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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equence to sequence(S2S) 기반 음성인식 후처리기를 훈련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음성인식 결과(speech
recognition sentence),전사자(phonetic transcriptor)가수정한문장(Human post edit sentence))의병렬말뭉치가필요하며
이를위해많은노동력(human-labor)이소요된다. BackTranScription (BTS)이란기존 S2S기반음성인식후처리기의한계
점을완화하기위해제안된데이터구축방법론이며 Text-To-Speech(TTS)와 Speech-To-Text(STT)기술을결합하여 pseudo
병렬말뭉치를생성하는기술을의미한다.해당방법론은전사자의역할을없애고방대한양의학습데이터를자동으로생
성할수있기에데이터구축에있어서시간과비용을단축할수있다.본논문은 BTS를바탕으로제주어도메인에특화된
음성인식후처리기의성능을향상시키기위하여모델수정(model modification)을통해성능을향상시키는모델중심접근
(model-centric)방법론과모델수정없이데이터의양과질을고려하여성능을향상시키는데이터중심접근(data-centric)
방법론에대한비교분석을진행하였다.실험결과모델교정없이데이터중심접근방법론을적용하는것이성능향상에
더도움이됨을알수있었으며모델중심접근방법론의부정적측면 (negative result)에대해서분석을진행하였다.

주제어: 기계번역,음성인식,음성인식후처리기, Data-centric, Model-centric

1. 서론

자동음성인식(Automatic Speech Recognition(ASR))이란사

람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술이다. 음향모델과 언

어모델 기반의 Gaussian Mixture Models(GMM) [1], Hidden

Markov Models(HMM) [2]등과같은전통적인음성인식아키텍

쳐기반의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 사전학습(pre-training)과 전이

학습(transfer-learning)을 적용한 ASR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4, 5, 6]. 즉 모델 아케텍쳐의 변경을 통한 모델 중심(model-

centric)기반의음성인식성능향상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 모델 중심 접근법에 기반한 ASR 연구들은 연구 논문

상으로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실세계의 서비스를 고려

했을때한계점이존재한다.해당방법론은대용량데이터를처

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컴퓨팅 파워(e.g., GPU)를 갖춘 서비스

환경이요구된다.즉모델을훈련할때많은파라미터들과데이

터를요구하기때문에,서버나 GPU환경이충분하지않은기업

은최신모델을이용한서비스환경구성및성능개선에서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7]. 따라서 GPU 학습 환경이 부족한 기업

도서비스를하는데무리가없기위하여,대용량사전학습모델

기반의 전이학습을 적용한 방법론이 아닌 새로운 방향의 ASR

성능개선을이룰수있는방안을대한연구가필요하다.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해당 접근법과 반대되게 모델의 수정 없이 데이터의 품질과

양을 증가시키거나 각종 전처리 및 후처리를 통해 ASR 모델의

성능을향상시킬수있는데이터중심접근법(data-centric)연구

의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8, 9, 10, 11]. ASR 모델을 변경하

는 방법론이 아니기에 서비스를 진행하기 무난한 가벼운(light

weight) 어떠한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vanilla Transformer

[12]와 같은 CPU로도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한 모델에 결합할

수 있어 [13] 서비스 환경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완화시킬 수

있다.

최근데이터중심접근법을기반으로 BackTranScription(BTS)

라는 음성인식 후처리기 연구가 진행되었다 [14]. BTS란 기

존 sequence to sequence(S2S)기반 음성인식 후처리기의 한계

점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된 데이터 구축 방법론이며 Text-To-

Speech(TTS)와 Speech-To-Text(STT) 기술을 결합하여 pseudo

병렬말뭉치를생성하는기술을의미한다.

본 논문은 BTS 기반 음성인식 후처리기의 성능 향상을 위하

여 모델 중심 접근법과 데이터 중심 접근법 2가지 모두를 기반

으로 성능 향상도에 대한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한

도메인으로 기존 BTS 연구와 다르게 제주어 방언에 적용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한국어의 대표적 방언 중 하나인 제주어는

유네스코 ’사라지는언어’중 ’아주심각하게위기에처한언어’

로분류되었다 [15].현재각지역별방언들은점차이용이줄어

가며자연스레위기에직면하고있다.이러한방언의소멸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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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ackTranScription (BTS)기반제주어음성인식후처리기모델개요.

