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study analyzed the translation error factors of machine translation services such as Naver Papago and Google 

Translate through Self-Attention path visualization. Self-Attention is a key method of the Transformer and BERT NLP 

models and recently widely used in machine translation. We propose a method to explain translation error factors 

of machine translation algorithms by comparison the Self-Attention paths between ST(source text) and ST’(transformed 

ST) of which meaning is not changed, but the translation output is more accurate. Through this method, it is possible 

to gain explainability to analyze a machine translation algorithm’s inside process, which is invisible like a black box. 

In our experiment,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e factors that caused translation errors by analyzing the difference 

in key word’s attention path. The study used the XLM-RoBERTa multilingual NLP model provided by exBERT for Self-Attention 

visualization, and it was applied to two examples of Korean-Chinese and Korean-English tran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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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6년 9월 신경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이하 NMT) 알고리즘이 세상에 등장

하고 2018년 BERT(Bidirectional Encoder Re-

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가 소개된 이후, 

최근 기계번역의 품질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

들에 기반한 상용화된 기계번역 서비스들이 리 활

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계번역 서비스는 여 히 인

간의 번역 품질에 못 미치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 이

를 극복하기 한 많은 학자들의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손경호, 2017). 련하여 컴퓨터공학 연구자들

은 알고리즘 번역에서 사용되는 BLEU(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 Score) 등의 지표를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지만, 실제 번역에 한 언어

학  평가는 반 되지 않은 기계 인 근이라는 

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언어학자들은 기계번역 서

비스의 번역문 오류 문제를 많이 찾아낼 수 있지만, 

기계번역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한 이해가 부족하

여 건설 인 제안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

계번역 연구가 보다 고도화되기 해서는 언어학 

문가의 시각과 기계번역 개발자의 시각을 통합한 상

호 력 연구가 필요한 시 이라고 볼 수 있다(Yue 

and Li, 2019; 악일비, 이길연, 2019).

이에 본 연구는 언어학  에서 기계번역 서비

스의 인코더 분석 과정을 시각화하고, 번역 오류가 

딥러닝 기반의 기계번역 서비스에서 왜 발생하는지

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의 

에서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국어, 한국어- 어 간 번역에 

하여 트랜스포머(Transformer)에 기반한 기계번

역 알고리즘의 Self-Attention 경로를 시각화함으

로써, 번역 오류가 발생한 입력문을 심으로 오류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언어학 분야에서의 기계번역 연구

지 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이 기계번역 서비스의 

출력문 정확도 평가기 , 오류 유형, 번역 품질 등에 

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우선 평가 기 과 련해

서는 4등 의 정 기 (시정곤 등, 2000), 선언  

6등 의 평가 기 (황은하, 2014), 미시 텍스트 항

목, 거시 텍스트 항목, 텍스트 외  항목 등으로 분

류한 인간평가모델, 그리고 단순 오류, 오역, 추가, 

락, 문법, 맞춤법  구두법 등에 기반한 오류 분

류 방식(이 호, 2019) 등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

었다. 

한편 번역 오류 유형과 련해서는 남철진(2018)

이 원문의 오류 수정 불가, 번역 략 수립의 어려

움, 번역문 윤문의 어려움, 맥락 번역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 고, 권도경 등(2019)이 어휘 오류, 구조 오

류, 맥락 오류, 동사 의성 오류, 비교문 오류, 형용

사 술어문 오류, 주술 술어문 오류, 의문문 오류 등

을 제시하 다. 한 악일비, 이길연(2019)은 동사

의 시제표기 측면에서 기계번역의 오류  어려움을 

정리한 바 있다(기유미, 2008).

