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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한문(고전문언문) 기계번역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언한 것이다. 기계
번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규칙 기반 기계번역(RBMT: Rule-Based Machine Translation)부
터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NMT : Neural Machine Translation)에 이르기까지 기계번역 기술의 발
달 과정과 신경망 기계번역의 원리와 성능 향상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기법들을 소개하였다.
고전문언문 기계번역은 바이두에서 제공하는 기계번역기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개발한 번
역기 2종이 있다. 바이두 번역기는 다양한 오류가 발견되나 전반적인 번역 성능은 한국고전
번역원 번역기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한국고전번역원 번역기는 특정 분야에서는 바이두
번역기에 비해 나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문언문 번역에서는 바이두 번역기에
비해 뒤지는 성능을 보여준다. 문언문 기계번역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번역
플랫폼 구축, 양질의 병렬코퍼스 확충, 기계번역 성능 향상을 위한 부가 시스템 개발, 신뢰도
높은 번역평가 방식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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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디지털 기술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
던 인문학자들 사이에서는 디지털과 접목하지 않고는 미구에 도태되고 말리라는 불안감마저
형성되고 있다.
漢字와 漢文(古典文言文)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연구방법론으로는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토픽 모델링, 코퍼스 구축, 시각화(visualization),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의미망(semantic network) 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대표자형 선정, 사용빈도 조사, 共起 관
계 파악, 시기별 지역별 한자 사용 양상, 고문헌 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알
고리즘 기술을 이용한 한자인식과 고전문언문 기계번역은 기술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디지
털 기술을 전문 지식을 갖춘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온 분야에 적용하려는 것이라
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고전문언문의 기계번역 현황에 대해 소개
하고, 향후의 과제까지 제안하고자 한다.

2. 기계번역 모델의 발달
오늘날 기계번역 하면 대부분 구글이나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서 제공하는 번역기를 떠올
리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번역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계
번역은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1947년 록펠러 재단의 웨이버(W. Weaver)가 언어학적 배경 없이
터키어를 기계적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을 시초로 본다. 그는 문자의 빈도, 문자의
조합, 문자와 문자 조합 사이의 간격, 문자 패턴 등을 찾음으로써 기계번역이 가능하다고 생
각했으며,1) 문학작품을 제외한 텍스트에는 논리적인 언어 요소가 있다는 가정 하에 1943년
매컬로치(W.

McCulloch)와

피츠(W.

Pitts)가

증명한

인공뉴런

이론이

번역의

기계화

(mechanization of translation)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기계번역 수준은
매우 낮아 문장을 사전으로 바꿔주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기계번역 연구는
계속 진행됐다. 이후 기계번역 기술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나갔다.
그 첫 번째가 ‘규칙 기반 기계번역(RBMT: Rule-Based Machine Translation)’이다. 개발자가
1) Weaver, W. The mathematics of communication. Scientific American, 181(1). 1949,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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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규칙에 따라 시스템이 번역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규정된 단어의 배열과 어법에 따라
번역해내는 ‘직접적인 기계번역(DMT: Direct Machine Translation)’을 거쳐 다국어를 좀 더 효
과적으로 번역하게 하기 위해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 ‘중간언어
(Interlingua)’를 거치도록 한 ‘중간언어 기계번역(IMT : Inter-lingual Machine Translation)’이 등
장했다. IMT 방식은 각국의 언어를 모두 포함하는 가상의 중간언어를 매개체로 활용했기 때
문에 보다 적은 규칙으로 효율적인 번역이 가능했다. 이러한 RBMT은 알고리즘의 기초를 문
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번역의 정확성이 비교적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
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 역시 존재했다.
짧은 시기 안에 성공적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답보상태에 있던 기계번역은
1990년 전후로 말뭉치 기반 기계 번역(Corpus-based Machine Translation)이 등장하면서 크게 발
전하게 된다. 말뭉치 기반 기계번역은 크게 ‘예시 기반 기계번역(EBMT: Example-based
Machine Translation)’와 ‘통계기반 자동번역(SMT: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으로 나뉜다.
EBMT는 1984년 교토대학의 나가오 마코토(長尾真)가 제안한 것으로, 번역한 원문과 번역
문의 정보를 그대로 저장해두었다가 똑같은 문장의 번역 요청이 있을 시 저장한 정보를 활용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발상은 인간이 외국어를 배울 때 거치는 ‘유추’의 과정에서 착안한 것
이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외국어를 처음 접하면, 복잡한 문법 이론을 배우기보다는 우선 그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암기한 뒤, 그 문장이 모국어로 쓰인 같은 내용의 문장과 어떻
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EBMT에서도 먼저 번역 시스템에 다른 언어로 이루어
진 한 쌍의 문장을 입력하고, 그 다음으로 입력한 문장에서 단어 하나만 바꾼 문장을 입력하
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시스템이 두 문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시스템은 해당 언어의 문장 구조와 두 언어의 단어가 대응되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EBMT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며 인기를 끌었으나, 수많은 단어에 대한 동의어,
반의어 관계를 모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등 실용적인 구현에 한계가 있었다.
SMT는 기계번역 역사의 초창기였던 1949년에 등장한 아이디어지만, 당시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기에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IBM 왓슨 연구소에서 새
로운 확률론적 기법을 적용하여 놀랄 만한 성과를 보여준 이후 기계번역의 주류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SMT는 번역문을 이루는 구절의 반 이상을 거의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었
으며, 구글 번역 서비스 등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SMT는 언어학의 기존 개념에 의존하
지 않은 채,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에서 주어진 문장에 대응될 확률이 가장 큰 문장을 선택하
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을 단어 혹은 구절 단위로 분할하고, 각 단위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후 다시 문장으로 합치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다만 각 단위를 다
른 언어로 번역할 때 가능한 모든 경우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번역되는 언
어의 문장에서 어떤 선택지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지 확률로 나타내고, 더 큰 확률을 보이
는 선택지에 가중치를 둔다. 이후 번역된 단위를 합칠 때에도 가능한 여러 조합을 번역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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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쓰인 문장과 비교함으로써 가장 유사성이 높은 문장을 선택한다. SMT는 통계화 방식을
‘단어’로 하느냐, ‘구절’로 하느냐에 따라 번역 방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단어 기반일 때
에는 단어 조합 및 배열에 초점을 두고, 구절을 기반으로 한다면 구(혹은 말뭉치)에 초점을
두는데, 문맥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구절이 주로 사용된다. SMT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번
역 방식을 익힌다는 점에서 RBMT보다 번역 구현이 용이하며, 번역 완성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SMT 방식 역시 두 언어의 어순이 다른 경우 각 단위를 순서에 맞춰 배열하기 어
렵고, 번역될 문장이 정확한지 파악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는 등의 난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한동안 정체되었던 기계번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이 바로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NMT : Neural Machine Translation)이다.
심층학습(Deep learning) 연구가 축적되면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통계 모델 등을 사람이
일일이 정하는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인공신경망을 통해 SMT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제 식물원에 갔다’는 한국어 문장과 영어로 쓴 ‘I went to the botanical garden
yesterday’라는 문장에서 서로 대응되는 구절을 짝지으면, 영어 문장에서 ‘I’에 해당하는 주어
를 한국어로 쓰인 문장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단어 정렬로 불리는 이 문제는 SMT가 극복해야
할 맹점 중 하나였는데, 이런 문제들을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인공신경망은 SMT를 보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몬트리올대학의 박사 후 과정
중에 있던 뉴욕대학교 조경현 교수 등이 2014년 발표한 논문을 계기로 역전되었다.2) 논문에
서 제안한 순환신경망 인코더-디코더(RNN Encoder-Decoder) 기술을 통해 SMT의 성능을 향상
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새로운 기계번역 기술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여
러 인공신경망은 이전에 주어진 정보와 현재 주어진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는데, 순환신경망(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은 이전 시점에서의 계산 결과가
뒤이은 시점의 입력으로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신경망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것이다.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RNN은 순차적인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
기계번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를 단어, 어순, 문법 등 여러 요인이 포함
된 ‘벡터(vector)’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임베딩(embedding), 혹은 인코딩(encoding)
이라 한다. 문장 단위를 적절하게 임베딩하면 문장 단위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고, 이
는 더 좋은 번역 성능으로 이어진다. RNN 인코더-디코더에서는 RNN에 문장 단위를 하나씩
입력함으로써 임베딩을 수행한다. 이렇게 임베딩된 벡터를 또 다른 RNN에 입력해 그 역과정
을 수행하도록 하되,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로 문장 단위가 출력되도록 하면 인공신경망만으로
도 번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인 바, 잘 정제된 ‘병렬 말뭉치’를 활용해 두 RNN을 학습시킴
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재 NMT의 토대가 되었다.
2) Cho et al. Learning Phrase Representations using RNN Encoder–Decoder for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arXiv:1406.1078v3, 2014.