기위하여각지차제와기업사이에서방언사전과같이보존할

수있는방법들을고안되고있다.이러한점에입각하여제주어

연구를활성시키기위하여해당도메인을검증의도구로활용하

였다.

모델 중심 방법론으로 원시 언어(source language)와 목적 언

어(target language)의문자셋(character set)이같다는특징을기

반으로 copy mechanism을적용하였으며이에따른성능향상도

를검증하였다.데이터중심접근방법으로기존 BTS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모델을 기반으로 parallel corpus filtering (PCF)

[16]기술을이용하여데이터의품질을고려하는실험을진행하

였다.

2. BackTranScription(BTS)

BTS란 S2S기반 음성인식 후처리기 학습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축하는자가학습(self supervised)기반방법론을의미한다 [14].

크롤링등으로쉽게구할수있는기구축된단일말뭉치를 TTS

기술을 이용해 음성파일을 만든 후 해당 파일을 STT를 이용해

인식결과를만들어사람의노동력없이자동으로데이터를구축

할수있다.즉 BTS에서최종적으로구축되는 pseudo병렬말뭉

치는 단일 말뭉치로부터 획득된 목적 문장과 해당 문장을 TTS

를 이용해 음성파일로 만든 후 다시 STT를 통해 텍스트로 변

환한원시문장으로구성된다.최종적으로,이렇게생성된병렬

말뭉치를음성인식후처리기학습데이터로사용하여고품질의

모델을만들어낼수있다.

그림 1은 BTS의구조와여기에서파생되는데이터를이용해

S2S기반의 음성인식 후처리기 모델 학습 구조를 보여주며, 원

시 문장에서 빨간색 단어들은 변환과정에서 띄어쓰기 및 철자

오류가발생한경우를나타낸다.

BTS는학습데이터의무한한생성이가능하다.병렬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있으나단일말뭉치는웹을통해무한히구할수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학습데이터의 무한한 구축이 가능

하다.또한기존음성인식기에한계점인띄어쓰기의문제점,외

래어 변환 문제점, 기호부착 문제점, 철자 오류의 문제점 등을

하나의모델로한번에해결할수있다.목적언어로사용될단일

말뭉치는대부분해당문제에서자유하기때문이다.

더나아가 전사자의 역할이 필요 없는 방법론이며 시간과 비

용적인 면에서 엄청난 장점을 보유한 방법론이다. 또한 전사자

간이품질차이에대한문제에서자유하다는장점이존재한다.

기존BTS연구의경우실험하기위한언어쌍은한국어제주도

방언으로설정하였으며,데이터구축을위하여 AI-HUB에서한

국어제주도방언말뭉치데이터중 108,000개의문장을추출하

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후 구축한 단일 말뭉치를 기반으로

네이버 CLOVA Voice API를 사용해서 mp3 형식의 음성 데이

터로 변환했다. 이는 상용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기구

축된 TTS시스템이없는기업들도 BTS를사용할수있게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이후 TTS를 통해 구축된 음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이버 CLOVA Speech Recognition (CSR)

API를사용해서다시텍스트데이터로변환을진행한다.

3. 실험디자인

3.1 모델중심접근방법

BTS기술을 바탕으로 음성인식 후처리기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모델 변경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모델 중심 접

근 방법을 적용해보았다. 기존 BTS 연구의 경우 vanilla trans-

former [12]를기반으로모델을훈련하였는데본논문은추가적

으로 copy mechanism을 적용하여 성능 향상 여부를 검증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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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Mechanism Copy Mechanism [17]은 S2S모델의 디

코딩 과정에서 문장을 생성할 때 필요한 어휘(vocabulary)가

출력 사전 어휘(output vocabulary dictionary)에 없는 Out-of-

Vocabulary(OOV)와고유명사들의출력확률이작아지는문제를

해결하기위해고안된방법으로,출력에필요한어휘를입력열

에서 찾아 출력 없이 복사(copy)하는 사용하는 방법이다. Copy

Mechanism은 주의 집중(attention)과 유사한 형태의 복사 주의

집중(copy attention)을 별도로 두어, 디코딩 과정에서 각 타임

스탭(time-step)별 출력 어휘를 예측할 때 출력 사전 어휘에 있

는어휘들의확률과함께입력열중에서복사주의집중점수가

가장 높은 어휘를 그대로 출력할 확률도 함께 계산한다. Copy

Mechanism은 [18]의연구와동일한방식을적용하였으며,해당

수식은다음과같다.

