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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국어로 구성된 용어를 발음에 기반하여 자국의 언어

로 표기하는 것을 음차 표기라 정의한다[1][2]. 국가 간

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외국어에 기원을 두는 용어

(starbucks)를 설명하기 위해 뉴스, 블로그 등의 다양한 

웹 문서에서는 외국어 표기와 한국어 표기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보 검색

에서는 외국어 표기(starbucks) 하나만을 사용하여 검색

을 수행하면 한국어 표기(스타벅스)만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양질의 문서들이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어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표기와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음차 표기(한국어 표기 등)를 함

께 검색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외국 용어 및 외국어 표기에 대한 다양한 음차 

표기를 얻기 위한 연구로는 음차 표기 모델

(Transliteration Model), 음차 표기 대역 쌍 추출

(Transliteration Pairs Extraction),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Transliteration Pairs Verification) 등의 연

구가 있었으며, 이 연구들은 주로 검색 품질 향상을 위

해 질의 확장 및 언어 자원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연구되

었다[3]. 

음차 표기 모델(Transliteration Model)은 외국어 표

기를 입력으로 하여 자국어의 표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이다. 주로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해 번역사전에 존재

하지 않는 외국 단어의 음차 표기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한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딥러닝을 이용한 

음차 표기 모델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1][4][5][6]. 

하지만, 음차 표기 모델을 통해 생성된 음차 표현은 일

반적으로 품질이 좋지 않으며, 검색 시스템에서 사용자

들이 자주 사용하는 음차 표기가 아닌 경우가 많아, 상

용 검색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음차 표기 생성 방법과 달리 문서에서 음차 표기를 추

출하기 위한 연구로, 음차 표기 대역 쌍 추출

(Transliteration Pairs Extraction) 연구가 있었다[7]. 

음차 표기 대역 쌍 추출은 이중 언어 문서에서 외국어와 

외국어에 대응되는 음차 표기된 용어들을 자동으로 추출

하기 위한 방법이다[3]. 주로 패턴 및 기계학습 등을 이

용하여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를 추출하고, 서로 다른 

언어로 구성된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를 하나의 언어 

형태로 변환한 후, 편집거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음성

적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음차 표기 대역 쌍을 추

출했다[3][7]. 하지만 음성적 유사도를 적용하여 음차 

대역 쌍을 추출하는 방법은 “starbucks – 스타박스”와 

같이 음성적으로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는 용어

(스타박스)가 동일한 음차로 추출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처럼 잘못 추출된 음차 정보를 검색 시스템에 적용하

게 되면 검색 품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정보 검색에 활용하기 적합하며, 신뢰할만한 음차 표

기 대역 쌍을 얻기 위한 연구로는 음차 표기 대역 쌍 판

별(Transliteration Pairs Verification) 연구가 있었다. 

이는 서로 다른 언어로 구성된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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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음을 가지는 외국어 표기와 한국어 표기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좋은 검색 결과를 가져오

기 위해서는 외국어 표기와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음차 표기를 함께 검색에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음차 표기 모델과 음차 표기 대역 쌍 추출을 통해 음차 표현을 생성하는 기존 방법 대신, 본 

논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음차 표현을 찾기 위해 문서에서 음차 표기 후보를 찾고, 이 음차 표

기 후보가 정확한 표기인지 판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에 특화된 모델인 Distance LSTM-CNN 모델을 제안하며, 제안하는 모델의 Batch 

Size 영향을 줄이고 학습 시 수렴 속도 개선을 위해 Layer Normalization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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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확한 음차 관계인지 판별하는 것이며, 특히 인명 

등과 같이 난도가 높은 음차 표기 대역 쌍(James 

Rodriguez – 하메스 로드리게스)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8][9]. 

