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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계번역 사후교정 (Automatic Post Editing, APE)이란 번역 시스템을 통해 생성한 번역문을 교정하는 

연구 분야로, 영어-독일어와 같이 학습데이터가 풍부한 언어쌍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APE 연구

는 전이학습 기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self 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생성된 사전학습 언어

모델 혹은 번역모델이 주로 활용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번역모델에 전이학습 시킨 APE모델이 뛰어난 성과를 보였

으나, 대용량 언어쌍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해당 연구를 저 자원 언어쌍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언어 혹은 번역모델의 두 가지 전이학습 전략을 대표적인 저 자원 언어쌍인 한국어-영어 APE 연구에 적용

하여 심층적인 모델 검증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저 자원 언어쌍에서도 APE 학습 이전에 번역을 한차례 학습시

키는 것이 유의미하게 APE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딥러닝, 자연어처리, 언어 융합, 기계번역, 기계번역, 기계번역 사후교정, 사전학습 모델

Abstract Automatic post editing is a research field that aims to automatically correct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This research is mainly being focus on high resource language pairs, 

such as English-German. Recent APE studies are mainly adopting transfer learning based research, 

where pre-training language models, or translation models generated through self-supervised 

learning methodologies are utilized. While translation based APE model shows superior 

performance in recent researches, as such researches are conducted on the high resource 

languages, the same perspective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low resource languages. In this 

work, we apply two transfer learning strategies to Korean-English APE studies and show that 

transfer learning with translation model can significantly improves AP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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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post editing, Pretrain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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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계번역 사후교정(Automatic Post Editing, APE)

이란 기계번역 연구의 하위 분야로, 번역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번역문을 교정해주기 위한 연구이다[1]. APE는 

번역문 내에 포함된 오류를 교정해주기 위한 사람의 노

력을 경감시킨다는 점과[2] 도메인 특화번역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3,4]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이며, 

현재 Conference on Machine Translation (WMT)

에서 공유 과제로 지정되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5]. 

최근 APE 연구는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 기

반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6]. 대용량의 언레이블

(Unlabeled) 데이터를 통한 자기 지도학습 방법론(Self 

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학습한 언어모델을 사전

학습 모델로 활용하거나[7], 번역모델을 사전학습 모델

로 활용하는 방법[8]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번

역모델에 APE 작업을 미세조정(fine-tuning)하는 것은 

APE 모델 생성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4]. 

하지만 이들 연구 결과를 통해, APE에 있어 번역모델

을 전이 학습시키는 것이 항상 효과적인 접근법이 된다

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지금까지의 APE 연구가 영

어-독일어와 같이 데이터의 양이 매우 풍부한 언어쌍에

만 집중하고 있을 뿐, 한국어-영어와 같이 비교적 저 자

원 언어쌍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

히, 학습데이터의 양은 번역모델의 성능에 매우 큰 영향

을 주기 때문에[9], 번역모델을 활용하여 높은 APE 성

능을 얻었던 고 자원 언어쌍에서의 학습 전략(Training 

Strategy)이, 저 자원 언어쌍에서도 동일하게 효과적으

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한국어-

영어와 같은 저 자원 언어쌍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 

없이 영어-독일어의 기존 연구와 동일한 관점을 적용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 자원 언어쌍에 대해서도 번역

모델 기반 전이학습 방법론이 APE에서 효과적으로 작

용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번역모델 기반의 APE 모델과, 언레이블(Unlabeled) 언

어 데이터를 활용해 자기 지도학습 방법론으로 훈련된 

다국어 사전학습 언어모델 기반 APE 모델을 각각 생성

하였다. 다국어 사전학습 언어모델로는 현재 많은 기계

번역 연구들에서 널리 활용되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

고 있는 mBART[10]를 활용하였으며, 번역모델로는 트

랜스포머(Transformer) [11] 모델을 활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이들 간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저 자원 언어