pcopy(w) = softmax(Woutputhdec),

p(w) = p(z = 1)pcopy(w) + p(z = 0)psoftmax(w).
(1)

즉,디코더에서자연어를생성할때원래부터알고있는어휘

중하나의단어로생성할지,원시문장에있는모르는단어를그

대로복사해서생성할지에대해명시적으로학습하는개념이다.

hdec는디코더의 hidden state이며,가중치Woutput와의 softmax

값을 통해서 0에서 1 사이의 특정 단어를 복사할 확률 pcopy값

을도출해낸다. p(z)는원시문장에있는단어를복사할확률로,

확률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또한, psoftmax는 어휘

출력을위한일반적인 softmax과정이다.즉, p(z)를통해서원시

문장에 대해 복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switch하며 결정하게

된다.

본논문은원시문장과목적문장의문자셋이같다는 BTS의

학습데이터의특성에기반하여 Copy Mechanism을적용하였다.

주의 집중 점수를 계산할 때 dot [19], bilinear [19], MLP [20]

연산을각각적용해보며성능비교를진행하였다.

3.2 데이터중심접근방법

본논문은모델중심접근방법과상반되게모델의수정없이

데이터의 질을 조절하여(data quality control) 성능을 향상시키

는데이터중심접근방법도적용하여성능향상여부를검증하

였다.

병렬 말뭉치 필터링(parallel corpus filtering(PCF)) [16]이란

양질의 병렬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며 좋은 품질의 문

장만을 선별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BTS를 통해 구축한 pseudo

병렬말뭉치의경우 STT및 TTS시스템의의도치않은오류로인

해인식이되어있지않아원시문장쪽이비어있거나,과도하게

길이가 길거나 짧은 이상치 값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기존에연구된한국어기계번역연구에서필터링을적용한

방법론을적용하여고품질의데이터만을남기는작업을진행하

였다 [21].

해당 방법론은 소스 문장과 타겟 문장이 동일한 쌍, 50% 이

상이알파벳이아닌쌍, 100어절또는 1000음절이상인문장쌍,

문장의 30%이상이공백(white space)또는탭(tab)으로이루어

진 문장 쌍, 특수기호가 9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문장 쌍, 그리

고 Gale&Church가제안한방법론[22]을적용하여정렬(align)이

잘못된 문장 쌍을 제거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해당 프로세

스를 적용하여 데이터의 질을 고려해 데이터 중심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성능향상여부를검증해보았다.

4. 실험및실험결과

4.1 BTS기반제주어데이터구축

제주어단일말뭉치구축 BTS를실험하기위한언어쌍은한국

어제주도방언으로설정했으며,데이터구축을위하여 AI-HUB

의 한국어 방언 발화(제주도)를 수집하였다. 해당 말뭉치는 10

대와 60대 사이의 활용도가 높은 일상 대화를 전사한 텍스트로

구성되어있다.본논문의실험에서는 106,000개(학습셋: 10만,

검증 셋: 3천, 테스트셋: 3천)의 제주도 방언 문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데이터구축및분석에적용했다.

TTS(Text-To-Speech) 추출한 제주도 방언 말뭉치는 네이버

CLOVA Voice API [23]를 사용해서 mp3 형식의 음성 데이터

로 변환했다. 108,000개 문장은 2,152,072개의 음성 토큰으로

나누어져 1,720,210초의음성데이터로합성했다.또한,음성합

성에는 16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음성 합성은 신경망

기반의 NES(Natural End-to-End Speech Synthesis) [24]파이프라

인으로,네이버번역,지도그리고스피커등에적용하는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했다. 상용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기구축된 TTS 시스템이 없는 기업들도 BTS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진입장벽을낮추기위해서이다.

STT(Speech-To-Text) TTS를 통해 구축된 음성 데이터를 바

탕으로 네이버 CLOVA Speech Recognition(CSR) API [23]를

사용해서 다시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을 진행한다. 소요 시간은

48시간이내이며,음성인식은네이버음성인식노트및검색에

사용되는것과동일한모델을사용했다.이를통해제주어에특

화된 S2S기반의음성인식후처리기를위한 106,000문장쌍의

pseudo병렬말뭉치가구축된다.