본 논문에서는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해, 웹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음차 표현을 찾고 이를 언어 자원

으로 구축하기 위한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 모델을 제

안한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음차 표기 모델과 음차 표기 

대역 쌍 추출 모델은 저품질 문제와 더불어 검색 시스템

에 적합하지 않는 음차 표기를 생성, 추출하는 문제가 

있어 활용하기 어려우며, 두 음차 표기가 정확한 음차 

관계인지 판별하는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 연구에 기초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음차 표기 모델과 음

차 표기 대역 쌍 추출 모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난도

가 높은 음차 표기 후보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한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

양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딥러닝 모델 간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에 특

화된 모델인 Distance LSTM-CNN with Layer 

Normalization 모델을 제안한다. 

평가를 위해 정보 검색에서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음차 표기 후보를 웹 문서에서 수집하되,“AOA - 초아”

와 같이 판별 난도가 낮은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는 판

별 모델의 차별성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주로 

난도가 높은 음차 표기 후보들을 추출하여 데이터 셋을 

구축함으로써, 제안하는 방법의 실용성을 검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에 특화

된 모델인 Distance LSTM-CNN with Layer Normalization

은 한국어-영어간 음차판별을 위해 변형된 KODEX 방법과

의 비교 결과, 약 35%의 품질 향상을 보였으며 [4]에서 

높은 품질을 보이는 음차 생성 모델을 음차 판별 모델로 

변형한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모델과의 

비교에서도 약 3.5%의 품질 향상을 보였다. 또한, 두 질
의의 관련성을 판별하는 연구에서 높은 품질을 보이는 

딥러닝 모델인 Distance LSTM 모델보다 약 3% 정도의 품

질 향상을 보여 최종적으로 89.70%의 품질을 보였다. 마

지막으로 Layer Normalization을 적용한 모델이 적용하

지 않은 모델과 비교해 약간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수렴

속도가 약 3배 빨라짐으로써 Layer Normalization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 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비교, 검토하며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에 대해 살펴 본다. 

 

2. 관련 연구 
2.1 음차 표기 모델(Transliteration Model) 

음차 표기 모델은 외국어 표기를 입력으로 자국어 표

기를 생성하는 연구로써, 주로 확률 및 기계학습을 이용

하여 연구되어왔다[1][4][5][6]. [1]에서는 확률 기반 

음차 표기 모델을 제안했으며, 발음 단위를 음소에 매핑 

할 수 있도록 매핑 테이블을 정의하고, 확률 모델을 이

용하여 주어진 영어 단어에 대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한국어 음차 표기를 생성하였다. [5]는 최대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음차 표기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6]은 음성적 정보와 자소/음소의 문맥정보를 이용, 결

정 트리 및 메모리 기반 학습 모델에 활용하여 한국어 

음차 표기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최근 [4]에서는 

기계번역에 주로 사용되는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활용하여 영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언어의 음차 표기를 

생성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2.2 음차 표기 대역 쌍 추출(Transliteration Pairs Extraction) 

음차 표기 대역 쌍 추출은 이중 언어 문서에서 외국어

와 그에 대응되는 음차 표기된 용어를 자동으로 추출하

는 방법이다[3][7]. 주로 패턴 및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외국어 및 

자국어 표기가 정확한 음차 관계인지 여부를 계산하여 

음차 표기 대역 쌍을 추출하였다. [3]은 패턴을 이용하

여 이중 언어 문서에서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를 추출

하고, 음차 표기 모델(Transliteration Model)을 활용하

여 외국어를 입력으로 한국어 음차 표기를 생성한 후, 

생성된 음차 표기와 대역 쌍 후보에서 추출된 한국어 음

차 표기와의 음성적 유사도를 계산하여 음차 표기 대역 

쌍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7]은 영어-

일본어 음차 표기 대역 쌍 추출을 위해 잡음 채널 오류 

모델과 학습 가능한 편집거리 함수를 이용하여 음차 표

기 대역 쌍을 추출하였다. 

