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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계번역 품질 예측 (Quality Estimation, QE)은 정답 문장에 대한 참조없이 소스 문장과 기계번역 결과를 통해 기

계번역 결과에 대한 품질을 수준별 주석으로 나타내주는 태스크이며, 다양한 활용도가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QE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구성 시 기계번역 결과에 대해 번역 전문가가 교정한 문장이

필요한데,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건비와 시간 비용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번역 전문가

없이 병렬 또는 단일 말뭉치와 기계번역기만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한국어-영어 합성 QE 데이터를 구축하며,

최초로 단어 수준의 한국어-영어 기계번역 결과 품질 예측 모델을 제작하였다. QE 모델 제작 시에는 Cross-lingual

language model (XLM), XLM-RoBERTa (XLM-R), multilingual BART (mBART)와 같은 다언어모델들을 활용하

여 비교 실험을 수행했다. 또한 기계번역 결과에 대한 품질 예측의 객관성을 검증하고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트란의 번역기를 활용하여 모델 평가를 진행했다. 실험 결과 XLM-R을 활용하여 미세조정학습한 QE 모델이 가장

좋은성능을보였으며,품질예측의객관성을확보함으로써 QE의다양한장점들을한국어-영어기계번역에서도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제어: 기계번역 품질예측, 기계번역, 다언어모델, 자연어처리

1. 서론

최근기계번역 (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수행됨에 따라 자동으로 기계번역 결과에 대한

품질을 측정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Bleu [1],

Meteor [2]등정답문장과기계번역문장을비교하여성능을

측정하는 기계번역의 주요 평가 지표들과는 구별되게, 기계번

역 품질 예측 (Quality Estimation, QE)에서는 정답 문장 없이

소스 문장 (source sentence)과 기계번역 문장 (MT output)만

을 참고하여 번역의 품질을 측정한다. QE는 문서, 문장, 단어

등수준별품질주석에따라기계번역결과에대한오류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번역의 품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3],

번역 결과 교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4]. 이러한 연구의 필요

성에 따라 기계번역 분야의 대표적인 워크샵인 Conference on

Machine Translation (WMT)에서도 2012년을기점으로매년

QE 태스크를 개최하고 있다.

QE는정답문장을요구하지않지만, QE학습을위한데이터

구축 시 품질 주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번역 전문가로부터의

번역 교정문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인건비와 시간

비용이 소모된다는 역설 (paradox)이 있다 [5]. 이러한 한계로

인해 WMT에서도 매년 7천 개의 학습 데이터만을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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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논문에서는 QE의 데이터 구축적 한계를 다루기 위

해 번역 전문가의 개입 없이 병렬 또는 단일 말뭉치와 기계번

역기만을 이용하여 합성 (pseudo) QE 데이터셋을 제작한다.

동시에 QE의 다양한 활용도를 한국어-영어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셋에 대해 단어 수준의 한국어-영어 QE

를 시도했다.

QE 모델을 학습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성능을 얻기 위해

Cross-lingual language model (XLM) [6], XLM-RoBERTa

(XLM-R) [7], multilingual BART (mBART) [8]와 같이 한국

어와 영어를 함께 학습한 다언어모델 (multilingual language

model)들로미세조정비교실험을진행하였다.제작한 QE모델

에대한검증시에는본논문에서합성데이터를구축하는만큼

QE 모델이 객관적으로 번역 품질을 잘 측정하는지를 확인하

고자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시스트란에서제공하는기

계번역 결과를 활용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실험 결과 XLM-R

에서가장우수한성능을보였으며,여러외부기계번역기를활

용한검증을통해품질예측의객관성을확보하였다.본논문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 본 논문은 QE의 데이터 구축적 한계를 완화하고자 별도의

인건비 없이 기존의 확보된 데이터셋과 외부 번역기만으로

한국어-영어 QE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 구축된 QE 데이터셋에 대해 다양한 다언어모델로 미세조

정 및 비교실험함으로써 어떤 모델이 한국어-영어 Q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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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했다.

• 다양한 외부 번역기를 활용한 검증을 거쳐 QE 모델이 기계

번역결과에대한품질을객관적으로예측하는지확인했다.

