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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현재 시중의 많은 번역기들은 단 한 번의 문장 입력으로 편리하게 번역을 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편리한 이점 대신에 사용자가 원했던 정확한 의미의 문장을 번역해주지 못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한글과 영어의 문법과 형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한글은 영어와 달리 동음이의어가 존재하며 문장 성분 간의 

의존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힘든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는 한글과 영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 번에 번역 문장을 입력하

는 편리함 대신 사용자에게 여러 번 입력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

저 입력을 받은 한글 중 동음이의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의 번역기와 같이 문맥을 파악

하거나 통계적 기반 방식의 번역이 아닌 사용자에게 해당 입력에 대한 동음이의어 선택지

를 보여준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단어의 의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식 

관계에 대한 문장 성분 간의 의존도도 사용자가 설정하게 하여 보다 높은 정확도를 지원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의 시장 현황 

 

(1) 모바일 서비스 번역기 

 Geni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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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 번역기로, 여행 상황에 특화되어 개발된 동시통역 어플리케

이션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번역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어, 중국어, 영어간의 

번역만 가능하다. 

 

 

 

 

 

 

 

(2) 웹 서비스 번역기 

 Google 번역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 하고 있는 번역기이다. 70개가 넘는 언어간의 번역을 제

공하며, 통계적 기반의 기계번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같은 어족에 속한 경우에는 정확도

가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언어의 어족이 다른 경우에는 번역의 질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Naver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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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사이트 Naver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번역기이다. 로그인을 한 뒤에 번역한 문장들의 

목록을 저장하는 기능과 번역되는 단어들에 대한 별도의 번역을 지원하고, 다양한 언어르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로 외국인들도 쉽게 사용 가능하다. 번역 수준은 구글 번역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정확히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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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1)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한

글 음성을 입력하면 영어 음성을 출력해 주는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2) 번역을 하는 데에 필요한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사용자에게 입력 받아 영어의 기본 

형식에 근거하는 번역을 지원하는 번역 툴을 개발한다. 

 

(3) 동음이의어인 한글 단어에 대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단어를 선택하여 원하는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 툴을 개발한다. 

 

(4) 수식 관계의 의존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번역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장의 어색한 수식 관계를 개선한 번역 툴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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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고,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엔진 개발 

->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작업은 Daum의 Newtone 엔진을 사용하고,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작업은 Google의 Text To Speech엔진을 사용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였다. 

 

2) 한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구문구조분석기를 개발 

-> KAIST에서 개발한 한글 형태소 분석기인 ‘한나눔’을 사용해서 구문구조를 분석한다. 

 

- 입력된 한글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눌 수 있게 한다 

-> Newtone 엔진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입력 받을 때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된 상태로 결과값이 

나온다. 따라서 문장을 “ “을 기준으로 나눔으로써 한글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눌 수 있었다. 

 

- 나뉘어진 단어를 동사, 형용사, 명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한다 

->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면 단어의 어근과 어미를 나눌 수 있다. 결과로 나온 어미를 바탕으로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였다. 예로 어미가 동사의 ‘~다’인 경우 형태소 분석기로 ef가 나온다. 

따라서 입력한 문장의 한 단어가 형태소 분석 결과 ef가 나오면 ‘동사’이다. 이런 방법으로 

문장을 이루는 단어들을 문장 성분 별로 분류할 수 있게 하였다. 

 

- 단어 이외에 조사를 따로 분류할 수 있게 한다 

 

- 구문구조 분석기는 웹서버에서 가동된다 

-> AWS에 ec2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하였다. 새로 생성한 서버에 이클립스를 설치한 후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다. 

 

3) 각각의 영어단어들을 문법에 맞게 재배열할 수 있는 재배열기를 개발 

-> 여러 문장을 분석해 본 결과, 형태소 분석만으로는 완벽하게 문법에 맞는 문장 재배열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문장에 필요한 필수적인 성분(주어, 동사, 목적어)와 수식 성분(형용사, 

부사)를 UI로부터 따로 입력 받게 만들었다. 우선 문장의 필수적인 성분은 문법에 맞게 정수 n을 

할당한다. 그리고 각 단어를 수식하는 성분은 그 단어에 할당된 (n-1).m값을 할당한다. 모든 

단어에 대해 값을 할당하였다면 각 단어를 할당한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문법에 

맞게 단어가 재배치된다. 

