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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글 필기체 생성을 위한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 RNN) 기반의 학습 및 생성 기법을 다룬
다. 특히, 인공지능 측면에서 사전 지식 없이 데이터만을 이용해 학습한 모델이 한글의 구조와 같은 추상적 개념의 지
식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순서 데이터 생성을 위한 기법으로 1) 기존에 알려진 순환신경망과 혼합 확률
밀도망(mixture density network)의 조합과, 2) 최근 발표된 HyperRNN을 적용한다. 제안한 기법을 한글 2350글자에 대한
온라인 필기체 데이터에 적용하여 학습 및 생성한 결과 자모음의 구분과 조합을 대략적으로 재현함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문서, 음악, 필기체 등과 같이 인간이 창작한 순서 데이
터를 학습하여 자동으로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문제
는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연구주제중 하나이다[1][2]. 문서
생성, 음악생성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해법
설정은, 누적 관측값의 패턴에 근거한 다음 관측값 예측
확률 모델, 즉 P r         에 대한 모델링이다. 관측값
이 이산적인 값을 가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언어 모델
(language model)로 불리며, [3]이 등장하기 전에는 n-그램
방식의 모델이 주를 이루었고, [3] 이후 순환신경망에 기
반한 모델이 최신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온라인 방식의 필기체 생성 문제의 경우, 2차원 평면
상에서 실수값을 가지는 점의 좌표와 획을 예측해야 하
기 때문에, 이산적 값을 다루는 언어 모델을 직접 적용
할 수 없다. 영어 필기체의 경우 [4]에서 순환신경망과
혼합 확률밀도망(MDN)을 결합한 생성 기법을 처음 제시
하였다. [5]는 이 기법을 정자로 쓴 한자 데이터에 적용
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인공지능적 측면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의 학습
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단순한 예측 모델과 데이터
생성 모델뿐만 아니라, 데이터에서 사람의 인지, 언어 수
준에서 자연스러운 정도의 추상화된 규칙성과 지식을 발
견하는 것이다. 2차원 사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딥베이지
안망(deep belief net)과 컨벌루션 신경망(CNN)을 이용해
다양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representation) 학습이 됨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6][7]. 그러나 순서 데이터에서의 규
칙적 패턴과 직관적 수준의 지식 추출 또는 가시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8]에서 소개된 사례와
같이 순서 데이터에서 ‘개념’을 학습하는 모델에 대한 관
심이 커지고 있다. 한글과 한자와 같이 획이 많고 복잡
하면서도 제한된 범위의 규칙이 알려진 언어에 대해, 필
기체 데이터에서 이러한 규칙을 학습을 통해 발견하는
작업은 이러한 현재 연구의 한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정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여
를 하고자 한다: 1) 학술적으로 대규모 온라인 한글 필기
체 생성 사례를 최초로 보고, 2) 기법 측면에서
HyperLSTM +MDN+차등우도 조합을 최초로 시도, 3) 인
공지능 연구 측면에서 순환신경망 기반 딥러닝 모델의
학습을 통한 구조적 패턴 인식 가능성 보고를 한다.
2. 한글필기체 생성 문제
[4]에서는 RNN 기반의 순차적 예측망으로 실수값을 가
지는 영어 필기체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혼합 확률밀도
망(MDN, mixture density network, [9])을 결합하는 아이디
어를 제안하고, IAM 온라인 영문 DB로 학습한 망이 다
양한 필체를 모사함을 보인 바 있다.
한글 필기체의 경우 영문 필기체와 비교해볼 때 획과
획 사이의 방향과 거리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특성이 있다. 사전 지식을 반영하지 않고 데이터만으