• 영어-한국어 QE는 기존에 시도된 바 있으나 [3, 9], 단어 수

준의한국어-영어 QE의경우저자들의지식내에서 (to the

best of our knowledge)최초로진행되었으며, QE의다양한

장점을 한국어-영어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 기계번역 품질예측 연구의 필요성

QE는 기계번역 분야에서 문장, 문서, 단어 등 수준마다 다

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10]. 먼저 문장수준에서의 번역

오류 정도는 0부터 1사이의 휴먼 번역 오류율 (Human Trans-

lation Error Rate, HTER) [11] 값으로 평가되는데, 이 값을

활용하여 기계번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추가 교정 요구 정

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번역기의 번역 결과에 대해 품질

에 따른 순위를 매길 수 있어 선택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12].

뿐만 아니라 품질이 낮은 데이터는 필터링함으로써 자동 사

후 교정 (Automatic Post Editing, APE)의 노력을 줄일 수

있다 [13, 14]. 문서수준에서는 기계번역 결과에 대해 문서의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는지를 span으로 나타내고, 번역 오류에

대해 Minor/Major/Critical로분류하여품질주석을부착하므

로 번역 오류의 심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단어 수준에서는

기계번역 결과에 대해 BAD로 부착된 토큰만을 추가 교정 및

사후 교정에 활용함으로써 과교정을 피할 수 있다 [4]. 동시에

얼라인된 소스 문장의 토큰에 대해서도 품질 주석이 부착되므

로 번역하는 언어에 대해 생소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라

도 어떤 토큰의 번역이 잘못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나 단어 수준 QE의 경우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3. 관련 연구

3.1 단어 수준의 QE 태스크

단어 수준의 QE 태스크는 기계번역 문장과 소스 문장 각각

에대해어떤부분의번역이잘못되었는지토큰별로 OK/BAD

주석으로나타내줌으로써번역결과에대한사후교정을용이하

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어 수준 QE의 데이터셋 구성으

로는 소스 문장, 기계번역 문장, 소스 문장 및 기계번역 결과에

대한토큰별주석이있다.여기서기계번역결과에대한주석은

기계번역 결과와 번역 교정문을 비교하여 어떤 토큰에서 삽입

(insertion),대체 (substitution),삭제 (deletion)가필요한지를

편집 거리 (edit distance)에 기반하여 OK 또는 BAD로 태그

한다 [15]. 추가적으로 각 토큰 사이에 빠진 단어들 (missing

word)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계번역 결과 앞뒤 끝부분 그

리고토큰의사이마다 Gap태그를두고,각자리에빠진단어가

있는 경우 BAD로 태그한다. 소스 문장의 토큰들에 대한 주석

은 기계번역 결과 토큰들과의 얼라인 (align) 정보에 기반하여

주석이 부착되며, Gap 태그는 따로 수행하지 않는다.

단어 수준의 QE 모델은 소스 문장과 기계번역 결과를 참고

하여 각 문장의 토큰들에 해당하는 주석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하게 된다. 학습 과정은 토큰마다 태그를 수행하는 개체명

인식 (Named Entity Recognition, NER) 태스크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3.2 QE 연구 동향

QE 연구의 흐름은 크게 [16, 17]에서와 같이 자질을 추출

및 선정하는 규칙 및 통계 기반 모델, [18, 19]와 같이 RNN,

LSTM 을 활용하는 딥러닝 기반 모델, 그리고 이에 파생되어

사전학습된다언어모델을활용하는것으로나뉜다. [20, 21, 22]

등은모두다언어모델을활용하여단어수준의 QE를수행하였

으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쌍에 대해 학습하였다. 다언어

(multilingual) QE모델 [23, 24]및제로샷 (zero-shot) QE모델

[25, 24]을제작하는연구들역시시도되고있으나,한국어-영어

쌍에대해서는실험한바가없다. [3]에서는최초로영어-한국어

QE 데이터셋 구축 및 Predictor-Estimator 구조 [26]를 활용한

모델 제작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확장하여 [9]에서는 데이터의

균형성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반대 방향인 한국어-영

어에 대한 단어 수준의 QE 데이터 및 모델은 저자들이 아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4. 단어 수준의 한국어 기계번역 품질 예측 모델

4.1 단어 수준의 QE 합성 데이터 구축

본 논문에서는 단일 또는 병렬 말뭉치와 기계번역기만을 활

용하여 합성 QE 데이터셋을 제작한다. 병렬 데이터 구축은 총

네 가지 과정, 단일 말뭉치 구축은 총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

다. 데이터 구축 및 QE 모델 학습에 대한 전체 과정은 그림 1

으로 나타냈다.