병렬 말뭉치 필터링 본 논문에서 진행한 필터링 결과 학습데

이터의경우 100어절또는 1000음절이상인문장쌍 130쌍, Miss

align된문장쌍 19쌍,문장의 30%이상이공백또는탭으로이

루어진문장 20,932쌍, 50%이상이알파벳이아닌쌍 1535쌍이

필터링 되었다. 추가적으로 원시문장 혹은 목적문장 쪽이 비어

있는 843쌍,원시문장과목적문장쪽이동일한 4288쌍을필터링

하였다.이는 STT시인식오류로인해발생한 error이다.최종적

으로 27,747문장이필터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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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TS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의 통계량. 필터링 적용 유무에 따라 실험 데이터를 구분한다. BTS 이전 원형의 올바른 문장은

목적 문장(tgt)로 표현하며 에러를 포함한 이후의 생성 문장은 원시 문장(src)으로 표현한다. 구축한 병렬 말뭉치의 언어적 특징을

파악하기위해문장/토큰/단어의갯수 (# of sents/tokens/words),문장당문장의길이/단어/공백의평균 (4 avg of SL/WS/SS),그리고

한국어/영어/특수문자토큰의갯수 (∗ # of K/E/S-tok)를나타낸다.

필터를적용하지않은경우 (No-Filter) 필터적용 (Filter)
테스트셋

학습셋 검증셋 학습셋 검증셋

src tgt src tgt src tgt src tgt src tgt

# of sents 100,000 100,000 3,000 3,000 72,253 72,253 2,207 2,207 3,000 3,000

# of tokens 1,865,633 1,992,868 55,987 59,655 1,331,936 1,421,675 40,528 43,184 65,028 69,417

# of words 584,074 606,908 17,559 18,133 400,942 414,123 12,242 12,577 19,588 20,130

avg of SL4 18.66 19.93 18.66 19.89 18.43 19.68 18.36 19.57 18.34 19.58

avg of WS 5.84 6.07 5.85 6.04 5.55 5.73 5.55 5.70 5.53 5.68

avg of SS 4.84 5.07 4.85 4.04 4.55 4.73 4.55 4.70 4.53 4.68

# of K-toks ∗ 1,357,636 1,447,544 40,693 43,394 988,907 1,051,421 30,058 31,940 48,279 51,397

# of E-toks 8,033 44 504 201 6,268 32 163 0 347 0

# of S-toks 225 38,313 14 1,127 76 28,317 6 873 3 1,434

표 2. BTS기반 제주어 음성인식 후처리기 실험결과. 전체 번역 시간은 테스트셋 기준 교정 시간, 평균 번역 시간은 1문장당 교정

시간을의미한다.초당처리토큰수는 1초당몇개의토큰을평균적으로처리할수있는지에대한수치를나타낸다.

접근법 모델 BLEU GLEU 전체번역시간 (초) 평균번역시간 (초) 초당처리토큰수

모델중심 Copy-MLP 16.6 12.21 27.401 0.007 932.845

모델중심 Copy-dot 15.59 11.68 27.955 0.007 919.508

모델중심 Copy-bilinear 15.83 11.72 27.797 0.007 935.855

데이터중심 No-Filter 21.83 15.88 22.196 0.006 1141.141

데이터중심 Filter 24.48 18.00 21.699 0.006 1159.553

검증데이터의경우 100어절또는 1000음절이상인문장쌍 2

쌍, Miss align된문장쌍 2쌍,문장의 30%이상이공백또는탭으

로이루어진문장 605쌍, 50%이상이알파벳이아닌쌍 54쌍이

필터링 되었다. 추가적으로 원시문장 혹은 목적문장 쪽이 비어

있는 24쌍, 원시문장과 목적문장 쪽이 동일한 106쌍을 필터링

하였다.최종적으로 793문장이필터링되었다.

최종 데이터 셋 본 논문은 필터링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CF를진행한모델과진행하지않은모델의성능을비교하였다.

필터링을 진행하지 않은(No-Filter) 모델의 경우 훈련 데이터는

100,000 문장, 검증 데이터 3,000개의 문장으로 구성된다. 필터

링을진행한(Filter)모델의경우,훈련데이터는 72,253개의문장

그리고검증데이터는 2,207개의문장으로구성된다.테스트데

이터의경우 3,000개문장으로구성하였다.

