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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국내에서는 규칙 기반의 음차 표기 모델 통계 기반의 , 

음차 표기 모델 최대 엔트로피 기반의 음차 표기 모델 , 

등을 이용하여 입력에 맞는 한글을 출력할 수 있도록 연

구되어 왔다 그러나 단어의 발음 생성 방법을 모[1-3]. , 

두 규칙으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한 점 통계 기반 모델의 , 

한계로 성능에 제약이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최근 연구되고 있는 심층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영단어 음차 표기에 적용했을 때 어떤 특징과 

성능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음차 표기 모델2. Sequence-to-Sequence 

 
음차 표기 모델은 그림 과 같Sequence-to-Sequence 1

이, 입력된 문자열을 함으로써 문자열 자체가 encoding 

하나의 입력 값이 되는 효과를 갖도록 한다. 하나의 문

자열이 하나의 입력 값이 됨으로써 조합이 달라질 때마

다 입력 값이 바뀌므로 변별력을 높이고 길이와 관계없, 

이 하나의 입력 값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N:M 

입력 출력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null , null [5].

기본적인 은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 수록 경사 RNN Cell

사라짐 문제 가 있기 때문에 (Vanishing Gradient) RNN 

을 로 적용하는 방법이나 을 적용Cell LSTM Cell GRU Cell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기억을 수용 문제점, 

을 보완하였다 이번 실험에서는 을 적용하였다. GRU Cell

[6].

그림 구조1. Sequence-to-Sequence 

는 형태로 구성하고Hidden layer GRU-to-GRU ,  zero 

을 적용하여 입력 문자열들과 출력 문자열들의 padding

크기를 각각 일치시킨 후 에서 제안한 입력 뒤집기 [5]

방법을 그림 와 같이 적용하여 경사 사라짐 문제을 보2

완 성능을 높였다, .

그림 의 입력 형태2. Sequence-to-Sequence

입력 데이터는 알파뱃 자 대 소문자를 벡터26 , one-hot 

로 구성하였고 출력 데이터는 한국어를 각각의 음절마, 

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해한 후 자음 모음을 이용, , , 

해 벡터로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데이터 입력one-hot . , 

시 벡터로 이루어진 인덱스 배열로 재구성되어 one-hot 

된다 출력은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인덱스 encoding . , 

배열이다.

모델을 이용한 영단어 음차 표기Sequence to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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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단어를 음역 하는 방법으로 규칙 기반 방법 통계 기반 방법 최대 엔트로피 기반 방법 등이 연구되어 , , 
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계 번역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을 영어 한글 . Sequence-to-Sequence -
음차 표기에 적용해보았다 실험결과 다른 방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 .

주제어 음차 표기: , Sequence-to-Seque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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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및 분석3. 

학습 데이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크롤

링 한 약 개의 영어 단어 한글 발음 쌍으로 평15,000 , , 

가 데이터는 약 개의 영어 단어 한글 발음 쌍으로 3,400 , 

구성했다.

출력 문자열을  정답 문자열을 , 라고 할 때 편집거

리 를 이용한 최장 공통 음소열은 수식 과 (1)

같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수식 로 평가하였다, (4) [7].

  

       

(1)

 

 
                         (2)

 

 
                         (3)

  

×
                                 (4)

실험 결과 그림 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증가, 3 , Epoch

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한 성능은 을 기점으로 감54Epoch

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에 따른 성능 변화3. Epoch

표 의 분석 결과를 보면 입력 문자열의 길이가 길 1 , 

수록 점점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데 경사 사라짐 , 

문제로 인해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표 입력 문자열 길이에 따른 정확도1. 

음절이상6 음절이상7 음절이상8 음절이상9

F1 score 0.919 0.912 0.901 0.889

표 에서 비교한 모델들의 경우 국립 국어원의 외래2 , 

어 표기 용례 자료 중 로마자 인명과 지명 약 개15,651

로 학습한 후 에서 평가 집합으로 사용한 외래NEWS2009

어 인명 지명 표기 용례 개로 평가한 결과이다 이, 989 . 

에 반해 본 모델에서는 외래어 표기법 용례 약 , 15,000

개를 학습 데이터로 자주 쓰이는 단어 및 사전 단, CMU 

어로 구성된 약 개를 평가 데이터로 사용했다 정3,400 . 

답은 영어 단어의 발음 기호를 외래어 표기법에 기반하

여 한글 발음으로 변환하여 사용했다 비록 학습 및 [8]. 

평가 데이터는 다르지만 모델이 Sequence-to-Sequence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임으로써 비록 경사 사라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통계 기반이나 규칙 기반보다 우

수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표 음역 모델 비교2. 

모 델 F1 score(%)

규칙 기반[1] 77.6

통계 기반[1] 86.8

통계와 규칙 결합[1] 88.7

Sequence-to-Sequence 93.1

결론4. 

본 논문에서는 영단어 음차 표기를 위해 심층학습 기

법을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해보았다 기존에 연구되었던 . 

통계에 기반한 방법이나 규칙에 기반한 방법들의 성능에  

비해 모델이 약 포인트 이상 나Sequence-to-Sequence 5%

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 

는 다양한 심층학습 모델을 이용해 경사 사라짐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나은 성능을 ,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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