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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계번역 기술도 많은 진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기계번역을 통한 번역문 내에는 사

람이 교정해야 하는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번역 모델에서 생성되는 오류를 교정하는 전문인력의 요구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기계번역 사후교정 연구가 등장하였고, 해당 연구는 현재 WMT를 주축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후교정 연구는 최근 도메인 특화 관점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많은 도메인에서 유

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기존 번역문의 품질을 얼만큼 향상시켰는가에 초점을 맞출 뿐, 다른

도메인 특화 번역모델의 성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뛰어난지는 밝히지 않기 때문에 사후교정 연구가 도메인 특화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 특화 번역 모델과 도메인 특화 사후교정

모델간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도메인 특화에서 사후교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성능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사후교정이 도메인 특화 번역모델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의 성능을 보임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고, 해당 실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메인특화 사후교정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딥러닝, 인공신경망, 자연어처리, 기계번역, 기계번역 사후교정

1. 서론

딥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따라 기계 번역에서는 많

은 발전이 있었다. RNN, LSTM과 같은 인공 신경망기반 자동

회귀형생성모델을적용함으로써기존규칙기반및통계기반으

로 진행되던 기계번역 성능을 압도하는 성능의 번역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 [1, 2], 나아가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3]

기반의 번역 모델이 제안되며 그보다 뛰어난 성능의 번역 시스

템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계

번역 시스템을 통한 번역문에는 사람 수준에서 교정해주어야

하는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있다 [4, 5]. 기계번역 사후교정 연

구(Automatic Post Editing, APE)는 이러한 번역 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연구분야로 [6], 기계번역 시스템

의 결과물을 교정하여 번역 시스템이 생성한 문장 내에 포함된

오류를 수정하는 모델을 생성하는 연구 분야로 정의할 수 있

다 [7].

이러한 사후교정 연구는 번역문 후처리 작업에서 일반적으

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번역시스템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 번역 결과물

만을 후처리하는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8]. 이는 전문인력의 필요를 경감시킬 뿐 아니라, 구글번

역1이나 파파고2 등의 상용화 번역 시스템과 같이 번역 시스

0∗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1https://translate.google.com
2https://https://papago.naver.com/

템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번역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

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세계 기계번역 컨퍼런스(Conference

on machine translation, WMT)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다 [5].

특히, 생성된 기계번역문장을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도메인

에맞게교정할수있다는점에서사후교정연구는도메인특화

번역에도효과적으로적용된다 [9–11]. WMT에서도도메인특

화와 관련한 사후교정 공동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IT도메인에서의 사후교정 모델을 [5, 12], 그리고

2020년과 올해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위키피디아(Wikipedia)

게시글 도메인에서의 사후교정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13]. 이는 사후교정 모델을 통해 일반 도메인

(general domain) 번역 모델에서 생성된 번역문을 특정 도메

인에 맞게 적응시키는 작업(domain adaptation)을 의미하며,

최근사후교정연구들은주로이러한도메인특화(혹은,도메인

적응)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 것 만으

로, 사후교정이 도메인 특화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는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후교정 모델들의 성능 평가가 기존 번역문의 품질을 얼만큼

향상시켰는가에 초점을 맞출 뿐, 다른 도메인 특화 번역모델의

성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뛰어난지는 밝히지 않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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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다 [5, 12,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 특화 번역 모델과 도메인 특화

사후교정 모델간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도메인 특화에서 사

후교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성능을 검증한다. 특히

AIhub3에서 공개한 전문분야 한영 병렬 말뭉치의 11개 도메

인에 대하여, 일반 도메인 번역 모델을 미세조정(fine-tuning)

함으로써 생성한 도메인 특화 번역모델과 도메인 특화 사후

교정 모델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성능 검증을

진행했고,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사후교정 연구

및 도메인 특화 번역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2. 관련 연구

초기 사후교정 연구는 번역문만을 참고하여 해당 문장 내에

포함된 오류를 통계기반 및 규칙기반 방법으로 교정하는 방향

으로이루어졌다 [6,14].그리고인공신경망기반딥러닝기법이

적용되면서, 이러한 사후교정 연구에는 번역 이전의 원본문장

까지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12, 13]. 이에 따라

사후교정 모델의 생성을 위하여는 원본 문장과 이를 번역한 문

장, 그리고 번역한 문장을 전문가가 교정한 교정문 세가지로

이루어진 삼중항(triplet) 데이터셋이 요구된다 [7]. 이 때 교정

문을 생성하는 데에는 단순 번역 작업 이상으로, 번역문 내의

오류를 찾아내고 적절하게 수정하는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후교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

이존재한다.이에따라기존에공개된사후교정데이터의양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영어-독일어와 같은 일부 고자원 언어쌍에

