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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신경망 번역 모델에 주의 집중 네트워크가 제안되어 기존의 기계 번역 모델인 규칙 기반 번역 모델, 

통계적 번역 모델에 비해 높은 번역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의 집중 네트워크가 잘못 모델링되는 

경우 과소 번역 현상이 나타난다. 신경망 번역 모델에 커버리지 메커니즘을 추가하여 과소 번역 현상을 

완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모델의 구조를 변경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 

번역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손실 함수를 정의하여 과소 번역 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한-영 번역 실험을 통해 제안한 주의 집중 네트워크의 정규화 방법이 커버리지 메커니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함을 보인다.

주제어: 신경망 기계 번역, 주의 집중 네트워크, 커버리지 모델링

원문
그리고 테마 파크로는 서울대공원, 서울

랜드 등이 있거든요.

번역문
And the theme parks are Seoul, Seoul, 

and Seoul.

표 1. 과소 번역 현상

1. 서론

신경망 번역 모델은 입력 문장을 표현 벡터로 변환하

는 인코더 네트워크와 표현 벡터를 활용하여 번역 문장

을 출력하는 디코더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1, 2]. 그러

나 표현 벡터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길이의 입력 문장에 대한 정보를 함축하기 어렵다. 따라

서 기존의 신경망 번역 모델은 입력 문장의 길이가 길수

록 번역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3].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입출력 단어 간의 정렬 정보를 학습하

여 효율적으로 입력 문장을 표현 벡터로 변환하는 주의 

집중 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4, 5]. 주의 집중 네트워

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은 기존의 신경망 번역 모델에 

비해 매우 큰 성능 향상을 보였으나 [6], 주의 집중 네

트워크가 잘못 모델링되는 경우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번역하거나 특정 단어나 구, 절을 생략하는 과소 번역 

현상 (Over-Under Translation)과 같은 번역 오류가 나

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주의 집중 네트워크를 정

규화하는 새로운 손실 함수만을 정의하여 과소 번역 현

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인코더-디코더 네트워크는 

이미지 캡션 생성 [7], 문서 요약 [8] 등 다양한 자연어 

생성 분야에서 기존 모델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

다.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 또한 기

존의 통계적 번역 모델에 비해 높은 번역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정렬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번역 오

류가 발생한다.

표 1과 같이 “Seoul”이 반복해서 생성되고, “서울

대공원”, “서울랜드”가 번역되지 않는 현상을 과소 

번역 현상이라 하며 주로 숫자, 대명사와 같이 표현 벡

터의 정확도가 낮은 희소 단어가 등장하는 문장에서 나

타난다.

통계적 번역 모델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9]은 입력 단어가 번역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커버리지 

메커니즘을 통해 과소 번역 현상을 완화한다. 예를 들

어, 입력 단어    가 주어졌을 때 초기 커버리지 

벡터 는   이다. 첫 번째 디코딩 스텝에서 가 

번역되는 경우 은   이 된다. 개의 단어가 출

력될 때 최종 커버리지 벡터 은   이 되어야 한

다. 즉, 각 입력 단어가 한 번이라도 번역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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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상 번역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여 모든 입력 

단어가 한 번의 번역을 거치도록 유도한다. [10, 11]은 

커버리지 벡터를 주의 집중 네트워크에 추가하고 손실 

함수를 재정의함으로써 커버리지 메커니즘 기반 주의 집

중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3.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신경망 번역 모델을 이루는 대

표적인 신경망 네트워크로는 순환 신경망 [12], 컨볼루

션 신경망 [13], Transformer [14]가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순환 신경망 네트워크로 신경망 번역 모델의 인코더

와 디코더를 구성하였다.

그림 1.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

신경망 번역 모델은 입력 문장         과  

출력 문장        에 대한 조건부 확률 

을 직접적으로 모델링한다. 그림 1과 같이 인코더는 입

력 단어에 대한 은닉 상태    ⋯ 를 계산하며 

디코더는 출력 단어에 대한 은닉 상태    ⋯를 

계산한다. 주의 집중 네트워크는 매 스텝의 디코더 은닉 

상태와 인코더 은닉 상태 간의 정렬 정보 를 인코더 

은닉 상태의 가중치로 두고 이에 대한 가중치 평균을 구

하여 입력 문장에 대한 표현 벡터 를 계산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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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 디코딩 스텝의 출력 단어에 대한 분포는 주의 집중 

네트워크에서 구한 입력 문장의 표현 벡터와 디코더 은

닉 상태로부터 softmax 함수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

다.

                   (4)

신경망 번역 모델은 다음의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학습된다.

    
  




  



  · log        (5)

위 손실 함수에서 는 출력 언어의 어휘 크기, 

  는 스텝 에서의 ground truth 분포, 는 신경

망 번역 모델의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4. 직교 정규화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은 매 디코

딩 스텝마다 이전 스텝의 정렬 정보를 고려하지 않기 때

문에 과소 번역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커버리지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손실 함수에 페널티를 추가한다.

정렬 정보 행렬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6)

 

각 행은 번 째 디코딩 스텝에서 출력 단어와 입력 단

어들 간의 정렬 정보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의미한다. 그

러므로  ⋯  이 직교할 때, 즉 정렬 정보 행렬 

가 직교 행렬일 때 커버리지 메커니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신경망 번역 모델의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log     
      (7)

위 손실 함수에서 는 × 크기를 갖는 단위 행렬

이고, Frobenius norm으로 정규화 손실을 구할 수 있다.