古典文言文 기계번역의 현황과 과제 25

NMT의 또 하나의 특징은 SMT에 비해서 단순하면서도 범용적인 성능을 낸다는 데 있다.
SMT는 언어 단위의 분할 및 병렬코퍼스에서 대역어를 찾는 정렬 과정이 필요한데, 다른 어
군에 속한 언어 간에 나타나는 오류 현상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어순 차이가 큰 경우
에는 원거리 의존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별도의 처리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비해
NMT는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읽어 들인 다음 심층학습을 통해 획득한 매개변수(parameter)를
활용하여 해당 문장에 대응하는 최적의 번역문을 통째로 생성해내는 과정, 곧 ‘end-to-end’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추론을 통해 번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거리 의존
관계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NMT 기술은 자동번역은 물론 음성인식, 필기 인식, 주가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
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번역으로 한정하더라도 구글의 GNMT(Google Neural Machine Translation)
를 위시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페이스북(Facebook), 중국의 바이두(Baidu), 러시아의 얀
덱스(Yandex) 등 각국의 주요 포털기업들이 앞 다투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번역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네이버의 파파고(Papago)와 고전문헌 번역에 적용된 시스트
란(SYSTRAN)의 PNMT 등이 있다.
한편 2017년 5월, 페이스북은 자동번역기의 전체 구조에서 합성곱 신경망 기술(CNN :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적용한 ConvS2S를 발표했는데, 이 모델은 구글의 RNN 모델
에 비해 속도가 9배 이상 빨랐고, 정확도 역시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3) CNN은 데이터
의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다층신경망 구조 중 하나로,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 사용하는
컨볼루션 기법을 인공신경망에 적용한 기술이다. 구글 브레인팀도 거의 동일한 시기에 유사
한 위치정보가 들어있는 CNN 기반 자동번역 SliceNet을 발표했으며,4) 같은 해에 트랜스포머
(Transformer)라는 새로운 구조의 자동번역 기술도 공개했다. 트랜스포머 딥러닝 번역 모델은
높은 정밀도와 적은 연산으로 기존의 RNN과 CNN 모델의 성능을 능가하였다. 특히 이 엔진
에 도입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Self-Attention Mechanism)은 각 문장의 내부 요소 간의 상관
관계를 단어별로 학습하여 함축하고 어휘의 모호성을 해결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5)
RNN 모델에서는 부적절한 직역으로 인해 의미가 불명료해지거나, 일부가 누락되어 의미
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접속사나 특정 표현들이 과도하게 반복해서 나타나며, 전문용어가
3) 페이스북의 FAIR팀에서 합성곱 신경망 기반 자동번역모델을 공개하였다. CNN으로 시퀀스를 처리하는 방식
으로 자동번역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켰던 모델이다. 모델 및 소스코드는 다음 링크 참조: https://github.com/
facebookresearch/fairseq
4) Accelerating Deep Learning Research with the Tensor2Tensor Library. 구글AI블로그, 2017.06.17., https://ai.googleblog.
com/2017/06/accelerating-deep-learning-research.html
5) 구글에 따르면, “신경망 아키텍처인 트랜스포머의 경우, 학습에 필요한 계산량이 다른 신경망보다 압도적
으로 적기 때문에 언어 이해 작업에 더 뛰어나다”. 구글은 이어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변형한 알고리즘이
계산 성능이나 번역 정밀도가 높아 여전히 상용 번역 엔진에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Transformer: A
Novel Neural Network Architecture for Language Understanding. 구글AI블로그, 2017.08.31., https://ai.googleblog.
com/2017/08/transformer-novel-neural-netwo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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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며, 한국어의 경우 조사 오류가 심각하게 나타나
는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
하게 저하되어, 의미 전달의 오류가 심각해지는 경향도 관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최근의 번역 모델에서는 앞서 소개한 어텐션 메커니즘 외에도 LSTM(Long Short Term
Memory)나 GRU(Gated Recurrent Unit) 등의 기법을 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밖에 번역
코퍼스나 辭典에 없는 미등록 단어를 처리하는 단어조각 모델(Wordpiece Model), 복잡한 번역
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데이터를 병렬화하는 모델인 Downpour SGD(Stochastic Gradeint
Descent) 알고리즘, 대량의 코퍼스에서 빠르게 번역문장을 찾는 빔서치(Beam Search) 기법 등
도 활용되고 있다.
RNN 모델은 문장 정보를 사용해 전체 문맥을 파악한 후 단어의 순서, 문맥 의미 등을 반
영해 자동으로 번역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인간이 구사하는 자연어와 유사하게 번역되며,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는 특징이 있
다. 하지만 언어는 매우 복잡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에 RNN 알고리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도 있다. 특히 고전문언문 번역에서 두드러지는데, 양질의 병렬데이터가 충분하지 않
은 경우, 기계번역의 품질이 향상되지 않는다. 심지어 질 낮은 학습데이터가 기계번역 시스템
에서 계속 사용되면, 번역품질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
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한편 기계번역은 데이터에 정답 레이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의 기술적 발
전이 대부분 지도학습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비지도 내지 준지도학습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지도학습에 기반을 둔 번역에서는 원문과 번역문의 문장마다 정렬된 병렬코퍼스를 제공해 주
고 각 언어의 문장 간의 연관성을 컴퓨터가 학습하도록 한다. 이 학습방법은 현재 기계번역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 상용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지도학습 기반의 신경망 기계
번역은 RNN 알고리즘을 토대로 발전했다. RNN은 순차적인 데이터(Sequential Data) 분석에 많
이 활용된다. 기계번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언어도 일종의 시간에 따른 순차적인 순서를 지
닌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RNN 알고리즘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신경망 기계번역은
RNN을 이용하여 입력 언어와 출력 언어의 확률분포함수 계산을 통해 최적의 번역결과물을
찾는 과정으로 설계된다.6)
현대에는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어 단기간에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학습 샘플마다 기계 학습에서 목표로 하는 정보를 추가하는 데
이터 가공작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공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
를 사용하여 목적에 맞는 기계학습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빅데이
6) 자세한 수식은 Wu, Yonghui. et al. Google’s Neural Machine Translation System: Bridging the Gap between
human and machine translation. arXiv:1609.08144v2, October 8,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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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궁극적인 과제다. 이러한 기계번역용 데이터 가공을 위한 비용 및
부족한 기계학습 리소스에 대한 방안으로 비지도학습 기반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지도학습은 기계 학습 과업에서 특히 군집화, 확률밀도 추정, 공간 변환, 특징 추출, 차원
축소 등에 활용되고 데이터에 내재된 구조를 파악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비지도학습은 대역어 관계로 구성된 병렬코퍼스 데이터 없이 자동번역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원문과 번역문의 단일어 코퍼스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잠재 공간(Latent Space)을 학
습하고 공유된 특징 공간(Feature Space)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자동번역을 수행한다. 이 기
술에는 원문과 번역문에 대한 다국어 워드 임베딩 기술,7) 생성 대립 네트워크(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8) 역번역(Back-Translation), 언어모델링(Language Modeling) 기술
이 결합되어 있으며, 아직 상용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도, 비지도학습 모델들이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다. 적은 양의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번역 품질을 높이는 연구, 초기 데이터셋의 가공에서부
터 노이즈를 제거하여 순도 높은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안, 번역과 관련한 다양한 참조번역
(Reference)을 제공하여 번역 품질을 높이는 방안,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심층 강화학습을
제고하는 방안,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병렬로 구성하는 방안 등, 도메인에 따라 다양
한 모델들이 출현하고 있다.

3. 기계번역 알고리즘과 성능 향상을 위한 메커니즘
NMT 모델은 인코더(Encoder)와 디코더(Decoder)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데, 인코더는 입력한
문장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정보를 추상화해 학습하고, 디코더는 추상화한 정보를 번역어
로 복원‧생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원문을 고정길이 벡터로 인코딩한
후, 그 벡터를 번역문으로 디코딩하여 학습하는 방식이다. 기본 확률 모델과 달리 단어와 문
자를 고차원 벡터로 표현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벡터 간의 연산을 통해 유사어를 분류
하는 과정을 거쳐 번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언어적 특성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학
습할 신경망 구조만 결정하면, 종단 간 기계학습을 통해 원문-번역문 간의 학습을 직접 수행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품사 및 구문, 더 나아가 단어의 의미 정보를 추가로 인코딩할 수도
있다.
7) 다국어 워드 임베딩은 단어를 고차원 벡터 공간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국어의 경우에도 상관성이 높은
단어일수록 근접한 거리에 있도록 학습하는 기술이다.
8) 생성 대립 네트워크 기술은 컴퓨터 비전 딥러닝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로서 생성자 네트워크와
판별자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실제에 가까운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생성 모델
(generative mod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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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NMT의 구조 (Wu et al., 2016)

