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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연어 인식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통합 개발 툴

(57) 요약
자연어 인식 (NLU)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은 다중 경로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NLU 훈련 텍스트 자료로부터 NLU
번역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하나의 경로의 변경은 자동적으로 그 후의 경로에 대한 입력을 변경할 수 있다.
NLU 번역 정보는 NLU 훈련 텍스트 자료의 적어도 일부의 번역을 특정할 수 있다. NLU 번역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되고, NLU 번역 정보의 선택된 항목은 그래픽 에디터에 제공될 수 있다. 사용자 특정 편집 또한 그래픽 에디터에서 수신된
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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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연어 인식(NLU)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중 패스(multi-pass)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NLU 훈련용 텍스트 자료로부터 NLU 번역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하나의
패스의 변경이 자동적으로 후속 패스에 대한 입력을 변경시키고, 상기 NLU 번역 정보는 상기 NLU 훈련용 텍스트 자료의
적어도 일부의 번역을 특정함-;
상기 NLU 번역 정보를 데이터베이스(205)에 저장하는 단계; 및
그래픽 에디터(310)에서, NLU 번역 정보의 선택된 항목(330)을 제공하고, 상기 NLU 번역 정보에 대한 사용자 특정된 편
집들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및 수신 단계는,
데이터 항목들을 나타내는 터미널 및 비터미널 노드들을 포함하는 의미 트리로 상기 NLU 번역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발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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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및 수신 단계는,
부모 및 자식 데이터 항목들 및 상기 데이터 항목들의 파라미터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복수의 컬럼들을 포함하는 사전
화면에서 상기 NLU 훈련용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발 방법.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및 수신 단계는,
문장 화면에서 개개의 텍스트 어구들과 연관된 상기 NLU 번역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NLU 번역 정보는, 주석 상태, 어구 횟수, 지정된 어구 사용, 어구 수집 정보, 정확성 확률, 및 정확성 순위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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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및 수신 단계는,
분리된 스크린 화면에서 복수의 의미 트리들로서 상기 NLU 번역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분리된 스크린 화면은 적어도 제1 의미 트리를 디스플레이하는 제1 윈도우 및 제2 의미 트리를 디스플레이하는 제2
윈도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발 방법.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제1항에 있어서,
NLU 훈련용 문장들을 자동적으로 임포팅(import)하는 단계; 및
상기 NLU 훈련용 텍스트 자료로부터 판정된 통계적 유사성에 따라 상기 NLU 훈련용 문장의 번역을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발 방법.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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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훈련용 문장의 NLU 번역들을 자동적으로 임포팅하는 단계; 및
상기 NLU 훈련용 텍스트 자료에 상기 NLU 번역들을 적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발 방법.

청구항 3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패스들 중 하나의 패스를 특정하는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패스들 중 상기 하나의 패스로부터의 상기
NLU 번역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발 방법.

청구항 3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어구들에 대한 NLU 번역 정보의 속성에 따라서 문장 화면에서 상기 NLU 훈련용 텍스트 자료의 텍스트 어구
들의 순서를 매기는 단계; 및
의미 트리들로서 상기 텍스트 어구들 중 2 개 이상의 텍스트 어구들에 대한 상기 NLU 번역 정보를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의미 트리들은 상기 문장 화면의 상기 순서에 따라서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발 방법.

청구항 37.
제1항, 제2항, 제14항, 제22항, 제23항, 또는 제33항 내지 제36항중 어느 한 항의 방법에 따른 자연어 인식(NLU)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하는 통합 개발 툴 시스템에 있어서,
NLU 훈련용 텍스트 자료에 대응하는 NLU 번역 정보의 항목들을 저장하도록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서버;
NLU 번역 정보의 상기 항목들을 처리하기 위한 복수의 화면들을 갖는 그래픽 에디터 장치-상기 그래픽 에디터는 상기 데
이터베이스에 통신적으로 링크됨-; 및
다중 패스 시스템에 따라서 NLU 번역 정보의 상기 항목들을 판정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NLU 번역 정보의 상기 항
목들을 저장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개발 툴 시스템.

청구항 38.
제1항, 제2항, 제14항, 제22항, 제23항, 또는 제33항 내지 제36항중 어느 한 항의 개발 방법의 단계들이 수행되도록 기계
에 의하여 실행가능한 복수의 코드 섹션들을 갖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기계로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연어 인식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자연어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 개발 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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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자연어 인식(NLU) 시스템은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 음성으로부터 정보를 인식하고 추출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시
스템은 인간 음성의 인식이 요구되는 음성 인식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다른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잘 기능할 수
있다. NLU 시스템은 텍스트 내에 포함된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그 후 이 정보를 항공편 예약, 서류 검색 또는 텍스트 요약
과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당업계에서는, NLU 시스템은 문자, 단어, 또는 문장의 조합을 지칭하는 텍스트 스트링 (string) 으로부터 정보를 추
출하기 위한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기술은, 터미널 (terminal) 과 비터미널 (non-terminal) 을
구비하는 Backus-Naur Form (BNF) 을 사용하는 당업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문맥자유 문법 (context free
grammar) 을 사용하여 텍스트 스트링을 파싱 (parsing; 구문분석) 하는 언어적 접근이다. 터미널은 더 이상 나뉘어질 수
없는 단어 또는 다른 심볼들을 지칭하는 반면, 비터미널은 동사구 또는 명사구와 같은 어구의 일부 또는 음성부분을 지칭
한다. 따라서, NLU 에 대한 문법적 접근은 통계적 처리의 사용없이 BNF 문법에 기초하여 각 텍스트 스트링을 파싱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법 기반의 NLU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통상 언어학자가 필요하며, 이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상당한 시간
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NLU 애플리케이션의 품질은 특히 전화 대화 스타일과 관련하여 각 잠재적인 사용자
요청 또는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을 예측하는 어려움 때문에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명백하게도, 언어학자에 의하더라도 이
러한 불만족스러운 결과는 발생할 수 있다.