5. 실험

5.1 데이터 및 모델

본 논문에서는 한-영 번역 실험을 진행하였다. 여행  

도메인의 텍스트를 학습 코퍼스로 사용하였고, 테스트는 

학습 코퍼스와 동일한 도메인의 2000문장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다. 텍스트 전처리를 위해 모든 텍스트를 moses의 

tokenizer로 tokenization 후 Byte Pair Encoding [15]

을 이용하여 subword 단위로 나타내었다.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단어 임베딩 크기 256, 

LSTM-RNN 크기 512, 인코더-디코더 레이어 4층으로 설정

하였고, 기존 손실 함수로 500K 스텝 (약 25 epoch)을 

학습하였다. 이후 새롭게 정의한 손실 함수 (  )로 

100K 스텝 추가 학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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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그리고 테마 파크로는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등이 있거든요.

번역문

기존 모델 And the theme parks are Seoul, Seoul, and Seoul.

커버리지 모델 And the theme parks are Seoul Grand Park, Seoul Land.

정규화 모델 And the theme parks are Seoul Grand Park, Seoul Land.

표 2. 모델 별 번역 예제

가. 기존 모델

 

나. 커버리지 모델

 

다. 정규화 모델

그림 2. 모델 별 정렬 정보 행렬

5.2 실험 결과

제안한 손실 함수로 학습한 모델 (정규화 모델)과 동

일하게 기존 손실 함수로 학습한 모델 (기존 모델) 또한 

100K 추가 학습을 하였으며, [11]에서 제안한 모델 (커

버리지 모델) 또한 이와 동일하게 학습하여 비교하였다. 

학습 결과 제안한 정규화 모델의 정규화 손실은 32.86에

서 4.94로 감소하였다.

 

그림 3. 학습 정확도 및 perplexity

(ㅡ: 기존 모델, ㅡ: 정규화 모델)

모델 BLEU

기존 모델 42.51

커버리지 모델 [11] 43.49

정규화 모델 43.69

표 3. 모델 별 BLEU 평가

정규화 모델이 기존 모델에 비해 학습 정확도 및 

perplexity는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BLEU가 1.18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안한 주의 집중 네트

워크에 대한 정규화가 효율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5.3 결과 분석

표 1의 예문을 커버리지 모델, 정규화 모델로 번역하

면 “서울대공원”, “서울랜드”가 제대로 번역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subword 단위의 입출력 단

어 간 정렬 정보 행렬을 나타낸 것으로 밝을수록 값이 

크다. 세 모델의 정렬 정보 행렬을 비교하였을 때, 기존 

모델에서는 “서울”,“대”,“공원”,“랜드” 와 같은 

단어의 정렬 정보가 부정확하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정렬 

정보는 과소 번역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반면 

커버리지 모델과 정규화 모델의 정렬 정보는 비교적 정

확하기 때문에 과소 번역 현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의 예문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주의 집중 네트워크 기반 신경망 번역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손실 함수만을 정

의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주의 집중 네트워크의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영 번역 실험을 통해 부정확하게 

모델링된 정렬 정보는 과소 번역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제안한 주의 집중 네트워크에 대한 정규화가 효율적으로 

정렬 정보 모델링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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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원문 롯데호텔에서 결제 가능한 방법은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번역문

기존 모델
There is a cash payment in the Lotte Hotel and payment with credit card and 

credit card.

커버리지 모델
The way that you can pay at the Lotte Hotel is paying cash and credit card 

payment.

정규화 모델
There is a cash payment available in the Lotte Hotel and pay with credit card 

payment.

가. 기존 모델

 

나. 커버리지 모델

 

다. 정규화 모델

원문 2인분짜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주문할게요.

번역문

기존 모델 We’d like to order two dishes, Monday, Monday, and Friday.

커버리지 모델 We’ll order two portions, Monday, Monday through Friday.

정규화 모델 I’d like to order two portions, from Monday to Friday.

가. 기존 모델

 

나. 커버리지 모델

 

다. 정규화 모델

원문 유람선 선착장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번역문

기존 모델 how long deos it take to the dock dock?

커버리지 모델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boat terminal?

정규화 모델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Ferry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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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모델

 

나. 커버리지 모델

 

다. 정규화 모델

원문 저는 안내원 김철수였습니다.

번역문

기존 모델 I was Mr. Kim Kim Cheol-soo.

커버리지 모델 I’m Mr. Kim, Kim Cheolsoo.

정규화 모델 I was a guide Kim Chulsoo.

가. 기존 모델

 

나. 커버리지 모델

 

다. 정규화 모델

원문 침대 말고 온돌방으로 쓰려는데, 그것도 싱글, 더블 그런 게 있나요?

번역문

기존 모델 I want to use it ondol room instead of bed, is there a double or double bed?

커버리지 모델 I want to use the Ondol room instead of bead, is there a single or double bed?

정규화 모델 I want to use the Ondol room instead of bead, is there a single or double bed?

가. 기본 모델

 

나. 커버리지 모델

 

다. 정규화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