<그림 1>과 같이 구글 신경망 기계번역은 인코더(Encoder) 네트워크와 디코더(Decoder) 네
트워크, 그리고 그 사이에 어텐션 네트워크가 결합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인코더 네트워
크와 디코더 네트워크에는 8개의 층(layer)이 존재한다. 인공 신경망 이론의 핵심 중 하나가
은닉층(hidden layer)을 설계하는 것인데, 층을 얼마나 많이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층이 깊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Wu et al.(2016)에서는 8개
의 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여 인코더와 디코더에 8개의
층을 설정하였다. 또한 신경망 기계번역은 대량의 병렬코퍼스를 학습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
해 여러 개의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병렬화하여 사용한다. <그림 1>의 각 층은 별도
의 GPU로 모델 병렬화(Model Parallelism)하여 최신 컴퓨터 하드웨어에 맞는 딥러닝 아키텍처
를 구현하였다.
<그림 1>에서 보다시피, 인코더 네트워크에는 입력 문장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모두 8개의 LSTM 층을 두었다. 신경망 기계학습 과정에서는 양방향 순환신경망(Bi-Directional
RNN)과 단방향 순환신경망(Uni-Directional RNN)이 언어적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데, Wu et al.(2016)에서는 두 종류의 RNN을 모두 사용하였다. 인코더의 첫 번째 GPU1에서는
입력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들여 정보를 저장한다. 그 다음 GPU2에서는 문장을
역방향(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들여 정보를 저장한다. 이처럼 양방향 순환신경망을 사용
하면 어순의 차이가 큰 두 언어의 번역을 할 때 원문과 번역문의 성분의 분포가 멀어져도 양
쪽 방향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어 원거리에 분포하는 대역어를 포착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
러나 모든 LSTM 층을 양방향으로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GPU1과 GPU2에 한하여 양방향
으로 설계하였으며, GPU3에서부터는 모두 단방향으로만 처리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LSTM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는 잔차 연결(Residual Connection) 방식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데, 이는
다수의 층에서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Vanishing Gradient) 문제를 해결하여 원활하게 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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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도록 한다.
디코더 네트워크는 인코더를 통해 획득된 정보에 대응되는 번역문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
다. 즉, 병렬코퍼스로 학습된 정보를 토대로 입력 문자열에 가장 적합한 번역문을 찾는 과정
이다. RNN 모델이 적용된 LSTM 층과 소프트맥스(Softmax)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프트
맥스는 일종의 확률값을 보여주는 것으로, 출력할 번역문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소프트맥
스 함수는 입력 문자열에 대응되는 번역문을 확률 점수에 따라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보
여주며, 여러 후보 중에서 P(Y|X)가 가장 높은 출력 언어 문장을 생성해낸다.
그러나 디코더 네트워크가 여러 층위의 복잡한 구조를 가지면 확률적으로 가장 적절한 문
장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찾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알고리즘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는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빔
서치 모델이 사용된다. 신경망 기계번역에서 디코더가 출력할 수 있는 문장은 대개 병렬코퍼
스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로 구성된다. 빈도수가 낮거나 병렬코퍼스에 등장하지 않아 번역
하기 곤란한 어휘는 대개 복사 방법론(Copy Mechanism), 곧 해석이 되지 않는 단어는 입력
언어를 그대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 밖에도 저빈도 단어, 미등록 단어를 번역하는
방법으로는 이전에 훈련된 단어 모델을 사용하여 단어를 분리한 후 각각의 의미를 바탕으로
적합한 의미를 추론하는 단어조각 모델이나 혼합된 단어·문자모델(Mixed Word-Character
Model) 등도 활용된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신경망 기계번역 과정에서 긴 문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개
발된 방법으로, 말 그대로 ‘집중’해서 봐야 할 정보를 포착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글 신경망 번역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위치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집중해서 봐야 할 문맥 정보를 벡터 형태로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어텐션 메커니
즘은 인코더가 생성한 정보와 디코더가 생성한 정보를 모두 읽어 들이고, 그 다음에 출력할
언어 표현을 예측하기 위해 집중해서 봐야 할 문맥 정보 벡터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경망인 FFNN(Feed Forward Neural Network)이 활용된다.
RNN 번역 모델은 입력 언어의 길이에 상관없이 고정된 차원의 벡터로 부호화한다. 짧은
문장은 고정된 차원의 벡터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고정된 벡터
로 모두 부호화하기가 어려워진다. 부득이하게 정보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긴 문장을 고
정된 벡터 안에 압축시켜서 처리하게 되며, 그 결과 긴 문장은 번역품질이 낮아지게 된다. 하
지만 벡터 공간을 늘리면 연산량이 증가하여 효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무작정 늘릴 수도 없
다. 따라서 실제 신경망 기계번역에서는 구글과 같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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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두 번역기의 문언문 번역
일반적인 기계번역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상당히 많지만 고전문언문에 관한 연구 성과는
2019년 바이두 번역기를 대상으로 한 논고가 유일하다.9) 주지하다시피 한문은 자연어에 비해
코퍼스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을뿐더러 학습과정에 필요한 질 좋은 참조번역문은 더더욱 적
다. 寫作 시기에 따른 변화가 다양하고 표현의 차이가 매우 크며, 문법 규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띄어쓰기, 문장부호, 표점 등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하느냐에 따
라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문은 기계번역 분야에서도 매우 난해
한 영역으로 꼽히며, 수요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기계번역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 역시 높지 못
한 편이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문고전 자동번역(시험판)’(이하 번역원 번역기)을 개발하기
전까지 중국의 바이두 번역기(바이두翻译: BaiduMT)만이 문언문 기계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번역기였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바이두 번역 시스템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못지않은 강력한 신경망 엔진이 장착되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200종을 상회하는 언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소개되
어 있다. 바이두 역시 심층 신경망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다중언어 기계번역(Multilingual
Machine Translation) 방식을 채택한 점이 특징이다. 다중언어 기계번역은 병렬코퍼스를 하나로
모아 학습하는 것으로, <그림 2>와 같이 영어－프랑스어, 영어－스페인어, 영어－독일어, 영어
－포르투갈어 등 다양한 언어의 병렬코퍼스를 하나로 합쳐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처
럼 언어 종류가 다른 여러 병렬코퍼스를 다층적으로 학습하면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의미

<그림 2> 바이두 다중 타겟 언어 번역을 위한 다중 언어 학습

프레임 워크 (Daxiang Dong et al. 2015)
9) 조성덕 외, 〈바이두(百度) 번역기의 한문고전 번역 수준과 향후의 과제〉, 《한문학논집》 53집, 근역한문학
회, 2019, 11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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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귀납할 수 있으며, 임베딩 단계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Dong et
al.(2015)에 따르면 다중의 병렬코퍼스를 결합하여 구축된 바이두 기계번역 시스템은 단순한
신경망 모델보다 성능도 뛰어나고 정확도도 높다고 한다.10)
일반적으로 자연어의 기계번역을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어휘
사전의 활용 등의 정제과정이 필요하며, 그 정제 수준에 따라 번역 품질에 큰 차이가 발생한
다. 전처리 과정은 입력 문자열(input string)에서 기호, 숫자, 문장부호 등을 추출하는 작업이
며, 형태소 분석은 자연언어 분석의 첫 단계로, 단어 단위로 분리된 입력 문자열로부터 각각
의 형태소를 분리하고,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나 굴절 현상이 일어난 단어는 원형으로 복원하
는 과정이다. 구문 분석은 자연어를 다시쓰기규칙(rewriting rule, 重寫規則)이라 불리는 방식으
로 품사 기호와 구문 기호를 사용하여 자연언어의 문법을 문맥자유문법(context-free grammar)
의 형태로 기술한 것이며(중국어의 경우 방향 보어, 連動文 처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어휘
사전의 활용이란 단음절/복음절어, 중첩어, 連語(collocations, 搭配) 및 빈도, 성씨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번역과정에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신경망 기계번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두 번역기의 경우, 학습데이터의 유형 및 정제에 관한 정
보를 공개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2019년 3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
도로 정제한 데이터를 쓰지 않은 것은 분명한 듯하며, 이는 신경망 기계번역의 번역 체계 및
프로세스에 비춰볼 때 납득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이전에 검증과정에서 사용하였던 문장을 재차 투입하여 그간 어떤 변화가 있
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새로운 문장 몇 종을 추가 투입하여 번역원 번역기와의 번역 성능
을 비교해보았다.11)

10) Dong, Daxiang. et al., Multi-Task Learning for Multiple Language Translation. Proceedings of the 53rd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1, 2015, pp.1723-1732. 이하 바이두 번역기 모델
에 대해서는 조성덕 외(2019)에서 이미 다룬 바 있으나, 이번 발표주제와 밀접한 내용이기에 필요한 부분
만 발췌하여 인용한다.
11) 2019년에는 백문(가공되지 않은 원문), 띄어쓰기, 표점, 인용부호 등을 각각 구별하여 테스트하였으나, 이
번에는 번역원 번역기와 유사한 조건에서 검증하기 위해 원문에 쉼표, 마침표(고리점)만 추가한 문장으로
테스트하였다. 번역원 번역기는 번역하고자 하는 원문의 문장 끝에 마침표를 입력해야 정확한 번역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용부호, 콜론, 세미콜론 등이 포함되면 번역문을 얻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이두翻译의 경우, 입력문은 번체자로 입력하되 출력문은 바이두 번역기의 출력 방식 그대로
간화자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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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번호

荀子

治國者 敬其寶, 愛其器, 任其用, 除其妖。

公羊傳
孫子
兵法

貶。曷爲貶? 疾始滅也。始滅昉於此乎?