로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생성할 수 있는지 여
부는, 머신러닝을 통해 지식의 발견을 추구하는 이론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에서 모두 관심을 두게 되는 문제이
다. 머신러닝 기반의 한글 필기체 생성 관련 연구 사례
는 많지 않으며, 동적 베이지안망으로 초성, 중성, 종성
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한 연구[10] 이후의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5]에서는 한자를 정자로 쓴 필기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사 한자를 생성하는 사례를 보인 바 있다. 한자 역시
영어에 비해 획의 상하, 종횡의 변화가 큰 특성이 있으
며 글자를 구성하는 요소의 구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
는 특징이 있다. 정자로 획의 순서 규칙을 준수하고 획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또박또박’ 쓴 데이터를 이용하
면 한자의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학습할 수 있음을 보였
다고 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0]과 [5]의 사례보다 구불구불한
(cursive) 형태의 한글 필기체 데이터를 이용한 한글 낱글
자 필기체 생성을 시도한다. 초/중/종성을 구성하는 자음
과 모음의 형태가 매우 가변적이고 경우에 따라 여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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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모음을 하나의 획으로 이어쓰는 경우가 포함되어
매우 노이즈가 큰 데이터에서도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해내고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한글필기체 생성 방법
1) RNN + MDN + 차등 우도
혼합 확률밀도망(MDN)은 혼합 확률분포의 파라미터를
신경망의 출력을 이용하여 정하는 기법이다. 혼합 가중
치 출력은 소프트맥스 함수로 정규화하고, 다른 출력은
적합한 함수를 추가로 적용하여 값의 범위가 의미에 맞
도록 조정한다(예: exponential 함수를 적용하여 양수 범
위의 값으로 조정). 순환신경망의 출력값을 혼합 확률 파
라미터로 두는 경우, 입력값의 순서를 고려한 출력이 가
능하다.
온라인 필기체 데이터가 점의 좌표 (     )와 획의 종료
여부(end-of-stroke, eos)를 표현하는 이진 변수   의 순서
정보로 주어질 때, 시간 t 시점까지의 입력을 바탕으로
t+1 시점에 이어질 점의 위치와 획 종료 여부는 각각 가
우시안 혼합 분포(Gaussian mixture, 이하 GM)와 베르누
이 분포로 모델링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에서 RNN의
입력 벡터   와 출력 벡터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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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학습을 가이드하는 목적함수(sequence loss)는 P r x  의
음의 로그우도값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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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는 [5]에서 한자 생성 문제의 경우 획의 종료 시점과
글자의 종료 시점(end-of-character, eoc)을 구분해야만 낱
글자 단위의 생성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eoc의 빈도가 드
문 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Firth 기법[11]과 유사한
차등 우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항을
eos, eoc, stay의 세 상태에 대한 one-hot 인코딩 벡터로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목적함수를 설정하여 빈도가 적
은 eos, eoc의 기울기를 크게 설정한다:
 x           
    