 

2.3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Transliteration Pairs Verification)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은 외국어 표기와 자국어 음차 

표기로 구성된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가 정확한 음차 

관계인지 판별하는 것이며, 주로 기계번역과 교차언어 

정보 검색과 같이 다국어 자연어 처리 작업에 활용되었

다[9]. [8]에서는 동일한 언어 간 다양한 외국어 음차 

표기 대역 쌍(디지털-디지탈) 비교를 위해 두 입력을 특

정 기호로 인코딩하여 비교하는 KODEX 알고리즘을 제안

하여, 한국어간 다양하게 표현되는 음차가 동일한지 판

별하였다. [9]는 음차 판별이 어려운 인명의 음차 표기 

대역 쌍을 판별하기 위해 Discrete Variant Hidden 

Markov Model (HMM) Alignment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국

가간 발음이 달라 음차 판별 난도가 높은 인명 음차 표

기 대역 쌍 판별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3.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 모델 
이 장에서는 정보 검색에 적합한 음차 표기 언어 자원

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웹 문서에서 추출되는 다양

한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가 정확한 음차 관계인지 판

별하는 딥러닝 기반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 모델을 구

축하는 방법을 보인다. 

 
3.1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모델 

Sequence-to-Sequence 모델은 입력 문장을 x =
x1, … , x𝑇𝑇 로 인코딩 한 후, 디코더를 통해 P(y|x) 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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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출력 문장 y = y1, … , y𝑘𝑘 을 생성하는 모델이며, 주

로 기계 번역 및 챗봇에 적용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10]. [4]에서는 영어 표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언

어(아랍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음차 표기를 생성하기 

위해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적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는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을 위한 Sequence-to-

Sequence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LSTM Cell을 추가

하여 RNN 내부에 3개의 게이트(Input, Output, Forget)

와 1개의 메모리 공간으로 정보를 갱신 혹은 제거를 통

해 멀리 있는 정보가 희미해지는 RNN의 그래디언트 소멸 

문제(Gradient Vanishing Problem)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11]. 또한 단계별 중요도가 고려 될 수 있도록 주의

(Attention) 기법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성했다. 

[그림 1]은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을 위해 구축한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모델의 구성도 이

다. 

 

 
 

그림 1.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모델 

 

본 연구에서의 목적은 웹 문서에서 추출된 다양한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가 적합한 음차 관계인지 여부를 판별

하는 것이므로, 상위 1개의 결과만 추출되는 기존 디코

더를 상위 N개의 음차 표기 생성 결과를 추출할 수 있도

록 변경했다. 평가를 위해 정답이 부착되어있는 음차 표

기 대역 쌍 후보와 모델에서 추출한 음차 표기 추출 결

과 상위 N개 중 동일한 음차 표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

는 방법으로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 모델을 구축했다. 

[그림 2]는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를 판별하는 예이다. 

 

 
 

그림 2. 디코더를 변경한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 방법 

 

3.2 Distance LSTM 모델 

정보 검색에 적합한 음차 표기 언어 자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가 형태적, 의미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최신 연구

들은, 두 문장의 관련성을 판별하기 위해 구축된 

SNLI[12] 및 Quora Question Pairs[13]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이며, 주로 질의-응답 및 동의질의 판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14][15][16][17]. 

[15][16][17]은 두 질의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지 판별

하기 위해 다양한 정렬(Alignment) 및 주의(Attention) 

기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음차 표기의 경우 음차간 동

일한 시퀀스로 매칭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정렬 및 

주의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one way – 웨이 원”과 같

이 동일한 단어로 구성되지만 다른 시퀀스를 가진 음차 

표기를 동일하게 판별하는 문제가 있었다. 동일한 시퀀

스를 유지해야 하는 음차 표기 특성을 반영하여 본 논문

에서는 [14]의 Distance LSTM 모델을 이용하여 음차 표

기 대역 쌍 판별 모델을 구축했다. 그리고 거리벡터

(Distance vector) 연산에서 빼기(Subtract) 및 곱하기

(Multiply) 연산이 가장 좋은 품질을 보인다는 [16]의 

연구를 반영하여, Distance LSTM 모델의 품질 개선을 위

해 거리벡터 연산(Distance vector)에 빼기(Subtract) 

및 곱하기(Multiply) 연산이 적용되도록 변경하였다. 결

과적으로 다른 거리 벡터 연산과 비교해 가장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은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을 위해 구축한 개선

된 Distance LSTM 모델의 구성도이다. 

