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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글 및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에 있어서 해당 문서의 

주제어를 찾아내는 건 그 문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

소이다. 따라서 문서 분류(classification)나 문서 조직

화(organization), 또는 주제어 추출(keyword 

recognition) 등의 작업에 있어서 반드시 전처리

(preprocessing) 과정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에 효율적인 주제어 찾기는 자연언어처리에 있어서 중요

한 주제이며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1-3].

일반적으로 한 문서에서 중요한 뜻을 가지는 단어의 

품사는 명사이며, 그래서 주제어 추출은 해당 문서의 명

사들을 추려내 그 중 중요도가 높은 명사를 찾는 일로 

간주된다[4].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한 외국과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외래어를 사용하

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외래어는 사용 

분야와 적용 범위,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기가 짧고 다양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사전에 등재될 때까지 외래어

는 미등록어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등록어 문제를 일

으키고 그것은 한국어 자연언어처리에 있어서 큰 걸림돌

이다[5]. 따라서 외래어 인식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전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학습을 이용한 음절태깅 기반의 외

래어 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심층

학습 모형인 bi-directional LSTM과 CRF 모형을 이용하

여 외래어를 인식할 문서의 음절마다 태그를 부착하여 

외래어를 인식한다. 

적용되는 외래어의 범위로는 영어만을 규정했으며 그 

이유는 외래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6] 현재까지의 관

련 연구들 역시 영어 방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5, 

7-8].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하는 심

층학습을 이용한 음절태깅 기반의 외래어 인식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 3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2. 심층학습을 이용한 음절태깅 기반 외래어 인식

심층학습은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시도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집합으

로 정의된다. 풀어서 설명하면 큰 틀에서 사람의 사고방

식을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라고 이야

기할 수 있다[9].

텐서플로(Tensorflow)는 기계학습과 심층학습 모형을 

프로그래밍 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글(Google) 사에서 

제작 및 배포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파이썬(Python) 위주로 제작되었으나 

Java, Go, C언어 버전도 제공하며 운영체제별 Ubuntu, 

Mac OS X, Windows 버전 세 가지를 제공한다[10].

젠심(gensim)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서의 

분석 및 분류에 특화되어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모듈

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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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외래어란 외국어로부터 들어와 한국어에 동화되고 한국어로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나날이 우리의 언어사
용 문화에서 외래어의 사용 비율은 높아져가는 추세로, 전문분야에서는 특히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더 효
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연언어처리를 위해서 문서 내 외래어 인식은 중요한 전처리 과정이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bidirectional LSTM(이하 bi-LSTM)-CRF 모형의 심층학습을 이용한 음절태깅 기반의 외래어 인
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외래어 인식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용 말뭉치 자
료의 한글 음절들과 공백, 마침표(.)를 토대로 word2vec을 통해 학습용 피쳐(feature) 자료를 생성한다. 
둘째, 학습용 말뭉치 자료와 학습용 피쳐 자료를 결합하여 bi-LSTM 모형 학습 자료를 구축한다. 셋째, 
bi-LSTM 모형을 거쳐 학습된 결과물을 CRF 모형에서 로그 가능도(log likelyhood)와 비터비(Viterbi) 알고
리즘을 통해 학습 결과물을 내놓는다. 넷째, 학습용 말뭉치 자료의 정답과 비교한 뒤 모형 내부의 수치들
을 조정한다. 다섯째, 학습을 마칠 때까지 반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적인 
뉴스 수집 자료에 대해서 높은 정확도와 재현율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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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2vec은 2013년 구글 사에서 Tomas Mikolov 외

(2013)[12]에서 제안된 단어 임베딩을 위한 기계학습 모

형이다. 그를 위한 네트워크 모형 두 가지의 이름은 각

각 CBOW(Continuous Bag-of-Words)와 skip-gram 모형이

다.

그림 1에서의 CBOW 모형은 크게 입력층(input layer), 

전개층(projectio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서 내의 각각의 단어마다 앞·뒤의 

단어들을 원-핫(one-hot) 변환을 실시하여 목표 단어를 

맞추기 위한 학습망을 구성한다.

그림 2에서의 skip-gram 모형은 CBOW 모형과 마찬가지

로 입력층, 전개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지만 그와는 반대

로 각각의 단어를 근거로 앞·뒤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

할지 예측하여 맞추기 위한 학습망을 만들어서 멀리 떨

어져있는 단어일수록 낮은 확률로 택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따라서 CBOW 모형과 Skip-gram 모형은 서로 반대의 방

법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Skip-gram 모형을 차용하여 음절 임베딩을 

실시하였다.