4.2 데이터통계및심층분석

본 논문은 구축한 말뭉치에 대한 심층적인 데이터 통계 분석

을진행하였으며 PCF의적용여부에따라심층분석을진행하였

다.해당내용은표 1과같다.

첫쨰로데이터의개수,토큰의개수,평균길이와같은기초적

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필터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BTS

를 통해 구축한 원시 문장(src)의 경우, 목적문장(tgt)보다 문장

길이가평균적으로학습(train),검증(valid),테스트(test)데이터

셋에서각각 1.26, 1.22, 1.24만큼짧고총토큰의개수가 216,974,

6,324, 4,389 만큼 적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절의 개수와

평균 값은 오히려 원시 문장의 경우 목적 문장보다 평균적으로

학습,검증,테스트데이터셋각각 0.41, 0.34, 0.15만큼더높은

수치를보여주고있다.이러한수치는띄어쓰기공백평균값을

함께고려했을때,불필요한어절구분으로인한띄어쓰기가추

가되면서전체토큰의개수가상대적으로적음에도전체어절의

개수가많기때문으로추정된다.

둘째로 한글 및 영어 토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한글

토큰(K-tokens)의 경우 종결어미와 접미사의 생략 등으로 목적

문장보다 원시 문장에서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 셋이 각각

36,033, 6,324, 542토큰만큼소실의발생하며,끝말을흐릿하게

발음하는한국인화자들의특징이모델에반영된것으로추정된

다.그러나,영어토큰(E-tokens)은오히려발음그대로불필요하

게 한글 토큰이 불필요하게 영어 토큰으로 변형되면서 목적 문

장보다원시문장에서학습,검증,테스트데이터셋각각 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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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띄어쓰기,외래어변환,기호부착및통합(띄어쓰기,외래어변환,기호부착) F-1점수에대한성능비교표.

모델 접근법 띄어쓰기 외래어변환 기호부착 통합

Copy-MLP 모델중심 78.52 25.29 10.97 47.49

Copy-dot 모델중심 78.94 24.95 10.11 47.42

Copy-bilinear 모델중심 78.95 24.94 10.05 47.42

No-Filter 데이터중심 80.01 29.88 10.61 50.59

Filter 데이터중심 80.70 29.93 11.34 51.03

466, 347토큰만큼추가되었다.

셋째로특수문자토큰(S-tokens)의경우목적문장보다원시

문장에서학습,검증,테스트데이터셋각각 66,329, 1,980, 1,431

토큰 만큼 소실되어 가장 큰 변화를 보인다. 특히 마침표, 쉼표,

느낌표 그리고 원본 데이터의 전사 과정에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추가한 소괄호 등이 큰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특수 문자

는 텍스트가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실제 구어체의 어조나 감

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특수 문자에 대한

과도한 생략은 문어체와는 다른 구어체의 풍부한 표현 정보를

일부상실하는것과같다.

4.3 모델

모델 중심 접근법 앞서 3.1장에서 언급되었다시피 기존 BTS

연구에서채택한 vanilla transformer에추가적으로 copy mecha-

nism을 적용하였다. 해당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모델이 원시 문

장에 있는 토큰들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의 집중

점수 계산을 위한 dot (+Copy dot) [25], bilinear (+Copy bilin-

ear) [25], MLP (+Copy MLP) [20]의다양한방법들을적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학습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vanilla

transformer [12]과동일하게설정하였다.

데이터중심접근법 데이터중심접근법의경우기존 BTS연구

에서채택한모델과완전히동일한 vanilla transformer를기반으

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어휘 사전은 32,000개 서브워드 분리는

한국어에특화된 OnePiece [11]를이용하였다.

성능측정을위해 GLEU[26]와 BLEU[27] metrics를사용한다.

GLEU같은경우 BLEU와유사하나원시문장까지고려한다는

점이다르며교정시스템에특화된성능평가지표이다.

4.4 실험결과

데이터중심또는모델중심접근법? BTS성능향상을위하여

모델및데이터중심접근방법에대한실험을진행하였으며실

험결과는 표 2와 같다. 실험결과 먼저 모델 중심 접근 방법보다

데이터중심접근방법이압도적으로좋은성능을보였다.

데이터 중심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필터링을 적용한

경우가안한경우보다 BLEU점수 2.65, GLEU점수 2.12의높은

점수를보였다.이는데이터의질을고려하는것이성능향상에

매우긍정적인요소임을알수있다.