 

 
 

그림 3. Distance LSTM 모델 

 

3.3 Distance LSTM-CNN with Layer Normalization 모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CNN) 모델은 입력 문

장의 주위 문맥 정보를 Convolutional Layer을 통해 추

출하고, Pooling Layer를 거쳐 중요 자질만을 추상화하

는 특징을 가지는 구조이다. [18]은 Convolutional 

Layer와 Max Pooling Layer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의 CNN 

모델을 제안하여 문장 및 문서 분류에서 좋은 결과를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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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차 표기의 경우, 두 입력이 동일한 시퀀스로 매칭되

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순서를 유지하면서 주위 문

맥(음차)의 중요 정보를 추상화하는 CNN 구조를 추가하

는 것은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을 위한 중요한 자질이 

될 수 있으며, 음차 간 긍정적인 연관 관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와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음차 판별

에 적합한 CNN 구조를 추가, 적용했다. 

  

음차 판별에 적합한 중요 주위 문맥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CNN 구조는 아래처럼 정의하여 적용하였다. 

 

𝐶𝐶ℎ = MaxPooling �Conv1d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x1, … x𝑛𝑛−ℎ+1:𝑛𝑛)� 

 

x는 입력이며, n은 음차 길이, h는 현재 음차를 기준으

로 몇 개의 인접한 음차를 조합을 생성할 것인지의 개수

(윈도우 크기),  Conv1d는 1차원 합성곱, fsize는 필터의 

수, 마지막으로 MaxPooling은 벡터를 추상화하기 위해  

최대 Pooling을 수행하는 함수이다. 

정의된 CNN 구조를 이용,  h(윈도우 크기)를 1, 2, 3으

로 설정한 후, 거리벡터(Distance vector) 연산인 빼기

(Subtract) 및 곱하기(Multiply) 벡터 연산에서 출력된 

벡터 각각에 대해 [그림 4]와 같이 CNN 구조를 추가했다. 

정의한 CNN 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인접한 음차 조합 자질

을 생성하고, 중요 음차 자질만을 추상화하는 방법으로 

음차 판별에 적합한 중요 인접 음차 정보가 모델에 반영

되도록 하였다. 

[그림 4]는 Distance LSTM 모델에 CNN 구조를 추가한 

Distance LSTM-CNN 모델의 구성도이다. 또한, Batch 

Size에 의존하지 않으며, 학습 수렴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품질 향상이 있는 계층 정규화(Layer 

Normalization) 기법을 LSTM에 추가적으로 적용했다[19]. 

 

 

 
그림 4. Distance LSTM-CNN with Layer Normalization 모델 

4. 실험 
4.1 실험 환경 

모든 모델은 공정한 비교를 위해 동일하게 파라미터를 

설정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은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며, 파라미터 값의 설정에 따라 조금씩 품질 차이가 

나므로, 가장 좋은 품질을 보이는 파라미터를 실험을 통

해 찾아 설정하였다.  

입력 층은 외국어는 알파벳 단위, 한국어는 자소 단위

로 입력을 수행했다. 입력 층은 서로 다른 언어로 이루

어져 있으며 음차 표기를 위한 교차언어 데이터는 존재

하지 않으므로 임베딩 벡터(Embedding vector)에 대한 

전처리(Pre-Training)는 따로 수행하지 않고 학습 데이

터에 의해 임베딩 벡터가 학습되도록 구성했다. 임베딩 

벡터 차원과 은닉 계층 차원은 128 차원을 사용, 과적합 

방지를 위한 Dropout 비율은 0.2, 그리고 활성

(Activation) 함수는 마지막 계층에서만 Sigmoid를 사용

했으며, 나머지 계층에서는 Relu를 사용했다. 또한, 

Fully Connected Layer는 1개의 계층만 쌓아 실험을 진

행했다.  