쌍에 대해서도 번역모델을 기반으로 한 APE 학습 전략

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모든 실험

은 대표적인 저 자원 언어쌍인 한국어-영어 언어쌍에 대

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어-영어와 같은 저 자원 언

어쌍에 대해서는 사람의 교정작업을 통해 생성한 APE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렬 말뭉치로부터 노

이즈 생성방법(Noising Scheme)을 활용해 직접 생성

한 APE 데이터를 훈련에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국어 사전학습 모델과 

번역모델에 각각 전이학습시킨 APE 모델의 성능에 대

한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통해 APE에서 최적의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APE 데이터 생성을 위해서는 번역문의 오류를 수정

하는 사람의 직접적인 교정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데

이터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다량의 데이터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

반적으로 APE 연구에서는 데이터 부족 문제가 존재하

며, 최근 APE 연구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 대표적으로는 번

역 시스템을 통해 병렬 말뭉치로부터 유사 APE 데이터

(pseudo-APE triplet)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

가 존재한다[12]. 해당 연구에서는 병렬 말뭉치 내에 존

재하는 원문(source sentence)과 타겟 문장(target 

sentence)을 각각 APE 데이터의 원문, 교정문으로 간

주하고, 직접 설계한 번역 시스템을 통해 원문을 번역하

여 APE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해당 

방법론을 통해 생성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APE 모

델의 성능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며, 최근 많은 연구에

서도 해당 방법론을 차용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

고 있다[7]. 하지만 해당 방법론에서는 번역문과 교정문

이 각각 독립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한 번역문이 

실제 APE 모델을 통해 교정되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

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13].

위 방법 이외로도, 병렬 말뭉치를 통한 데이터 증강 

기법은 최근에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포스텍에서는 

WMT20에서 노이즈 생성방법론을 기반으로 유사 APE 

데이터(pseudo-APE triplet)를 생성하는 방법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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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고, 단순하게 번역 기반의 데이터 증강만을 적용

했을 때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14]. 또한, 번역 시스템을 통해 병렬 말

뭉치로부터 APE 데이터를 증강하는 경우, 교정문 사이

의 관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

서, 역번역(Back-Translation)방법[15]과 유사하게 데

이터를 증강하는 방법론 또한 제안되었다[13]. 

데이터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 증강 기법

으로,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활용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이는 APE 모델을 생성할 때, 단순히 APE 훈련데

이터로만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한차례 학습이 끝난 언어모델에 APE를 미세조정

해주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이는 다량의 언어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정보가 APE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5]. 이러한 관점은, 자연어처

리 기반 분류 작업을 비롯한[16] 여러 자연어처리 연구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17], 주로 

BERT[18]나 mBART[10]와 같은 사전학습 언어모델들

이 활용되고 있다.

단, APE에서는 사전학습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고려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존재한다. 이는 마스크 

모델링(Masked Language Modeling, MLM)[18], 번역 

모델링(Translation Language Modeling, TLM)[19]과 

같이 기존 문장에 noise를 주고, 이를 원본 문장으로 복원하

는 사전학습 방법을 통해 훈련된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과[6,7] 

사전학습된 번역모델을 활용하는 방법[8]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WMT20에서의 결과를 분석해봤을 때, 번

역모델에 APE task를 미세조정하는 것은, 다국어 사전

학습 언어모델을 활용한 APE 모델들의 성능보다 월등

히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

3. 제안하는 방법

3.1 사전학습 언어모델 전이학습

기존 연구들을 통해, 번역모델을 사전학습 언어모델

로 활용하여 전이학습 방법론으로 APE 모델을 생성하

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5]. 하지만 

이들 연구는 영어-독일어와 같이 비교적 병렬 말뭉치의 

양이 풍부한 언어 쌍에 대해서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

에, 비교적 저 자원 언어쌍에 속하는 한국어-영어와 같

은 연구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의 실험결과만을 통해, 한국어-영어 APE에서 최

적의 전이학습 접근방법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국어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기