그림 1. CBOW 모형

그림 2. Skip-gram 모형

그림3 에서의 LSTM(Long Short Term Memory)이란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중 하나인 순환

(recurrent)인공신경망(이하 순환신경망)에서 사용되는 

뉴런 구조의 한 종류이다. 이전 단계의 출력이 다음 단

계의 입력 자료가 되는, 기존 순환신경망의 한계인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13].

그림 4에서의 bi-LSTM이란 LSTM으로 구성된 순환신경

망의 학습에 있어서 입력 자료에 대한 정보량을 증가시

키는 목적으로 소개된 알고리즘으로, 기존의 순환신경망

에서는 미래에 입력될 정보가 현재 상태 정보에게 영향

을 줄 수 없었지만 bi-LSTM은 입력열의 정방향과 역방향

으로 순환하는 두 개의 학습망을 통해서 심층학습을 진

행한다[14].

본 논문에서는 학습 말뭉치 자료에 대한 학습 모형으

로 bi-LSTM을 사용하여 입력되는 문장의 구문 정보를 양

방향으로 제공하여 좀 더 효율적인 음절태깅을 수행하였

다.

그림 3. LSTM 구조

그림 4. bi-directional LSTM 망 구조 예시

CRF(Conditional Random Field)는 통계적으로 모형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기계학습에서 모형의 구조에 따라 예

측을 판단하는데 이용된다. 이론의 세부 내용으론 방향

성이 없는 그래프를 제작하는데 그 그래프의 정점

(vertex)은 입력되는 자료열들이 구성하며 각 정점마다 

다른 정점으로 넘어갈 상태 전환 확률이 정점들을 연결

하는 간선(edge)이 되어 그래프를 구성한다[8].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bi-LSTM을 통해 

학습되어 나온 결과값들을 이용하여 정점과 간선을 로그 

가능도(log likelyhood)로 구한다. 구하고난 뒤, 선형 

체인(linear chain) 형태 그래프를 제작하여 음절태깅을 

진행한다.

비터비 알고리즘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은 은닉 상태열

로 구성된 그래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most likely) 

예측 결과열을 생성하는 동적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이다. 

은닉 상태열의 시작부터 끝까지 각 단계의 확률과 상태 

전이 확률을 사용해서 해당 단계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된 결과들이 모여 예측 결과

열(Viterbi path)이 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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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bi-LSTM을 통해 

학습되어 나온 결과를 CRF를 통해 선형 체인 그래프로 

만든 뒤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학습 단계의 최종 

결과물인 예측 결과열을 생성한다. 

3. 심층학습 음절태깅 기반 외래어 인식 시스템

문서 내에서 외래어를 인식하기 위해 일반적인 어절이

나 단어적, 형태소적 접근이 아닌 음절에 따른 한국어

(‘K’태그)와 외래어(‘E’태그) 분류로 접근하였다.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는 젠심 모듈의 word2vec 모형으로 

음절 임베딩을 시행하는 전처리 단계와 그러한 전처리 

결과물로 실질적인 음절태깅을 위한 학습을 진행하는 

bi-LSTM 모형, 학습 결과물을 다듬고 차원 축소

(dimentionality reduction)를 진행하여 예측 결과를 도

출해내 외래어를 인식하는 CRF 모형과 비터비 알고리즘

을 이용한 후처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5. 음절태깅을 이용한 외래어 인식 시스템

word2vec 모형에서 학습 자료로 사용된 뉴스 자료는 

자체 수집한 뉴스 문서들을 이용하였다.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담기위해 문화, 경제, 연예, 국제, 과학, 지역, 

정치, 사회, 스포츠의 9개 분야를 사용하였다. 분량은 

약 2GB 정도이며 연합뉴스의 2017년도 분을 사용하였다.

음절 임베딩 단계에서는 skip-gram 방식을 이용한 

word2vec 모형을 이용한다. 입력되는 각 음절에 대해 

앞·뒤에 어떤 음절이 있을지를 예측한다. 가까이 있을

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고 멀리 있을수록 낮게 책정된다.

bi-LSTM 모형에서 학습 및 시험 자료로 사용된 자료는 

자체 제작한 1만여 문장의 뉴스 보도 자료와 정답 자료

를 사용했으며 80%를 학습에 사용했고 나머지 20%로 시

험을 진행했다. 정답으로 쓰인 태그 종류는 총 네 가지

로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종류 설명

K 한국어 음절

E 외래어 음절

‘ ’ 띄어쓰기 된 부분

‘.’ 마침표

표 1. 태그의 종류

심층학습 단계에서는 학습 자료를 음절 단위로 분리하

여 순차적으로 bi-LSTM 모형에 입력받는다. 그림 6과 같

이 음절을 입력받아 학습 결과를 결합하여 다음 단계인 

CRF 모형의 자질을 만들어낸다.