추가적으로, Distance LSTM-CNN에서 CNN을 위한 필터

(Filter)차원은 128차원으로 설정했으며, Dropout 비율

은 0.5를 사용했다.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모델은 가장 좋은 품질을 보인 버킷 개수 1개

로 고정했으며, 상위 N개는 30개를 추출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모델들은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에 

의해 학습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Adam 기법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최적화했다. 

 

4.2 학습 및 평가 데이터 

웹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음차 표기 후보를 추출하

기 위해 웹 문서 및 사용자 검색 질의를 이용,“AOA(초

아)”, “memento(메멘터)” 등의 패턴을 적용하여 실험

을 위한 음차 표기 데이터를 추출했다. 추출된 음차 후

보들은 다양한 난도를 가질 수 있으며,“AOA - 초아”같

은 형태는 쉽게 음차 판별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반영하

지 않고 “memento - 메멘터”와 같이 모호하고 어려운 

형태만 추출할 수 있도록 변형된 KODEX 알고리즘을 이용,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데이터를 추출했다. 

 
1. 웹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음차 표기 패턴

(wikipedia(위키피디아), (concern(관심))을 찾아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를 추출 

2. 영어-한국어간 음차 판별을 위해 변형된 KODEX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간 유사도를 계산

하고, 편집 거리가 0, 1인 난도가 높은 음차 데이터를 

추출(예시 : concern – 관심, memento – 에멘토 등) 

3. 3명의 검수자가 추출된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를 검수, 

정답과 오답을 판별하여 검수 데이터 구축 

 

실험에 사용된 검수 데이터는 음차 15,093개, 비음차 

15,093개이며 학습, 개발, 평가 셋을 각각 8:1:1 비율로 

나누어 평가 셋을 통해 품질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평가 셋에 포함된 데이터 예시는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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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웹 문서로부터 추출된 난도가 높은 음차 후보 

외국어 한국어 음차여부 

ibm 아이비엠 1 

bas 버스 0 

 glam 그램 0 

you light up my life 유라이트업마이라이프 1 

lcd tv 엘씨디티비 1 

civil war 씨빌워 1 

 

  [표 1]을 보면 일반단어, 개체명, 약어성, 복합명사 

등 난도가 비교적 높은 다양한 형태의 음차 표기 대역 

쌍이 추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3 품질 비교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 모델의 품질 평가를 위해 변

형된 KODEX 및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모

델, 그리고 Distance LSTM 모델 및 Distance LSTM 모델

에 CNN 구조를 추가한 Distance LSTM-CNN(+LN) 모델과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평가 척도는 정확률(Precision), 재

현율(Recall)을 사용했으며, Distance LSTM 및 Distance 

LSTM-CNN(+LN) 결과는 0~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나오게 

되며 0.5 이상의 값이 나올 경우 음차로 판별했다. 용도

에 따라 임계 값을 변경하는 것에 의해 정확률과 재현율

을 조절하여 결과를 유연하게 추출할 수 있다. 

 

[표 2]는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 모델의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표 2. 모델별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 결과 

모델 정확률 재현율 F1 점수 

변형된 KODEX 57.02 55.69 53.67 

Seq2Seq with Attention 86.18 86.19 86.18 

Distance LSTM 87.30 86.87 86.89 

Distance LSTM-CNN 89.75 89.52 89.55 

Distance LSTM-CNN(+LN) 89.69 89.70 89.70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된 KODEX를 이용하여 

편집거리가 작은 데이터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난도가 높

은 데이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변형된 

KODEX의 품질이 53.67%로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국어 음차 생성에서 높은 품질을 보이는 