반으로 전이 학습한 APE 모델과 번역모델을 기반으로 

전이 학습하여 생성한 APE 모델 간의 성능 비교가 이루

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이때 다국어 사전학습 언어모델

로는 현재 기계번역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mBART 모델[10]을 활용했으며, 번역모델로는 자

체적으로 학습시킨 Transformer[11] 기반 번역모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이학습방법론을 통해 각 언어모델에 

APE 작업을 미세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

다. 기본적으로 원문  , 번역문 , 교정문 

   
 로 구성된 APE 훈련 데이터셋 D에 대하

여, 학습하고자 하는 APE 모델 의 훈련 목표

(Training Objective)는 식(1)과 같다. 


max 

 ∈

  



log       (1)

이는 APE 데이터에 존재하는 원문과 번역문을 연결

하여 하나의 입력구조를 생성하고, 이를 입력으로 받아 

교정문을 생성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Sequence to 

Sequence)[20] 기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입력구조는 식(2)와 식(3)과 같다. 

               (2)

                          (3)

여기서 와 는 각각 문장의 시작과 끝을 알리

는 특수 토큰을 의미하며, 는 번역문의 언어를 알리

는 특수 토큰으로, mBART의 사전학습에 활용되었던 언

어 토큰과 동일하게 활용되었다. 식(2)는 Transformer 

기반 APE 모델을 훈련하는 데 이용한 입력구조이며, 이

는 기존 연구에서 번역모델 기반 APE 모델을 생성할 때 

활용한 전이학습 방법과 동일하다[8]. 식(3)은 mBART

기반 APE 모델을 훈련에 이용한 입력구조로, mBART

의 사전학습 단계에서 활용했던 입력구조와 일관성 있

는 구조를 생성하였다. 원문과 번역문을 하나의 문장으

로 연결하여 입력구조를 생성하는 방법은 현재 많은 연

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6,7], 본 연구에서도 이

들과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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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병렬 말뭉치를 활용한 APE 데이터 생성

현재 한국어-영어 APE 모델 생성을 위한 데이터는 

공개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인력이 교정

한 APE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하

여, 병렬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유사 APE 데이터를 생

성 방법을 활용한다. 

먼저 병렬 말뭉치 내의 원문과 타겟 문장을 APE 데이터

의 원문과 교정문으로 각각 간주한다. 그리고 타겟 문장을 

고의로 훼손시킴으로써(Noising Scheme) APE 데이

터의 번역문 역할을 할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해당 

방법론은 WMT20에서 포스텍이 제안한 방법과 유사하

다[14]. 단, 이렇게 기존 문장을 훼손시킴으로써 생성한 

데이터를, 번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증강한 데이터와 힘

께 활용했던 이전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noising scheme을 기반으로 생성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APE 데이터 

생성 방법인 번역모델을 기반 데이터 증강 기법[12]에서

는, 번역모델의 성능이 학습데이터의 양에 크게 의존하

기 때문에[9], 병렬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언

어쌍에 대해서는 낮은 품질의 훈련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저 자원 언어쌍에 대해서

는 원하는 품질의 번역문을 생성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21], 실제 모델 활용 단계에서 입력으로 주어질 번역문

의 품질과 관계없이, 낮은 품질의 번역문 데이터를 통해 

APE의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Noising scheme을 통한 데이터 증강은, 이러한 한계

를 해소할 수 있으면서, 훈련데이터 내의 번역문 품질을 

사용자의 임의대로 조절하여, 일관적인 품질의 훈련데이

터를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noise 

scheme은 insertion, deletion, substitution, shifting

의 4가지가 존재한다. Insertion은 원본 문장에 추가적인 

token을 집어넣음으로써 noise를 생성하는 방법이고, 

deletion은 원본 문장의 기존 토큰을 일부 삭제하는 방법, 

substitution은 원본 문장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치환

하는 방법, 그리고 shifting은 원본 문장 내의 토큰의 위

치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이런 noise scheme들을 원본 

문장에 무작위로 적용시킴으로써 noised sentence를 생

성하고, 해당 과정을 통해 생성된 문장은 삼중항(triplet)

