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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빠른 무선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들이 생겨

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며, 웹서

핑을 하는 등 PC에 버금가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 쉽게 전세계의 웹페이지에 접속하고

SNS를 통해 외국인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다. 기계 번역 기술 또한 이렇게 사용자가 늘

어나는 만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정확도가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명사나 구문과는 다르게

은어, 외래어 등의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어들에 대한 기계 번역 정확도는 여전히 개선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계 번역기인 papago 번역기와 Google 번역기

의 외래어 인식 정확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1. 서론

외래어란 고유어가 아닌 외국에서 들어와 자국어

처럼 사용되는 말을 의미한다. 외래어와 같은 의미

로 차용어라고도 일컬어진다[1].

최근에는 딥러닝,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크게 각광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기

계 번역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그

정확도가 향상되고 있다. 기존에는 통계 기반의 기

계 번역(SMT: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에서

현재는 신경망 기반의 기계 번역(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으로 동작하여 기계 번역의 정

확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2].

기존의 기계 번역 기술은 SMT 방식을 활용하여

말뭉치 단위로 번역한 결과를 조합하기 때문에 오역

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의 기계 번역 기술은 NMT

방식을 사용하여 전체 문맥을 파악한 후, 문장 내에

서의 의미 차이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

운 결과물을 보인다[3].

그러나 딥러닝,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들은 수행하

기 위한 학습 데이터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기계

번역의 정확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관련 학습

데이터의 존재 여부가 그 정확도에 영향을 준다

[2][4]. 그리고 일반적인 기계 번역은 학습할 문장이

300만 문장 이상은 되어야 제대로 된 학습이 가능하

다고 이야기 한다[3]. 그러나 외래어는 전세계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외래어의 기계 번역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계 번역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Naver papago

와 Google 번역기가 약 6대 4정도로 양분해 있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aver papago와 Google

기계 번역기의 외래어 번역 정확도를 언어별로 비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네이버 파파고와 구글 기계

번역기의 번역 구조 및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3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기

술하며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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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 번역기별 구조 및 원리

2.1. Naver papago 번역기

Naver papago 번역기는 문장 전체의 정보를 바탕

으로 번역을 수행하는 NMT 방식을 사용한다. 기존

의 SMT 방식의 번역보다는 맥락에 더 적합한 결과

물을 내놓는다[6].

웹기반의 papago 번역기는 (그림 1)과 같이 한국

어, 영어, 일본어 등 14개의 언어를 지원하며, 한 번

에 5,000글자까지 번역이 가능하다[7].

(그림 1) Naver Papago 번역기

2.2. Google 번역기

웹기반의 Google 번역기는 100여개의 외국어를

지원하며 (그림 2)와 같다[8]. Google 번역기는 국제

기구나 기업 등에서 동일한 문서를 A 언어, B 언어,

C 언어 등 여러 언어로 만들어 놓은 것을 검색엔진

이 검색하여, 해당 문서를 기반으로 번역한다. 이 기

술을 말뭉치 기반 기계 번역(CBMT: corpus-based

machine translation)이다[9][10].

(그림 2) Google 번역기

3. 연구 방법

3.1. 연구 환경

가. 기계 번역기 및 자동화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웹기반

의 papago 번역기와 Google 번역기를 활용하였다.

이 번역기들을 활용하여 대량의 외래어 번역을 위해

Python과 Selenium 모듈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작

성하였다.

나. 연구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외래어는 국립국어원의 ‘외래

어 표기 용례 정보 통합 파일’을 활용하였다[11]. 이

파일에 정리된 외래어 총 66,530개는 인명, 지명, 일

반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원된 언어로는 영

어, 일본어, 중국어 등 100여개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능 제 2외국어 영역에 포함된 언

어 중 서양 언어인 독일어, 러시아어, 에스파냐어,

프랑스로부터 기원된 일반 용어를 활용하였다. <표

1>과 같이 4개의 기원된 언어의 외래어 개수는

5,523개이며, 일반 용어는 1,437개이다. 각 언어별 일

반용어의 개수는 독일어 576개, 러시아어 121개, 에

스파냐어 100개, 프랑스어 640개이다.

