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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표준어와 방언사이에는 위계가 존재하지 않고 열등하지 않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방언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이 이루어지고있다. 또한 동일한 국가내에서 표준어와 방언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한다. 본 논문은 방언 연구

보존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국어 방언 기계번역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방언 중 하나인 제주어

와 더불어 강원어, 경상어, 전라어, 충청어 기반의 기계번역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개된 AI Hub 데이터를 바탕으로

Transformer기반 copy mechanism을 적용하여 방언 기계번역의 성능을 높이는 모델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모델배

포의 효율성을 위하여 Many-to-one기반 universal한 방언 기계번역기를 개발하였고 이를 one-to-one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copy mechanism이 방언 기계번역 모델에 매우 효과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한국어 방언 기계번역, 기계번역, 트랜스포머, Copy Attention

1. 서론

방언은 특정 집단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며 각 지역의

사투리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방언은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간

주할수있으며음운,문법,어휘등의영역에서독립된체계를

가지는언어의변종이다.즉방언은지리및사회적으로구획된

특정 집단에서 사용하는 말이다[1].

방언 연구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방언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담고있다. 서울말로는

제주도 사람들의 토착적 정서를, 전라도 사람들의 지역 문화를

담기 힘들다. 즉 방언에는 그 지역사람들의 전통성과 역사성이

담겨있다[2].

둘째, 방언 연구는 현재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를 보

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의 대표적 방언 중 하나인

제주어는 유네스코 ’사라지는 언어’ 중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되었다[3]. 현재 각 지역별 방언들은 점차 이

용이 줄어가며 자연스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4].

이러한 방언의 소멸을 막기 위하여 각 지차제와 기업 사이에

서 방언 사전과 같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방언의 소실을 막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방언 백과사전, 방언 언어지도 등을 개발하여 방

언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5].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어 방언을 기반

으로 한 기계번역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어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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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저자원 언어(Low-Resource Language,LRL) 번역 연

구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다양한 비교 및 검증 연구를

진행하였다[6].

첫째로 모델링 측면에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Vanilla Transformer 모델과[7] Transformer모델에 copy

mechanism[8]을 적용하였을 때의 성능비교를 1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방언은 표준 한국어와 상당 부분 단어의 토큰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바탕으로 디코딩과정에서 단어를

생성할 때 인코더의 입력을 참고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copy

mechanism을 적용하여 표준어와 방언의 번역 과정에서의

원활한 변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둘째로 효율성

측면에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대부분의 기계번역

연구는 one-to-one기반기계번역기가개발되었다. One-to-one

기계번역은 원시 언어 A와 목적 언어 B의 번역만 가능하며

다양한 언어를 하나의 모델로 번역할 수 있는 many-to-one

이나 many-to-many 번역기의 비해서 서비스 측면에서의

효율은 떨어지나 성능은 높게 나온다 [9, 10]. 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방언이 존재한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표준어-방언 many-to-one 기계번역기를 개발하였고 이를

one-to-one 번역기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2. 관련 연구 및 배경지식

2.1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어 방언 보존 연구

방언의 소실방지를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보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 국어원에서는 방언 보존을 목

표로한 ’한국어 지역적 분포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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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어조사사업’을바탕으로음성웹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

여지역별방언에대한뜻과음성을청취할수있게하였다[12].

현재는 방언 문화 콘텐츠 개발과 산업적 활용 및 디지털 언어

지도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 별로는 방언

사전[13]을 제작하여 각 단어별 뜻과 발음기호, 예시문장과 같

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2.2 자연언어처리 기반 한국어 방언 보존 연구

현재까지 한국어 방언 연구는 제주어를 기반으로한 연구만

이루어졌다. 카카오에서 Jejueo Datasets for Machine Trans-

lation and Speech Synthesis[14]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17만개의 병렬 말뭉치와 13시간 47분 분량의 음성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어의 발전과 보존에 크게 기여

하였다. 또한 해당 논문은 데이터 구축 뿐 아니라 표준어와 제

주어간의 기계번역 모델을 딥러닝 기반의 Transformer 구조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2.3 해외 방언 번역 연구

해외에서는 이미 방언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방언을 가진 대표적 언어는 아랍어와 중국어를 꼽을 수 있다.