음차 생성 모델을 음차 판별 모델로 변형한 Sequence-

to-Sequence with Attention 모델은 86.18%의 품질을 보

였으며, 두 질의의 관련성을 판별하는 연구에서 좋은 품
질을 보이는 Distance LSTM 모델을 개선한 모델이 86.89%

로 더 높은 품질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음차의 시퀀스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CNN 구조를 추가

한,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에 특화된 Distance LSTM-

CNN 모델은 89.55%로 Distance LSTM 모델과 비교해 약 3%

의 품질 향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계층 정규화(Layer 

Normalization)를 추가한 Distance LSTM-CNN(+LN)모델과 

Distance LSTM-CNN 모델과의 비교 결과 품질이 미미하게 

향상(89.70%) 되었으며, epoch가 60 -> 21로 약 40번의 

epoch 가 절약됨으로써 학습 시 수렴 속도를 개선하는 

계층 정규화(Layer Normalization)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4 결과 검토 
변형된 KODEX와 같이 음성적 유사도의 편집거리를 이

용하는 기존 방법은 대부분 자음만을 이용하여 음차 표

기 대역 쌍 여부를 판별한다. 예를 들어 “korea – 고려

(X)”의 경우 ‘k’는 ‘ㄱ’과 매칭되며, ‘o’는 모음 

이므로 무시, ‘r’과 ‘ㄹ’이 매칭되고, ‘e’, ‘a’ 

는 모음이므로 무시하여 최종적으로 음차 표기가 동일하

다고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ibm – 아이

비엠(O)’ 등 약어성 단어를 판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

었다. 

반면, 딥러닝을 이용한 방법들은 모음 및 시퀀스 정보

를 추가로 반영하기에 “youtube – 유트브(X)” 등의 난

도가 높은 잘못된 음차 표기까지 정확히 판별할 수 있었

다. 

Sequence-to-Sequence with Attention 모델은 생성모

델의 특성상 긴 단어나 복합명사인 ‘for the first 

time – 포더퍼스트타임(O)’, ‘you light up my life – 

유라이트업마이라이프(O)’, ‘identification – 아이덴

티피케이션(O)’와 같은 음차 표기에 대해서 낮은 품질

을 보였으며, 편집거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해당 문제

를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음차 표기까지 추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Distance LSTM-CNN(+LN) 모델은 순서를 

유지하면서 주위 문맥의 중요 정보를 추상화하는 자질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Distance LSTM 모델에서 잘못 판단

하는 난도가 높은 “bubble love – 버블리러브(X)”, 

“vans – 반즈(X)”와 같은 음차 표기 대역 쌍 후보를 

정확히 판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해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음차 표현을 언어 자원으로 구축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 음차 표기 대역 쌍 판별 모델을 제안

했다. 제안하는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 검색에서 사

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음차 표기 데이터를 웹 문서에서 

수집하고, 수집된 음차 표기 데이터 중 판별 난도가 높

은 데이터 위주로 데이터 셋을 구축하여 모델의 실용성

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음차 표

기 대역 쌍 판별에 특화된 모델인 Distance LSTM-

CNN(+LN)은 한국어-영어간 음차판별을 위해 변형된 

KODEX 방법과의 비교 결과, 약 35%의 품질 향상을 보였

으며, 다국어 음차 생성에서 높은 품질을 보이는 음차 

생성 모델을 음차 판별 모델로 변형한 Sequence-to-

Sequence with Attention 모델과의 비교에서도 약 3.5%

의 품질향상을 보였다. 또한 두 질의의 관련성을 판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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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에서 높은 품질을 보이는 딥러닝 모델인 

Distance LSTM 모델을 개선한 모델과 비교해, 음차의 중

요 자질을 부각시키는 CNN 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약 3% 

정도의 품질 향상을 보여, 최종적으로 89.70%의 품질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모델에 계층 정규화(Layer 

Normalization)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미미한 품질 향상

과 더불어 학습 시 약 40번의 epoch가 절약됨으로써 학

습 시 수렴 속도를 개선하는 계층 정규화(Layer 

Normalization)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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