체 번역 품질과 련한 연구로 권도경 등(2019)

은 9개월간 구 과 네이버 고 등 기계번역 서비

스 결과에 한 찰을 진행하 는데, 시간에 따라 

동일한 입력문에 하여 출력문에 차이가 있으며, 

번역 품질에 일 성이 없음을 확인하 다. 특히 번

역 품질에는 원문의 스타일이나 문장 길이, 표  양

식 등의 요소보다 문장 구조 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에서는 체 

락 상도 가끔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 다. 하

지만 국어-한국어 번역의 경우, 고의 오류가 

더 게 나타났다. 번역의 복잡성은 단순히 문맥에

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에 보이지 않고 잘 악

하기도 힘든 사회문화  맥락, 도착어권의 언어와 

문화, 입력문 자체의 오류 수정 등과 련이 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기계번역은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남철진, 2018).

입력문 유형에 따른 한  번역 수를 살펴볼 때, 

구  번역은 사회과학 입력문에서 평균 5.92 과 기

술과학 입력문에서 평균 6.00 을 보여 주었다. 반

면 고 번역은 사회과학 입력문에서 평균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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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과학 입력문에서 평균 6.16 을 보여주었다

(황지연, 양슬아, 2020).

종합하면 사람이 하기 쉬운 번역은 오히려 기계번

역이 사람보다 비슷한 번역문을 훨씬 더 빠르게 생

성할 수 있지만, 사람도 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원문 

번역에 하여 기계번역은 고품질의 번역물을 생성

하는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남철진, 2018; 정혜연, 

2018). 특히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오류 유형들에 

하여, 기계번역은 아직 인간의 수정을 필요로 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기계번역 알고리즘 련 연구

창기 기계번역 서비스는 주로 통계 기반 기계번

역(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SMT)이나 구

문 기반 기계번역(Phrase Based Machine Tran-

slation, PBMT), 규칙 기반 기계번역(Rule Based 

Machine Translation, RBMT) 등의 방법을 사용하

지만, 2016년 후부터 거의 다수의 기계번역 서비

스들은 신경 기계번역(NMT) 방식으로 환하 다. 

기 NMT 번역의 핵심 방식은 RNN, LSTM, 

BiLSTM 등 순환 신경망 방식을 사용한 Seq2Seq 

방식이며, 이는 일종의 인코더와 디코더 처리 방식이

다. 즉, Seq2Seq 방식에서는 인코더에서 입력문 데이

터를 학습하고, 학습한 정보를 디코더에서 필요한 형

식, 즉 출력문으로 변환한다.

그 후 추가된 어텐션(attention) 방식은 입력문의 

각 단어를 번역하는데 있어 어느 단어를 더 많이 주

목해야 하며, 혹은 이 단어를 번역하는데 주로 어떤 

단어들이 핵심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어텐션 가

치로 나타낸다. 디코더의 번역 과정에서는 인코더에

서 생성한 어텐션 값들을 충분히 사용하여 핵심 단

어에만 집 하여 번역함으로써, 번역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최근에는 RNN 방식 신 완  Self-Attention 

방식으로 작동하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주로 사

용되고 있다.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입력 데이터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설명가능하다는 장 을 보여주었

으며, 기계번역 등 자연어 처리 역 외에도 심층 지

식 추 (Deep Knowledge Tracing, DKT) 등의 

역에서 가장 좋은 SOTA(State-of-the-Art) 성

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20; Shin et al., 2021). 그 표 인 로 국내 

스타트업 뤼이드(Riiid)의 AI 산타 토익 등이 있다.

한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만든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등은 최근 자연어 처리 역에서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고 번역에서도 2019

년부터 BERT를 NMT 모형에 도입한 연구를 진행

하 다(Clinchant et al., 2019). 이어 많은 연구자들

이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한국어 번역에 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어 자체의 특성  국어 등 

다른 언어와의 연 성을 고려해 여러 가지 개선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Cho et al., 2021; Park and 

Zhao, 2019, 2020, 2021).