대한 데이터만이 공개되었을 뿐, 대부분의 언어쌍에 대해서는

사후교정을 위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다 [7, 13]. 한국어-영

어 언어쌍에 대해서는, 최근 AIhub에서 전문분야 한영 말뭉치

가 공개되면서, 사후교정 모델의 학습을 위한 삼중항 데이터도

함께 제공되었다. 해당 말뭉치의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원본

문장이 번역 시스템을 통해 번역되고, 번역된 문장이 전문인력

을 통해 한번 더 교정되는 두단계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해당

말뭉치에서는 번역에 이용한 원본 문장과 함께, 이렇게 번역

모델을 통해 생성한 문장과 전문 인력을 통해 교정된 문장이

제공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 데이터를 사후교정 학습을 위한

삼중항 데이터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해당 말뭉치를 활용한다.

최근 사후교정 연구에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번역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BERT [15]와 같은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활용

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2019년에 BERT를 인코더로

활용한 사후교정 모델이 WMT 컨퍼런스에서 당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 이후 [16], 사후교정 모델에 사전학습 모델을 도

입하는 방법은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뛰

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17]의 사후교정 모델에서도, 사전

3https://aihub.or.kr/

학습된 번역모델을 도입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해당 모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18]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위 연구를

통해, 번역 모델을 사전학습 모델로 하여 사후교정 데이터를

미세조정하는 것이 고성능의 사후교정 모델을 생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3. 도메인특화 기계번역 사후교정 모델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도메인 특화 사후교정 모델의 구조

는 현재 사후교정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17]

에서 제안한 모델구조를 활용한다. 사후교정 모델은 사전학습

된 트랜스포머 기반의 번역 모델을 활용하여 사후교정 데이터

로 미세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되며, 이 때 효율적

인 학습을 위하여 미세조정 단계에서 병목 적응층(Bottleneck

Adapter Layer)을 도입한다 [19]. 이는 사전학습된 트랜스포

머 기반 언어모델의 순방향 신경망 (Feed Forward Network)

과 다중 헤드 어텐션(Multi-head Attention Layer)의 뒷부분

에 병목 적응층을 추가하고, 미세조정시에는 기존 사전학습된

언어모델의 변수 값들은 갱신하지 않고, 새롭게 추가하는 적

응층의 변수값만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본 방법을 통

해 미세조정 단계에서 더 적은 양의 변수만을 학습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전체 모델을 미세조정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18].

병목 적응층은 두개의 선형 레이어와 하나의 활성화 함수로

이루어져있으며, 순방향 신경망과 다중 헤드 어텐션을 통해 생

성된 인코딩 X ∈ Rm×dmodel에 대하여, 병목 적응층 BAL을

거친 인코딩 결과물은 식 1과 같다. 여기서 m은 모델 입력의

최대 토큰 길이를 의미하며 dmodel은 사전학습된 트랜스포머

모델의 은닉층 크기를 의미한다.

BAL(X) = W2 · activation(W1 ·X + b1) + b2 +X (1)

여기서 dbal은 적응층 크기를 의미하며, W1 ∈ Rdmodel×dbal ,

W2 ∈ Rdbal×dmodel는 병목 적응층을 구성하는 두개의 학습 가

능한 선형 레이어를, b1 ∈ R1×dbal , W2 ∈ R1×dmodel는 각 선형

레이어에 대한 편향치(bias)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8]에

서의 연구와 유사하게, 여러 적응층 크기에 대한 비교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사전학습 언어모델 은닉층 크기의 1/8에 해당

하는 적응층 크기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뛰어난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교정 모델의 훈련은 [17]에서 제안한 방법과 동일한 시

퀀스투시퀀스(sequence to sequence) [20]기반의모델훈련방

법을 적용한다. 사후교정 데이터릍 통해 제공되는 원본문장을

SRC, 번역문장을 MT , 이를 교정한 문장을 PE = {pei}ni=1

라고 정의했을 때, 사후교정 모델θ은 식2와 같은 훈련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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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학습된다. 여기서 pei는 PE문장을 구성하는 각 토

큰을 의미하며, n은 PE를 구성하고 있는 토큰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max
θ

n∏
i=1

P (pei|pe<i, SRC,MT, θ) (2)

이는원본문장과번역문장을하나의문장으로연결하여입력

을 구성하고, 해당 입력을 통해 교정문을 자동회귀방식(auto-

regressive)으로 생성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 도

메인 특화 사후교정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설계한 도메인

특화 번역모델 φ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식 3과 같은 훈련 목적

을 가진다.

max
φ

n∏
i=1

P (pei|pe<i, SRC, φ) (3)

이는 원본 문장만을 입력으로 받아 교정문을 자동회귀방식

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번역모델의 사전학습 단계와

동일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도메인 특화 데이터로 미세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4. 실험 결과