으로 이루어진 APE 데이터 (원문, 번역문, 교정문) 중 번

역문으로써 활용된다. 본 논문은 영어-독일어 번역에 대

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로써만 활용되었던 noising 

scheme 기반 APE 데이터를 한국어-영어 APE에 적용시

켰다. 또한, 병렬 데이터에서 noise를 기반으로 합성한 데

이터만을 훈련데이터로 활용하였고 그 이외의 데이터는 

배제하여 APE 모델을 훈련시켰다.

4. 실험 및 실험결과

4.1 데이터셋 및 평가 지표

본 실험에서는 AIhub1)에서 제공된 전문 한영 병렬 

말뭉치 160만 문장이 활용된다. 해당 말뭉치는 번역 전

문가들의 검수 과정을 통해 구축되어 품질에 대한 신뢰

성이 보증된 말뭉치로, 구어체, 대화체, 뉴스데이터, 한

국문화, 조례, 지자체 6개 도메인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더욱 일관성 있는 훈련데이터의 생

성을 위하여 데이터의 개수가 2개보다 작거나 200개보

다 많은 데이터를 필터링하였다[22,23]. APE 모델의 훈

련 및 검증을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위 데이터의 각 도

메인에서 2만 문장쌍씩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데이터 

중, 16,000개씩은 훈련데이터로, 그리고 2,000개씩은 

각각 검증과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AIhub말뭉

치 내의 데이터 중, APE를 위해 추출된 데이터를 제외

한 나머지 데이터는 Transformer 기반 번역모델의 학

습에 활용되었다.

현재 전문인력을 통해 생성된 APE 데이터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생성한 APE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외부 번역 시스템을 통해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는 테스트 데이터로 정한 병렬 

말뭉치의 원문과 타겟 문장을 각각 APE 데이터의 원문, 

교정문으로 간주하고, 번역 시스템을 통해 원문을 번역

하여 APE 데이터의 번역문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외부 번역 시스템을 통해 생성한 문장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APE 모델을 거침으로써 어떤 교정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실험은 실제 

서비스 관점에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모델이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과 더불어 정성적 분석으로 

해당 실험결과를 분석한다. 정량적 분석은 Translation 

Edit Rate(TER)[24]과 BLEU[25]를 통해 확인한다.

TER과 BLEU는 현재 WMT를 비롯한 대부분의 APE 

1) https://aih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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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ntitative Analysis of each APE model

APE Model 
Before Editing mBART

mBART

Translation
Transformer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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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52.983 34.49 48.379 39.68 46.636 41.86 45.402 43.81

Microsoft 59.478 26.49 53.993 33.46 51.828 36.21 45.677 43.52

Amazon 60.421 23.32 52.958 33.02 49.977 37.14 45.580 43.62

연구들에서 모델 성능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평가 지표이다[4]. 특히 TER은 번역문 내의 오류를 수

정하기 위해서 총 몇 번의 교정이 더 필요한지를 정량화

한 값으로, APE 모델 성능 평가의 중심 지표이다. 본 실

험에서는 해당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각

각 Tercom에서 제공한 TER측정 도구2)와, Moses에서 

제공하는 BLEU측정 도구3)를 활용한다. 

4.2 사전학습 언어모델

본 연구에서는 mBART와 transformer를 기반으로 한 

APE 모델을 설계하였다. mBART는 Huggingface[26]에

서 제공하는 모델 구조를 활용하였다. 이는 25만 개의 

vocab size를 가지고 있고, 은닉층의 차원이 1,024인 인코

더, 디코더 층 각각 12개로 구성되어있다. Transformer 

기반 번역모델의 경우 은닉층의 차원이 512인 인코더, 

디코더층 6개로 이루어진 기본 모델 구조를 활용하였다. 