三軍之衆, 可使必受敵而無敗者, 奇正是也。兵

之所加, 如以碬投卵者, 虛實是也。

以才高當爲將相,

能下者宜爲農

妃敎廢恭讓。

人心已去, 不可爲社稷生靈主, 請廢之。” 遂奉

侍中裵克廉等白王大妃曰: “今王昏暗, 君道已失,

寡悔, 祿在其中矣。

寡尤；多見闕殆, 慎行其餘, 則寡悔。言寡尤, 行

子張學干祿。 子曰：“多聞闕疑, 慎言其餘, 則

商。

世之論事者,

兮, 恐年歲之不吾與。

實錄

太祖

論語

論衡

離騷

春秋

無駭帥師入極。無駭者何? 展無駭也。何以不氏?

紉秋蘭以爲佩。汩余若將不及

法言

用賦也, 則賈誼升堂, 相如入室矣。如其不用何?”

扈江離與闢芷兮,

揚子

“詩人之賦麗以則, 辭人之賦麗以淫。如孔氏之門

成於內, 而名立於後世矣。”

故順可移於長。居家理, 故治可移於官。 是以行

孝經

繁露

故忠可移於君。事兄悌,

春秋

謂一元者, 大始也。知元年誌者, 大人之所重, 小

人之所輕。是故治國之端在正名。

子曰：“君子之事親孝,

출전

결역

么我们后悔。说话少过失，行寡悔，禄在其中矣。

余，那么我们尤其；多见朝廷危险，慎行其余，那

子张学习求职。孔子说： “ 听说朝廷怀疑，慎言其

的应该是农商。

主，请求废除他。” 于是奉妃敎废弃恭敬谦让。

请求废除他。” 是，奉太妃敎废弃恭敬谦让。

已经失去，人的心已经离开了，不可为国家百姓 经失去，人的心已经离开了，不可为国家百姓主，

矣。
侍中裵克廉等白王大妃说：“现在大王昏暗，君道 侍中裵克廉等白王大妃说：“现在大王昏暗，君道已

那么我们后悔。说话少过失，行寡悔，禄在其中

余，那么我们尤其；多见朝廷危险，慎行其余，

子张学习求职。孔子说：听说朝廷怀疑，慎言其

下的应该是农商。

오역

오역

추정

社会上的议论事情的人，认为才高应为将相，能 社会上的议论事情的人，认为才高应为将相，能下 기학습

巾，担心年龄的不与我。

결역

巾，担心年龄的不与我。

오역

展无骇

결역

消灭了。开始了防在这吗?
了。开始了防在这吗?
全军，可以使必受敌而不会失败的，正是这样
全军，可以使必受敌而不会失败的，正是这样的。
的。军队的增加，如以碬把鸡蛋的人，事实是这
军队的增加，如以碬把鸡蛋的人，事实是这样的。
样的。
我身披幽香的江离白芷啊，缝纫秋兰作为佩带。 我身披幽香的江离白芷啊，缝纫秋兰作为佩带。

什么?”
展无 无骇率领军队进入极。不要害怕的是什么?

오역

오역

오역

비고

骇啊。为什么不氏? 贬。为什么要贬低? 有病才 啊。为什么不氏? 贬。为什么要贬低? 有病才消灭

使用什么?”
无骇率领军队进入极。不要害怕的是什么?

用赋的，那么贾谊堂，相如进入房间了。如果不 赋的，那么贾谊堂，相如进入房间了。如果不使用

内，而名声建立在后世了。”
声建立在后世了。”
“诗人之赋丽以则，诗人的赋丽以淫。如孔子的门 “诗人之诗丽以则，诗人的赋丽以淫。如孔子的门用

居家理，所以治理可以转移到官。因此行成于 理，所以治理可以转移到官。因此行成于内，而名

给你。侍奉兄长友爱，所以李顺可以转移到长。 你。侍奉兄长友爱，所以李顺可以转移到长。居家

了那些妖怪。
了那些妖怪。
孔子说：“君子侍奉双亲孝顺，所以忠臣可以转移 孔子说：“君子侍奉双亲孝顺，所以忠臣可以转移给

正确的名称。
的名称。
理国家的人对他的宝贝，爱他的工具，任用，除 治理国家的人对他的宝贝，爱他的工具，任用，除

人是重要的，普通人轻视。所以治理国家的端在 是重要的，普通人轻视。所以治理国家的端在正确

B. 바이두翻译 번역문(2019.03.04.~03.10)
C. 바이두翻译 번역문(2021.06.26)
对一元的, 非常开始的。目的了解元年，伟大的 对一元的，非常开始的。目的了解元年，伟大的人

<표 1> ‘바이두翻译’의 문언문 번역 결과

A.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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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두 번역기에서는 대량의 문언문 코퍼스를 심층학습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중문 번역문을 문언문으로 역번역했을 때 원문과 동일한 문장으로
번역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일정 수준 이상의 문언문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사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문언문을 입력할 때, 상세표점 텍스트와 방점 텍스트, 그리고 기본 표점 텍스트에서
공히 대체로 동일한 번역 결과를 보였다. 이로 볼 때 바이두 번역기는 기본 표점만으로도 전
후 문맥을 스스로 판단하여 상세표점에 준하는 수준의 번역을 해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점이 없는 문장은 띄어쓰기한 문장이건 붙여쓰기한 문장이건 동일하게 대체로 번역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입력 원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오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언문의 문장 성분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1번 ‘正名’, 2번 ‘任其用 除其妖’), 어휘의 의미를 잘못 선택한 경우(7번 ‘年歲’)도 빈번하였으
며, 전후에 위치한 다른 어휘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3번 ‘故順可移於長’, 4번 ‘升堂’, 6번 ‘奇正
是也’ ‘虛實是也’), 결역(7번 ‘汩余若將不及兮’), 고유명사를 잘못 파악한 오류(5번 ‘無駭’, 10번
‘遂奉妃敎廢恭讓’) 등도 있었다.12)
한편 이전과 다른 결과를 얻은 사례도 2건 있었다. 2번의 ‘治國’이 ‘理国家’에서 ‘治理国
家’로, 10번의 ‘遂奉妃敎~’가 ‘于是奉妃敎~’에서 ‘于是, 奉太妃敎~’로 번역된 것이 그것으로, 이
전보다 다소 명료한 느낌을 준다. 샘플이 적어 지난 2년간 바이두 번역기의 문언문 번역이
향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완만하게라도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5. 한국고전번역원 ‘한문고전 자동번역’ 개발과정과 성능평가
‘한문고전 자동번역’은 2017년 한국고전번역원과 충남대학교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의 하나로 수행한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과물이다. 총
5년의 사업기간 동안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을 비롯하여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한국 한문
고전문헌을 고전번역 전문가가 아닌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자동번역 등 ICT 기반의 신기술을
통해 번역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 3>에 나타나 있다시피, 이 사업은 2017년 기반구축을 시작으로 2018년 고도화, 2019
년 도메인 확충, 2020년 대국민서비스 확대, 2021년 대국민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
며, 현재까지 정부 예산 43억 원이 투입되었다. 그간 사업주체는 목표대로 《승정원일기》 자동
번역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번역자를 위한 ‘번역공정관리시스템’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한
문고전자동번역서비스’ 사이트도 개발하였지만, 사업 대상 코퍼스 중 《일성록》이 빠지고 한국
12) 조성덕 외, 상게문, 11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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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연구원에서 天文 관련 기록을 모은 ‘天文古典’ 코퍼스가 활용되는 등 일부 변화도 있었다.