4.1 데이터셋 및 모델

일반도메인 번역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는 AIhub에서

제공하는 한영 병렬 말뭉치4를 활용하였으며, 훈련을 위하여

해당 말뭉치에 병렬 말뭉치 필터링을 적용한 후 [21]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를 12,000개씩 임의 추출하였다. 전문분야 도메

인특화말뭉치는 AIhub에서제공하는사회과학5및기술과학6

전문번역 한영번역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테스트

데이터로는 AIhub에서제공하는검증데이터를활용하였으며,

검증데이터는 훈련 말뭉치에서 임의로 3,000개를 추출하여 활

용하였다. 각 말뭉치의 양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번역모델은은닉층크기가 512인인코더,디코더각 6개층으

로 이루어진 트랜스포머 기본 모델 구조를 활용하였다. 모델의

입력구조를 생성하기 위해서 센텐스피스(sentencepiece)를 활

용하였으며,이를통해총 50,000개의단어사전을구축하였다.

일반 도메인의 번역모델과, 도메인 특화 번역 모델의 생성을

위한 번역 학습은 fairseq [22]을 기반으로 수행하였으며, 사후

교정 모델의 생성 및 학습은 huggingface [23]에서 제공한 모델

구조를 활용하였다. 학습은 RTX A6000 2대로 진행하였고, 검

증 데이터셋에 대한 BLEU 점수를 기준으로 early stopping을

적용하였다. 번역모델의 성능 평가는, 모델을 통해 생성한 문

장의 BLEU 점수와 TER 점수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

4https://aihub.or.kr/aidata/87
5https://aihub.or.kr/aidata/30720
6https://aihub.or.kr/aidata/30719

표 1.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의 양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일반 도메인 1,458,002 12,000 12,000

사회

과학

예술 43,255 3,000 5,859

법률 261,076 3,000 33,099

교육 309,299 3,000 39,076

경제 188,297 3,000 23,670

관광 32,437 3,000 4,529

문화 43,524 3,000 5,753

기술

과학

ICT 264,719 3,000 33,324

전기 116,051 3,000 14,759

의학 315,848 3,000 40,062

전자 105,869 3,000 13,829

기계 247,048 3,000 31,093

지표의 산출을 위해서는 각각 Sacrebleu [24], 그리고 tercom

software 7를 활용하였다.

4.2 도메인 특화 사후교정 모델 성능 검증

본 실험에서는 도메인 특화 사후교정 모델의 실제적인 성능

을검증하기위하여일반도메인번역모델을통한번역결과와,

이를 도메인특화 사후교정 모델로 교정한 결과, 그리고 도메인

특화번역모델로생성한번역결과를비교한다.실험결과는표

2와 같다.

표 2. 도메인에 따른 모델 성능 비교

전문분야

도메인

일반 도메인

번역모델

도메인 특화

번역모델

도메인 특화

사후교정 모델

데이터셋 BLEU ↑ TER ↓ BLEU ↑ TER ↓ BLEU ↑ TER ↓

사회

과학

예술 38.018 46.923 46.332 39.069 38.178 46.706

법률 40.448 44.987 54.090 33.596 40.561 44.909

교육 37.723 46.614 49.746 36.095 37.731 46.515

경제 44.420 40.407 56.181 30.895 44.473 40.264

관광 43.284 41.178 53.857 32.796 43.336 40.988

문화 38.258 45.684 45.466 39.233 38.256 45.600

기술

과학

ICT 31.289 49.484 67.332 20.888 40.606 41.521

전기 28.925 51.955 68.103 21.059 35.713 46.087

의학 34.395 48.538 51.382 32.997 34.438 48.609

전자 30.009 51.114 67.917 21.079 37.521 44.695

기계 26.509 55.137 65.641 22.366 35.310 47.168

본 실험 결과를 통해 다음 두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번째

로, 도메인특화 사후교정 모델은 실제적으로 번역문의 품질을

교정할 수 있으며, 정량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7http://www.cs.umd.edu/ snover/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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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술과학 도메인에서 사후교정 모델은 기존 번역 결과

의 품질을 상당수준 향상시켰으며, ICT 도메인에서는 일반 도

메인 번역모델로 생성한 번역문과 비교했을 때 9.317 BLEU

score, 7.963 TER score의 품질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과학과, 기술과학의 의학 도메인에서는 그 성능 향상 폭이

미미한수준에그쳤으며,문화도메인에서는 BLEU score의소

폭 저하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에 이용한

사후교정 데이터, 혹은 데이터의 도메인에 따라 사후교정 모

델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도메인 특화 번역에

있어 사후교정 모델이 일관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번째로,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도메인 특화 번역모델을