모델중심접근방법을적용하였을경우데이터중심접근방

법보다 BLEU기준최대 8.89, GLEU기준최대 6.32의성능하락

을보였다.복사주의집중을어떻게적용하는지에따라서약간

의성능차이를보였으나전반적으로데이터중심접근방법보다

성능이대폭떨어지기에유의미한수치는아니다.

Copy mehanism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알려져있으나본연구를통해해당방법론이항상도움

이되지는않음을알수있었다.이는비록원시언어와목적언어

쪽에 문자 셋이 동일하기는 하나 숫자의 비통일성 (이, 2), 외래

어변환 (오프라윈프리, Oprah Winfrey)등완전히다른언어나

문자 셋이 혼용 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시언어 쪽에 문장을 잘 끝마치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함

으로 인한 Unknown problem 그리고 원시언어 쪽에 띄어쓰기

오류로인한서브워드분리(subword tokenization)의불일치성등

도 copy mechanism의악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되어진다.

결론적으로데이터의질을고려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요소

인지를알수있었으며데이터중심접근방법이모델중심접근

방법에반해성능이향상되는의미있는결과를거둘수있었다.

모델 중심 접근 방법에 대한 부정적 결과(Negative results) 심
층 분석 모델 중심 접근 방법의 부정적 결과를 크게 4가지 측

면에서 해석해보았다. 첫째로 추론 속도(inference speed)이다.

copy mechanism을 적용하니 파라미터 개수가 증가하였고 속

도의 경우도 모델 중심 접근 방법은 1개의 문장을 교정하는데

0.006 second가 걸리고 1초당 1159.553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반해 copy mechanism을 적용하니 1개의 문장을 교

정하는데 0.0007 초가 걸리고 1초당 최대 935.855개의 토큰을

처리하는것을알수있었다.테스트셋을기준으로전체셋을처

리하는데 데이터 중심 접근 방법은 최대 22.196초가 걸렸지만

모델 중심 접근 방법은 이보다 5.759초 더 걸린 27.955초가 걸

렸다. 즉 모델의 수정을 진행하니 모델의 크기가 커지고, 추론

속도도느려지는부작용이발생하였다.

둘째로성능이다.표 2의결과에서알수있듯이성능의상승

이아닌오히려성능의하락을가져오는것을알수있었다.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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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과는 BTS에 한해서 발생하는 결과이나 꼭 모델을 수정

하는것이최상의선택이아님을알수있다.

셋째로훈련환경이다.최신연구들은대용량언어모델 [28, 29,

30]을 기반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혹은 하드웨어가 부

족한 기업에서 해당 모델들을 이용한 서비스는 모델 파라미터

및 크기 등이 너무 커 실제 실세계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기에는

아직무리가존재한다.즉점점더많은파라미터와대용량모델

을구축하는것은서비스적측면에서는꼭좋은것은아님을알

수있다.

넷째로개발비용및시간이다.모델을변경하는것은곧개발

비용과개발시간의비례하며이는노동력적측면에서부정적인

효과가존재할가능성이존재한다.

띄어쓰기성능검증 추가실험으로 BTS기반후처리기의띄어

쓰기 성능을 검증한다. 성능측정을 위해 목적 문장에 존재하는

띄어쓰기 위치를 정답으로하는 multi-class accuracy 측정을 하

기 위하여 f1-Score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는 표 3의 Spacing

부분이다.

실험결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중심 접근 방법이 모델 중심 접

근 방법보다 평균 1.55 점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다. Copy

mechanism이 띄어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존재하나

[31, 32]해당연구들과상반된결과를보였다.이는제주어라는

특성때문으로보여지면비록한국어이지만다른언어로인식될

만큼문자적인특성이표준어와다르기때문으로해석된다.

외래어 변환 성능 검증 BTS기반 후처리기의 외래어 단어 변

환 처리 성능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목적 문장에 영어 토큰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영어 토큰 포함 여부에 대한 f1-score를

사용하였다.실험결과는표2의외래어변환부분이다.실험결과

데이터중심접근방법이모델중심접근방법보다평균 4.84점

더높은성능을기록하였다.

기호부착 성능 검증 마지막으로 BTS기반 후처리기의 기호부

착성능을검증한다.성능평가를위해목적문장에존재하는기

호의위치를정답으로하는 f1-score를사용하였다.실험결과는

표 2의기호부착부분이다.