 

4) 구문구조분석기와 내제되어있는 사전과 재배열기를 이용하여 한글문장을 영어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기를 개발 

-> 사전DB는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 새로 만들었다. 사전DB는 크게 동음이의어 사전과 단어 

사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사전DB의 테이블은 다음과 같다. 

 

5)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를 디자인하고 개발 

-> 사용자가 앱을 다루는데 복잡함을 느끼지 않도록 간단한 UI를만들기 위해 버튼의 수도 ‘입력’

과 ‘입력 종료’ ‘번역’ ‘다시 듣기’ 4개의 버튼만 존재한다. 또한특정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를 입력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입력한 문장의 각 단어 앞에 수식 입력 창을 둠으로써 사용자가 앱을 최

대한 쉽게 다룰 수있도록 UI를 개발하였다. 동음이의어 선택 과정도 단어의여러 의미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pop-up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쉽게 사용자가 동음이의어를 선택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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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User : 사용자 

번역 : 한글 음성을 영어 음성으로 번역 

 

2.2.3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 Performance Requirements 

1. 정확도 [미달성] 

   사용자가 직접 어휘의 의미를 선택하므로 100%의 정확도가 보장된다. 

 -> 접속사 및 관사가 쓰이는 문장의 경우 완벽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관사의 경우 어떤 

관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었고 접속사가 쓰이는 문장의 경우 

형태소 분석 결과만으로는 각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문장 성분을 구분할 수 없어서 정확한 

번역을 구현하지 못 했다. 

 

2. 처리량 [미달성] 

   *명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하여 *초내에 *문장의 번역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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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성 출력 소요 시간 [달성] 

   구글의 Text To Speech 엔진의 경우 인터넷이 필요 없으므로 항상 일정한 음성 출력 

소요 시간을 기대할 수 있다. 

 

*Supportability 

1. Testability(테스트 용이성)  [미달성] 

  시간 부족으로 인해 자동으로 앱을 test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하지 못 했다.  

 

2. Extensibility(확장가능성) [달성]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의 수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만 하면 되므로 쉽게 확장할 수 

있지만,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불편함이 존재한다. 

 

3. Installability(설치 용이성) [달성] 

 안드로이드 폰에서 앱스토어를 이용하여 쉽게 설치 할 수 있다. 

 

4. Portability(이식성) [미달성] 

 다수의 안드로이드 api 를 사용하였고, 또 각 안드로이드 version 에 맞게 알맞은 api 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interface layer 개발도 시간과 기술의 부족으로 구현하지 못 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의외의 기기에는 이식할 수 없으며, 설령 이식한 기기가 안드로이드 

일지라도 version에 따라 개발 된 앱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5. 번역 소요시간 [미달성] 

  회화 중 사용이 목적이므로 번역이 가능하다. 

  - 입력 과정이 단순히 음성 뿐만이 아니라 동음이의어 선택, 수식 성분 입력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회화 중 사용은 부적절하다. 단순 번역 소요 시간도 인터넷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하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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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본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의 입출력 장치와 application의 STT, TTS 엔진 그리고 번역 알고리즘으

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스마트폰의 입출력 장치는 마이크와 스크린, 스피커가 사용되며, 어플리

케이션의 STT 엔진은 Daum Newtone 엔진으로써 인식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고, TTS 엔진은 

Google 엔진으로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을 한다. 

 

 번역 알고리즘은 STT 엔진에서 전달된 텍스트를 mapping 가능한 수준으로 나눠주는 구문구조

분석 단계와 분석된 한글 단어들을 알맞은 의미의 영어 단어로 mapping 해주는 단계, 그리고 영

어 문법에 맞게 재배치 해주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2.5  활용/개발된 기술 

1) 한나눔 형태소 분석기 : 한나눔은 plug-in component architecture-based 인 형태소 

분석기이면서, POS tagger이다. 