텍스트 스트링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NLU 시스템에 의하여 사용되는 또 다른 기술은, 텍스트 스트링을 분석하
는데 문법이 사용되지 않는 통계적 접근이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은 대량의 주석이 달린 문장 자료로부터 의미를 학습한
다. 주석이 달린 문장은 훈련용 자료로 불릴 수 있는 텍스트 자료 내로 수집된다. 통계적인 NLU 시스템을 개발하고 텍스트
에 주석을 붙이는데 사용되는 툴은 ASCII 파일, 종래의 텍스트 에디터, 및 키보드 매크로와 같은 이종의 구성요소를 포함
시켰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툴을 사용하여, 단어 관계가 특정되고, 통계 모델이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충분
하고 정확한 그래픽 시각 에디팅 툴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통계적인 NLU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통상적으
로 숙련된 전문가에 유보되어 왔다.
종래의 NLU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을 사용하는 또 다른 단점은 팀 환경에서의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명백하게
도, 기존의 툴은 이종의 컴포넌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툴은 하나의 팀 멤버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화를 추적하
거나 표시할 수 없어, 또 다른 팀 멤버가 동일한 텍스트 부분을 덮어쓰거나 주석을 다시 붙이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게다
가, 종래의 개발 툴은 훈련용 자료 내의 특정 문장의 다양한 용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석이 붙은 상태를 식별
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여기서 개시되는 본 발명은 청구항 제1 항, 제 37 항, 및 제 38 항에서 청구하는 자연어 인식(NLU)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
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기계로 판독가능한 저장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여기서 개시되는 본 발명은 통계 모델을 구축
하는 통합 개발 툴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번역을 특정하는 번역 정보, 의미, 또는 텍스트 자료의 구조를 특정하기
위하여, 일련의 텍스트 파일, 텍스트 에디터, 및 키보드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본 발명은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번
역 정보를 특정하는 그래픽 에디팅 및 오디오 툴의 모음을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 편집을 동기화하고 라벨을 붙이는 본 발
명의 능력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으로, 본 발명은 특히 네트워크 또는 워크그룹 환경에서의 사용에 적
합하다. 그 결과, 본 발명은 증가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제공 단계는 바람직하게는 데이터 항목들을 나타내는 터미널 및 비터미널 노드들을 포함하여 의미 트리 (meaning tree)
로써 NLU 번역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의미 트리의 일부가 올바른지를 나타내
는 확률이 판정될 수 있다. 의미 트리의 그 부분은, 그 확률이 소정의 임계치 확률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시각적으로 식별
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는, NLU 번역 정보 내의 의미 트리의 서브구조의 발생 횟수가 판정될 수 있다. 의미 트리의 서브구
조는, 발생 횟수가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시각적으로 식별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NLU 번역 정보로부터 의미 트리의 선택된 노드들의 교점을 판정하는 단계, 상기 의미 트리에 추가
노드를 추가하기 위한 선택으로 그 선택된 노드의 교점을 제공하는 단계, 및 그 후 그 의미 트리의 선택된 노드 상에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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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명백하게도, 그 추가된 노드는 그 제공되는 선택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그 의미 트
리의 추가 노드들은 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생성될 수 있다. 그 추가 노드들은 추가 데이터 항목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그 추가된 노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설명이 입력될 때 철자 검사될 수 있다. 사용자 요구
에 응답하여, 그 의미 트리의 노드가 선택되는 경우, 그 노드 및 그 노드의 파라미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컬럼을 갖는 사전 화면(dictionary view) 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명백하게도, 사전 화면은 그 의미 트리의 가장 밝게 표
시된 노드에 의하여 표시되는 데이터 항목을 갖는 사전 영역을 포함하거나 그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그 의미 트리는 데이터 항목의 사전, 즉 텍스트 번역을 특정하는 모델과 같은 소정의 주석 데이터에 따라 자동적으로 완성
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판정은 데이터 항목 사전 중 단일 데이터 항목이 NLU 훈련용 텍스트 자료의 단어와 연관되는
지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긍정되는 경우, 단일 데이터 항목은 그 단어에 할당될 수 있다. NLU 번역 정보의 선택되는 항목
들은 툴팁 방식과 그 제공되는 의미 트리가 올바른 번역인지를 나타내는 확률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또한, 본 방법은 특
정된 의미 트리 구조에 대한 NLU 번역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항목들의 교점은 NLU 훈련용 텍
스트 자료의 사용자 특정된 단어에 주석을 달기 위한 선택으로 식별 및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은 사전 화면(dictionary view) 에서 NLU 번역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NLU 번역 정보는, 부모 및 자식 데이터 항목들 및 그 데이터 항목들의 파라미터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컬럼을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그 사전 화면은 데이터 항목의 부모를 표시하는 컬럼 및 데이터 항목의 자식들을 표시하
는 컬럼을 포함할 수 있다. 그 데이터 항목은 부모 및 자식 컬럼을 포함하여 컬럼들 중 임의의 컬럼에 따라서 정렬될 수 있
다. 그 사전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데이터 항목들은, 데이터 항목이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하는 확률 또는 횟수를 갖는 경
우, 시각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확률 또는 횟수를 갖는 사전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데이
터 항목은 화면으로부터 숨겨질 수 있다. 연관을 갖는 특정 데이터 항목의 사용자 선택에 응답하여, NLU 번역 정보가 그
연관을 나타내는 터미널 및 비터미널 노드를 포함하는 의미 트리에 대하여 검색될 수 있다. 또한, 본 방법은 데이터 항목
소스, 데이터 항목 타겟, 데이터 항목과 연관된 방향, 데이터 항목과 연관된 주석, 주석 상태, 노드 횟수, 데이터 파일, 문장