2.3 설명가능한 AI(XAI) 련 연구

딥러닝 알고리즘이 발 함에 따라 AI 알고리즘

의 측 정확도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딥러닝이 복

잡한 신경망  가 치들로 구성한 모형이다 보니 

해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하여 최근 LIME(Ribeiro et al., 2016), 

SHAP(Lundberg and Lee, 2017), LRP(Bach et al., 

2015), Grad-CAM(Selvaraju et al., 2017) 등의 설

명가능한 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XAI) 기법들이 등장하 다.

XAI 기법들 에는 시각화 방식으로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을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들도 최근에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표 인 로는 LSTM-vis

(Strobelt et al., 2017), Seq2Seq-Vis(Strobelt et 

al., 2018)와 어텐션 경로를 시각화하면서 해석하는 

BertViz(Vig, 2019), exBERT(Hoover et al., 2019), 

Dodrio(Wang et al., 2021) 등이 있다. 

최근 기계번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일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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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션 가 치가 기계번역에 미치는 향, 알고리즘 

각 층(layer)의 특징 등을 상으로 연구결과를 발

표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어의 번역만을 상

으로 하고 있다(Brunner et al., 2019; Kobayashi 

et al., 2020). 반면 한국어에 하여 기계번역 시각

화를 통해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연구는 매우 찾아보

기 힘든 실정이다.

3. exBERT 소개

exBERT1)는 IBM과 Harvard 학의 연구자들

이 2019년에 제시한 자연어 어텐션 시각화 랫폼

이다(Hoover et al., 2019). 이 랫폼에는 BERT, 

DistilBERT, RoBERTa, GPT를 포함한 다양한 알

고리즘에 한 Self-Attention 시각화 기능이 포함

되어 있다. 

Self-Attention 기법은 고와 구  번역 등 

재 번역 서비스가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 

BERT 알고리즘의 기  분석 방식이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하고자 하는 입력문 Self-Attention 시각화

는 비록 실제 구 되고 있는 고나 구  번역 알

고리즘과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으로는 모두 BERT 기반한 입력문 분석 방식이

기 때문에 높은 유사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exBERT에서의 XLM-

RoBERTa-base(Cross-lingual Language Model- 

A Robustly Optimized BERT Pretraining Ap-

proach) 모듈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XLM-RoBERTa-base는 개선된 BERT에 기반한 

다국어 분석 모형이며, 총 100개 언어, 250,002- 

vocab, 2.5TB 크기의 데이터로 학습된 모형으로서 

한국어, 국어, 어 등을 모두 분석할 수 있다

(Park and Zhao, 2021).

XLM-RoBERTa-base에는 총 12개 층(Layer)이 

있으며, 각 층에는 10개의 헤드(head)가 들어있다. 

exBERT에서는 다음의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

1) https://exbert.net/exBERT.html.

이 하나의 페이지마다 한 층의 어텐션 결과를 보여

주는데, 오른쪽 행렬은 각 10개 헤드의 어텐션 가

치를 나타내며, 상  몇 개의 가 치 경로는 시각화

되어 출력된다. 이 때 각 경로의 굵기와 색상은 어텐

션 가 치의 크기를 나타낸다.

(Layer 11)

[그림 1] exBERT의 어텐션 경로 시각화 시

를 들어, [그림 1]은 “강아지 한 마리가 고양이

에게 달려들었지만 그 녀석은 순간 달아났다”는 문

장을 분석할 때, 단어 “그”에 한 어텐션 가 치가 

어떻게 부여되는지를 시각화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이 그림에서 사용된 문장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

면, “그” 녀석은 달아나는 고양이를 지칭하며, 단어 

“그”에 한 Self-Attention 경로를 볼 때, 앞의 “강

아지”보다 주로 “고양이”를 주목하고 있으므로 입

력문을 잘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입력문에 

한 이해가 정확하여야, 번역문이 정확할 수 있다.