Transformer 번역모델에서 토크나이저(Tokenizer)는 

병렬 말뭉치 내의 한국어 문장들과 영어 문장들을 한데 

합친 말뭉치를 생성한 이후, 해당 말뭉치를 통해 센텐스

피스(Sentencepiece)[27]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활용

하였다[28]. 해당 토크나이저의 단어 개수는 5만 개로 설

정하였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전학습 언

어모델로부터 APE를 미세조정 할 때, 모델 구조 안에 

적응층(Adapter Layer)를 추가하여 학습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8,29]. 본 연구에서의 모든 실험은 RTX 

8000 4대를 통해 진행되었다. 

4.3 정량적 분석

본 실험에서는, 한국어-영어 APE에서 최적의 성능을 

내는 접근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APE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먼저 다국어 사전학습 언어모델

2) http://www.cs.umd.edu/~snover/tercom/

3) https://github.com/moses-smt/mosesdecoder

인 mBART을 기반으로 전이학습 하여 APE 모델을 생성

하고, Transformer기반 번역모델에 전이 학습하여 APE 

모델을 생성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Transformer 기

반 번역모델 학습 시 활용했던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

로 mBART에 번역을 학습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APE 모델을 설계한다. 이들 모델 간의 비교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저 자원 언어에 속하는 한국어-영어 언

어쌍에 대해서도, 번역모델을 사전학습 모델로 활용하여 

APE 모델을 전이 학습시키는 것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

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이학습 기반으로 

APE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모델 구조를 확인한다. 실험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실험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세 가지 테스트 데

이터에서 모두, Transformer 번역모델을 기반으로 한 

APE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mBART

에 번역을 한차례 학습한 이후 APE 미세조정을 진행한 

모델이, mBART에 APE를 곧바로 미세조정한 모델에서

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해당 실험결과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전문인력

의 교정을 통해 생성된 APE 데이터 없이도 준수한 성능

의 APE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저 자원 언어에 대해서도, 병렬 말뭉치로부터 APE 

데이터를 합성하는 방식의 noising scheme 기반 데이

터 생성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공식

적인 APE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해당 방법론을 통

해 유의미한 성능의 APE 모델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두 번째로, 저 자원 언어에 대해서도 번역 시스템

을 사전학습 모델로 활용하는 것은 APE에서 매우 효과

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ransformer 기

반 번역모델 기반의 APE 모델이, mBART 기반 모델보

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mBART에 APE를 곧바

로 미세조정하는 것보다, 번역을 한차례 학습한 경우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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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presentative examples of each APE model

Source 아우내 전통 고추장은 1990년대 후반 죽계리 부녀회원들이 만들기 시작했다.

Reference
Aunae Traditional Gochujang was started to be produced from the late 1990s by the members of the Jukgye-ri Women’s 

Association

Before Editing mBART mBART translation Transformer Translation

Google

Aouna traditional gocujang began 

to be made by young women in 

the late 1990s.

Aunae traditional gochujang began 

making by women members of 

Jukgye-ri in the late 1990s.

Aunae traditional gochujang began 

to be made by women members of 

Jukgye-ri in the late 1990s.

Aunae Traditional Gochujang was 

started by the members of 

Jukgye-ri Women's Association 

in the late 1990s.

Microsoft

The traditional red pepper field

was started by members of the 

bamboo family in the late 1990s.

The traditional red pepper field

was started by members of the 

bamboo family in the late 1990s.

Aunae's traditional red pepper 

paste was started to be made by 

women members of Jukgye-ri in 

the late 1990s.

The traditional Aunae red 

pepper paste was produced by 

the members of Jukgye-ri 

Women's Association in the late 

1990s.

Amazon

Aouna traditional gocujang began 

to be made by young women in 

the late 1990s.

Aouna Traditional Gochujang began 

to be made by young women 

members in the late 

Aouna traditional gochujang

began to be made by female 

members of Jukgye-ri in the late 

1990s.