아랍어는 20가지 이상의 지역별 방언을 포함하고 있는 언어이

다. [15]은 기존의 Neural Machine Translation(NMT)기반의

모델들이 입력 언어에 대한 단어 임베딩과 타겟 언어의 임베

딩을 모두 학습하여야 했던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입력 소스와

타겟 언어에 같은 벡터 공간을 사용한다. 이는 번역 모델로 하

여금 표준어를 기반으로 방언들의 동의어가 비슷한 벡터들을

갖도록 하였다.

중국어의 경우 비지도학습을 통한 방언 번역의 사례가 존재

한다. [16]은 파라미터 공유를 통하여 방언들 간의 잠재공간을

유사하게 만드는 방법, 기존의 Transformer 모델과 달리 낮은

층의자질또한공유하여구문단위의특징도반영할수있게하

였다. 또한 Pivot-Private 임베딩을 통한 방언 문장의 유사성과

각 방언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였다.

3. 한국어 방언 기계번역기

3.1 한국어 방언 기계번역기의 필요성

방언 기계번역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간과 비용의 한계점이다. 현재 많은 인력을 총 동원해서 현

존하는 방언과 표준어의 병렬 말뭉치를 수동으로 구축하려면

엄청난비용과시간의 human labor가소요된다는단점이있다.

둘째로 인력부족의 한계점이다. 방언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방언 번역 전문가는 매우 적은 수준

이다. 셋째로 품질차이의 한계점이다. 사람이 방언을 번역하는

작업은 사람마다 번역하는 내용이 다르기에 정확한 번역문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번역자마다

품질차이가 존재하게 되며 이는 방언번역을 위한 관련 지식 및

실력에서 개인적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17].

위와 같은 여러 한계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한국어

방언 기계번역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언 번역기를 이용 시 사

람이 직접 번역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내에 번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일관된 번역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미번역된 방언 문서들을 빠른 시간내에

초벌번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더불어 방언 기계번역기는 현재 방언 보존의 방법으로 사용

되고 있는 방언 사전, 방언 지도보다 더 효과적인 보존이 가능

하다.사전은지역의방언들에대한단어와매칭이되는표준어

의미를함께포함한다.이또한보존의좋은방법이나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의 통사론적인 의도와 화용론적 의미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방언 번역기는 각 방언에 대한 특

성을 함께 학습할 수 있으며 번역의 결과에 적용한 결과값을

출력한다.

3.2 한국어 방언 기계번역 데이터

본 논문은 한국어 방언 기계번역기를 위하여 AI Hub의 음

성/자연어 데이터셋 중 지역에 따른 한국어 방언 발화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18]. 해당 데이터는 제주어, 강원어, 경상어,

전라어, 충청어의 총 5가지 지역의 방언어와 표준어의 병렬 말

뭉치로 이루어져있다. 5가지의 데이터 모두 10∼60대 연령의

방언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전사하여 매핑된 텍스트 말뭉치

로 구성되어있다. 표 1은 5가지의 방언 데이터셋에 대한 세부

정보이다.

첫째 제주어의 경우 AIHUB 한국어 방언 발화 문장과 더불

어 카카오 브레인의 JIT데이터을 사용하였다. 두 데이터 셋의

차이는 AI Hub의 데이터는 표준어 규정에서 어긋나는 방언

에 대해서는 표준어 대응 쌍을 적용하였다. 제주어 데이터셋은

총 976243문장이며 데이터의 평균 문장의 길이는 22.099이다.