실험결과 위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중심 접근 방법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모든 기준을 동시에 적용한 통

합 f1-score를계산하는경우에도데이터중심접근방법이모델

중심접근방법보다높은성능을보였다.

5. 결론

본논문은BTS기술을바탕으로제주어도메인에적용하여데

이터및모델중심방법론에대한검증을진행함과동시에모델

중심 방법론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을진행하였다.추후더많은데이터를구축하여대용량데이터

를기반으로 BTS에대한다양한검증을진행해볼예정이다.

6- 183 -



제33회한글및한국어정보처리학술대회논문집 (2021년)

감사의글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기획평가원

의 대학ICT연구센터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

2018-0-01405). 또한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

신기획평가원의 ICT명품인재양성사업의연구결과로수행되었

음 (IITP-2021-2020-0-01819).

참고문헌

[1] M. N. Stuttle, “A gaussian mixture model spectral representa-

tion for speech recogni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mbridge, 2003.

[2] M. Gales and S. Young, “The application of hidden markov

models in speech recognition,” 2008.

[3] A. Baevski, H. Zhou, A. Mohamed, and M. Auli, “wav2vec

2.0: A framework for self-supervised learning of speech rep-

resentations,” arXiv preprint arXiv:2006.11477, 2020.

[4] M. Giollo, D. Gunceler, Y. Liu, and D. Willett, “Bootstrap

an end-to-end asr system by multilingual training, transfer

learning, text-to-text mapping and synthetic audio,” arXiv

preprint arXiv:2011.12696, 2020.

[5] N. Hjortnæs, N. Partanen, M. Rießler, and F. M. Tyers, “The

relevance of the source language in transfer learning for asr,”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Computational Methods for

Endangered Languages, Vol. 1, pp. 63–69, 2021.

[6] Z.-Q. Zhang, Y. Song, M.-H. Wu, X. Fang, and L.-R. Dai,

“Xlst: Cross-lingual self-training to learn multilingual repre-

sentation for low resource speech recognition,” arXiv preprint

arXiv:2103.08207, 2021.

[7] C. Park, Y. Yang, K. Park, and H. Lim, “Decoding strategies

for improving low-resource machine translation,” Electronics,

Vol. 9, No. 10, p. 1562, 2020.

[8] K. Voll, S. Atkins, and B. Forster, “Improving the utility

of speech recognition through error detection,” Journal of

digital imaging, Vol. 21, No. 4, p. 371, 2008.

[9] A. Mani, S. Palaskar, N. V. Meripo, S. Konam, and F. Metze,

“Asr error correction and domain adaptation using machine

translation,” ICASSP 2020-2020 IEEE International Confer-

ence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ICASSP),

pp. 6344–6348, 2020.

[10] J. Liao, S. E. Eskimez, L. Lu, Y. Shi, M. Gong, L. Shou,

H. Qu, and M. Zeng, “Improving readability for auto-

matic speech recognition transcription,” arXiv preprint

arXiv:2004.04438, 2020.

[11] C. Park, S. Eo, H. Moon, and H.-S. Lim, “Should we find

another model?: Improving neural machine translation per-

formance with one-piece tokenization method without model

modification,” Proceedings of the 2021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

tional Linguistics: Human Language Technologies: Industry

Papers, pp. 97–104, 2021.

[12] A. Vaswani, N. Shazeer, N. Parmar, J. Uszkoreit, L. Jones,

A. N. Gomez, L. Kaiser, and I. Polosukhin, “Attention is all

you need,” arXiv preprint arXiv:1706.03762, 2017.

[13] G. Klein, D. Zhang, C. Chouteau, J. M. Crego, and J. Senel-

lart, “Efficient and high-quality neural machine translation

with opennmt,” Proceedings of the Fourth Workshop on Neu-

ral Generation and Translation, pp. 211–217, 2020.