길이, 및/또는 사용 상태에 따라서 NLU 번역 정보를 필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그 NLU 번역 정보로부터 추출된
막대 그래프 정보가 또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은 문장 화면에 NLU 번역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개개의 텍스트 어구와 연관된
NLU 번역 정보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예컨대, 주석 상태, 횟수, 지정된 용도, 수집 정보, 정확성 확률, 및 정확성 순위가
매 문장 및/또는 어구 단위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은 분리된 스크린 화면에 하나 이상의 의미 트리로 NLU 번역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
다. 그 분리된 스크린 화면은 적어도 제1 의미 트리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제1 윈도우 및 제2 의미 트리를 디스플레이 하
기 위한 제2 윈도우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방법은, 제1 윈도우에 제1 의미 트리를 디스플레이하는 동안, 사용자 요구에 응
답하여 제2 윈도우에 그 의미 트리들의 서로 다른 트리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그 의미 트리들은, 동일 문맥에
서 동일 텍스트 어구의 서로 다른 번역 또는 2 개의 서로 다른 문맥에서 동일한 텍스트 어구의 서로 다른 번역일 수 있으며,
또는 서로 다른 처리 패스의 결과일 수 있다. 예컨대, 제1 윈도우는 제1 처리 패스 후에 판정된 바에 따라 의미 트리를 제공
하고, 제2 윈도우는 그 후의 처리 패스 후에 판정된 바에 따라 그 결과인 의미 트리를 제공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는, 제1
의미 트리는 텍스트 어구의 올바른 번역을 나타낼 수 있고, 제2 의미 트리는 통계 모델에 따른 텍스트 어구의 예측되는 번
역을 나타낼 수 있다. 올바른 번역의 점수가 예측된 번역의 점수보다 큰 경우, 통계 모델이 올바르지 않다는 표시가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제1 의미 트리가 제1 텍스트 어구를 나타내는 경우, 제1 윈도우에 제1 의미 트리에 대한 편집을 수신
하는 단계, 사용자 편집에 응답하여 그 편집된 제1 의미 트리에 대응하는 상이한 텍스트 어구의 의미 트리를 검색하는 단
계, 및 제2 윈도우에서 그 상이한 텍스트 어구에 대한 의미 트리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제1
의미 트리와 제2 의미 트리 사이의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단계, 및 제1 의미 트리를 제2 의미 트리에 합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은 NLU 훈련용 문장을 자동적으로 임포팅(importing) 하는 단계 및 그 NLU 훈련용 텍스트 자료로
부터 판정되는 통계적 유사성에 따라 NLU 훈련용 문장의 번역을 자동적으로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는, 훈련용 문장의 NLU 번역은 자동적으로 임포팅되고, NLU 훈련용 텍스트 자료에 적용될 수 있다. 다중 패스 중 임의의
패스로부터의 NLU 번역 정보는 그 패스들 중 하나를 특정하는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또한, 본 방
법은 텍스트 어구들에 대한 NLU 번역 정보의 속성에 따라 문장 화면에서 NLU 훈련용 텍스트 자료의 텍스트 어구의 순서
를 매기는 단계, 및 의미 트리들로 텍스트 어구들 중 2 개 이상의 어구에 대한 NLU 번역 정보를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하
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그 의미 트리들은 문장 화면에서의 순서에 따라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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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개발 툴은 또한 NLU 번역 정보의 그 데이터 항목들 중 선택된 항목들에 대한 검색을 특정하기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 검색을 특정하기 위한 선택가능한 터미널 및 비터미널의 하나
이상의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추가 영역은 데이터 항목들 중 다른 항목들과 그 선택된 데이터 항목의 관계를 특정하기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픽 에디터는 계층적 트리 구조에서 NLU 번역 정보의 항목들을 제공하기 위한 트리 화면, 컬럼 포맷으로 NLU 번역 정
보의 개개의 항목들을 제공하는 사전 화면, 문장 형태로 NLU 번역 정보의 하나 이상의 항목을 제공하는 문장 화면, 2 개
이상의 의미 트리들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분리된 스크린 화면, 및 추가 NLU 훈련용 텍스트 및 연관되는 번역 정보를 임포
팅(import)하기 위한 임포트 화면을 포함할 수 있다. NLU 훈련용 텍스트 자료로부터 하나 이상의 번역을 판정하도록 구성
된 프로그램 가능한 통계 모델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면으로 도시하지만, 본 발명이 도시하는 정확한 구조 및 수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여기서 개시되는 본 발명은 자연어 인식(NLU)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통계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
이다. 특히, 여기서 개시되는 본 발명은 사용자들에게 NLU 시스템을 사용하여 통계 모델을 구축하는 통합 개발 툴을 제공
할 수 있다. 일련의 텍스트 파일, 텍스트 에디터, 및 키보드 매크로들을 포함하는 컴포넌트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텍스
트 자료를 포함하는 문장의 구조 및 의미를 특정하기 보다 본 발명은 통합 개발 툴(IDT)을 제공한다. IDT는 종종 텍스트
자료에 대한 주석으로 특정되는 번역 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시각적 (그래픽) 및 오디오 툴의 모음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
스를 포함할 수 있다. NLU 번역 정보는 훈련용 텍스트 자료를 포함하는 문장의 의미 또는 번역을 특정한다. 사용자 편집을
동기화하고 라벨을 붙이는 본 발명의 능력을 포함하여 본 발명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으로, 본 발명은 특히 네트워킹된 컴퓨
팅 또는 워크그룹 환경에서의 사용에 적합하다.
도 1은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되는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100)을 도시한다. 컴퓨터 시스템(100)은 중앙처리장치(110;
CPU), 하나 이상의 메모리 장치(115), 및 연관된 회로를 갖는 컴퓨터(105)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장치(115)는 IDT
(210)를 포함할 수 있는데, 전자 RAM 및 벌크 데이터 저장 매체로 구성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또한 적당한 인터페이
스 회로(125)를 통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동작적으로 접속된 마이크로폰(120) 및 그에 동작적으로 접속되는 비디오 데이터
터미널과 같은 선택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유닛(130)을 포함할 수 있다. CPU는 당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임의의 적당한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다른 전자 처리 유닛으로 구성될 수 있다. 마우스(145) 및 키보드(150)와 같은 인터
페이스 장치 뿐만 아니라 스피커(135, 140)가 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으나, 여기서 설명하는 본 발명의 동작에 필수적인 것
은 아니다. 이하 설명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하드웨어 사양은 많은 상용 고속 컴퓨터들 중 임의의 하나에 의하
여 통상적으로 만족될 수 있다.
