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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어는 종결어미에 변화를 주어 서로 다른 경어체를 

사용할 수 있다. 경어체는 경어체마다 정중함의 강도와 

경어 강도가 다르다[1]. 대표적인 경어체로는 ‘해요체’와 

‘합쇼체’가 있다. 이 둘은 정중한 말투이긴 하지만 전자는 

사용 폭이 넓고 청자에 대한 경어 강도가 약하다. 따라서, 

화자보다 상위자임이 뚜렷한 청자에게는 해요체가 다소 

부적절하게 들리기도 한다[1]. 해요체가 아닌 경어 강도

가 높은 합쇼체를 사용하면 임의의 청자로 하여금 위에

서 언급한 부적절성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경어체간의 종결어미 변환

을 미리 정의된 종결어미 변환 규칙에 따라 변환하는 방

식으로 진행해왔다[2]. 그러나, 이는 여러 경우에 따른 

복잡한 규칙을 정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그러나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을 심층학습으로 대체하면 규칙 정

의 작업 없이 종결어미 간의 변환 데이터만으로 변환기

를 제작할 수 있다. 

심층 학습은 최근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각 분

야의 실험 성능 향상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임의의 길이

의 입력으로 임의의 길이의 출력을 생성하는 sequence-

to-sequence 모델은 형태소 합성,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과 같은 자연어 생성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

용 된다[3, 4]. 본 논문은 해요체 입력과 합쇼체 출력 쌍

의 병렬 데이터를 sequence-to-sequence (Seq2Seq) 모

델에 학습 시켜 임의의 길이의 해요체 형태의 어절을 합

쇼체 형태의 어절로 변환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른 어

투로 번역하는 연구[5], 어떤 발화의 공손함(politeness)

의 정도를 다르게 하여 발화를 생성하는 연구[6] 등 문

장의 형태를 변환하여(style transfer) 생성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임의의 이

미지(image)를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로 변환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7, 8]. 해당 연구들은 미리 정

의된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스타일

을 변환하도록 하는 심층 학습 기법을 사용한다.  

 

3. 모델  

3.1. Attention-based Sequence-to-Sequence 모

델 
 Attention-based Sequence-to-Sequence 모델[9]은 

크게 인코더(Encoder)와 디코더(Decoder)로 이루어져있

다. 순서가 있는 일련의 입력을 입력 받아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변환하여 나타내는 작업을 인코딩(Encoding)이라

고 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분을 인코더(Encoder)라고 한

다. 인코딩에서 산출한 벡터값을 사용하여 의도한 출력을 

생성하는 작업은 디코딩(Decoding)이고 이를 담당하는 

부분은 디코더(Decoder)이다. 인코더와 디코더가 합쳐져 

임의의 입력을 인코딩하여 디코더를 거쳐 출력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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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equence-to-Sequence 모델(Seq2Seq)이다. 이 때, 

디코딩 과정 중 입력의 특정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더 높

은 비중(Attention)을 두어 입력 정보를 요약시킬 수 있

는데, 이러한 기능을 추가한 모델이 Attention-based 

Sequence-to-Sequence 모델이다.  

 

3.2. Attention-based Sequence-to-Sequence 모델을 

이용한 어미 변환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해요체로 이루어진 문장

과 이를 합쇼체로 변환한 문장 쌍이다. 그림 1과 같이 해

요체로 이루어진 문장의 마지막 어절은 3.1. 에서 정의한 

모델에 음절 단위로 입력된다. 해요체 입력은 상응하는 

합쇼체 어절을 출력하도록 학습된다. 합쇼체로 변환된 어

절은 최종적으로 원문장의 마지막 어절을 대체한다. 이 

때, 대체하는 작업은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개

의 후처리 작업으로 진행한다. 

 
그림 1. 모델의 전체 구조 

4. 실험 

4.1. Hyper Parameters 

  학습 시 모델의 각 Recurrent Neural 

Network(RNN)는 Long Short-term 

Memory(LSTM)를 사용하였고[10], hidden state와 

임베딩 값의 차원 크기는 모두 512 이다.   

 

4.2. 실험 결과  

표 1 은 ‘해요체-합쇼체’ 쌍으로 이루어진 각각 

100 개의 검증 및 실험 데이터와 1740 개의 학습 

데이터로 실험한 결과이다. 모델을 실험하여 BLUE 

점수[11]를 산출한 결과 검증, 실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점수는 각각 89.62, 88.68, 96.80 이었다. 출력

된 음절들이 정답 음절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Accuracy 와 같은 경우 검증 데이터 

83%, 실험 데이터 86%, 학습 데이터 94.5% 의 성

능을 나타냈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해요체를 합쇼

체를 변환할 때, 각 음절이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정

답으로 처리한 결과, 검증, 실험 및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각각 91%, 91%, 99% 이다. 

 

표 1. ‘해요체-합쇼체’ 변환 결과 성능 

Dataset BLUE 
Accuracy 

(Exact) 

Accuracy 

(Semantically) 

Dev 89.62 83.0% 91%

Test 88.68 86.0% 91%

Train 

(Close) 
96.80 94.5% 99%

 

표 2. ‘해요체-합쇼체’ 변환 시, 중복 정답 예시 

모델 입력 모델 변환 결과 변환 정답 

거예요. 겁니다. 것입니다. 

궁금하셨나요? 궁금하셨습니까? 궁금해하셨습니까?

 

5. 결론 

본 연구는 Attention-based Sequence-to-

Sequence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어의 해요체를 합

쇼체로 변환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추후 연구로는 

입력의 마지막 어절뿐만 아니라 이외의 어절을 추가

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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