단일 말뭉치 기반 데이터 구축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인 영어

단일 말뭉치를 기반으로 QE 데이터셋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첫 번째 과정에서는 단일 말뭉치를 역방향 번역 (back-

ward translation)한다. 번역을 진행할 때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다수의 사용자를 보유한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였다. 두

번째 과정에서, 역방향 번역이 완료된 한국어 문장은 순방향

번역 (forward translation) 과정을 거쳐 다시금 영어 데이터로

구성된다. 번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기계번역기가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이 문장에 부착되며, 이렇게 오류가 부착된 데

이터를 기계번역 결과로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번역 전문가

없이 데이터를 구축하므로 세번째 과정에서는 영어 단일 말뭉

치를 번역 교정문으로 간주한 후 기계번역 결과와의 편집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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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문장 순방향
번역

타겟문장
(정답문장)

소스문장

기계번역결과

편집거리측정

다언어모델 (XLM/XLM-R/mBART)

…𝑠1[CLS] 𝑠𝑝
…𝑡1[SEP] <GAP> 𝑡𝑞<GAP> <GAP>

… …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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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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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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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BAD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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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문장

얼라인

순방향
번역

단일말뭉치 병렬말뭉치 QE 모델학습단어수준 QE 데이터

소스문장

기계번역결과

소스문장태그

타겟언어문장
(정답문장)

기계번역결과

소스문장태그 기계번역결과태그
[Source]

MCC/F1

[MT/Gap]

MCC/F1

기계번역결과태그

그림 1. 전반적인 단어 수준의 합성 QE 데이터셋 구축 및 학습 프로세스

를 측정한다. 마지막 과정으로, 측정된 편집 거리를 바탕으로

수정이 필요한 토큰에 대해 BAD 태그를 해주게 되며, 옳은

토큰에대해서는 OK태그를부착한다. Gap태그역시편집거

리를 기반으로 하며, 빠진 토큰이 있을 시 Gap 태그의 위치에

대해 BAD 주석을 부착한다. 소스 토큰에 대해 주석을 부착할

때는 얼라인을 기반으로 하는데, 학습된 한국어-영어 얼라인

모델을 바탕으로 역방향 번역을 거친 소스 언어 문장과 이들을

순방향번역한기계번역결과간단어얼라인을수행한다.이후

BAD태그가부착된기계번역결과토큰에대해얼라인된소스

토큰에도 BAD 태그를 부착하게 된다.

병렬 말뭉치 기반 데이터 구축 병렬 코퍼스에 기반한 QE

데이터셋 구축 시에는 먼저 소스 문장을 타겟 언어로 순방향

번역한다. 단일 말뭉치 기반 방법과 동일하게 번역 과정에서

는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였다. 번역한 문장은 오류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는 QE 데이터셋 요구사항 중 기계번역 결과로 사용

하게된다.두번째과정에서는번역된결과와번역교정문으로

간주한 병렬 말뭉치의 타겟 문장에 대해 편집거리를 측정한다.

세 번째 과정에서는 편집 거리를 기반으로 오류가 있는 토큰

에 대해 BAD 태그를 수행하게 되며, 빠진 단어의 경우 〈Gap〉

토큰에 해당하는 자리에 BAD 태그를 부착한다. 소스 토큰에

대한 태그의 경우 얼라인 모델을 활용하여 기계번역 결과 토큰

중 BAD로 주석이 부착되어 있는 토큰의 얼라인된 소스 토큰

에 BAD로 태그를 진행한다. BAD 토큰이 없는 나머지 토큰

위치에는 모두 OK 태그를 부착한다.