도 2는 이하 설명하는 본 발명이 구현되는 예시적인 시스템 구조를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시스템 구조
는 여러 컴퓨터 시스템(215, 220, 225)을 포함할 수 있고, 이들 각각은 적당한 운영체계에서 수행되는 IDT(210)을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215 - 225)은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200)를 통하여 상호간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205)와
통신적으로 링크되어 있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들(215 - 225) 각각은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라 주석이 달린 데이터, 주
석이 없는 데이터, 통계 모델, 및 알고리즘의 완전한 세트를 갖는 자체 내장된 IDT(210)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IDT(210)
에 의하여 사용되는 데이터의 다양한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서버(205)에 저장되고 이로부터 액세스될 수 있다. 예컨대,
워크그룹의 복수의 사용자들이 액세스를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 항목들은 개개의 개별적인 컴퓨터 시스템(215-225)에 저
장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서버(205)에 저장될 수 있다. 예컨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서버(205)는 주
석이 달린 텍스트, 주석이 없는 텍스트, 통계 모델, 및 알고리즘 등을 저장할 수 있다.
IDT(210)는 텍스트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클래싱(classing) 및 파싱(parsing) 기능을 포함한다. 보다 상세하
게는, IDT(210)를 사용하여, 클래서(classer) 및 파서(parser)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는 통계 모델이 구축될 수 있다.
IDT(210)를 사용하여, 텍스트 자료에 주석이 붙여져서 그 결과 얻어지는 주석이 달린 텍스트 자료는, 주석으로부터 각각
도출되는 계층적 트리 유사 구조를 갖는 컴포넌트 문장으로 조직될 수 있게 된다. 통계 모델은 주석이 달린 텍스트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 또는 훈련될 수 있다. 또한, 통계 모델이 구축 또는 훈련되는 때에, IDT는 현재의 통계 모델을 정확성에 대
하여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중 패스 텍스트 처리 접근법이 2 개 이상의 패스가 사용되는 경우에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
서, 각 패스로부터의 출력은 그 다음 또는 후속하는 패스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다양한 필터 및/또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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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스포팅 알고리즘(word spotting algorithm)이 사용될 수 있는데, 예컨대, 의미없는 단어 또는 어구를 식별하고 주석을
붙이는 "널 필터(null filter)" 또는 전치 어구, 명사구 등과 같은 작은 의미 어구를 식별하는 어구 패스가 사용될 수 있다. 또
한, 소스-채널 모델링과 같은 다른 주석 부가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 결과 얻어지는 주석은 정렬로 칭해지며, 트리 유
사 구조가 아니다.
클래서와 파서를 예를 들면, 재정 NLU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계좌 유형과 같은 관련 텍스트 스트링(string)의 애플리케이션
특정의 그룹이 될 수 있는 클래스에 대하여 문장들에 주석이 달릴 수 있다. 시간 및 날짜와 같은 다른 클래스들은 애플리케
이션에 독립적일 수 있다. 하나의 클래서가 정의된 클래서에 속하는 특정의 텍스트 스트링 또는 단어들을 인식할 수 있도
록, 클래서들은 텍스트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터미널 및 비터미널 설명자(descriptor), 파스
트리 및 클래스 트리를 포함하는 의미 트리는 물론 IDT 툴로부터 도출되는 임의의 다른 단어 빈도 데이터 또는 통계 데이
터도 총칭하여 주석 데이터로 불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명백하게도, 텍스트 자료를 구성하는 임의의 텍스트를
포함하여 주석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될 수 있다.
클래서는, 소정의 클래스들 중 하나로 구성된 그 수신된 텍스트 내의 서브스트링을 식별하기 위한 통계적인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구축될 수 있다. 예컨대, 수천 개의 문장들에 주석을 붙여서 그 문장들의 텍스트 스트링 또는 구성 단어들의 클래
스를 식별할 수 있는 통계적인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구축될 수 있다. 그 주석이 붙은 문장은, NLU 시스템 내에 단어 또는
텍스트 스트링이 속하는 클래스를 식별하도록, 그 클래서를 훈련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클래서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모델이 훈련용 데이터를 예측하여 키 텍스트 스트링을 식별할 가능성을 최대화하거나 조건부 엔트로피를 최소화
하는 것과 같이 종래 기술에 알려진 통계적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NLU 시스템은 텍스트 스트
링의 특정 클래스들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엔트로피 모델 또는 결정 트리를 사용할 수 있다.
텍스트의 수신된 부분으로부터, 클래서는, 간략화된 결과 텍스트 스트링을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원래의 텍스트 스트
링 내의 클래스의 식별된 멤버들은 정의된 클래스로 주석이 붙고, 이러한 정의된 클래스는 실제 텍스트 스트링을 클래스
이름으로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클래서는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예시적인 출력이 "I want to transfer
AMOUNT from FUND to FUND."가 되도록 "I want to transfer five hundred dollars from XYZ FUND to ABC
FUND." 라는 텍스트 스트링을 생성할 수 있다. 명백하게도, 그 텍스트 입력 구조는 크게 간략화될 수 있다. 특히, 수신된
텍스트 입력을 클래싱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입력 구조, 즉 가능한 문법 구조의 수가 크게 감소하여, 후속하는 통계적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예컨대, 그 수신된 텍스트 입력을 클래싱하지 않으면, 다음의 문장들은 상이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I want to transfer five hundred dollars from XYZ Fund to ABC Fund.
- I want to transfer five thousand dollars from XYZ Fund to ABC Fund.
- I want to transfer one hundred dollars from XYZ Fund to ABC Fund.
- I want to transfer five hundred dollars from ABC Fund to XYZ Fund.
- I want to transfer five hundred dollars from A Fund to B Fund.
- I want to transfer five hundred dollars from C Fund to A Fund.
