 없이 전부 연결된 문장이 생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 

자막의 자동 번역 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텍스트를 문장으로 분할하여 마침표를 생성해주는 방법을 제

안한다. 이 때, LSTM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테스트한 결과 62.3%의 정확도로 마침표의 위치

를 예측했다. 

 

주제어: Speech to Text (STT), Long Short Term Memory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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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 
as neural network dependency parser we were 

able to get much better accuracy. we were 

able … 

X_DATA[1] [＇get＇, ＇much＇, ＇better＇, ＇accuracy＇, 

＇we＇] 
Y_DATA[1] [0, 0, 0, 0, 1]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5개의 단어 묶음을 입력 

데이터(X)로 사용하고, 출력 데이터(Y)는 마침표의 위치

를 1, 나머지는 0으로 표현하였다. 

  기존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던 One-hot 형태로 표현

하는 방법은 사전 크기와 같은 크기의 벡터가 있고, 해

당 단어만 1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0 으로 표현하는 방식

이다. 즉 사전 크기가 커질수록 벡터 공간도 커지게 되

고 모든 단어들에 대해 유사도가 동일하다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각 단어에 번호(인덱스)를 매긴 사전을 만들고 

워드 임베딩을 사용하여 5개 단어 묶음에 대해 벡터로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막 데이터의 전처리 후, LSTM

의 입력데이터(X)와 출력데이터(Y)를 구성하였다. 자막

데이터를 단어 5개씩 슬라이스 한다. 그때 배열에 마침

표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위치를 1x5리스트에 벡터 형태

로 저장한다. 이후 마침표를 삭제하고 뒤에 이어지는 단

어들로 1x5리스트를 채운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입력, 출력데이터는 총 26,466개의 리스

트로 구성되어 있고,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무

작위로 각 50%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표 2는 LSTM 모델

을 사용한 정확도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2. LSTM에 따른 정확도 결과 

학습 횟수 2000 

cost 0.1573910266160965 

테스트 데이터 개수 13233 

맞춘 문장 개수 8249 

틀린 문장 개수 4984 

정확도 62.3 %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총 학습 횟수는 2000번이

며 cost는 약 0.15739, 맞춘 문장은 8249, 틀린 문장은 

4984이다. 정확도는 약 62.3%이다. 문장의 마침표 예측 

결과들 중 1개씩 가져온 것이 표 3과 같다. 

 

표 3. 문장 마침표 예측 결과 

정답 [0 0 0 1 0] 

예측 [0 0 0 0 1] 

데이터 
['to', 'the', 'hypothalamus', 

"where's", 'the'] 

정답 [0 0 0 0 1] 

예측 [0 0 0 0 1] 

데이터 
['how', 'many', 'synapses', 'away', 

'so']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LSTM을 이용하여 문장의 마침표를 예측

하고자 하였다. 13,233개 문장을 학습하고 13,233개 전혀

다른 문장을 테스트한 결과 62.3%의 정확도를 보였다. 

현재 성능 평가는 실제 정답과 얼마나 같은 답을 예측했

는지를 통해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능 평가는 단순

히 마침표의 위치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recall, 

precision, f1-score을 이용하여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면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일련의 단어들의 집합에 마침표를 

정확하게 생성한다면, STT로 생성된 수많은 자막들에게 

보다 정확한 번역을 통하여 언어 장벽이 쉽게 허물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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