Aunae Traditional Gochujang was 

started by members of Jukgye-ri 

Women's Association in the late 

1990s.

번역모델을 기반으로 한 APE 모델의 전이학습 방법

이 mBART와 같은 다국어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활용한 

방법에서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훈

련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이다. 본 실험에서 

활용한 transformer기반 번역모델의 총 파라미터 수는 

약 9,800만개로, mBART의 총 파라미터 수인 6.1억개

와 비교했을 때 1/6수준에 그친다. 즉, 더 작은 크기의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그보다 뛰어난 APE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더 적은 GPU 자원으로도 훈련을 

진행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병렬 말뭉치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 자원 언어쌍에서도, mBART와 같

은 대용량 사전학습 모델을 도입할 필요 없이, 상대적으

로 작은 크기의 transformer기반 번역모델에 APE를 

전이 학습함으로써 뛰어난 고성능의 APE 모델을 생성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전이학습 기반으로 

APE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 사전학습 언어모델 선택 전

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4.4 정성적 분석

Transformer 번역모델을 기반으로 한 APE의 경우, 

기존 번역문보다 더 뛰어난 품질의 교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세 가지 번역문에 대한 교정에서 모두 정량적

으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구글 번역

기를 통한 번역 결과와 아마존 번역기를 통한 번역 결과

는, 교정 이전의 품질을 비교했을 때, TER 7.438점, 

BLEU 11.17점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이들을 교정한 

결과물의 품질 차이는 TER 0.178점, BLEU 0.19점 차

이로 줄어들었다. 이는 번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성한 

APE 모델이, 번역문의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원문만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남긴다. 즉, 

정량적 분석 결과만을 확인한다면, APE 모델이 원문과 

번역문을 모두 고려하여 번역문을 생성하는지, 혹은 번

역문과는 관계없이 원문만을 고려하여 교정문을 생성하

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각 번역문에 

대한 교정 결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APE 모델의 실

제적인 성능을 확인하였다. 실제 교정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은, 교정 

이전 번역문에서 청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이 각 APE 모

델들을 통해 교정된 결과를 의미한다.

실제 교정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Transformer 

번역모델 기반으로 생성한 APE 모델에서의 교정 결과물

들은, 정량적 분석에서는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으

나, 실제 교정 결과는 기존 번역문의 특성을 반영하는 형

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교

정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Google 번역 시스템이

나 Amazon 번역 시스템에서는 “고추장”이라는 단어를 

고유 명사 “gocujang”으로 번역하는 스펠링 오류를 보

여줬고, Microsoft 번역 시스템에서는 “red pepper 

field”로 번역하는 동의어 해석 오류를 보여주었다. 그

리고 이러한 오류들은 Transformer 번역모델 기반 

APE 모델을 통해 각각 “Gochujang”과 “red pepper 

paste”로 교정되었다. 이는 번역모델을 기반으로 생성

된 APE 모델이, 입력으로 주어지는 원문만을 활용하여 

교정문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문 내의 오류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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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여 수정하는 방향으로 교정을 진행하는 것이라 유

추할 수 있다. 즉, 번역모델을 기반으로 생성한 APE 모

델은 정량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낼뿐 아니라, 실제적인 

교정 품질도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교정작업을 통해 생성한 

APE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병렬 말뭉치만으로 APE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노이즈 기반 데이터 생성방법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준수한 성능의 APE 모델을 생성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APE 모델 생성을 위하

여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전이학습 접근방법에 대해 

실험하고, 한국어-영어와 같은 저 자원 언어쌍에서 최적

의 모델 훈련 방법을 확인하였다. 특히, APE 모델 생성

에 있어, 사전에 번역 작업을 학습시키는 것이 APE 성

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

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한 APE 모델은 정량적으로

나 정성적으로 매우 우수한 교정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우리는 향후 APE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APE 데이터 자동 생성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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