그러나, 상기 텍스트를 클래싱한 후에, 그 결과는 각 텍스트 입력이 공통적인 구조, 즉, "I want to transfer AMOUNT
from FUND to FUND." 를 공유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신된 텍스트 입력 내의 클랙스의 상이한 멤버들의 존재
로 인하여 텍스트 입력이 상이한 구조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명백하게도, 클래스된 문장은 클래스 트리로 불릴 수 있는
계층적인 트리 구조를 사용하여 기술될 수 있다. 클래스 트리는, 번역 즉 그 대응하는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 트리의
일 유형이다. 계층적 의미 트리는 터미널 및 비터미널 노드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의미 트리의 리프(leaf)들은 그 처리
된 텍스트 및 클래스들의 단어들에 대응될 수 있다. 리프들은 하나 이상의 비터미널로 확장될 수 있으며, 또한 그 각각은
그 의미 트리에 의미 및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리프들의 각각 및 (터미널은 물론) 비터미널은 사용자 구성가능
한 설명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리프는 궁극적으로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비터미널을 통하여 루트 노드로 확장될 수
있다.
파서는 클래서로부터의 처리된 텍스트 출력을 입력으로 수신할 수 있다. 파서는 그 수신된 텍스트를 처리하여, 특징들, 즉
액션 및 파라미터 또는 다른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 그룹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비터미널 및/또는 설명자들을, 그 수신된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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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입력의 남아있는 관련 텍스트 스트링에 추가할 수 있다. 예컨대, 파서는 특정 키 단어를 그룹지을 수 있다. 이러한 특
징들을 판정함에 있어서, 파서는 클래서를 설명할 때 이미 언급한 통계적 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파서는 텍
스트 스트링에 대한 파스 트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클래서로부터의 텍스트 출력을 처리할 수 있다. 텍스트 스트링의 파스
트리는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터미널 또는 단어 레벨로까지 확장되는 구체적인 것까지의 그 수신된 텍스트 스트링의 파라
미터, 액션, 및 클래스로 구성된 자연어 텍스트의 계층적인 표시일 수 있다. 파스 트리는 텍스트 스트링을 식별하는데 사용
되는 최고 레벨이 루트로 사용되는 그래픽 형태로 도시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비터미널은 각 비터미널 및 터미널이 파
스 트리의 노드인 터미널 레벨까지 확장되는 루트 아래에 위치할 수 있다. 문장의 파스 트리는 통상적으로 그 문장에 대응
하는 클래스 트리보다 복잡하다. 또한, 파스 트리 및 클래스 트리 모두는 의미 트리로 불릴 수 있다.
IDT(210)는 다양한 미리 구축된 통계 모델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날짜, 시간, 수량, 또는 다른 어구 또는 표현의 클래
스들과 같은 널리 사용되는 어구들을 처리하기 위한 태거(tagger) 또는 클래서로 불리는 통계 모델이 IDT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통계 모델은 클래싱 및 파싱 모델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IDT(210)에 의하여 임포팅 및 판독된 임의의 텍
스트 자료에 대하여, IDT(210)는 자동적으로 그 임포팅된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여 미리 구축된 모델에 관한 표시자를 식
별할 수 있다. 표시자는 날짜, 시간, 및 관용어(pleasantry)(예컨대, "Thank you")를 포함하여 다른 쉽게 대체가능한 항목
에 대응하는 터미널을 포함할 수 있다. IDT(210)는 특정의 미리 구축된 모델에 대응하는 각각의 표시자에 대하여, 미리 구
축된 통계 모델을 현재 구축중인 통계 모델에 통합시킬 수 있다. 예컨대, IDT(210)는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거나 상술한 다
른 통계적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구축된 모델이 텍스트 자료에 대하여 임의의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다. 또한, IDT(210)는 이러한 미리 구축된 모델을 포함할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질의(query)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는, 사
용자가 이러한 모델이 포함되어야 함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가 항상 반복되는 텍스트 어
구를 처리하는 통계 모델을 재고안하는 부담을 경감하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IDT(210) 내의 클래서와 파서의 포함은 단지 여기서 개시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당업자
는, 임의의 적절한 통계적 처리 방법 및/또는 모델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실시예는 워드 스포팅 알
고리즘, 최대 엔트로피, 규칙, 또는 발견적 교수법(heuristics)을 포함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서 개시되는 본 발
명은 클래서 및 파서를 사용하는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IDT(210)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그래픽 및 오디오 툴의 모음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텍스트 자료에 주석을 달고, NLU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통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다. 도 3a는 IDT의
예시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내에 제공되는 예시적인 트리 에디터 화면(310)을 도시한다. 트리 에디터 화면
은 클래스 트리와 파스 트리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의미 트리의 직관적 방식을 제공한다. 도 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텍스
트 자료로부터의 예시적인 문장이 트리 포맷으로 디스플레이된다. 트리 유사 문장 구조는, 터미널 이 경우에서는 단어로서
기저부로부터 상향식으로 비터미널로 진행되고, 비터미널은 "!S!" 로 표시되는 루트 노드로 진행된다. 명백하게도, 비터미
널은 문장 구조의 다중 레벨에 적합하도록 다른 비터미널로 진행될 수 있다. 일부 경우에서, 터미널은 루트 노드로 직접 진
행될 수 있다. 임의의 경우에, 터미널 및 비터미널 데이터 항목에 대응하는 설명들은 완전히 구성가능하다. 특히, NLU 시
스템 설계자는 의미 및 문맥을 특정하기 위하여 터미널 및 비터미널 (그리고 대응하는 설명) 의 적절한 세트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사용자 구성된 터미널 및 비터미널 데이터 항목은 IDT 내에 통합될 수 있다.