4.2 단어 수준의 한국어 QE 모델

단어 수준의 QE 데이터가 구축되었다면, 이 데이터를 바탕

으로 QE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언어모델을

활용한미세조정을실시하며,모델입력구성을위해우선기계

번역 결과 Tj = {t1, t2, ..., tq}의 앞뒤로 〈Gap〉토큰 g를 추가하

여 Gj = {g, t1, g, t2, ..., g, tq, g}를 구성한다. 따라서 g 토큰을

추가한 기계번역 결과 토큰의 수는 |Gj | = 2|Tj | + 1이 된다.

이후 소스 문장 Sj = {s1, s2, ..., sp}와 Gj를 [SEP ] 토큰으로

구분하며, 가장 앞머리에 [CLS] 토큰을 추가한다. 전체 QE 데

이터셋인 D = {Sj , Tj , Ŝj , Ĝj}kj의각문장마다수식 1의 input

과 같이 입력 구조를 구성한다.

input = [CLS], s1, s2, ..., sp, [SEP ], g, t1, g, t2, g, ..., g, tq, g

(1)

이때 소스 토큰에 해당하는 정답 태그인 Ŝj와 Gap 토큰을

추가한기계번역결과정답태그 Ĝj에대해 |Sj | = |Ŝj |, |Gj | =

|Ĝj |이다. 각 토큰의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 값은 softmax 층을

통과하게되며,각토큰에대한교차엔트로피손실값이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5. 실험

5.1 데이터 셋

본 논문에서 활용한 병렬 말뭉치의 경우 AI HUB1에서 제공

하는말뭉치를활용하였고,각방법간성능비교를위해말뭉치

중 타겟 문장만을 단일 말뭉치로 활용하였다. 학습, 검증 데이

터셋은각각 9만 6천개, 1만 2천개이며이를활용하여 QE학습

을 위한 데이터를 제작하였다. QE 데이터셋 구축 시 Unbabel

에서 배포한 빌더2를 활용하였으며, 편집거리 계산은 Tercom

도구 [11]의 0.7.25버전을활용했다.특수문자띄어쓰기및영어

데이터셋에 대해 적절한 대소문자 구분은 Mosesdecoder [27]

를, 한국어-영어 얼라인은 Fast Align [28]을 이용하였으며, AI

HUB에서 제공하는 병렬 말뭉치로 문장별 단어 얼라인 학습을

진행한 후 QE 데이터셋에 대해 얼라인을 수행하였다.

평가 데이터의 경우 병렬 말뭉치 중 학습 및 검증 데이터

와 중복되지 않도록 1만 2천개의 문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소스

문장에대해구글3,아마존4,마이크로소프트5,시스트란6의외

1https://aihub.or.kr/
2https://github.com/Unbabel/

word-level-qe-corpus-builder.git
3https://translate.google.co.kr/?hl=ko
4https://aws.amazon.com/translate/
5https://www.microsoft.com/ko-kr/translator/
6https://translate.systr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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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번역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트란

다언어모델 XLM-R
(base)

XLM-R
(large)

mBART XLM XLM-R
(base)

XLM-R
(large)

mBART XLM XLM-R
(base)

XLM-R
(large)

mBART XLM XLM-R
(base)

XLM-R
(large)

mBART XLM

Target MCC 0.338 0.364 0.328 0.294 0.382 0.417 0.375 0.323 0.372 0.408 0.365 0.313 0.251 0.266 0.222 0.200

Target F1-BAD 0.619 0.630 0.576 0.533 0.679 0.705 0.637 0.577 0.674 0.700 0.634 0.567 0.515 0.518 0.467 0.417

Target F1-OK 0.708 0.720 0.716 0.709 0.690 0.704 0.698 0.681 0.684 0.699 0.691 0.676 0.734 0.745 0.467 0.752

Source MCC 0.266 0.293 0.269 0.226 0.310 0.347 0.310 0.249 0.296 0.332 0.291 0.239 0.201 0.225 0.187 0.150

Source F1-BAD 0.558 0.588 0.545 0.473 0.642 0.687 0.627 0.539 0.623 0.666 0.606 0.515 0.459 0.483 0.436 0.356