그림 6. bi-LSTM 학습 예시

통계 모형 구축 단계에서는 CRF 모형을 이용하여 선형 

체인 형태의 그래프를 구성한다. 각 음절에 따른 정점과 

학습 결과에 차원 축소를 진행한 값들을 간선으로 이용

한다. 간선의 수치 계산 방법은 로그 가능도를 사용하며 

그것을 최적 결과열 도출 단계에서 비터비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각 정점에 대한 상태 전이 확률로 사용한다. 

그렇게 비터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적 프로그래밍 방

식으로 그림 7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음절들에 대한 태그

를 결정한 태그 예측열을 최종 결과물로 제출하게 되고 

학습 과정에서는 정답과 결과물을 비교하여 학습율

(learning rate)에 따라 내부 수치를 재조정하여 학습을 

지속해 나간다.

그림 7. CRF 그래프 구축 및 Viterbi Path 추적

4.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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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2vec 모형 학습에 이용한 뉴스 자료는 연합뉴스의 

2017년도 분의 문화, 경제, 연예, 국제, 과학, 지역, 정

치, 사회, 스포츠의 9개 분야를 약 2GB 정도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bi-LSTM-CRF 모형의 학습에 사용된 학습 자

료와 시험 자료는 자체 제작한 1만여 문장의 KBS 뉴스 

보도 자료와 그에따른 외래어, 한국어 태깅 결과 자료를 

사용했다. 비율은 80 : 20으로 나누어 활용했다.

평가 방식은 단순 음절태그 예측 정확도(accuracy)-정

확률(precision)-재현율(recall)-f1 measure 값, 한글 

음절 임베딩 피쳐의 차원 수(50개, 100개), 태그 개수(2

개(‘K’, ‘E’), 4개(‘K’, ‘E’, ‘ ’, ‘.’))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음절 임베딩 자료 

종류는 표 2의 내용과 같다.

종류 설명

버전 1 임베딩 차원 = 50, 태그 수 = 2

버전 2 임베딩 차원 = 50, 태그 수 = 4

버전 3 임베딩 차원 = 100, 태그 수 = 2

버전 4 임베딩 차원 = 100, 태그 수 = 4

표 2. 제작한 음절 임베딩 자료 종류

정확도 정확률 재현율 f1 measure

버전 1 82.21 80.65 78.44 79.53

버전 2 85.62 84.37 83.85 84.11

버전 3 87.78 85.54 83.84 84.68

버전 4 90.53 88.39 86.19 87.28

표 3. 방법에 따른 학습 결과

정확도 정확률 재현율 f1 measure

버전 1 76.43 75.07 73.59 74.32

버전 2 77.99 75.41 74.44 74.92

버전 3 80.21 79.54 78.93 79.28

버전 4 83.55 81.79 80.17 80.97

표 4. 방법에 따른 실험 결과

음절 임베딩의 차원이 50차원인 것보다 100차원일 경

우에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태그를 2개 

사용한 것 보다 띄어쓰기와 마침표를 넣어서 최소한의 

문맥적 의미를 제공한 태그가 4개인 버전이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외래어 인식을 위한 올바른 

음절태깅에 있어서 가능한 다양한 정보가 학습 모형으로 

하여금 신뢰도 높은 예측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심층학습을 이용한 음절태깅 기반의 외

래어 인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젠심 모듈을 이용해 word2vec 모형을 

제작하여 한글 음절 임베딩의 피쳐를 제작하였고, 제작

한 한글 음절에 대한 음절 임베딩 자료를 bi-LSTM과 CRF 

모형을 이용하여 문서의 음절마다 ‘K’(한국어) 태그, 

‘E’(외래어) 태그를 부여해 외래어 인식을 수행한다.

제작한 시스템 내부의 word2vec 모형을 위한 학습용 

자료로써 자체 수집한 뉴스 자료를 이용하였고, 

bi-LSTM-CRF 모형을 위한 학습용 자료로써 자체 제작한 

음절태깅을 진행한 뉴스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학습 자료에 존재하지 

않았던 외래어를 만났을 때 인식율이 낮았으며, 학습 단

계에 있어서 어려움은 각 단계마다 과적합(overfitting)

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말뭉치 내 외래어 음절보다 한국

어 음절의 절대 개수의 높은 차이로 인해 음절 태깅의 

결과가 한국어 태그로 편중(bias)될 수도 있다는게 있었

다. 첫 번째로 제시한 약점과 편중 문제는 학습 말뭉치 

자료의 추가적인 확보 및 정제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

을거라 생각하며 과적합 문제는 학습율 조정 및 학습율 

감퇴 적용 등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향후 

연구로 외래어 사전 추가, 학습 말뭉치 추가 확보 및 정

제, 음절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 제공 방법 연구 등을 진

행하여 음절태깅을 이용한 외래어 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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