JIT데이터셋의경우데이터셋의문장의최대길이가 2689로서

긴 문장이 존재하였다. AI Hub데이터들의 최대길이를 참고

하여볼때 길이가 350이 넘어가는 데이터는 총 249의 데이터

가 존재하였으며 제거하였다. 둘째 강원어는 한국어 방언 발화

문장을 사용하였으며 966244문장을 포함하며 평균 문장의 길

이는 21.215의 수치를 보였다. 셋째 충청어 또한 한국어 방언

발화 문장을 사용하였으며 339598문장과 36.360의 평균 문장

길이로서 데이터들 중 가장 긴 평균 문장 길이를 보였다. 넷째

경상어는 한국어 방언 발화 문장을 257579문장, 33.754의 평균

문장 길이를 보였다. 다섯째 전라어는 전체 데이터 셋 중 가장

적은문장인 156092문장개수를가지고있다.평균문장길이는

29.131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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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방언 데이터 정보

전체 문장 갯수 평균 문장 길이 최대 길이 최소 길이

제주도 976243 22.099 338 5

JIT 144568 30.056 350 5

강원도 966244 21.215 203 5

충청도 339598 36.360 147 5

경상도 257579 33.754 177 5

전라도 156092 29.131 119 5

전반적으로 모든 데이터 셋이 발화를 통하여 변환된 것이기

에 단답식으로 끝나는 문장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평균에

비해 큰 길이의 차이를 보이는 데이터는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단답식의 대화는 구현하는 모델의 목표인 방

언 번역 성능에 도움이 되지 않아 5이하의 문장 길이를 가진

데이터셋은 제거하였다

3.3 한국어 방언 기계번역 모델

3.3.1 One-to-One 기계번역

One-to-one기계번역이란입력언어 A와타겟언어 B의번역

을하나의모델로서구현하는방법이다. Sequence-to-Sequence

기반의 one-to-one 모델은 인코더에서 입력된 하나의 언어 데

이터를 통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은 디코더에서 출

력 언어로 번역되어 기게번역 시스템을 이룬다. 인코더에서 특

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록 모델의 번역 성능이 증가한다.

One-to-one 방법은 간단하며 기계번역 모델의 기본이 되는 모

델이다. Multilingual모델 이전의 기계 번역 모델들은 대부분

one-to-one 방식으로 진행되었었다.

Transformer 본 논문은 첫째로 방언 기계번역 모델을 위

하여 one-to-one기반의 Transformer 모델을 개발하였다[7].

Transformer란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auto regressive 모델로

현재 NMT를 비롯한 자연어처리 대부분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해당 모델에서는 recurrence구조를 줄이고, attention만

을 활용함으로써 훈련 과정의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 속도를 높였다. Attention을 활용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데, 이는 기존 자연

어처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RNN, LSTM의 long term

dependency 문제를 경감시킨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있다. At-

tention을 통한 출력물은 수식 (1)과 같이 표현된다.

Attention (q, k, v) = Softmax

(
(Wqq)(Wkk)T√

dk

)
(Wvv) (1)

Transformer는 해당 구조를 통해 입력문과 출력문간의 관계

를파악하였는데,이를위하여 attention의 q와 k는모델의입력

임베딩이 되고, v에는 출력 임베딩값이 feed된다. 이 뿐 아니라

입력문과 출력문 각각에 대한 self attention구조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문장의 양방향적 문맥을 습득하는 과정도 거치는데,

해당 경우 q, k, v는 동일한 임베딩값이 주어지게 된다.

Copy Mechanism Copy Mechanism은 sequence-to-

sequence모델의 디코딩 과정에서 문장을 생성할 때 필요한

어휘가 출력사전에 없는 문제와 고유명사의 출력 확률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방언과 표준어 데이터 셋은

한국어를 근간에 두고 있으며 병렬 데이터 쌍 중 많은 양의

단어를 공유하고 있는 언어적 특징을 본 논문에서는 copy

mechanism이입력문장에서단어를참고하여디코딩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언 번역기에 적용하였다.