2)  Daum Newtone : Newtone API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중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기능은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해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음성-문자 변환 시스템 (Speech-to-Text system)이고 이를 Newtone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3)  Google TTS : TTS는 텍스트를 입력 받아,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오픈 소스입니다. 

 

2.2.6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하드웨어 

1-1. 서버로 사용 될 컴퓨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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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S의 ec2 인스턴스를 사용했다. 

 

(2) 소프트웨어 

2-1. 한글 단어를 영어 단어로 바꾸어 줄 사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 DB를 자동으로 채워 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히 수동으

로 데이터를 넣었다. 

 

2-2. 형태소 분석만으로는 수식어와 수식을 받는 단어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 UI에서 처음부터 문장을 입력 받을 때 수식어는 수식을 원하는 단어 앞에 따로 입력하

게 함으로써 해결하였다. 

 

2-3. 형태소 분석만으로는 특수한 문장 형태인 의문문, 가정문, 명령문, 시제 등을 결정할 

수 없다. 

 -> 미해결 

 

2-4. 형태소 분석만으로는 전치사, 접속사, 관사 등의 품사 등을 결정할 수 없다.  

 -> 미해결 

 

(3) 기타 

  3-1.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이므로 클라이언트 앱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따

라서 번역 처리 속도도 인터넷의 영향을 받는다.  

 

 

 

 

 

2.2.7  결과물 목록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기술문서 

UI 입력화면 음성, 특정상황 입력 받는 화면이다.   무 

 출력화면 입력된 한국어와 번역된 영어 문장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무 

출력 화면 번역된 언어를 화면에 보여준다   무 

 음성 번역된 음성을 출력한다   무 

입력 품사입력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에서 입력란에 

알맞은 품사를 입력한다. 

  무 

 의미선택 동음이의어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단어 뜻 선택 

  무 

 음성 음성을 입력한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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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STT Speech to Text   무 

 TTS Text to Speech   무 

 구문구조분석 -   무 

 번역 구성성분 매치   무 

 구문재배치 재배치   무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용자가 의미선택을 통해 번역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번역기와는 다르게 오역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번역결과를 음성으로 출력해주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사용자도 영어사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존 활용하는 번역기 툴은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Omega 

Translator을 사용할 경우 한국어/영어 형식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므로 번역에 대한 

도움을 주는 Tool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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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최종 결과물인 omega translator 는 사용자로부터 음성으로 한글 문장을 입력받은 후에 문장을 

어절 단위로 사용자에게보여준다. 사용자는 각 어절마다 수식하고 싶은 경우 어절 앞의 빈칸에 

수식문장을 입력한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서버에게 입력한 문장을 보낸다. 서버는 

입력받은문장에 동음이의어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동음이의어와 그 단어에 대한 

의미들을 사용자에게 보내고사용자는 의미를 선택한 후 그 결과를 서버로 보내면, 서버는 번역을 

완료하고 번역 결과를 사용자에게 text형태로 보낸다. 클라이언트 앱은 번역 결과를 보여주며, 

‘듣기’ 버튼을 누르면 번역 결과에 대한 음성을 출력해준다. 

 

  

 

시스템을 설계 하는 전에는한글 문장에 대한 형태소 분석 결과로 한글과 영어를 1대 1로 

mapping 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태소 분석만으로는 전치사, 관사 같은 특수한 품사나, 

의문문,가정문 등을 판단할 수 없었고, 또한 문장내 단어간의 의존관계를 명확히 정할 수가 

없었다. 의존관계를 명확히 정하게 위해 입력을 한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용하기 불편한 번역기가 되어 버렸다. 또한 입력 문장이가정문인지 의문문인지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없다 보니 단어의 순서가 평문과 다른 문장의 경우 완벽한 번역을 할 수 

없었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짧은평문등의 번역은 입력만 잘 한다면 사용자로 하여금 만족할 만한 

번역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가정문, 의문문과 같은 특수한 문장이나, 주어나 동사가 많이 있는 

복문의경우에는 원하는 번역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사용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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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설치 가이드 

1. https://drive.google.com/a/kookmin.ac.kr/file/d/0B4keavEU6OqTNFZkUkxKVjJjdUE
/view?usp=sharing 에 접속해서 최신 apk 를 다운받는다. (국민대 구글 계정 사용자만 

다운이 가능하다.) 