  ≫   
        

 

그림 1. HyperRNN의 개념도[12]. RNN의 가중치 행렬을
동적으로 생성하는 미니 RNN을 둔다.
2) HyperLSTM
Ha 등은 순서 데이터 생성 모델을 생성하는 신경망 모델
로서, RNN의 가중치 행렬이 매 시간마다 동일한 값으로
공유되는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동적 하이퍼네트워크를
제안하고(그림
2),
LSTM에
이
개념을
적용한
HyperLSTM을 소개하였다[12]. HyperLSTM 셀이 LSTM의
세 개의 게이트(입력, 망각, 출력)와 상태값의 후보(
 )에
연계된 가중치 행렬과 바이어스를 임베딩하는 방식으로
컨트롤하는 ‘생성 모델을 생성하는 모델’이며, [4]와 비교
하여 보다 좋은 품질의 영어 필기체를 생성한 결과가 보
고되었다.
4. 실험 및 결과
1) 데이터 및 모델 설정
데이터는 완성형 한글 2350글자에 대한 미공개 온라인
필기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글자별로 다수의 사용자가
쓴 100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데이터에 대해 글
자의 크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중 긴 축의 길이를 1.0으
로 두고 비율은 유지하는 정규화를 적용하고, 좌표값은
연속점 간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펜의 상태
를 eos, eoc, stay의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하여 3차원
one-hot
인코딩을
하였으며,
한
글자의
정보는
∆ ∆ eos eoc stay 의 5차원 벡터의 순서로 표현되
며, 글자 샘플마다 길이와 획의 수는 다르다.
필기체 생성 학습을 위한 모델은 LSTM+MDN+차등우
도 적용 모델, HyperLSTM+MDN+차등우도 적용 모델의
두 조합을 적용한다. 각 모델별 설정은 [표 1]에 정리하
였으며, 공통적으로 batch_size는 64, 한 글자의 최대 길
이 600, 미분값 상한은 전역적 최대값 10.0을 적용한다.
[5]의 제안을 참조하여 전체 데이터는 랜덤하게 순서를
조정하고, 각 미니배치는 항상 특정 글자의 첫 점에서
시작하도록 하였으며, 미니배치 단위의 학습 때마다 글
자 크기 척도를 30% 범위 내에서 랜덤하게 증감시키는
방식의 동적 데이터 보충(augmentation)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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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글 필기체 생성에 적용한 순환신경망 기반 모델의 설정

모델

LSTM+
MDN+차등우도
HyperLSTM+
MDN+차등우도

구성

LSTM: 256 unit * 2 layer
MDN: 24 mixture
차등우도:    
상기 구성에 더해
HyperLSTM: 128 unit, embedding
size=4, LSTM 셀에만 출력 및
recurrent dropout 적용(유지확률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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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및 분석
[표 2]와 [그림 2]에 각각, 모델 학습 결과와 학습한 모델
에서 연속적 샘플링을 통해 생성한 한글 낱글자 사례를
정리하였다. 두 모델 모두 정형화된 글자까지의 학습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존재하지 않는 글자나 자모음 조합
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음과 모음 단위로는 정확
한 구성을 보이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한글 글자 구성
의 여섯 가지 사례를 빈도에 대략 비례하여 생성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그림 3). 완성형 한글의 분포(G)와 각 학
습 결과 모델별로 1만 건 생성글자군과의 빈도(M1, M2)
의 유사도를 Hellinger 거리[14]로 측정한 결과 각각 H(G,
M1)=0.0354, H(G, M2)=0.0531로 측정되었다.

표 2. 생성모델 학습 결과. 전체 loss  x 는 글자의 구성과 펜
의 상태에 대한 두 loss로 구성된다.

모델
1
2

LSTM+
MDN+차등우도
HyperLSTM+
MDN+차등우도

 x 

Log Loss
  

  

-5.10

-6.29

1.186

-5.27

-6.33

1.058

(a)
(b)
.
그림 3. 한글 낱글자 생성 모델에서 샘플링한 사례. (a)
LSTM+MDN+차등우도
모델(log
loss=-5.10)
(b)
HyperLSTM+MDN+차등우도 모델(log loss=-5.27)을 각각
적용.

그림 2. [표 2]의 두 모델로 생성한 글자의 정량적 평가.
완성형 한글 2350글자에서 초성(C), 중성(J), 종성(Z) 구성
에 따른 여섯 가지 유형[10]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
Type2와 Type6의 빈도가 바뀐 것을 제외하면 유사한 분
포를 보임. 글자의 유형 예측은 [13]의 모델을 적용함.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순환신경망 기반의 최신 기법의 새로운
조합으로 한글 낱글자 생성하는 기법과 결과를 정리하였
다. 알고리즘이 자모음 및 초/중/종성의 정형화된 한글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모델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을 탐
색하여 실제 필기체에 보다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에서 발표한 ‘지정한 글자’를 필기체
로 생성하는 기법을 한글 필기체에 적용 가능하도록 확
장하는 연구가 이론적, 실용적으로 모두 의미 있는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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