<그림 3>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의 개요
(〈2018년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고도화 착수보고회 자료집〉)

〈2018년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고도화 착수보고회 자료집〉에 제시된 그
간의 사업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승정원일기》 자동번역 모델 개발
◦고전문헌(《승정원일기》 원문/번역문, ‘천문고전’ 원문/번역문) DB를 정제한 코퍼스
(corpus, 말뭉치) 구축
◦고전문헌(《승정원일기》 원문/번역문, ‘천문고전’ 원문/번역문) 코퍼스를 토대로 《승정원일
기》 전용 자동번역 모델 생성
◦고전문헌 자동번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고전문헌 DB를 활용한 자기진화형 기계학습 기반 자동번역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② 번역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번역 지원 및 공유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자동번역 결과물에 대한 번역자의 피드백(윤문/교열)과 코퍼스 자동 축적기능
을 통한 자기진화형 기계학습 기능을 탑재한 번역공정지원시스템 구축, 이를 통한 자동
번역 순환 서비스 기반 마련
◦번역자에게 자동번역 서비스 및 표준 사전 및 어휘‧용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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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공
◦번역사업 관리자의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제공
③ 한문고전자동번역서비스 사이트 개발
◦번역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고전문헌 자동번역 선순환 체계를 확대함으
로써, 전문번역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고품질의 고전문헌 번역 성과물을 학계와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급하여 국가기록유산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동번역 모델 개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가 함께 도
출되었다.13)
첫째, 학습 코퍼스 구축. 3년간 약 129만 쌍의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기계번
역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알려진 40만 어절을 3배 상회하는 분량이다.
<표 2>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의 코퍼스 구축 현황

항목

구축왕대(서종)

구축량

구축년도

인조대(1년1월16년5월)

144,000

2018~2019

영조대(1년1월~10년10월)

800,000

2017~2019

고종대(1년1월~11년12월)

149,000

2018~2019

조선왕조실록

정조대(즉위년~22년12월)

132,000

2018

천문고전

《고려사》 외 39종

60,000

2019

《승정원일기》

총계

1,290,000

둘째, 기계번역 알고리즘의 개발. 본 사업에 적용한 모델은 신경망 기반 모델인 시스트란의
PNMT다. 모델 적용 방식은 우선 다양한 조합의 병렬코퍼스를 원문과 번역문 기준으로 전처
리하고, 토큰을 어떤 단위로 분석할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완료한 다음, 데이터 기반으로 샘
플링하여 인공신경망에 입력한 후 번역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이다. 데이터셋(Data-Set) 조합
중에는 기존 번역을 역번역하는 모델을 통해 생성된 합성코퍼스(Synthetic Corpus)도 적용하였다.
이를 번역엔진에 적합하게 정의한 후, 주요 성능 요인이 되는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14)
세트를 구성하여 자동번역모델 성능을 튜닝하게 된다. <그림 4>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나타
낸 것인데, 2단계부터 5단계까지 번역 모델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어텐션
메커니즘, 빔서치 알고리즘 외에도 역번역, 조기 멈춤(Early Stopping), 노이즈 믹스(Noise-Mix),
13)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 제31회 연구집담회 발표자료집〉, 2020, 17쪽.
14) 하이퍼파라미터란 인공신경망 자동번역 모델에 직접 설정해야 할 튜닝 옵션으로, 기계학습의 성능을 최적
화하거나, 편향(bias)과 분산(variance) 사이의 균형을 맞출 때 알고리즘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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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칙화(Regularization),15) 혼합 정밀도(mixed precision),16)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17)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는 6, 7단계에 이루어졌는데, 학습에 투입
되지 않은 별도의 코퍼스를 검증데이터로 삼아 자동평가의 한 가지인 BLEU(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 평가를 실시한 후, 고전번역 전문가에 의한 수동평가(휴먼평가)를 진행
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림 4>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의 번역 절차
(〈한국고전번역원(2020), 〈한국고전번역원 제31회 연구집담회 발표자료집〉, p.16)

한국고전번역원에서 2017년부터 3년간 진행한 평가결과는 <그림 5>와 같다. 3년간 다양한
번역모델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BS_SJ_26번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자동평가와 수
동평가 모두에서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며, 코퍼스 학습량에 따라 성능도 함께 상승하는 결과
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 있다.

15) 정규화라고도 한다. 기술은 기계학습 시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알고리즘으로, 학습 오
차를 줄이기보다는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16) 혼합 정밀도 기술은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 컴퓨팅 성능을 높이는 기술로, 행렬 연산과 저장에 각기 다른
정밀도를 적용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혼합한다.
17) 지식증류는 큰 네트워크로부터 작은 네트워크에 지식을 전달하는 전이학습 방법으로, 모델을 경량화하기
위해 흔히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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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베이스모델 성능향상 추이(2017~2019)
(〈2019년 클라우드 기반 고문헌 자동번역 확산 서비스 구축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p.18)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5점 척도로 진행된 휴먼평가의 경우, 3.41점(2017년)→3.68점(2018
년)→4.31점(2019년)의 결과를 얻어 매우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밝혀져 있다. 자동평가도
26.35점→29.08점→30.72점으로 범용 기계번역에 육박하는 성능을 낸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특히 특수고전의 경우는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여 40.02점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18) 그
러나 투입된 모델이 단일모델을 베이스로 하여 파라미터를 조정한 변이 모델인지에 대해 명
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자동평가와 수동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승정원일기》라는 특수한 도메인이 아닌 다른 특성을 가진 문헌을 투입하였을 경우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번역원 번역기의 성능이 과장된 것 아니냐
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사실 사업팀에서 택한 평가방식에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우선 BLEU 평가의 경우, 후보
번역 속의 단어나 구(n-gram) 중에서 참조번역에도 사용된 단어나 구가 몇 개인지를 측정하여
후보번역의 n-gram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번역전문가의 평가와 비
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BLEU 점수는 짧은 번역이 많으면 벌점을 부여하는 장치가 있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번역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또한 BLEU 점수는 대체로 하나의 참조번역만을 반영하므로, 단어나 구의 배
18) BLEU 평가는 100점 척도로 표현하는데, 범용 목적의 기계번역에서는 30점 이상이면 품질이 우수한 것으
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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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순서에 따라서 적절하고 다양한 참조번역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극단적인 경우
에는, 원문의 의미와 반대인 후보번역에 높은 BLEU 점수를 부여하기도 하는 문제점도 존재
한다. 최근 위와 같은 BLEU 점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조번역을 여러 개 사용하여
n-gram의 다양성과 통사구조를 반영하거나 반복적으로 번역되는 동일한 통사구조를 보정
(clipping)하여 n-gram의 정밀도를 수정하는 방식도 사용된다.19)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조번역
을 많이 사용할수록 BLEU 점수가 높아지기는 경향이 있고, n-gram의 수를 짧게 하지 않는다
고 해서 반드시 문법적으로 적절한 번역을 생성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BLEU 점수가 높
아졌다고 해서 기계번역의 품질이 꼭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연구에서
도 수동평가에서 1등을 한 번역이 BLEU 점수로 6등을 한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20)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METEOR, ROUGE, LePOR, BLEUmod., WER 등의 평
가방법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들 역시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METEOR는 조화
평균에서 정밀도와 재현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그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
METEOR의 조화평균은 정밀도(P)에 비해 재현도(R)에 9배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정확
도에 비해 재현도가 번역평가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긴 하나, 정밀도(P):재현
도(R)의 비율을 9:1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있다. METEOR 점수를 처음으로 제안
한 학자 중 하나인 Lavie도 무조건 재현도에 많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수동평가와 상
관관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밀도(P)와 재현도(R)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
으로 바꾸었다.21) 요컨대 일부 자동평가 모델을 기준으로 기계번역의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 한문의 경우,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자동평가
방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수동평가의 경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정답문’(즉, 참조번역)과 테스트 모델별 자동번역
결과문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조번역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원문을 참고
하여 평가위원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였다. 수동평가에서 평가자에게 제시된 평가 기준은 아
래와 같다.

19) Callison-Burch, C. et al., Re-evaluating the Role of BLEU in Machine Translation Research. 11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06, pp.249–256.
20) Callison-Burch, C. et al., Ibid., pp.249–256.
21) Banerjee, S. & Lavie, A. METEOR: An automatic metric for MT evaluation with improved correlation with
human judgments. In Proceedings of the acl workshop on intrinsic and extrinsic evaluation measures for machine
translation and/or summarization, 2005,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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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고전번역원 수동평가 자체 평가 기준

오류의

평가

평가기준

점수

보조 설명

중요성
및 비율

※ 평가요소 : 번역율(누락 여부), 표현 및 문법, 의미 전달의 명확성
5
4

3

2

의미 전달이 명확하고 문법적 오류가 없는 경우

0%

표현 및 문법에 사소한 오류가 있으나 비교적 문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의미가 이해 가능한 경우
주요 단어는 번역했으나 의미 전달이 일부 부정
확한 경우

오류

10~20%

번역어휘 선택의 오류, 문법적
오류(비문), 사소한 결역 및

30~50%

중복번역

주요 단어를 번역하지 못해 의미 전달이 전반적 번역 누락 및 중복의 오류(심
으로 부정확한 경우

각한 결역 및 중복번역)

1

번역은 하였으나 이해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문 오역(종합 오류)