4.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기계번역 서비스

의 오류 유형을 바탕으로 총 3,000개의 번역 말뭉치 

데이터 에서 고와 구  번역 등 번역 서비스

에 번역 오류가 발생한 표 인 입력문들을 수집하

여 분석하 다. 연구를 진행한 기간은 2021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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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며, exBERT 논문에서 설명한 제를 참고하

여, 한국어- 국어, 한국어- 어 사례에 하여 실

험하 다. 이후 논문에서는 입력문을 ST(Source 

Text)라고 표시하고, 입력문 ST에 한 번역문을 

TT(Target Text)로 표시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수행의 세

부 과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체 말뭉치에서 고나 구  번역 서비스의 

번역문에 번역 오류가 발생한 입력문 ST들을 

수집한다.

2. 입력문 ST의 번역문 TT에서 번역 오류가 발

생한 원인을 번역자의 입장에서 분석한다.

3. 분석한 원인에 근거하여, 입력문 ST에 해 최

한 의미가 변하지 않지만 번역이 올바르게 

되는 입력문 ST’를 도출한다. 이 때, ST’에 

한 번역문은 TT’라고 부르기로 한다.

4. 두 입력문 ST와 ST’에 하여 Self-Attention 

시각화를 사용하여 분석하며, 시각화된 두 입

력문의 각 어텐션 층에서 경로  가 치 차이

를 살펴본다.

5. 오역이 발생한 핵심 단어를 심으로, 어텐션 

경로 차이를 비교하고, 번역 알고리즘의 문맥 

이해 과정을 추정하여 번역 오류 요인을 탐색

하고 설명한다.

이상의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표 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5.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기호 생략으로 인한 번역 오류와 구어

체 어법 오류로 인한 번역 오류 등 두 가지 제 입

력문을 통하여 설명한다. 제 번역문은 실험이 수

행된 시 에서의 네이버 고와 구  번역의 결과

이다.

5.1 기호 생략으로 인한 번역 오류

<표 1>을 보면, 입력문 ST1에서 앞부분의 “어떤 

종류인지”가 번역문 TT1-ZH에서 번역이 락되

었고, TT1-EN에서는 어법상 번역 오류를 발생하

다. 하지만, “어떤 종류인지”의 뒤에 “,(쉼표)”나 

“?(물음표)” 혹은 “요”를 추가하면, 번역문 TT1’에

서 “어떤 종류인지”에 한 번역이 이루어지는 상

이 나타난다. 입력문 ST1의 문맥을 보면, “어떤 종

류인지”는 뒷부분의 “유투  상 샘 을 좀 보여 

주세요”와 서로 다른 문장이지만, 기호 생략으로 인

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해한다면 문맥 이해

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기존 입력문 

ST1: 어떤 종류인지 유튜  상 샘 을 좀 보여주세요.

TT1-EN
Can you show me some sample YouTube videos 
of what kind it is?(Google)

TT1-ZH
請展示一下YouTube視頻樣本.(Naver)
(유튜  동 상 샘 을 보여주세요.) 

변환한 입력문

ST1’ 어떤 종류인지? 유튜  상 샘 을 좀 보여주세요.

TT1’-E
N:

what kind? Show me some YouTube video 
samples.(Google)

TT1’-Z
H:

是什麼種類呢？請展示一下YouTube視
頻.(Naver)
(어떤 종류인가요? Youtube 동 상을 보여주세요.)

<표 1> 입력문 제1

제 입력문을 Self-Attention 경로 시각화 방식

으로 살펴본 결과, [그림 3]과 같이 단어 “인지”에 

하여, 같은 Layer 8에서 차이가 큰 경로 특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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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1, Layer 8

B. ST1’, Layer 8

[그림 3] “인지”에 한 Self-Attention 시각화

[그림 3]의 A를 보면, ST1에서 “인지”는 앞부분

의 “어떤 종류” 외에 뒷부분의 “ 상…을 … 보여 

주세요”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두 문장을 한 문

장으로 착각하고 있기에 문맥 이해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켜 최종 TT1-ZH 번역문에서 “어떤 종류인지”

