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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문체 변환 문제는 문장 간 병렬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할 경우 이미 실질적으로 표준화된 방법론인 

Supervised Seq2seq [1, 2] 네트워크를 통해 풀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병렬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

하기가 어렵고, 이를 인위적으로 작성할 경우의 비용 문

제도 상당하다. 

이와 같이 병렬 데이터에 의존해야만 하는 한계를 벗

어나기 위해 최근 비병렬 말뭉치만으로 문체 변환 문제

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원 문장의 정보 보존과 문체 변환이라는 서로 상

충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보존과 문체 변환 두 가지 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Attention 기반의 Seq2seq 네트워크를 이용한 어절1 단위

의 생성을 통해 정보 보존을 안정화하면서, 입력 문장에 

Noising을 적용해 OOV 문제, 과적합(Overfitting) 현상

을 줄일 뿐 아니라 문체 특성에 덜 의존적인 인코딩

                                          
1 형태소 분석 후 어절 단위로 전처리. 

(Encoding)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높은 성능의 문체 변

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비교적 적은 말뭉치

만으로도 장문의 한글에 대해 고성능의 문체 변환을 실

현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긴 문맥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Attention 기반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 보존의 측면에서 생성 성

능의 강건성을 높인다. 

 어절 단위의 과적합 현상을 막고, 문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절들에 대한 변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된 Word dropout 기법을 제안한다. 

 OOV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어절 단위 훈련 

과정에 음절 단위를 혼합하여 학습한다. 

 제안한 기법들이 영어, 한국어 비병렬 말뭉치에 대

한 문체 변환 실험에서 기존의 state-of-the-art 

system보다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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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체 변환 시스템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병렬 말뭉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대량의 비병렬 말뭉치만으로 문체 변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원 문장의 정보 보존(Content preservation)과 문체 변환(Style transfer) 모두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상

태이다. 특히 비교사 학습의 특성상 문체 변환과 동시에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Attention 기

반의 Seq2seq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에는 과도하게 원문의 정보가 보존되어 문체 변환 능력이 떨어지기

도 한다. 그리고 OOV(Out-Of-Vocabulary) 문제 또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Attention 기반의 

Seq2seq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어절 단위의 정보 보존력을 최대한 높이면서도, 입력 문장에 효과적으로 

Noise를 넣어 문체 변환 성능을 저해하는 과도한 정보 보존 현상을 막고 문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절들

이 잘 변환되도록 할 뿐 아니라 OOV 문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비교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들이 한국어 문장뿐 아니라 영어 문장에 대해서도 state-of-the-art 시스템들에 비

해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문체 변환, 비교사, 비병렬 말뭉치, 입력 No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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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병렬 데이터를 이용한 스타일 변환은 비전 분야에서 

일찍이 연구되었다. 특히 [3]에서는 변환 후 생성결과에

서 다시 원본을 복원시키도록 학습시키는 Cycle 

consistency loss를 도입하여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후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문체 변환 연구들도 발표되

었는데, 문체(Style)와 내용(Content)을 분리한 후 

Autoencoder 또는 GAN을 이용하여[4, 5] 내용 보존과 문

체 변환을 학습시켰다. 

최근에는 변환 대상이 될 어절에 집중해서 문체의 특

성을 가지는 어절을 미리 검출한 후에 나머지 어절들을 

핵심 내용으로 생각하여 문체 변환 시에는 핵심 내용을 

근거로 변환된 어절들이 더해져 생성되는 연구가 발표되

기도 했다[6, 7]. 

[8]에서는 상호 변환 가능한 어절쌍을 미리 추출한 뒤 

SMT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시스템을 구축하

여 가상의 병렬 말뭉치를 생성해 낸 뒤 이를 이용해 학

습하도록 하였다. 

입력 문장의 Noising은 비병렬 말뭉치 기반 연구보다

는 전통적인 교사(Supervised) 학습에서 많이 적용되었

는데, 일정 확률로 입력 어절의 일부를 삭제 또는 영벡

터(Zero vector)로 치환하는[9] Word dropout이 대표적이

다. 최근 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에서는 입력 

어절들을 학습과 실제 생성할 때 Subwords로 동적 분할

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10]. 

 

3. 제안 방법론 소개 

 

3.1 연구 동기 
 

비병렬 말뭉치를 이용한 문체 변환 학습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크게 정보 보존과 문체 변환으로 나눌 수 있

다. Attention 기법이 사용되지 않는 VAE등의 

Autoencoder 또는 GAN 기반의 방법론[4, 5]은 스타일 변

환 능력에 비해 정보 보존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이런 

현상은 특히 대상 문장이 길어질수록 확연하게 드러난다. 