일반적인 Transformer의 디코더와 달리 방언 번역기의 디

코더는 입력의 문장과 출력의 단어들의 교집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copy mechanism을적용하였다. Copy attention을사

용하여각시점에서단어를예측할때출력사전의어휘와함께

입력의 단어들의 Copy Attention Score를 함께 고려하여 어휘

를 선택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수식 (2)는 copy mechanism

에서의 copy attention 분포에서 계산된 특정 sequence에서의

source token copy 확률을 수식화한 것이다.

p(W ) = p(z = 1)pcopy(w) + p(z = 0)psoftmax(w) (2)

3.3.2 Many-to-One 기계번역

Many-to-one 기계번역이란 원시문장으로 1개 이상의 언어

를 입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번역 모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존 한국어-영어 기계번역과 같이 하나의 언어를 하나

의 언어로만 번역할 수 있는 모델(one-to-one)과 달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영어와 같이 다양한 원시문장을 하나의 언어

로 번역이 가능한 모델을 의미한다. 즉 many-to-one모델은 입

력 언어들의 특징들이 모두 하나의 인코더 층에서 추출되며,

추출된 representation을 통하여 타겟 언어로의 번역을 수행

한다. Multilingual모델은 하나의 모델을 사용함으로서 기존의

다언어 번역 시스템이 많은 파라미터들 모델들을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효율적으로 모델과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게하

였다[9, 10].

Many-to-one 기계번역의 경우 기존 one-to-one 기계번역기

보다 서비스 환경적 측면에서 이점이 많은 방법론이다. 다양한

언어를 서비스해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모델을 관리하

기란 쉽지 않다. 이에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언어를 번역할 수

있다면 서비스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점을 바탕으로 최근 one-to-one 모델을 넘어선 many-to-

one, one-to-many, many-to-many와 같은 multilingual NMT

[10, 19]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492 -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그림 1. Many-to-one 기반 한국어 방언 기계번역기 구조

본논문은 AI Hub에방언-방언병렬말뭉치데이터는존재하

지 않기에 다양한 방언-표준어의 번역이 가능한 Many-to-one

실험을진행하였으며 one-to-one모델과비교분석을진행하였

다.제안하는모델의구조는그림 1과같다. 5개의방언중하나

를 입력으로 받는다. 입력된 문장은 인코더 단을 통하여 층을

거듭할 수록 더욱 함축적인 특징을 포함하는 representation으

로 추출된다. 학습된 인코더의 두 sub-layer를 통하여 특징들을

attention Score와 함께 출력한다. 인코더의 마지막 은닉층의

결과 값은 디코더의 generator층의 attention 프로세스에서 사

용되게되며 copy attention점수를참고한다.디코더의시간별

출력 단어 선택시에 입력 열의 단어 중 copy attention 점수가

가장 높은 단어와 출력 사전의 단어 별 확률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출력에 입력된 문장의 단어와 함께 문장을 생성하게 된다.

4. 실험 및 실험결과

4.1 실험 세팅 및 설계

데이터 및 전처리 본 논문은 AI Hub에서 공개한 방언 데이

터를 전면 활용하였다. 전처리의 경우 서브워드 분리는 구글의

Sentencepiece[20]를 사용하였고 어휘사전의 크기는 32,000개

로 설정하였다.

모델 및 성능 평가 학습에 사용된 하이퍼파라미터의 경우

batch size는 4096, optimization은 Adam, Noam Decay를 사

용하였고 6개의 attention blocks와 8개의 attention heads를사

용하였으며 embedding size는 512를 사용하였다. 모든 번역결

과에 대한 성능평가는 BLEU점수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Moses

의 multi-bleu.perl script1를 이용한다.

실험 설계 본 논문은 크게 2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번째

실험은 방언 −→ 표준어 기반 실험을 진행하였고 copy mech-

anism의 성능 향상도를 검증하는 모델링 측면에서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번째 실험은 표준어 −→ 방언 기반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one-to-one과 many-to-one의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

고 이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측면에서의 결과 분석 및 토의를

1https://github.com/moses-smt/mosesdecoder/blob/

master/scripts/generic/multi-bleu.perl

표 2. 표준어 −→ 방언 기계번역 성능 결과

Transformer + Copy Transformer

제주도 65.74 53.77

JIT 35.66 32.07

강원도 53.87 37.46

경상도 79.36 60.84

전라도 75.07 53.05

충청도 82.95 67.59

표 3. 방언 −→ 표준어 기계번역 성능 결과

One-to-One Many-to-One

제주도 73.64 57.85

강원도 66.02 51.91

경상도 86.92 75.44

전라도 81.98 75.73

충청도 90.01 87.14

진행하였다.