를  번역하지 못하 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TT1-EN에서는 “what kind it is?”란 의미가 번역

되었으나 “videos of what kind it is?”라는 어법 

오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교 상으로 실험된 “인지” 뒤에 기호를 

추가한 ST1’은 [그림 3] B의 어텐션 경로를 볼 때, 

앞 문장에만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입력문

이 두 문장으로 구성된 특성을 잘 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ST1’-EN과 ST1’-ZH에서 모두 더 올

바른 번역 결과로 나타났다. [그림 3]과 비슷한 어텐

션 차이는 Layer 8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Layer 7, Layer 9, Layer 4와 Layer 6에서도 비슷

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RT 기반 모형에서는 각 Layer에서 분석한 어

텐션 추세를 종합 으로 분석하면서 최종 으로 입

력문 문맥에 해 이해하게 되는데, 이상의 분석을 

통해 기호의 유무는 여러 Layer에서의 차이를 유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종 번역문의 생

성에 향을 미쳤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특히 휴 폰을 사용하여) 타이핑하는 

에 자주 부호를 생략하거나, 말을 짧게 하는 경향

이 있다. 이러한 생략은 오류라기보다 사람들이 기

호가 없어도 의미를 추측할 수 있기에 보편 으로 

자주 벌어지는 상황인데, 기계번역 알고리즘은 기호

가 생략한 입력문에 하여 아직 문맥을 제 로 이

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2 구어체 어법 오류로 인한 번역 오류

<표 2>의 제를 보면, ST2’처럼 단어 “ 액” 뒤

에 있는 “이”는 없어야 어법상 정확한데 사람들은 

종종 ST2의 시처럼 타이핑 과정이나 구어체에서 

“이” 등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ST2가 표 하고

자 하는 문맥상 의미는 “많은 액 차이가 없다” 

는 “ 액 차이가 많이 없다”는 것이고, 해당 문장에

서 “차이”가 주어이고, “많은”과 “ 액” 등은 “차이”

를 수식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 액” 단어 뒤에 

“이”가 추가된다면, 문맥상 “ 액”을 주어로 오인하

기 쉬우며, 이는 어법 오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문

맥의 의미를 “많은 액이 차이나지는 않다” 는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잘못 이해하도록 

하는 험을 안고 있다.

실제 ST2의 번역문을 보면, TT2-EN에서는 “

액”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고, TT2-ZH의 국어 번역

문에서는 “많은”과 “없습니다”의 문맥 순서가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표 2>  변환한 ST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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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2 (Layer 9)

B. ST2’(Layer 9)

[그림 4] “많은”에 한 Self-Attention 시각화

번역 결과인 TT2’-EN와 TT2’-ZH를 보면, 원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입력문

ST2 아니요, 많은 액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TT2-EN No, there’s not much difference. (Naver)

TT2-ZH
不，很多金额没有差 。(Naver)
(아니오, 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 국어 문맥 순서 틀림

변환한 입력문

ST2’ 아니요, 많은 액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TT2’-EN
No,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amount. 
(Naver)

TT2’-ZH 
不，没有太多金额差 。(Naver)
(아니요, 많은 액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표 2> 입력문 제2

이것을 어텐션 경로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의 A와 B는 모두 Layer 

9의 어텐션 시각화 결과인데, A에서 ST2의 “많은”

은 문맥상 “ 액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

에 가장 큰 가 치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반면, B에서는 “ 액”만 입력하 을 때, ST2’의 

“많은”이 “ 액”과 “차이가”에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그림 4]의 비교를 통하여, “ 액” 뒤 “이”의 

유무는 어텐션 경로 가 치에 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많은” 단어가 A에서는 “이”에 주목했지만, 

B에서는 “ 액”과 “차이가”에 주목하는 것에 따라 

문맥 이해 과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것이 최종 

번역 결과에 반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와 같

은 어텐션 경로의 차이는 Layer 9 뿐만 아니라, 

Layer 8, Layer 10, Layer 4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의 추가로 인하여 문맥 이해 

과정에 혼동을 일으켰다고 상할 수 있다. 즉, 인간

은 이러한 간단한 문법 오류를 알아서 수정해가면서 

이해하지만,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원문을 수정하여 

이해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ST2에

서 “ 액이”와 “차이가”를 모두 원문 그 로 이해하

려다 보니 번역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상된다.