예컨대, 도 3a는, 재정 시스템과 함께 동작하도록 설계된 NLU 시스템을 다루는, 일련의 터미널 및 비터미널 데이터 항목
을 도시한다. 터미널 및 비터미널 데이터 항목은 그 트리의 루트가 그 구조의 맨 위에 있는 트리 구조로 조직된다. 루트 노
드로부터, 부모 노드는 자식 노드로 연결되며, 자식 노드는 다른 자식 노드에 대한 부모 노드로 동작한다. 트리 구조는, 자
료 텍스트의 실제 단어에 도달할 때까지 아래로 계속된다. 예컨대,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어 "want"(320) 는 터미널
"null"(330)로 주석이 달린다. 명백하게도, "null" 터미널은 그 문장에 관하여 문맥적인 정보 또는 의미를, 거의 전달하지 않
는다. 또한, 단어 "first"(340)는 터미널 "select"(350)으로 주석이 달려 있고, 그 부모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비
터미널 "select"(360)이다. "SELECT" 비터미널(360)은 부모 노드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비터미널 "FUNDINFO"(370)이다. 따라서, 그 의미 트리의 "SELECT" 비터미널(360)은 "FUND-INFO"의 자식이고, "select"에 대한 부모
이다. 그 후, "FUND-INFO"는 그 텍스트 문장의 루트 노드이고 최고 레벨인 "!S!" 로 진행된다. 터미널 및 비터미널 명칭은
완전히 사용자 구성가능하다. 예컨대, 통계 모델이 여행 예약 시스템과 함께 동작하도록 설계되는 경우, 터미널 및 비터미
널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사용자에 의하여 애플리케이션 특정 단어 그룹을 나타내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예
시적으로 휴가 유형, 출발 일자, 도착 일자, 여행 기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주석이 달려 있지 않은 문장에 대하여, IDT는 디폴트 터미널 및 비터미널 주석자를 사용하여 파스 트리 또는 클래스 트리
를 완성할 수 있다. 디폴트 비터미널 주석자가 "null"인 경우, IDT는 메모리에 저장된 개개의 단어들을 질의하고, 다른 적당
한 또는 유사한 비터미널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IDT는 디폴트 비터미널이 아니라 특정 단어에 대하여 미리 특정된 비터
미널 주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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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주석이 달린 문장에 대하여, IDT는 그 문장에 대한 파스 트리 또는 클래스 트리를 자동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IDT는 결정된 파스 트리를 갖는 메모리로부터 문장을 검색할 수 있는데, 그 문장은 입력 문장 또는 부분적으로
주석이 달린 문장과 유사하다. 따라서, IDT는 그 저장된 파스 문장에 기초하여 입력 문장에 대한 완전한 파스 트리를 제안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IDT는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여 텍스트 문장에 대한 클래스 트리 및 파스 트리를 결정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는, 사용자는 터미널 및 비터미널을 삽입하고 그 노드들을 적당한 브랜치 라인에 접속하는 것에 의하
여 IDT를 사용하는 의미 트리를 수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번역 데이터는 여러 방법으로 트리 에디터 화면을 사용하여 도식적으로 편집될 수 있다. 예컨대, 텍스트 자료를 포함하는
단어들이 편집될 수 있고, 터미널 및 비터미널이 편집될 수 있으며, 브랜치가 트리 에디터 화면에서 편집될 수 있다. 상술
한 편집들 각각은 드래그앤드롭(drag-and-drop), 왼쪽 및 오른쪽 클릭, 더블 클릭 행동과 같은 종래의 포인터 제어 행동
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예컨대, 트리의 노드는, 그 노드를 선택하고 그 노드를 새로운 사용자 의도된 부모 위로 드래그
앤드롭을 하는 것에 의하여 또 다른 부모를 가르키도록 편집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그 이전의 부모로부터 그 선택된 노
드를 링크 해제하고 새로운 부모에 대하여 그 노드를 링크한다. 또한, 사용자는, 그 트리의 결과적인 모양은 판독가능한 구
조를 갖도록, 트리의 브랜치를 수동으로 그리거나, IDT 내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브랜치를 그릴 수 있다. IDT는 임의
의 트리 브랜치가 다른 브랜치를 오버래핑하거나 또는 가로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세팅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 결
과 얻어지는 트리의 모양이 판독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브랜치 각도 및 직선 또는 곡선 브랜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적으
로, 텍스트, 텍스트의 크기, 채움 색깔, 및 채움 패턴이 사용자 구성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내의 유효 트리들은
"!S!" 또는 루트 노드를 나타내는 다른 심볼과 같은 루트 심볼에 종국적으로 접속하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야 한다. 따라서, IDT는 유효하지 않은 트리 구조를 초래하는 특정의 편집 제어 또는 액션을 디스에이블링하는 안전장치
(safeguard)를 포함할 수 있다.