2. 다운받은 apk 를 실행해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다. 

 

따라하기 

※ ‘나는 맛있는 사과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을 입력하는 경우라 가정. 

1. 어플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실행된다. 

 

2.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을 입력하는 방법은 2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음성입력을 통한 

문장입력이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키보드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다. 

3. 입력시작 버튼을 누르면 음성입력이 시작된다. 사용자가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을 말한 

후 입력 종료버튼을 눌러준다. (음성입력이 끝나자마자 꼭 입력 종료 버튼을 눌러줘야 

한다.) 혹은 입력문장 우측의 부분을 터치하면 키보드가 화면에 출력되는데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을 입력하면 된다. 

4.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문장의 포맷이 정해져 있는데 수식어구가 없는 기본 

문장형태만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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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나는 맛있는 사과를 좋아한다.’ 을 입력한다고 하면 ‘맛있는’ 이라는 단어가 

‘사과를’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형태이다. 이 문장의 기본문장은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이다.  

 

5. 사용자가 입력 문장이 올바른지 확인 한 뒤 Enter버튼을 터치한다. 

6. 문장성분이 나타난 칸에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이 단어 별로 구분되어서 화면에 

출력된다. 다음과 같이 단어로 구분되어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수식하고자 하는 단어를 수식을 받는 단어 앞에 적어준다.  

Ex) ‘맛있는’이라는 단어를 ‘사과를’이라는 단어 앞에 입력하면 된다. 

      

7. 수식 어구를 모두 입력했으면 하단의 Translate 버튼을 터치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 중에서 동음이의어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의미선택 팝업 창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선택한 뜻으로 해당 단어가 번역되며, 모든 동음이의어 선택이 완료 되면 

서버에서 번역처리를 한 후 하단의 Translated Sentence 에 번역 결과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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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표시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영어 문장에 대한 영어음성이 흘러나온다. 번역 

문장이 표시된 우측에 위치한 ‘다시 듣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번역문 음성이 

흘러나온다. 

          
 

5.2 운영자 매뉴얼 

운영자는 서버를 돌리는 자바 프로그램과 DB 입력을 위한 MySQL 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서버에서는 형태소 분석과 번역알고리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서버의 소스를 분석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또한 MySQL 은 DB 의 입력을 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DB 에 입력을 자동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있는 단어를 수동으로 입력해 주어야 한다. 

 

5.3 배포 가이드 

GPLv3에 의거하여 전체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 번역 어플리케이션은 Android 4.4.2 버전을 기반으로 배포됩니다. 

• 서버 프로그램은 Java8 버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어플리케이션 배포는 번역 프로그램의 공식 블로그에서 배포합니다. 

• 서버 프로그램과 번역 어플리케이션 소스는 공식 GitHub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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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드백 답변서 
 

1. 다른 번역 기술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답변 : 임의의 한글문장 선정 후 시중에 나온 번역기와 우리의 번역기의 결과를 비교해서 평가, 

점수를 매긴 후 비교 

 

2. 번역 정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답변 : 영어 교수님, 전문가, 사용자들에게 설문조사 

 

3.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 DB의 복잡도 및 시간과 기술 문제로 DB자동화 실패. 차후 개발 예정. 현재는 수동으로 

DB데이터 입력 중. 

 

4.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구현을 할 것인가? 

답변 : 현재까지는 수식표현, 인칭대명사, 단/복수 판별, 과거 시제까지 구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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