Source F1-OK 0.703 0.704 0.712 0.714 0.661 0.660 0.668 0.659 0.666 0.665 0.671 0.669 0.743 0.741 0.749 0.770

Gap MCC 0.159 0.194 0.154 0.152 0.182 0.232 0.177 0.161 0.154 0.205 0.151 0.136 0.043 0.097 0.044 0.037

Gap F1-BAD 0.106 0.176 0.098 0.095 0.127 0.222 0.120 0.102 0.098 0.185 0.092 0.073 0.022 0.086 0.022 0.016

Gap F1-OK 0.973 0.971 0.973 0.973 0.958 0.957 0.958 0.958 0.967 0.966 0.967 0.967 0.978 0.976 0.978 0.978

표 1. 단일 말뭉치 기반 합성 QE 데이터셋에 대한 다언어모델별 단어 수준 QE 미세조정 평가 결과

외부 번역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트란

모델 XLM-R
(base)

XLM-R
(large)

mBART XLM XLM-R
(base)

XLM-R
(large)

mBART XLM XLM-R
(base)

XLM-R
(large)

mBART XLM XLM-R
(base)

XLM-R
(large)

mBART XLM

Target MCC 0.379 0.401 0.377 0.326 0.411 0.443 0.403 0.348 0.404 0.433 0.403 0.333 0.291 0.306 0.287 0.239

Target F1-BAD 0.679 0.681 0.669 0.638 0.722 0.733 0.707 0.673 0.719 0.728 0.710 0.666 0.571 0.569 0.560 0.526

Target F1-OK 0.700 0.719 0.707 0.686 0.688 0.708 0.692 0.668 0.684 0.703 0.690 0.660 0.715 0.737 0.726 0.713

Source MCC 0.319 0.334 0.312 0.272 0.352 0.379 0.344 0.288 0.341 0.365 0.332 0.271 0.243 0.246 0.228 0.184

Source F1-BAD 0.618 0.613 0.593 0.572 0.684 0.697 0.660 0.625 0.666 0.675 0.640 0.603 0.505 0.491 0.469 0.446

Source F1-OK 0.701 0.720 0.716 0.697 0.667 0.681 0.677 0.653 0.674 0.689 0.683 0.657 0.734 0.756 0.758 0.738

Gap MCC 0.158 0.178 0.136 0.144 0.159 0.197 0.138 0.141 0.137 0.166 0.099 0.115 0.028 0.038 0.011 0.022

Gap F1-BAD 0.082 0.103 0.056 0.067 0.086 0.125 0.062 0.066 0.062 0.091 0.031 0.042 0.008 0.012 0.002 0.005

Gap F1-OK 0.973 0.973 0.973 0.973 0.959 0.959 0.959 0.959 0.967 0.968 0.967 0.967 0.978 0.978 0.978 0.978

표 2. 병렬 말뭉치 기반 합성 QE 데이터셋에 대한 다언어모델별 단어 수준 QE 미세조정 평가 결과

부 번역기로 번역한 결과를 활용했다. 따라서 소스 문장과 각

번역기의 번역 결과를 활용하여 단어 수준의 QE 모델을 평가

하며, 평가 데이터에 대한 정답 주석은 §4.1과 동일한 과정으로

부착했다.

5.2 모델

본 논문의 다언어모델별 미세조정 과정에서는 TransQuest
7 프레임워크를 활용했다. 모델별 성능 비교를 위해 Hug-

gingFace [29]에서 제공하는 다언어모델인 XLM8, XLM-R9,

mBART10을 이용하여 미세조정을 수행했다. 각 모델의 제공

된분절화 (tokenization)모델을활용해문장을분절하며,토큰

분류 과정 (token classification) 역시 모델별 제공된 코드를 활

용하였다. mBART모델의 경우 제공된 토큰 분류 코드가 없어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실험했다. 각 모델별 간략한 특징은 다음

과 같다.