0

번역 결과가 없는 경우

50% 이상
90%
100%

그런데 이 평가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번역원 번역기 수동평가 방식은 일반적인 수동평가 방식, 즉 유창성(가독성)/정확성
(적절성)으로 분류하지 않고 번역의 정확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5점 척도로 단순화하였다. 이
로 인해 번역 품질 평가의 또 다른 주요 요소인 가독성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했다.
둘째, 각각의 척도에 해당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평
가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나타났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자 훈련과
사전 조율도 필수적인데, 한국고전번역원 수동평가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
셋째, 번역원 번역기 수동평가는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방식에 익숙한 전문역자로만 평가
를 진행한 점도 문제다. 전문 번역자가 수동평가를 수행할 경우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계번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인력이 평가를 수행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22) 한문고전은 그 특성상 전문역자들에 의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계번역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기계번역의 특성까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평가에 참
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번역은 알고리즘의 선택, 코퍼스의 유형과 가공방법, 학습 절차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평가에 참
여하여야 여타 번역기와의 차이도 더 정확히 감별할 수 있고, 기계번역기의 성능을 향상시키
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Rossi, L. & Wiggins, D.. Applicability and application of machine translation quality metrics in the patent field.
World Patent Information, 35. 2013, pp.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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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은 점도 짚고 넘어갈 일이다.
일반적으로 수동평가를 수행할 때는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카파 상관계수(Cohen’s
Kappa Coefficient) 등을 활용하여 평가 일치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평가 결과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능 개선에
유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컨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수동평가에는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요
소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개선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고전번역원 측의 요청으로 수행
된 연구에서 제안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23)
① 평가지표 개발 :
◦평가자의 지식수준, 환경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변수들도 반영할 수 있는가
◦평가지표는 번역의 명확성과 유창성을 고루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누락되거나 중복된 평가요소는 없는가
◦배점은 평가지표의 특성이나 중요도에 알맞게 부여되었는가
◦배점의 총합이 번역품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부여되었는가
② 평가방식 개선 :
◦기계번역문과 인간번역문 차이를 감별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가 : 자동평가와 수
동평가는 단지 평가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성격도 다르다. 원문, 참조번역,
후보번역을 모두 제시한 후 평가하는 기존의 평가방식, 즉 기계학습의 결과물임을 인지
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평가는 ‘원문 VS 번역문’에 대한 평가 외에 ‘정답문 VS 번역문’
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이어서, 정답문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한
국고전번역원의 수동평가 지침에도 밝혀져 있다시피24) 인간이 작성한 ‘정답문’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번역품질 평가집단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었는가
◦번역기의 활용 가능성(역자들의 번역 지원, 대국민서비스 등)을 판단하는 절차가 포함되
었는가
③ 평가지표 개발 원칙 :
◦포괄성 : 번역 품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23) 김우정 외, 〈2020년도 한국고전번역원 기획연구과제 최종보고서 : 《승정원일기》 자동번역시스템의 활용방
안 연구〉, 한국고전번역원, 2021.
24) “(천문고전) 정답문 항목은 사람이 작성한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수의
정답문을 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문에 대한 정답문을 평가위원이 직접 정의하고, 기계번역의 결과를
평가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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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 평가요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독립성 : 평가요소 간 중복이 없도록 구성되었는가
④ 평가점수 부여 방식 : 지표의 특성에 맞게 감점제 또는 배점제 등을 선택
⑤ 평가 대상 텍스트 제공 방법 :
◦원문과 번역문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번역문 중에 전문역자의 번역문을 포함시켜 기계번역과의 차이를 감별할 수 있는지, 동
등한 조건 하에서 기계번역 평가결과와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함
⑥ 평가자 구성 :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
◦전문가 집단은 5년 이상 또는 3종 이상의 전문 번역서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고전번
역원의 번역기준을 이해하고 있되 일반적인 번역기준까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
는 자 3인 이상으로 구성
◦비전문가 집단은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전문가 집단 평가의 목표는 ‘실제 번역 작업에 활용 가능성 진단’, 비전문가 집단 평가
의 목표는 ‘대국민 서비스 가능성 진단’
⑦ 평가방식과 절차의 개선 :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각각에 적합한 평가방법 적용
◦전문성을 갖추었으되 한국고전번역원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 이외의 일반사용자들의 반응을 조사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 집
단 평가도 병행
◦평가절차 : 평가지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 예비문항을 통한 상호조율 → 본 평
가 → 본 평가 후 평가점수의 편차가 큰 문항에 대한 의견 조율 → 본 평가 → 평가결
과 분석
⑧ 기타 사항 : 번역 품질의 다각적 검토
◦《승정원일기》 미학습 부분, 실록의 중복(동일 기사)/비중복 부분, 기타 성격이 유사한 문
헌자료 등을 평가에 반영
◦《승정원일기》와 문체 및 내용이 상이한 자료(사서, 삼경, 문집류 등)도 평가에 활용
◦다른 번역기(바이두 번역기)와의 비교 평가 병행
<표 4>는 바이두 번역기와 번역원 번역기(http://aitr.itkc.or.kr/)의 번역품질을 비교해본 것으
로, 테스트 원문은 2019년 3월 바이두 번역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10개의 문장에 《승정원일
기》 미학습 부분, 《肅宗實錄》, 《大典會通》, 《萬機要覽》, 《改修日記謄錄》 등 10개의 문장을 포
함하여 구성하였으며, 조사일은 2021년 6월 26일로 동일하다.

5

4

3

2

1

연번

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

伟大的人是重要的,

普通人轻

所以

始滅昉於此乎?

何以不氏? 貶。曷爲貶? 疾始滅也。 春秋公羊傳

無駭帥師入極。無駭者何? 展無駭也。

如入室矣。如其不用何?

了防在这吗?

병이 비로소 없어졌다. 처음에는 윤방을 섬멸하였는가?

찌하여 불씨가 있는가? 폄하하였다. 어찌 폄하되었겠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알하는 것은 놀라울 것이 없다. 어

为什么要贬低? 有病才消灭了。开始

놀라서 병사가 들어온 것은 극도에 달하였다. 놀랄 것이

는가?

室) 하듯이 하였습니다. 그를 기용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

(賦)를 쓰면 가의(賈誼)가 당(堂)에 오르기를 마치 입방(入

음탕함으로 간음합니다. 예컨대 공씨(孔氏)의 문하에서 부

시인(詩人)이 고려를 가르칠 때에는 인사(人事)를 사양하고

지고 이름이 후세에 확립되는 것입니다.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행동이 안에서 이루어

집안의 이치를 살았기 때문에 잘 다스려지는 것을 관직에

섬기기를 섬김에 공손하기 때문에 순리에 옮길 수 있다.

때문에 충(忠)은 임금에게 옮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효도를 일삼기

하여 그 용(用)을 맡기고 그 요점을 제거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그 보배를 공경하고 그 그릇을 사랑

니다.

다. 이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단서는 정명(正名)에 있습

라는 것은 대인(大人)의 소중함과 소인이 경시하는 바입니

이일원을 말한 것은 큰 시작입니다. 지원지원지(知元年誌)

한국고전번역원 ‘한문고전 자동번역’(2021.06.26)

什么? 展无骇啊。为什么不氏? 贬。

13.3

15.3

18.0

15.7

14.3

비고

无骇率领军队进入极。不要害怕的是

如进入房间了。如果不使用什么?”

如孔子的门用赋的, 那么贾谊堂, 相

如孔氏之門用賦也, 則賈誼升堂, 相

内, 而名声建立在后世了。”

以治理可以转移到官。因此行成于

所以李顺可以转移到长。居家理, 所

忠臣可以转移给你。侍奉兄长友爱 ,

孔子说：“君子侍奉双亲孝顺,

具, 任用, 除了那些妖怪。

治理国家的人对他的宝贝, 爱他的工

称。

视。所以治理国家的端在正确的名

年,

对一元的, 非常开始的。目的了解元

바이두翻译 번역문(2021.06.26)

“诗人之诗丽以则, 诗人的赋丽以淫。
揚子法言

孝經

荀子

春秋繁露

출전

<표 4> ‘바이두翻译’과 ‘한문고전 자동번역’ 번역 결과 비교

詩人之賦麗以則, 辭人之賦麗以淫。

立於後世矣。

故治可移於官。 是以行成於內, 而名

君。事兄悌, 故順可移於長。居家理,

子曰,

其妖。

治國者 敬其寶, 愛其器, 任其用, 除

端在正名。

人之所重, 小人之所輕。是故治國之

謂一元者, 大始也。知元年誌者, 大

입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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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2.7

14.7

18.3

15.3

비고

10

9

8

7

6

炒)를 꿰어 찼다. 나를 골몰하면 장차 미치지 못할 듯이

평균

15.9

가르침을 폐하였다.

让。

인심이 이미 떠났으므로 사직과 생령(生靈)의 군주가 될
수 없으니, 폐지하소서. 마침내 비(妃)가 공양왕(恭讓王)의

离开了, 不可为国家百姓主, 请求废

기를, 지금 왕이 혼미하여 임금의 도리가 이미 잘못되었고

除他。” 于是, 奉太妃敎废弃恭敬谦

君道已失, 人心已去, 不可爲社稷生

靈主, 請廢之。遂奉妃敎廢恭讓。

王昏暗, 君道已经失去, 人的心已经

18.3

시중(侍中) 배극렴(裵克廉) 등의 백왕대비(白王大妃)가 말하

侍中裵克廉等白王大妃说： “现在大

侍中裵克廉等白王大妃曰, 今王昏暗,
太祖實錄

적고 행실이 후회가 없으면 녹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矣。

과오(寡誤)를 많이 드러냈는데, 빠짐없이 신행(新行)하고
그 밖에는 후회를 적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이 허물이

见朝廷危险, 慎行其余, 那么我们后
悔。说话少过失, 行寡悔, 禄在其中

경(書經)》 에 의문이 많이 들었고, 신언(申言)과 그 나머지는

자장(子張)이 장수록(張壽祿)을 구하였다. 공자(孔子)는 《서

합니다.