Attention 기반의 생성 방법론을 도입할 경우에는 정보 

보존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반대로 문체에 따라 변환되어

야 할 어절들을 과도하게 보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

한 Attention 과적합으로 인해 구 단위 이상의 변화를 

포함하는 문체 변환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함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생성 문제에서 전통적으로 발생하는 OOV 

문제 또한 그대로 존재하는데, 교사 방법에서 활용하는 

Copy mechanism [11, 12] 또한 비교사 환경에서는 직접 

적용이 불가능해 이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하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서술한다. 

 

3.2 문제 정의 및 제안 방법론 
 

문체 변환 시스템에서는 문체 의 말뭉치 ={ , , … , }와 문체 의 말뭉치 = { , , … , }가 주

어졌을 때, → ( | ), → ( | )의 조건부 확률 분포를 학

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Attention 기반 

Seq2seq 모델[1]을 도입하였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흐름

그림 1. 전체 시스템을 설명하는 그림. 입력 문장에 음절 분할, 확률적 word dropout, UNK 삽입 등의 Noising 

과정을 통해 입력 인코딩에서의 과적합을 억제하고, 재구성(Reconstruction)과 재변환(Back-translation) 과정을 

통해 문체 변환 능력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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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력 문장 인코딩

(Encoding)에 사용되는 한 개의 RNN 인코더는 문체와는 

무관한 하나의 분포 공간에서 입력 문장을 벡터의 목록

(List)으로 표현한다. 디코딩(Decoding)에 사용되는 디코

더는 문체당 하나씩 총 2개의 RNN 디코더를 정의하여 

각각의 문체에 의존적으로 학습된다. 문체 변환 실행시에

는 해당 문체의 디코더만 실행된다. 여기에서는 RNN 

unit으로 GRU[13]를 선택하였다. 학습은 입력 문장 에 

대해 Noising을 수행하고 이를 인코딩한 뒤, 원문을 재구

성(Reconstruction)하는 과정에서의 Reconstruction loss 

( ), 그리고 문체 변환 결과 을 다시 원문으로 변환

(Back-translation)하는 과정에서의 Cycle loss (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3.3 입력 문장 Noising 
 

입력 문장 Noising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총 3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번째 과정인 음절 분할은 입력 문장의 

각 어절을 일정 확률 로 음절 단위로 쪼갠 후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시에는 어절 단위와 음절 

단위가 공존한 상태로 진행된다. 각 Gradient 반복 갱신

(Update iteration)시마다 동적으로 어절을 선택한 뒤 음

절 분할이 이루어지므로 입력 문장에 대한 정규화

(Regularizatio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에서의 

Subword 정규화 방법을 한국어 특성에 맞게 음절 단위

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비교사 학습이므로 

그림 1에 나와 있듯이 학습 과정에서의 복원 대상도 동

일하게 음절 분할을 적용하여 Attention 학습이 원활하도

록 한다. 또한 실제 생성시(Inference)에도 음절 분할을 

적용하는데, 이 때에는 학습 말뭉치에서 빈도 수가 적게 

나타났던 어절들에 대해서만 음절 분할을 적용하여 OOV 

대응 뿐 아니라 희소 어절들이 좀 더 잘 생성되도록 한

다. 

두번째 과정은 확률적 Word dropout으로, 특히 문체의 

특성이 뚜렷한 어절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빈도로 

Word dropout을 적용한다. 학습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임

의의 어절 에 대해 ( | ) , ( | )을 [8]과 동일하게 

어절 출현 빈도수 기반으로 계산한 뒤, 의 중립도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1 − | ( | )	 – 	 ( | )| 
 

이제 학습을 위한 임의의 문장 = { , , … , }가 주

어졌을 때, 각 어절 는 ∙ (1 − ( )) 의 확률로 

<UNK>으로 치환된다. 어절의 중립도가 낮을수록 Word 

dropout이 더 자주 적용되기 때문에 문장 x는 원래의 내

용은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좀 더 문체의 특성이 덜 남아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 학습 과정에 입력되며, 인코더가 

문체에 의존적이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NK 삽입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장 내 

공백마다 일정 확률 에 따라 <UNK>을 임의로 추가시

킨다. 비교사 학습이기 때문에 Attention 학습에서 과적

합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UNK>을 동적으로 삽입하여 

과도한 재구성 경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참고로 비교사 NMT 연구[14, 15]에서 적용하는 어절 

섞기(Shuffle) 방법은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큰 효과가 

없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3.4 인코딩 
 

[1]과 마찬가지로 bidirectional RNN를 이용해 3.3에

서 서술한 Noising 과정이 적용된 문장을 인코딩하여 ℎ
를 생성한다. 