• XLM-R: XLM-R에서는 100개의 언어로 구성된 Com-

monCrawl 말뭉치를 활용하였으며, 문장 중 일부를 무작

위로마스킹한후이를예측하도록하는 Masked Language

Model (MLM) objective를 활용하여 사전학습했다. base

모델은 2억 2천만 개의 파라미터, large 모델은 5억 5천만

7https://github.com/TharinduDR/TransQuest
8xlm-mlm-100-1280
9xlm-roberta-base/large

10facebook/mbart-large-cc25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 mBART: mBART는 25개의 언어로 구성된 Common-

Crawl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사전학습 과정에서 일련의 토

큰들을 하나의 마스크 토큰으로 치환하는 text infilling과

문장을 무작위로 섞는 sentence permutation 노이징 전략

을 활용했으며, 6억 1천만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 XLM-MLM-100: XLM-100은 100개의 언어로 구성된

Wikipedia말뭉치문장에대해MLM objective를활용하여

사전학습했으며, 5억7천만개의파라미터로구성되어있다.

모델 학습을 위해 토큰마다 교차 엔트로피 손실값을 측정하

였으며, 기계번역 결과, 소스 문장, Gap 토큰별 매튜 상관계수

(Matthews Correlation Coefficient, MCC) 및 F1 스코어를 각

각 측정하였다.

5.3 실험결과

단일 또는 병렬 말뭉치를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 QE 데이터

셋에 대해 여러 다언어모델로 미세조정한 후 네 가지의 외부

기계번역 결과로 구성된 평가 데이터셋에 대해 테스트한 결과

는 표 1, 표 2와 같다. 다언어모델별 네 가지 외부 기계번역

결과에 대한 성능 차이를 비교하면, 시스트란의 번역 결과를

제외하고 단일 및 병렬 말뭉치를 활용한 QE 데이터셋 각각

대해 대부분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 먼저 단일 말뭉치로

제작한 QE 데이터셋에 대해 미세조정학습한 XLM-R-bas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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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번역 결과에 대한 매튜 상관계수 (target MCC)의 차이

가 최대 아마존 0.382, 최소 시스트란 0.251로 0.131의 차이를

보였으며, 시스트란을 제외하면 최소 구글 0.338로 0.043의 성

능 차이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XLM-R-large, mBART, XLM

에서도 역시 시스트란을 제외하고 target MCC의 성능 차이가

0.053, 0.046, 0.029로써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Target MCC

뿐만 아니라 소스 문장에 대한 매튜 상관계수 (Source MCC),

Gap 토큰에 대한 매튜 상관계수 (Gap MCC) 역시 외부 번역

기에 따른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시스트란을 제외하고

Source MCC의 경우 XLM-R-base, XLM-R-large, mBART,

XLM에서 각각 0.044, 0.054, 0.042, 0.023, 0.031, Gap MCC

의 경우 0.028, 0.038, 0.026, 0.025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병렬말뭉치로제작한 QE데이터셋에대해미세조정

학습한 모델들 역시 외부 기계번역 결과에 따른 다언어모델별

성능을 비교했을 때 모든 MCC 상관계수에서 0.1 미만의 차이

를 보였다.

다언어모델마다 네 가지 외부 번역기의 번역 결과에 대해

퓸질 예측의 성능차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단일 또는 병렬

말뭉치로학습한 QE모델이외부번역기에상관없이객관적으

로 번역 결과에 대해 평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합성

QE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번역기를 활용하였는

데,위결과를통해구글번역기만을활용했다하더라도하나의

외부 번역기에 치우친 성능이 나오지 않음을 확인했다.

5.3.1 합성 데이터 구축 방법에 따른 분석

합성 데이터 구축 방법에 따라 QE 미세조정 학습 결과를 비

교하면, target MCC기준구글평가데이터셋에서단일말뭉치

기반 QE데이터성능이 XLM-R-large가 0.364,병렬말뭉치기

반 성능이 0.401으로 병렬 말뭉치 기반 QE 데이터셋으로 학습

한결과가조금더높았다.마찬가지로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시스트란에서도 모두 단일 말뭉치 기반이 0.417, 0.408, 0.266,

병렬 말뭉치 기반이 0.443, 0.433, 0.206으로 병렬 말뭉치 기

반 QE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결과가 더 성능이 좋았다. Source

MCC, 그리고 소스 문장과 기계번역 결과의 BAD 태그에 대

한 F1 스코어 (Source-F1-BAD, Target-F1-BAD)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병렬 말뭉치 기반의 학습 결과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Gap MCC, Gap-F1-BAD의 경우 단일 말뭉치 기반