(將相)으로 삼고, 잘 내려가는 자는 농상(農商)으로 삼아야

세상에서 일을 논하는 자들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장상

한다라고 하였으니, 해가 나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다.

則寡悔。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

13.7

19.3

17.3

강호(江扈)와 이척(離斥), 지붕(地莫)을 꿰고, 추란초(秋蘭

것입니다.

其餘, 則寡尤, 多見闕殆, 慎行其餘, 論語

子张学习求职。孔子说： “ 听说朝廷

为将相, 能下的应该是农商。

社会上的议论事情的人, 认为才高应

作为佩带。巾, 担心年龄的不与我。

할 수 있는 것이 기특하고 올바릅니다. 군대가 늘어난 것
은 마치 쑥으로 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니, 허실이 그

怀疑, 慎言其余, 那么我们尤其；多

論衡

離騷

13.7

삼군(三軍)의 백성들이 반드시 적을 맞아서 패할 수 없게

子張學干祿。 子曰, 多聞闕疑, 慎言

者宜爲農商。

世之論事者, 以才高當爲將相, 能下

余若將不及兮, 恐年歲之不吾與。

我身披幽香的江离白芷啊, 缝纫秋兰

扈江離與闢芷兮, 紉秋蘭以爲佩。汩

正是这样的。军队的增加, 如以碬把

可以使必受敌而不会失败的,

鸡蛋的人, 事实是这样的。

如以碬投卵者, 孫子兵法

全军,

虛實是也。

正是也。兵之所加,

三軍之衆, 可使必受敵而無敗者, 奇

14.5

18.0

9.0

18.0

11.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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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5

14

13

12

11

令以告身三等律論, 首倡儒生遠配。

外方祠院冒禁創設, 觀察使拿處, 守

例擧行之本意矣。

請對之事, 如是相率仰籲者, 已違按

臣於昨筵, 已有所仰奏, 而此非大臣

懲, 待拷限加刑, 期於取服, 何如?

訊, 期於輸款, 然後獄體乃正, 凶醜可

罪犯至重, 法紀至嚴, 不可不連加刑

大典會通

承政院日記

承政院日記

观察使拿处,

儒生远配。

守令来告诉自己三等律论, 首先倡导

外方祠院冒禁止创设,

了。

미시행

평가

신이 청대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서로 이끌고 와서 우러러
미시행

的, 已按规定擧违反行为的根本意思

배(遠配)하라.

을 처벌하는 것으로 논죄하고 앞장서서 주창한 유생은 원

찰사는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고 수령은 고신(告身) 3등

지방의 사원(祠院)은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창설하니, 관

니다.

호소하는 것은 규례를 살펴 거행한 본뜻을 이미 어긴 것입

신이 어제 연석에서 이미 우러러 아뢰었습니다만, 이는 대
평가

是大臣请求对的事, 这样相继抬头真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한(拷限)을 기다려 형(刑)을 가하여 기어이 자복을 받아

체모가 바르게 되고 흉추(凶醜)를 징계할 수 있을 것이니,

형신(刑訊)을 가하여 기어이 자백을 받아낸 뒤에야 옥사의

범한 죄가 지극히 중하고 법과 기강이 지엄하니, 잇달아

을 풀어주는 것이니, 어찌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것은 진실로 백성의 고통을 통하게 하여 남김없이 억울함

많은 사람이 격쟁(擊錚)하고 사서인(士庶人)이 상언(上言)한

러난 자도 노인의 예에 따라 음식물을 하사하라.

我在昨天席, 已有所抬头奏, 但这不

限处罚, 期於取服, 怎么样?

평가
미시행

狱体制是正, 凶丑可以惩罚, 待拷打

미시행

평가

连加刑审讯, 希望对捐赠款, 然后监

犯罪最重要, 方法记录到严, 不可不

什么可以禁止的?

情而无遗, 伸张冤枉而不遮住了, 有

也依老人例, 赐给他食物。

미시행

的召见了, 现在这道内孝行为显著的,

소견(召見)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도내의 효행(孝行)이 드

예로부터 임금이 행행할 때에는 무릇 효행(孝行)이 두드러
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가상히 여겨 장려하고 또한 혹

위에 가탁한 지 이제 9년이 되었다.

평가

很多人打者, 一般上说, 当然从通民

之可?

보잘것없는 소자(小子)가 나라가 위태롭고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조종(祖宗)의 어렵고 큰 왕통을 계승하여 만민의

行卓著的人, 一定要给予奖励, 也有

미시행

평가

从古代的君主, 前往则共有孝顺的品

九年。

困难大的统, 寄托在百姓之上, 在这

瞎我小子, 在国家危乱的秋天, 祖宗

而無遺, 伸冤枉而不掩也, 有何禁戢

承政院日記

顯宗實錄

肅宗實錄

多人擊錚, 士庶上言, 固出於通民隱

孝行表著者, 亦依老人例, 賜以食物。

必加嘉奬, 亦或有召見矣, 今此道內

自古人君, 行幸則凡有孝行表著之人,

艱大之統, 托乎兆民之上, 九年于玆。

眇予小子, 當國家危亂之秋, 承祖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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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미시행

평가

미시행

평가

미시행

평가

미시행

평가

미시행

평가

미시행

20

19

18

17

一依該廳定式價,

爲只爲。

標以爲勿禁事, 分付三營及左右捕廳

廳員役等, 因公犯夜是去等, 憑考夜

不無見阻之慮, 如是牒報爲去乎, 本

成給是乎矣, 當此夜禁嚴飭之時, 或

本廳員役等犯夜勿禁帖, 自本廳依例

獨戶二斗。

賣, 大戶五斗, 中戶四斗, 小戶三斗,

大米一石三兩, 小米一石二兩七錢, 發

而時直雖極高騰,

出飢戶, 修成册報于賑廳, 分巡發賣,

每於荒年, 有發賣之命, 則漢城府抄

大澤, 澤邊有臺, 高數百丈。

府北二百里, 有三十里大野, 中有二

歲兒應在放流者勿爲定配。

逆賊父年八十者減律絶島定配, 二三

평가

하여 야표(夜標)를 금하지 말라고 삼영과 좌우 포도청에
분부하였습니다.

和左、右捕厅为只为。

등이 공무로 인하여 야금(夜禁)을 떠가는 등의 일을 빙자

察夜标认为不要禁止事, 分别给三营

员工作等, 于是公犯夜是距等, 靠考

없지 않아 이와 같이 첩보(牒報)를 보냈으니, 본청의 원역

게 야금(夜禁)을 엄히 신칙하는 때에 혹 저지당할 염려가

严厉整顿的时候, 有没有受到阻碍的

미시행

본청의 원역(員役)들이 야금(夜禁)을 어긴 물금첩(勿禁帖)은
본청에서 규례대로 성급(成給)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이렇

本厅照例完成给这里了, 在这个夜晚

(戶)는 2두(斗)입니다.

二斗。
本厅员役等侵犯晚上不要禁止帖, 从

고 대호(大戶)는 5말, 중호(中戶)는 4말, 호(戶)는 3말, 호

米)는 1섬 3냥, 소미(小米)는 1섬 2냥 2전으로 발매(發賣)하

비싸지만 한결같이 해당 청의 정식(定式)에 따라 대미(大

户五斗, 中户四斗, 小卢三斗, 单户

两, 小米一石二两个七钱, 发卖, 大

평가
미시행

기호(飢戶)를 뽑아내어 성책(成冊)하여 진휼청에 보고하고
분순(分巡)하여 발매(發賣)하는데, 시청(時廳)은 비록 매우

巡发卖, 而当时价值虽然很高腾, 一
个根据该厅确定式价格, 大米一石三

흉년이 들 때마다 발매(發賣)하라는 명이 있으면 한성부가

높이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큰 은택이 있어 못에 대(臺)가 있고 백 장(丈)의

부(府)와 북(北) 200리에 30리 큰 들판이 있는데, 가운데에

는 정배하지 말라.