[14] C. Park, J. Seo, S. Lee, C. Lee, H. Moon, S. Eo, and

H. Lim, “BTS: Back TranScription for speech-to-text

post-processor using text-to-speech-to-text,” Proceedings

of the 8th Workshop on Asian Translation (WAT2021),

pp. 106–116, Aug. 2021. [Online]. Available: https:

//aclanthology.org/2021.wat-1.10

[15] UNESCOPRESS. (2010) New interactive atlas adds two

more endangered languages. [Online]. Available: http://www.

unesco.org/new/en/media-services/single-view/news/new

interactive atlas adds two more endangered languages/

[16] P. Koehn, V. Chaudhary, A. El-Kishky, N. Goyal, P.-J. Chen,

and F. Guzmán, “Findings of the wmt 2020 shared task on

parallel corpus filtering and alignment,” Proceedings of the

Fifth Conference on Machine Translation, pp. 726–742, 2020.

[17] J. Gu, Z. Lu, H. Li, and V. O. Li, “Incorporating copying

mechanism in sequence-to-sequence learning,” arXiv preprint

arXiv:1603.06393, 2016.

[18] A. See, P. J. Liu, and C. D. Manning, “Get to the point: Sum-

marization with pointer-generator networks,” arXiv preprint

arXiv:1704.04368, 2017.

[19] M.-T. Luong, H. Pham, and C. D. Manning, “Effective

approaches to attention-based neural machine translation,”

arXiv preprint arXiv:1508.04025, 2015.

[20] D. Bahdanau, K. Cho, and Y. Bengio,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 arXiv

preprint arXiv:1409.0473, 2014.

[21] C. Park, Y. Lee, C. Lee, and H. Lim, “Quality, not quantity?

: Effect of parallel corpus quantity and quality on neural

machine translation,” The 32st Annual Conference on Human

7- 184 -

https://aclanthology.org/2021.wat-1.10
https://aclanthology.org/2021.wat-1.10
http://www.unesco.org/new/en/media-services/single-view/news/new_interactive_atlas_adds_two_more_endangered_languages/
http://www.unesco.org/new/en/media-services/single-view/news/new_interactive_atlas_adds_two_more_endangered_languages/
http://www.unesco.org/new/en/media-services/single-view/news/new_interactive_atlas_adds_two_more_endangered_languages/


제33회한글및한국어정보처리학술대회논문집 (2021년)

& Cognitive Language Technology, pp. 363–368, 2020.

[22] W. A. Gale and K. Church, “A program for aligning sentences

in bilingual corpora,”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 19,

No. 1, pp. 75–102, 1993.

[23] J. S. Chung, “Naver at activitynet challenge 2019–

task b active speaker detection (ava),” arXiv preprint

arXiv:1906.10555, 2019.

[24] J. Sotelo, S. Mehri, K. Kumar, J. F. Santos, K. Kastner,

A. Courville, and Y. Bengio, “Char2wav: End-to-end speech

synthesis,” 2017.

[25] M.-T. Luong, H. Pham, and C. D. Manning, “Effective

approaches to attention-based neural machine translation,”

arXiv preprint arXiv:1508.04025, 2015.

[26] C. Napoles, K. Sakaguchi, M. Post, and J. Tetreault, “Ground

truth for grammatical error correction metrics,” Proceedings

of the 53rd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

tional Linguistics and the 7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olume 2: Short Papers),

pp. 588–593, 2015.

[27] K. Papineni, S. Roukos, T. Ward, and W.-J. Zhu, “Bleu: a

method for automatic evaluation of machine translation,” Pro-

ceedings of the 40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311–318, 2002.

[28] J. Devlin, M.-W. Chang, K. Lee, and K. Toutanova,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arXiv preprint arXiv:1810.04805, 2018.

[29] G. Lample and A. Conneau, “Cross-lingual language model

pretraining,” arXiv preprint arXiv:1901.07291, 2019.

[30] T. B. Brown, B. Mann, N. Ryder, M. Subbiah, J. Kaplan,

P. Dhariwal, A. Neelakantan, P. Shyam, G. Sastry, A. Askell

et al.,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arXiv

preprint arXiv:2005.14165, 2020.

[31] C. Park, K. Kim, Y. Yang, M. Kang, and H. Lim, “Neural

spelling correction: translating incorrect sentences to correct

sentences for multimedia,” Multimedia Tools and Applica-

tions, pp. 1–18, 2020.

[32] J. H. Min, S. J. Jung, S. H. Jung, S. Yang, J. S. Cho, and S. H.

Kim, “Grammatical error correction models for korean lan-

guage via pre-trained denoising,” Quantitative Bio-Science,

Vol. 39, No. 1, pp. 17–24, 2020.

8- 1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