 ℎ = ( ) 
 

3.5 재구성 (Reconstruction) 
 

인코딩 결과로 주어진 ℎ를 다시 원래 문장으로 복원시

키도록 학습한다. 이 때 복원 대상 문체에 해당되는 디코

더를 이용한다. 원문 재구성을 학습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Loss를 정의한다. 

 = _ ( , → (ℎ)) 
 

3.6 재변환 (Back-translation) 
 

인코딩 결과로 주어진 ℎ를 원래와 다른 문체로 변환시

킨 결과인 를 새로운 입력으로 하여 인코딩, 디코딩 과

정을 거쳐 생성된 결과를 원래 문장인 로 다시 변환되

도록 학습한다. 

 = → (ℎ) 
 = _ ( , → ( ( ))) 
 

4. 실험 
 

제안한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

험을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영어 

(Yelp_en) 말뭉치, 그리고 한국어 말뭉치 (CLLQ_ko, 

Tense_ko)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문장 단위로 수행되었다. 말뭉치 관련 수치들은 표 1에 

있으며, 각각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말뭉치 정보

Dataset
# 

Vocab

평균 

문장 

길이

문체 Train Dev Test 

Yelp_en 8,153 8.88
부정적 179,218 25,602 51,206

긍정적 268,041 38,292 76,584

CLLQ_ko 4,575 26.05
문어체 8,872 929 1,858

구어체 8,853 929 1,858

Tense_ko 7,572 27.59
과거형 37,577 2,052 4,104

현재형 36,842 2,052 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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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p_en: 음식점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 문장들로 이

루어져 있다. [4]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그대로 이용하

였다. 

CLLQ_ko (CoLLoQuial): 야구 뉴스 기사를 수집한 뒤, 

내부적으로 인력을 이용하여 기사의 각 문장에 대해 구

어체로 변환하여 병렬 말뭉치를 제작하였다. 다만 비교사 

환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훈련 말뭉치는 각각의 문장 

쌍(문어체, 구어체)에서 한쪽의 문장만을 샘플링하여 구

성하였다. 즉, 총 17,725개의 수집된 문장 쌍에서 문어체 

문장 8,872개, 구어체 문장 8,853개를 병렬 문장 쌍이 

포함되지 않도록 샘플링했다. Test 말뭉치는 병렬 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술할 평가 항목인 BLEU-gold 측정

에 사용되었다. 

Tense_ko: 수집된 야구 뉴스 기사 문장 중에서 pos-

tag가 EP, EF, EC인 어절들의 패턴에 따라 과거형 문장, 

현재(진행형 포함) 문장들을 규칙으로 분류하여 말뭉치를 

제작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한 베이스라인 시스템은 최근 state-

of-the-art급 성능이 보고된 SHEN2017[4], XU2018[7]

을 선택하였다. 저자가 공개된 코드를 이용해 비교 실험

이 진행되었으며 실험 환경은 최대한 원 논문 또는 코드

의 세팅을 그대로 따르되 말뭉치에 따라 약간의 파라미

터 조정이 이루어졌다. 

제안한 방법 구현에 대한 학습 세부 세팅은 다음과 같

다.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1-layer GRU를 이용하였고, 

Word embedding dimension은 300, 그 외 Hidden layer 

dimension은 500으로 세팅하였다. Batch 크기는 영어 데

이터에 대해 128, 한국어 데이터에 대해 32로 세팅하였

고 Dropout rate는 0.5로 설정하였다. Adam 

optimizer[16]을 이용해 Learning rate 0.0002에서 학습

을 진행했고, 학습 Iteration 1000마다 저장된 모델 중 

Dev 말뭉치에 대해 Loss가 가장 낮은 모델을 선택하였

다. 제안 방법 설명에서 언급된 Hyperparameter들은 각

각 = 0.15, = 0.4, = 0.05로 설정하였다. 