학습 결과가 더 높았다. 이를 통해 병렬 말뭉치 기반의 학습

이 단일 말뭉치 기반의 학습보다 전반적으로는 QE 학습에 더

긍정적인영향을준다고볼수있다.이에대해,단일말뭉치기

반으로 학습했을 경우 소스 문장 역시 번역 결과이므로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렬 말뭉치 기반 방법보다 성능이 낮

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말뭉치만을 활용하더라도

병렬 말뭉치 기반의 QE 데이터셋으로 학습했을 때의 성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단일 말뭉치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QE가가능함을확인하였다.특히나단일말뭉치의경우

병렬 말뭉치보다 훨씬 더 대용량으로 구축이 가능하기에, 단일

말뭉치를 확장하여 실험했을 때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5.3.2 사전학습 모델에 따른 분석

학습 데이터에 따른 분석 [7]에서 CommonCrawl 말뭉치는

저자원 언어 (한국어 포함)의 데이터를 Wikipedia에 비해 훨

씬 더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CommonCrawl 말뭉치로 다언

어모델을 사전학습했을 시 저자원 언어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언급한다. 위 데이터로 사전학습된 다언어모델을 활

용한 단어 수준의 QE에서도 이와 일관되게 CommonCrawl

말뭉치로 사전학습한 XLM-R, mBART 모델이 XLM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다언어모델의 사전학습 과정에서

활용한 데이터가 단어 수준의 QE 성능에 영향을 준 하나의

요소라고 분석해볼 수 있다.

토큰화 방법에 따른 분석 토큰화 관점으로 모델별 분석을 해

본 결과, ‘보이 밴드’를 토큰화했을 시 ‘보이’, ‘ ’, ‘밴’, ‘드’의

서브워드로 분절하는 다른 다언어모델과는 달리 XLM에서는

BPE 방식을 활용하여 ‘ㅂ’, ‘ㅗ〈/w〉’, ‘ㅇ’, ‘ㅣ〈/w〉’, ‘ㅂ’, ‘ㅐ’,

‘ㄴ〈/w〉’, ‘ㄷ’, ‘ㅡ 〈/w〉’로 분절했다. 그러나 단어의 끝을 나타

내는표지가모든음절의끝에추가되어있으며,초,중,종성이

모두 분리되었다. XLM은 가장 저조한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서브 워드 분절에 비해 자모 단위로 완전히 분리했을 때가 낮

은성능을보였던 [30, 31]의결과와도일관된다.따라서토큰화

방식 역시 단어 수준의 QE에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노이징 전략에 따른 분석 사전학습 방법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mBART의 경우 MLM만을 사전학습에 활용하는 다른

모델들과는 다르게 text infilling, sentence permutation과 같

은 노이징 방법을 사용했다. 실험 결과 mBART가 생성뿐만

아니라 분류 문제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XLM-

R보다는 성능이 낮은 것으로 보아 mBART의 노이징 전략이

단어수준의 QE에서는성능향상에큰역할을하지는못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6. 결론

기계번역 품질예측은 정답 문장에 대한 요구 없이도 번역의

품질을예측할수있으며,다양한활용도를보이는점에서그필

요성이강조되고있다.본논문에서는번역전문가의개입없이

단일 또는 병렬 말뭉치와 기계번역기를 이용해 자동으로 단어

수준의 한국어-영어 QE 데이터셋을 구축했으며, 다양한 다언

어모델을활용하여이를미세조정학습및비교한결과 XL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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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최초로 시도

된 단어 수준의 한국어-영어 기계번역 품질 예측 연구이며, 이

연구를 통해 영어에 대해 생소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화자들이 더욱 정확하게 기계번역 결과를 수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특히나 외부 번역기별 성능차이가 크지 않

음을 검증함으로써 품질 예측에 대한 객관성 역시 확보하였다.

본 논문의 데이터셋 구축 방법론은 기계번역이 지원되는 모든

불특정 언어쌍에 대해 가능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다양

한 언어로 확장하여 실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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