통해 생성한 번역문의 품질이 도메인 특화 사후교정 모델을 통

해 생성한 교정문의 품질보다 우수했으며, 상당한 수준의 품질

차이가 발생하였다. 기술과학 전기 도메인의 경우, 도메인특화

번역 모델과 사후교정 모델간에 32.390 BLEU score, 25.028

TER score의 성능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후교정 모델

을통한도메인적응(domain adaptation)효과가,도메인특화

번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즉, 사후교정 모델은 번역모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

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번역모델을 실제로

수정하여 진행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를 통한 성능 향상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3 실험 결과 분석

본연구에서는사후교정모델에서도메인특화번역모델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인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정성

적 분석을 추가로 진행한다. 표 3은 각 도메인 특화 모델들의

실제 번역 및 교정 예시들을 보여준다.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도메인특화 번역모델에서는 목표

로 하는 문장과 문법적, 의미적으로 가까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었으나, 사후교정 모델을 통한 교정문은 교정 이전의 기존

번역문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즉, 기존

번역문을 최대한 반영하여 번역문의 일부분만을 수정할 뿐, 도

메인에서 활용되는 전문용어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문장구조를

변경시키지는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후교정 모델

이 이러한 결과를 내는 이유는 해당 모델을 학습하는데 이용된

훈련 데이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사후교정

모델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후교정 모델 훈련 데이터의 번역문과 교정문간의 품질

차이는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동일 데이터 비율

이란, 전체 데이터들 중 번역문과 교정문이 동일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있는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한다.

사후교정 모델의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에서, 번역문과 교정

표 3. 모델을 통한 실제 번역 및 교정 예시

원본 문장
상기 센서모듈부(604)는 다수의 센서를 이용하여 센싱된 신호를

제어부(600)로 제공한다.

정답 문장
The sensor module unit 604 provides a sensed signal to the

controller 600 using a plurality of sensors.

일반 도메인

번역모델

The above sensor module part (604) provides a sensible signal

as a control part (600) using multiple sensors.

도메인 특화

사후교정

The sensor module part 604 provides a sensible signal as a

control unit (600) using multiple sensors.

도메인 특화

번역모델

The sensor module unit 604 provides the control unit 600

with a signal sensed by using a plurality of sensors.

원본 문장
출력 영상(OI)은 제 1 영상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정답 문장
The output image OI may be represented by a part or all of

the first image data.

일반 도메인

번역모델

The output video (OI) may be expressed in part or in whole

of the first video data.

도메인 특화

사후교정

The output video OI may be expressed in part or in whole

of the first image data.

도메인 특화

번역모델

The output image OI may be represented by some or all of

the first image data.

표 4. 사후교정 훈련 데이터 분석

사후 교정 훈련 데이터

BLEU TER 동일 데이터 비율

사회

과학

예술 83.839 11.594 44.22%

법률 83.969 11.836 44.87%

교육 81.911 13.229 52.53%

경제 86.133 9.843 52.70%

관광 82.054 12.668 42.81%

문화 81.439 12.989 37.78%

기술

과학

ICT 80.360 12.208 39.51%

전기 82.911 10.388 36.96%

의학 88.844 8.010 62.65%

전자 82.539 10.956 46.22%

기계 78.584 13.883 35.17%

문간에 높은 BLEU점수와 낮은 TER점수를 보였다는 것은 번

역문과교정문간의품질차이가거의없다는것을의미하며,각

도메인의 35%에서 60%에해당하는데이터들은번역문과교정

문이 완전히 동일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의 실험 결과와 표 3에서의 실제 교정 결과 예시

를고려했을때,우리는이러한데이터를통해학습된사후교정

모델에서 기존 번역문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도메인 번역

모델로 생성한 번역문을 해당 모델을 통해 교정했을 때 기존

번역문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급진적인 품질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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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도메

인 특화 사후교정 모델을 통해 실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정 목적에 맞게 사후교정 훈련 데이터기 생성되어야 함을 보

여주며, 사후교정 모델 연구에 있어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하는 번역문과 교정문간의 품질 차이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 특화 사후교정 모델의 실제적인 설능

을 검증하기 위하여 AIhub에서 제공한 11개의 전문분야 한영

병렬 말뭉치를 활용한 도메인 특화 사후교정 모델과 도메인특

화 번역 모델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모델을 통해 생성한

번역문 및 교정문의 품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후교정 모델

이 기존 번역문의 품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도메인

특화 번역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 성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을실험적으로검증하였다.또한실제번역및교정예시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사후교정 모델을 통해 실제

적인성능향상을얻기위해서는교정목적에맞게적절한훈련

데이터가 생성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 데이터를 구성하는 번역문과 교정문간의 품질

차이가 최종 사후교정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는 연구를 향후 연구로써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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