평가 방법은 자동 평가와 인적 평가를 모두 진행하였

다. 자동 평가는 기존 연구들[6, 7, 8]에서 수행했던 방법

과 같은 방식으로 미리 훈련시킨 분류기의 정확도 (ACC), 

변환 전 입력 문장과 생성 문장 간의 BLEU score 

(BLEU-self), ACC와 BLEU-self의 기하평균값 G-score

를 측정하였다. CLLQ_ko 말뭉치에 대해서는 사람이 미리 

만들어놓은 정답 문장과의 BLEU score (BLEU-gold)를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인적 평가는 피실험자들에게 각 

말뭉치에서 임의의 문장 100개를 샘플링한 후, 각 비교 

시스템에서 문체 변환한 결과들을 동시에 보여 주고 그 

중 가장 적절하게 문체 변환되었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만약 생성 결과 중 적절한 문장이 하

나도 없다면 ‘없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4.1 실험 결과 
 

자동 평가 결과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말뭉

치에 대해, 제안한 방법이 BLEU-self에서 우월한 성능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안한 방법의 안정적인 정보 보

존 능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Attention 기반의 생성 방

법과 재구성, 재변환 과정에서의 Loss를 이용하는 것이 

단일한 Latent vector로부터의 생성 또는 GAN 기반의 

생성보다 어절 단위의 정보 보존에 있어서 강점이 있기 

표 2. 자동 평가 결과 

ACC 밑 괄호 안의 숫자는 학습된 분류기의 성능을 나타냄. 

Yelp_en 
ACC  

(97.64%) 
BLEU-self G-score

SHEN2017 88.53 9.89 29.59 

XU2018 60.21 48.97 54.30 

제안 방법 78.64 67.92 73.08 
 

CLLQ_ko 
ACC 

(99.62%) 

BLEU-

self 
G-score 

BLEU-

gold

SHEN2017 81.14 5.52 21.16 7.74

XU2018 99.77 12.45 35.24 13.89

제안 방법 98.89 78.50 88.11 84.61
 

Tense_ko 
ACC 

(99.89%) 
BLEU-self G-score

SHEN2017 85.95 3.04 16.16 

XU2018 100.00 6.61 25.71 

제안 방법 94.80 88.57 91.63 
 

 

표 3. 인적 평가 결과 

선택 비율 

(%) 
SHEN2017 XU2018 제안 방법 없음

Yelp_en 19 11 51 19 

CLLQ_ko 0 9 74 17 

 

표 4. Ablation study 실험 결과 

PWD는 확률적 Word dropout, ALL은 UNK 추가, PWD, 음절 분

할 3가지 항목 모두를 지칭한다. 

Yelp_en ACC BLEU-self G-score 

제안 방법 78.64 67.92 73.08 

-UNK 추가 79.94(+1.30) 65.91(-2.01) 72.59(-0.49)

-PWD 61.40(-17.24) 78.43(+10.51) 69.39(-3.69)

-ALL 60.82(-17.82) 78.43(+10.51) 69.07(-4.01)
 

CLLQ_ko ACC BLEU-self G-score BLEU-gold 

제안 방법 98.89 78.50 88.11 84.22 

-UNK 추가 98.14(-0.75) 79.07(+0.57) 88.09(-0.02) 83.82(-0.40)

-PWD 97.44(-1.45) 79.06(+0.56) 87.77(-0.34) 84.03(-0.19)

-음절 분할 99.43(+0.54) 76.52(-1.98) 87.23(-0.88) 81.43(-2.79)

-ALL 97.82(-1.07) 76.80(-1.70) 86.68(-1.43) 81.3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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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ACC에 있어서도 비교 시스

템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경쟁력있는 수

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G-score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CLLQ_ko에서 측정이 가능한 

BLEU-gold 수치를 보았을 때에도 제안한 방법이 우세

한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인적 평가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으로 변환된 결과를 가장 높은 비율로 사람이 선택함

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의 정보 보존력에서 확연한 차이

를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결정에도 그만큼 영향을 끼치

는 것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BLEU-self 차이가 작은 

Yelp_en과 훨씬 차이가 큰 CLLQ_ko 말뭉치간의 선택 

비율의 차이로도 추측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Noising 방법들이 실

제로 성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항목을 적용하지 않은 실험결과들을 보여주는 Ablation 

test를 수행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요인

의 유무에 따라 ACC과 BLEU-self의 증가, 감소가 공존

하지만 결과적으로 G-score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제안

한 방법들을 모두 활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다. 정답 쌍과 직접 비교한 CLLQ_ko 말뭉치의 BLEU-

gold값을 보았을 때에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Yelp 말뭉치에서 확률적 Word dropout(PWD)을 미적용