<표 1> 언어별 외래어 개수

일반 용어 개수 전체 외래어 개수

독일어 576 1,230

러시아어 121 1,436

에스파냐어 100 1,159

프랑스어 640 1,698

계 1,437 5,523

3.2. 연구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의 실험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국립

국어원에 정리된 외래어 중 독일어, 러시아어, 에스

파냐어, 프랑스어로부터 유래한 일반 용어를 준비한

다. 이 단어들의 원어와 한국어로 된 외래어를

papago와 Google 번역기에 입력하여 정확하게 번역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마침표, 띄어쓰기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어의 정확도만 확인하였다.

(그림 3) 연구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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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그림 3)의 절차대로 papago와 Google 번역기를

활용하여 한국어인 외래어를 원어로 번역했을 때와

원어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의 정확도를 확인하였

다.

papago 번역기를 활용한 외래어 번역 결과의 정

확도는 <표 2>와 같다. 한국어인 외래어를 원어로

번역했을 때의 정확도는 평균 10.7%로 원어를 한국

어인 외래어로 번역했을 때의 정확도인 평균 12.2%

보다 낮았다. 또한, 4개의 언어 중에서 러시아어에서

기원한 외래어의 번역 정확도는 1.0 ∼ 6.6%로 나머

지 3개 언어의 번역 정확도인 8.9 ∼ 15.0%에 비해

낮았다.

<표 2> papago 번역기의 외래어 번역 정확도

외래어→원어 원어→외래어

독일어 80(13.9%) 74(12.8%)

러시아어 1(1.0%) 8(6.6%)

에스파냐어 16(16.0%) 15(15.0%)

프랑스어 57(8.9%) 78(12.2%)

평균 154(10.7%) 175(12.2%)

Google 번역기를 활용한 외래어 번역 결과의 정

확도는 <표 3>과 같다. 한국어인 외래어를 원어로

번역했을 때의 정확도는 평균 11.6%, 원어를 한국어

인 외래어로 번역했을 때의 정확도인 평균 9.0%보

다 높았다. 또한, 4개의 언어 중에서 러시아어에서

기원한 외래어의 번역 정확도는 0%로 나머지 3개

언어의 번역 정확도인 2.3 ∼ 15.8%에 비해 낮았다.

<표 3> Google 번역기의 외래어 번역 정확도

외래어→원어 원어→외래어

독일어 91(15.8%) 88(15.3%)

러시아어 0(0%) 0(0%)

에스파냐어 15(15.0%) 23(23.0%)

프랑스어 60(9.4%) 19(2.3%)

평균 166(11.6%) 130(9.0%)

5. 결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자유롭

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 발달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인터

넷에 접속할 수 있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영어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번역기가 필요하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기계 번역의 정확도도 높아

지고 있다. 하지만, 번역의 속도는 사람보다 빠르지

만 정확도는 사람만큼 높지 않다. 또한, 은어, 외래

어 등의 신조어들이 빠르고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현

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 정리된 외래어 중 독

일어, 러시아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에 기원을 두

고 있는 외래어들의 인식 정확도에 대한 비교 연구

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식 정확도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째, papago와 Google 번역기 모두 러시아어에

서 기원한 외래어의 번역 정확도가 다른 3개의 언어

에 비해 낮았으며, 평균에 못 미쳤다. 둘 째, 두 번

역기 모두 번역의 정확도는 평균 9.0 ∼ 12.2%로

10% 내외의 수준이었다. 셋 째, 두 번역기 모두 독

일어와 에스파냐어에서 기원한 외래어의 번역 정확

도가 러시아어와 프랑스어에서 기원한 외래어의 번

역 정확도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원 언어별 정확도의 차이가 발

생하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 데이터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확도가 낮

은 단어를 분류하여 특정 언어나 특정 단어들의 외

래어 번역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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