4.2 실험결과

4.2.1 Copy mechanism 비교 실험

Copy mechanism을적용하였을시성능향상여부를확인하

였다. 실험결과는 표 2와 같다. 실험결과 모든 방언에서 copy

mechanism을 활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방언과 표준어의 어휘적으로 교

집합적 언어적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어와 방언의

언어적교집합적특성을바탕으로표준어를학습하며인코더의

특징 추출 성능을 향상시키고 디코더의 효과적인 언어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2.2 One-to-One 및 Many-to-One 비교 실험

one-to-one과 many-to-one 기계번역의 성능 비교를 진행하

였으며 실험결과는 표 3과 같다. 해당 실험을 통하여 두가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방언 −→ 표준어 번역이 표준어 −→ 방언 번역보다 높은
품질의 번역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방언 데이터의 특성상 같은

의미를가지고있는표준어단어와방언단어가함께문장에출

현한다.이러한방언데이터의특성과달리표준어데이터셋은

방언이 출현하지 않고 오로지 표준어만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러한 이유에서 더 많은 어휘가 등장하는 방언 문장을 표준어로

번역하는모델의성능이표준어를방언으로번역하는모델보다

앞설 수 있었다.

둘째 one-to-one 기계번역 모델과 Many-to-Many 번역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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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간의 비교에서는 One-to-One 모델성능이 모든 실험에서

many-to-one 기계번역기보다 좋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many-to-one 기계번역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진행하

였다.

긍정적(Positive) Insight Many-to-one의긍정적인요소는

다음과같다.첫째로 one-to-One모델구조를토대로 many-to-

one 번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N개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many-to-one 모델은 다번역에 필요한 모델의 수가

한개로 N개 대비 적은 숫자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점은 학습

시간과 자원 사용에 있어서 many-to-one 모델이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같은 실험환경에서 many-to-one 모델을

학습시킬 때 one-to-one모델을 사용하였을 때에 대비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모델을 개발 및 실험하는데 필

요한 부수적 자원들의 사용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장점이있다. Transformer모델을개발할때많은파라미터

들이 사용된다. One-to-one 모델은 모델의 갯수 당 파라미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에 파라미터 관리에 있어서도

이점을 갖는다.

둘째로다양한언어를학습한인코더를차후Multilingual모

델과 같은 다번역 시스템에 기반이 된다. Many-to-one 모델이

generalize하게 생성한 representation은 사용자에 요구에 맞춘

디코더를 통하여 어떠한 언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파라미터 공유를 통한 계산 및 공간적 이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Negative) Insight Many-to-one 모델은 많은 장점

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한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모델 성능이 one-to-one 모델에 비해 떨어진다. 사용자

의 요구에 맞춘 데이터 셋을 학습하였을 때보다 과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모델의 성능은 떨어진다. 같은 모

델의 성능은 번역 품질과 직결되고, Many-to-many 모델의 출

력은 one-to-one모델의출력보다높은품질의출력을기대하기

힘들다.즉모델수용력(capacity)이한정되어있기에발생하는

현상이다.

둘째로 데이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앞서 밝힌 모델 수용력

의 측면과도 연관된다. 인코더가 많은 언어를 학습하면서 발생

할수있는문제들은학습정보손실과학습편향과같은문제들

이있다. 언어간 학습 데이터 양의 차이가 클 경우 데이터 셋이

큰 언어쪽으로 학습이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차원에서는

모델이 한 언어를 학습하며 기존의 학습 정보를 유실하는 문제

또한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데이터 셋이 충분하여도

인코더의 많은 데이터 학습으로 인하여 generalize하게 특징을

추출할 수 없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방언 보존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

해 한국어 방언 기계번역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One-to-one

기반 기계번역 모델과 Many-to-one 기계번역 모델에 대한 성

능을 비교하였고 copy mechanism을 적용하여 성능 변화도를

살펴보았다. 추후 고품질의 방언 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과 본 논문에서 실험하지 못한 many-to-many방식과

Pivot Translation에 대하여 연구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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