하였을 경우 낮은 ACC와 높은 BLEU-self값을 보이는데, 

이는 문체의 특성을 가지는 어절들이 과도하게 보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5 참고)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병렬 말뭉치만으로 문체 변환을 효과

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방법들은 

한국어와 영어에 대해 모두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특

히 정보 보존 능력에서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월등한 성

능을 보여주었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Attention 기반의 

생성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정보 보존 측면에서 강건성을 

확보하면서, 입력 문장 Noising 방법들을 적용하여 원 

어절들을 과도하게 보존, 재생성하지 않고 문체 변환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음절 분할 방법

을 통해 한국어 OOV 대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 추

후 연구에서는 Self-attention 또는 Multi-head 

attention 등의[2] 고도화된 기술을 도입하거나, [5, 7]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문체 변환된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피드백을 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성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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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체 변환 비교 실험 예제 

SHEN2017은 한국어 말뭉치들에 대해서 파라미터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문 내용 보존에 실패하였다. 

Yelp_en: 긍정적 → 부정적 

원문 i would recommend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nice and helpful . 

SHEN2017 i would not recommend this office so rude and they are rude . 

XU2018 i would recommend this owners unit people are nice so rude staff . 

제안 방법 i would not recommend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rude and unprofessional . 
 

Yelp_en: 부정적 → 긍정적 

원문 really dissapointed wo n't go back . 

SHEN2017 really recommend going back ! 

XU2018 really adore wo n't go . 

제안 방법 really pleased highly recommend this place ! 
 

CLLQ_ko: 구어체 → 문어체 

원문 개막전 패배 _를 설욕 _한 삼성 _은 1 _승 1 _패 _가 되 _었 _어요 _. 

SHEN2017 
KIA _는 2 _0 _일 인천 _구장 _에서 열 _린 2015 타이어 _뱅크 KBO _리그 ' KIA _와 _의 경기 

_에서 9 - 2 _로 승리 _하 _았 _다 _. 

XU2018 전날 패배 _를 설욕 _한 SK _는 5 _위 추격 _에 나 _서 _었 _다 _. 

제안 방법 개막전 패배 _를 설욕 _한 삼성 _은 1 _승 1 _패 _가 되 _었 _다 _. 
 

CLLQ_ko: 구어체 → 문어체 

원문 한화 이글스 _가 난타전 끝 _에 4 _연패 후 귀중 _한 1 _승 _을 거 _두 _었 _다 _. 

SHEN2017 KIA _가 KIA _와 _의 경기 _에서 1 - 2 _로 승리 _하 _았 _습니다 _. 

XU2018 한화 _가 한화 _에 짜릿 _한 역전승 _을 거 _두 _면서 선두 _에서 올라 _서 _었 _습니다 _. 

제안 방법 한화 _가 난타전 끝 _에 4 _연패 후 귀중 _한 1 _승 _을 거 _두 _었 _습니다 _. 

 

표 6. 제안 방법에서의 Ablation test 예제 

입력 Noising 과정이 생략되면 원문 정보 보존이 과하게 되어 문체 변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Yelp_en: 긍정적 → 부정적 

원문 i would recommend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nice and helpful . 

제안 방법 i would not recommend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rude and unprofessional . 

-UNK 추가 i would give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rude and unprofessional . 

-PWD i would recommend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nice and helpful . 

-ALL i would recommend this honda dealership people are so slow and helpful . 
 

CLLQ_ko: 문어체 → 구어체 

원문 
삼성 _은 4 _일 대구 _구장 _에서 열 _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 _야구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조동찬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며 4 - 0 승리 _를 따 _아 _내 _었 _다 _. 

정답 
삼성 _이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조동찬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면서 4 - 0 승리 

_를 따 _내 _었 _습니다 _. 

제안 방법 
삼성 _이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조 _동 _찬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면서 4 - 0 

승리 _를 따 _내 _었 _습니다 _. 

-UNK 추가 
삼성 _은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조 _동 _찬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면서 4 - 0 

승리 _를 따 _아 _내 _었 _어요 _. 

-PWD 
삼성 _이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조 _동 _찬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면서 4 - 0 

승리 _를 따 _아 _내 _었 _습니다 _. 

-음절 분할 
삼성 _이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박병호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면서 4 - 0 승리 

_를 따 _내 _었 _습니다 _. 

-ALL 
삼성 _은 한화 _전 _에서 윤성환 _의 완봉 역투 _와 <UNK> _의 솔로 _홈런 등 _이 조화 _를 이 _루 _며 4 - 0 승리 _를 

따 _아 _내 _었 _어요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