도에 정배하고, 2, 3세의 아이로서 응당 유배 중에 있는 자

역적의 아비로서 나이가 80세가 된 자는 형률을 감하여 절

城府抄饥户, 修成册报在救济厅, 分

미시행

평가

미시행

평가

每次在荒年, 有发卖的命令, 那么汉

有两大湖泊, 泽边有台, 高几百丈。

府以北二百里, 有三十里大野, 其中

配。

三岁的孩子应在被流放的人不要为定

叛贼父八十岁的减少律绝岛定配, 两

改修日記謄錄 考虑, 如果这文件报告为去吗, 本厅

萬機要覽

萬機要覽

大典會通

미번역

吏讀

미시행

평가

미시행

평가

미시행

평가

미시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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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 문장까지 비고란에 적힌 숫자는 2020년 11월 3인의 전문역자에게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25점 만점으로 구성)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도록 의뢰하여 얻은 점수
다. 점수차가 두드러진 문장(7, 9번)도 있으나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평균점수는 바이
두 번역기 15.9점, 번역원 번역기 14.5점으로 바이두 번역기가 근소하게 우세했다.25)
11~20번 문장은 번역원 번역기가 집중 학습한 《승정원일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문헌
들에서 뽑은 글이다. 예상대로 바이두 번역기보다 번역원 번역기의 결과물이 대체로 우수함
을 볼 수 있는데, ‘是乎矣’(이오대), ‘爲去乎’(하거온), ‘是去等’(이거든), ‘爲只爲’(하기삼)‘ 등 吏
讀가 쓰인 20번 문장은 번역원 번역기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였다.
번역원 번역기는 《승정원일기》를 집중적으로 학습한 번역모델로, 문체, 표현, 어휘 등이
《승정원일기》와 유사한 자료를 번역하는 데는 상당한 성능을 발휘하지만, 범용 번역기로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승정원일기》 국역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역자 5인에게 기존 방법대로 번역했을 때
와 번역기를 이용해 번역했을 때의 차이를 묻는 설문조사도 수행하였다. 우선 소요시간에 있
어서는 공히 인간번역보다 번역기를 활용한 번역의 소요시간이 상당히 절감되었다고 답하였
으며(<표 5> 참조), 번역 품질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업무에 활용 가능
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세부 의견을 살펴보면 상투적인 구문의 번역
품질은 상당히 뛰어나나 그 밖의 경우에는 번역 품질이 낮다는 의견, 고유명사 번역에서 오
류가 많다는 의견 등이 많았으며, 또 컨텍스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꼽
았다. 즉, 번역기의 번역 결과가 아직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특정 어휘나 형
식이 반복적으로 나열되는 저맥락 텍스트의 경우 초벌 번역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원문의
전후 내용을 번역기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여 참고할 수도 있고, 번역의 규식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보았다.26)
<표 5> 인간 번역과 번역원 번역기 활용 번역 소요시간 비교

평가자

소요시간
원문 1(인간 번역)

원문 2(번역기 활용 번역)

A

1시간 30분

1시간

B

31분 55초

14분 43초

C

2시간

1시간

D

1시간 30분

1시간

E

1시간 35분

55분

25) 구체적인 결과는 김우정 외, 상게문 참조.
26) 김우정 외, 상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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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설문 조사를 통해 《승정원일기》 번역기의 번역 품질은 아직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문 역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로 볼 때, 번역기 개발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고전문언문 기계번역의 과제
한국고전번역원의 한문고전 기계번역은 당분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유일한 성과물로
회자되리라 전망되는데, 이 성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클라우드 기반 문언문 번역 플랫폼 구축 : 현재의 시스템은 기초적이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고전문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즉 고문헌에 특화된 자동번역 모델을 하나의 시스
템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 플랫폼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확장성을 제고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는 학습을 위한 별
도의 하드웨어 설정 없이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번역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으며, 번역
모델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클라우드 내에서 기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서 개발 프로세스의 운영이 양호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문
고전을 특정 도메인과 범용 도메인 두 축에서 기계번역 모델을 통해 학습하고 이를 클라우드
환경의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면, 일반 사용자가 번역하기 힘든 고전문헌을 여러 곳에서 번역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플랫폼에서 손쉽게 번역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 사용자 또는
개발자는 고전문헌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여러 플랫폼을 사용할 필요 없이 단일 플랫폼을 사용
하여서 사용 또는 개발을 수행할 수 있고, 특수하거나 특화된 기계번역이 필요한 경우 플랫
폼 학습데이터에 누적된 데이터를 제공 받아서 효과적인 사용자 번역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기계번역된 모델을 생성하게 됨에 따라서 차후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 또는
동일한 추가 데이터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계번역이 누적 데이터로써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계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양질의 고전문헌 데이터
를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하여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번역하여서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또
한 사용자가 클라우드를 통한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고문헌 번역 및 개발 비용 절감
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양질의 병렬코퍼스 구축 : 학습데이터는 기계번역의 성능과 직결되므로, 양질의 병
렬코퍼스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현재 번역원의 코퍼스 구축 지침은 외부에 공개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데이터를 확장해나가려면 모든 한문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안을 만
들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 누구라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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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입력 데이터 자체가 얼마만큼 효과적인 데이터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합성데
이터나 Out-of-Domain 데이터 등등이 실제 번역 학습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 원문을
어떤 규칙의 코퍼스로 구성할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효과가 나타났는지에 관한 연구 등이 병
행되었다면 더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기계번역 성능 향상을 위한 부가 시스템 개발 : 한문은 그 특성상 다양한 참고 자료
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계번역 시스템의 효율을 위해서는 코퍼스 구축이나 기계번역 알고리
즘의 선택 못지않게 자연어 처리를 위한 사전정보, 예를 들어 한자의 이체자·통가자 처리와
다양한 자의군의 통합과 연계, 특수 용어 시소러스를 포함한 어휘망, 컨텍스트적 해석을 가능
하게 하는 감성어휘 사전 등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전처리 과정에서 필수적인 토큰을
어떤 단위로 분석할지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요긴한 과제다. 토큰분석기는 쉽게 말해
자동 표점기와 형태소 분석기로, 언어적 특성에 맞게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언어 처
리에서는 기본적인 작업에 속한다. 추측컨대 번역원 번역기에서 한자의 자의 정보가 번역 결
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토큰을 단어 위주로 구성하였기 때문일 수 있으며, 반
대로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토큰이 낱글자 단위로 구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기
계번역은 알고리즘을 해당 언어의 특성에 맞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부가 시스
템의 개발과 적용 역시 요긴한 과제 중 하나다.
넷째, 번역평가의 신뢰성 제고 : 번역 품질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성능 평가라는 점에서
도 의미가 있지만 번역모델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BLEU나
METEOR 등의 자동평가 방식과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이 적절하게 참여하는 수동평가 방식을
목적에 맞게 선택하거나 보다 나은 평가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포스트에디팅
(MTPE :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필요도 있다. MTPE는 기계
가 번역한 텍스트를 인간이 교정하는 것으로, 이미 기계가 초벌 번역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번역하는 작업이다. 기계번역의 도움 없이 평균적인 전문 번역가가 제
공하는 번역 품질 수준으로 번역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MTPE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기계번역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기계번역의 품질평가에도 활
용될 수 있는데, 기계번역을 수행한 후보 번역들을 대상으로 전문 번역가가 MTPE를 수행했
을 때 어느 번역모델이 시간 당 생산성이 높은지를 측정하거나 시간 당 평균 몇 단어 정도의
오류를 수정하였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기계번역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고전문언문 범용번역기 개발 : 향후 연구를 통해서 《승정원일기》 특화 모델이 아
닌 다양한 입력 데이터 환경에서도 번역이 가능한 범용적 모델을 구성하는 연구도 반드시 수
행되어야 한다. 범용 모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문헌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번역기 작업에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문언문 번역도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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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가는 말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성능
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계번역 모델의 개선은 물론이요 번역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갱신되는 기술적 동
향을 예의주시하여 고전문언문 자료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적용해나간다면 머잖아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번역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이
익이 기대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이기도 하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의 가능성 타진이라는 명분과 함께 주어진 고전문언문 기계번역은 위약한 고전연구에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지만, 기대에 걸맞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 험악한 이빨을 언제든 드러낼 터
다. 때문에 기계번역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단시일에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인간 번역을
대체할 만큼 고도화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풍부한 병렬코퍼스를 지닌 자연어 분야에서 기계번역이 보여준 놀라운 성취가 고
전문언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대중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것이다.
고전문언문은 쓰임새가 많은 자연어에 비해 활용 범위가 매우 좁다. 반면에 질 좋은 번역문
을 만들어내기는 몹시 까다롭다. 따라서 괜찮은 결과를 얻기도 어렵고 얻었다 할지라도 자료
의 번역이 끝남과 동시에 용도폐기될 번역기를 만든다는 건 자본주의의 속성과 맞지 않는 일
인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공지능은 기술적 혁신에 비해 콘텐츠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기술적 실험이 필요하다면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도 기꺼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다. 어쩌면 영영 주어지지 않을 기회가 지금 목전에 와있는지도 모를 터, 인문학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이 분야에 보다 전향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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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chine translation status and assignments of Classical Chinese

Kim, Woo-jeong*

27)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machine translation in Classical Chinese and suggests
future tasks. In order to understand machine translation, this article introduc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machine translation technology from rule-based machine translation(RBMT) to neural
machine translation(NMT), and also introduced techniques applied to improve the principles and
performance of neural machine translation.
There are two types of Classical Chinese machine translation: a translator provided by Baidu
and a translator developed by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 Classics(ITKC). Various errors
are found in Baidu translators, but overall translation performance is somewhat higher than that of
ITKC translators, and ITKC translators perform better than Baidu translators in certain fields, but
lags behind Baidu translators in various types of Classical Chinese transl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lassical Chinese machine transla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cloud-based
translation platform, expand high-quality parallel corpus, develop additional systems to improve
machine translation performance, and develop reliable translation evaluation methods.
Keywords : Classical Chinese, machine translation, NMT(Neural Machine Translation), Baidu
translator, ITKC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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