이상의 어텐션 경로 분석 방법을 통하여, 번역 오

류가 발생한 입력문에 하여, 블랙박스 알고리즘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번역 오류는 주로 

어느 단어에서 왜 나오는지에 한 시각화 기반 설

명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한 ‘변환한 입력문’의 어

텐션 경로 특징을 통하여, 알고리즘의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연구는 번역 오류가 발생한 입력문을 상으로 

Self-Attention 경로 시각화를 시도하 으며, 블랙

박스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기계번역 알고리즘의 문

맥 이해 과정에 설명력을 부여하 다. 즉,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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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특정 단어에서 번역 오류가 발생했을 때, 련 

단어의 문맥 이해 과정에서 어떤 단어들이 요한 

향을 미치는지 각 단어의 어텐션 경로  가 치 

등을 시각화하여 설명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변환한 입력문을 활용

하여 어텐션 경로 차이를 비교한 방식을 사용하 으

며, 이러한 방법은 단일 입력문의 어텐션 분석 방법

보다 설명력이 우수하고 번역 오류 요인 탐지에도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

로 입력문 자체에 하여 기계번역 서비스가 어떤 

번역 오류들을 많이 발생시키는지에 하여 귀납  

근으로 정리하는 수 에 머물 지만, 본 연구에서

는 어텐션 가 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기계번역 

알고리즘이 왜 오번역하는지 exBERT를 이용해 시

각 으로 탐색하고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재까지 exBERT의 어텐션 시각화를 통하여 

기계번역 서비스의 설명가능성에 한 연구와 번

역 요류 요인 탐색에 한 연구는 주로 어 번역

에 많이 집 되어 있으며, 한국어 번역에 한 연

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비록 본 연구는 딥

러닝 자연어처리 알고리즘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특정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객 이나 수

치 으로 해석(interpret)하거나 증명하지는 못했

지만,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즉 

XAI(eXplainable AI) 측면에서 유의미한 근법을 

제안하 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계번역 알고리즘을 자주 사용

하는 번역자나 련 연구자들이 알고리즘 내부의 분

석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연구에서 사용한 exBERT-RoBERTa 모형은 

다국어 번역 모형으로서, 한국어, 국어, 어를 포

함한 100여개 언어에 한 어텐션 분석을 지원하기 

때문에, 향후 확장된 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 한

다. 한 기계번역 알고리즘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

자들은 연구에서 사용한 ‘변환한 입력문’과 어텐션 

경로 차이를 분석하는 방식을 통하여, 번역 오류 요

인에 해 탐색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구어체 학습 

데이터 구축이나 자사의 알고리즘 번역 품질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본 연구의 한계 을 보면, 우선 네이버 

고나 구  번역에서 실제 사용한 번역 알고리즘 모

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지 못한 , 그리고 탐색된 번

역 오류 요인에 한 알고리즘의 객  검증이 충

분하지 못했다는 을 들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

서는 문장 기호를 생략하거나 구어체 어법 오류들이 

포함된 특수 말뭉치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학습 

데이터로 삼고 번역 모형을 구축해보면서, 채  등 

구어체 번역 정확도 개선에 한 실험을 통하여 객

인 검증 결과를 얻고자 한다.

한 RoBERTa 모형은 강력한 모형이지만, 오직 

기계번역의 인코더 단계의 Self-Attention만 지원

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어텐

션 경로, 즉 입력문 단어와 번역문 단어 사이의 변역 

경로를 어텐션 방식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이를 사용한 번역 과

정 시각화  오류 요인 탐지에 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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