도 3b는 여기서 개시하는 발명 장치에 따라서 여러 상이한 찾기 기능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GUI(375)를 도시하는 개략도
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상이한 방법으로 텍스트 주석 및 구조를 검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GUI
(375)가 제공된다. 특히, 사용자는 필드(380)를 사용하여 특정의 태그(tag)에 대한 텍스트 주석을, 필드(385)를 사용하여
특정의 라벨에 대한 텍스트 주석을, 필드(390)를 사용하여 특정의 트리 구조 및/또는 서브구조에 대한 텍스트 주석을 검색
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보다 큰 트리 구조의 작은 부분을 그릴 수 있고, 필드(390)에 특정된 트리 구조와 유사한 구
조에 대하여 주석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트리 구조 그 자체는 다른 관련된 또는 일치하는 구조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특히, IDT는 사용자로 하여금 의미 트리의
일부를 선택하게 한다. 일단 선택되면, 사용자는 IDT에게 그 선택된 구조와 일치하는 구조를 찾도록 다른 의미 트리를 검
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텍스트 자료 내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구조를 갖
는 트리 노드 주위에 박스를 그릴 수 있다. 사용자가 그린 박스 내에 해당하는 의미 트리의 노드 또는 항목이 선택될 수 있
다. 일단 선택되면, IDT는 일치하는 구조를 위치시키는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이용하여 그 주석이 달리 텍스트 자료를 검색
할 수 있다. 상이한 조합의 키보드 누름과 같이 트리 노드를 선택하는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의미
트리 구조를 선택하는 특정의 방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시적인 GUI(400)가 터미널 및 비터미널을 편집 또는 생성하기 위하여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는 비터미널
을 참조하지만, 터미널 및 비터미널 모두에 적용가능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일부 경우에 태그로 불
리는) 새로운 비터미널을 설명하는 것을 가능케한다. 또한, 기존의 비터미널의 정의가 편집될 수 있다. 이 기능을 호출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비터미널이 생성 또는 편집되는 단어를 선택하고, 사용자 명령을 발하여 그 비터미널을 편집 또는 생성
할 수 있다. 필드(405)는 하나 이상의 선택된 트리 노드의 모든 부모 및 자식 노드의 교점을 취할 수 있는 "사전이 허용되는
리스트(Dictionary Allowed List)"이고, 그 선택된 단어 또는 노드에 대한 가능한 라벨 선택으로 사용자에게 교점을 제공
한다. 추가하여, 그 노드의 교점 내에서, "사전이 허용되는 리스트"는 이전의 부모 또는 자식 노드가 다른 의미 노드 내에서
조직된 방식은 물론 부모 및 자식 노드로부터 확장되고 접속되는 브랜치의 방향에 관한 다른 기록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자동 모드가 제공될 수 있다. 자동 모드에서, 사전이 허용되는 리스트가 단지 하나의 가능한 터
미널 또는 비터미널만을 포함하는 경우, IDT는 자동적으로 사용자 선택되는 단어 또는 단어 그룹에 적용될 터미널 또는 비
터미널을 선택할 수 있다.
필드(410)는 시스템에서 정의되는 모든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GUI(400)의 사용자 필드이
다.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리스트에 관계없이, 설명 필드(415)는 사용자에
게 그 선택된 항목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설명 필드(415)는 사용자가 특정의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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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절하고 의도된 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트리 편집 화면에서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
위로 포인터를 움직이는 경우, 설명이 IDT에 의하여 툴팁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개발자가 기존의
NLU 개발 팀에 합류하고 그 개발 팀에 의하여 사용되는 주석 방법론에 의하여 교육받아야 하는 경우에 특히 유익하다.
사용자가 IDT에 의하여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터미널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태그" 아이콘(420)
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 5는 아이콘(420)의 활성에 응답하여 IDT에 의하여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예시적인 GUI
(500)을 도시한다. 도 5의 이 예시적인 GUI(500)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드(510)에서의 새로운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 및 필
드(520)에서의 수반하는 설명을 입력하는 것을 가능케한다.
도 6은 도 3a의 GUI와 유사한 트리 에디터 화면을 제공하는 다른 예시적인 GUI(600)을 도시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예시
적인 GUI(600)은 GUI(600)의 윈도우(610) 내에 접근가능한 예시적인 팝업메뉴(605)를 포함한다. 명백하게도, 상술한 기
능 중 많은 부분은 팝업 메뉴(605)로부터 직접 액세스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추가적인 비터미널을 추가하고, 구성
파일에 특정되어 있는 통계 모델에 따른 문장의 클래싱을 포함하여 자동적으로 파스 트리를 완성할 것을 선택하고, 트리의
노드를 편집하고, 단어 구조 또는 전체 문장 구조를 찾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삭제 또는 그 행동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도시
한 바와 같이, "태그 추가" 기능은 각 단어가 대응되는 태그로 이미 주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디스에이블된다. 명백하게도,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 태그와 라벨이라는 용어는 특정의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예컨대, 태그는
단어에 할당되고, 라벨은 구조를 태그 그룹에 할당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라벨만이 루트 노드에 대하여 파스 트리
를 완성하는데 이용가능하다.
도 7은 트리 에디터 화면을 제공하는 또 다른 예시적인 GUI(700)을 도시한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트리 에디터 화면에 도
시된 텍스트 자료의 단어를 편집할 것을 선택했다. 명백하게도, 사용자는 훈련용 문장의 단어를 선택하여, 그 단어를 편집
할 것을 선택했다. "설명"(705)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이전의 단어를 대신하여 위치되었다. 따라서, 사용자는 IDT의 트리
에디터 화면의 임의의 것으로부터 터미널, 비터미널, 및 트리 구조는 물론 실제의 텍스트 자료를 편집할 수 있다. 명백하게
도, 이 경우에, 트리의 단어를 변경하는 것은 트리 모양을 변경하지 않으며, 기존의 단어를 새로운 사용자 특정된 단어로
대체한다. 또한, IDT는 메모리로부터의 문장이 그 편집된 문장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긍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기존의 트리를 사용할지, 기존의 트리를 새롭게 편집된 트리로 대체할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도 8은 사용자가 변경 문장 기능을 실행시킨 트리 에디터 화면을 제공하는 또 다른 예시적인 GUI(800)를 도시한다. 이러
한 사용자 요청에 응답하여, IDT는 사용자가 트리 에디터 화면들 중 어느 하나 화면 내로부터 전체 훈련용 자료 문장을 편
집할 수 있는 예시적인 GUI(805)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명백하게도, 사용자가 그 문장을 편집함에 따라, 편집된 문장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임의의 파스 트리, 클래스 트리, 및 다른 번역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될 수 있다. IDT는
다른 문장이 새롭게 편집된 문장과 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장을 검색할 수 있다. 긍정되는 경우, 그 일치
하는 문장의 클래스 트리 및 파스 트리 데이터가 그 새롭게 편집된 문장과 연관된다. 또한, 이 기능은, 이하에서 설명되는
여러 옵션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자료가 판독되고 처리될 때, 사용자로 하여금 텍스트 자료 내로 개입된 에러를 정정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도 9는 트리의 베이스를 포함하는 단어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예시적인 GUI(900)를 도시한다. 문장들은 정
보가 여러 상이한 컬럼 필드에 따라서 조직될 수 있는 필드(925)에 나열될 수 있다. 특히, 컬럼 제목(905)은 텍스트 자료
내의 개개의 문장의 번호 위치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컬럼 제목(910)은 정확한 텍스트가 텍스트 자료 내에
나타나는 횟수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보류될 수 있다. 컬럼 제목(915)은 그 문장의 텍스트는 물론 그 문장에 우선하는
피드백 태그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피드백 태그는 그 문장이 대응하는 형태 명칭 및 슬롯 명칭을 나타낼 수
있다. 피드백 태그는 분리된 컬럼에 리스트되거나 그 문장의 택스트에 우선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IDT를 클래스 문장
모드에 위치시키는 버튼(920)의 활성화에 의하여 다른 화면으로 스위칭할 수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클래스 명칭 또는 태
그가 그 문장 내에 통합되었다. 명백하게도, 동일한 GUI 스타일이 그 사용자에게 파스 또는 클래스된 문장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그 문장의 단어들은 경우에 따라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로 대체될 수 있다.
그 리스트된 문장들은 문장 번호 컬럼, 횟수 컬럼 또는 텍스트 컬럼에 따라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될 수 있다.
또한, GUI(900)는 각 문장 내에 포함된 단어의 횟수를 나타내는 컬럼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사용자로 하여금 클래
싱 또는 파싱을 시작하기 위하여 보다 짧은 문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장들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될
수 있고, 컬럼 카테고리 중 임의의 것에 기초하여 검색 또는 필터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GUI(900) 내에 포함된 디스플레이된 컬럼은 IDE 에 의하여 추적되는 임의의 데이터에 따라 사용자 구성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소정의 문장에 대응하는 피드백 태그, 프롬프트(prompt), 파스 트리 점수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특정하는 추가 컬
럼이 포함될 수 있다. 파서 또는 클래서에 의하여 결정된 바와 같이, 그 문장의 주석의 순위를 나타내는 컬럼이 포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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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컨대, 1 순위는 그 모델이 정답을 예측하는 가장 높은 유사성을 나타낼 수 있다. 순위의 번호가 커질수록, 이 모델
이 정답이라고 예측하는 유사성이 낮아진다. 문장이 훈련 또는 연마(smoothing)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 상
태 컬럼이 포함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하여 타이핑되고, 생성되고, 파일롯 테스팅, 시스템 테스트 동안, 사용 동안에 말해
지는 등의 문법과 같이 그 문장이 수집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임의의 경우에, 상술한 리스트들은 그
에 한정되도록 되는 것은 아니다.
도 10은 사전 스타일의 단어 화면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GUI(1000)를 도시한다. 이 화면은 터미널, 비터
미널, 또는 주석이 달린 단어의 완성된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디스플레이는, 특정 텍스트 자료 내
에서 사용되지 않는 터미널 및 비터미널이 디스플레이될 필요가 없도록 구성될 수 있다. 명백하게도, 사용자는 또한 현재
화면을 나타내는 활성가능한 아이콘(1025)을 활성화함으로써 클래스 화면과 파스 화면 사이를 움직일 수 있다. 이 경우에,
화면은 사전 파서 화면이다. 주석이 달려 있지 않은 화면은 단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될 필요는 없
다.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윈도우(1005)의 단어 화면은 적어도 2 개의 제목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제목들은 단어 제
목(1010) 및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 제목(1015)을 포함할 수 있다.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 제목(1015)에서, 괄호쳐진 숫자
는 데이터가 텍스트 자료에서 나타나는 횟수를 나타낼 수 있다. 사용자는 GUI(1000)에서 아이템의 색상 및 폰트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카운트를 활성/비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IDT는 사용자로 하여금 낮은 카운트 항목 및 높은 카운트 항목 사이
를 구별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예컨대, IDT는 하나의 색상으로 낮은 카운트 항목을 나타내고, 다른 색상을 사용하여 높은
카운트 항목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특정의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의 카운트가 특정의 프로그램가능한 임계값보다 낮은
경우, 시스템은 더 많은 데이터가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의 통계적 정확성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일 실
시예에서, 정보의 특정 항목은, 개발자에 의하여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통계 또는 학습 정보에 기초하여 가장 밝게 표
시될 수 있다.
또한, 예시적인 GUI(1000)는 터미널이 비터미널로 확장되는 방식을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터미널이
컬럼 제목(1010) 아래의 컬럼에 위치할 수 있고, 비터미널이 컬럼 제목(1015) 아래의 컬럼에 위치할 수 있다. 사전 태그
화면에서, 특정 노드로부터 부모 노드로 확장되는 브랜치의 방향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예컨대, 포인팅 장치를 사용하
여, 사용자가 특정의 비터미널을 우클릭하는 경우, IDT 는 자식 노드로부터 부모 노드로 확장되는 브랜치의 방향을 디스플
레이할 수 있다. 가능한 방향은 그 자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 또는 아래의 방향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예시적인 GUI(1000)는 비터미널이 다른 비터미널과 접속하는 방식을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라벨이 다른 라벨에 접속될 수 있기 때문에, 라벨이 2 컬럼에 모두 위치하는 예외를 제외하면, 화면은 태그 화면과 유사하
다. 이 경우에 GUI(1000)는 사용자 구성가능하다. 일 태양에서, 컬럼의 순서가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예컨대,
태그 컬럼 및 수반하는 번호 정보는 단어 컬럼의 왼쪽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유사하게, 단어 컬럼의 왼쪽의 컬럼은 단어
가 텍스트 자료에서 나타나는 총 횟수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그 단어 컬럼의 우측에, 특정 태그 또는 루트로서 단어가
태그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어쨌든, 번역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추가 컬럼의 포함 뿐
만 아니라 컬럼 순서도 사용자 구성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 스타일 화면의 또 다른 실시예는 사용자에게 번역 정보, 특히 디렉토리 트리 구조와 유사한 터미널 및 비터미널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태그가 루트로써 도식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레벨들은 루트 아래의 제거가능한 서브구조
로 도시될 수 있다. 또한, 다른 비터미널에 접속되는 비터미널은 그 부모 비터미널 아래에 도식적으로 도시될 수 있다. 사
용자는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을 클릭하여 그 밑에 있는 구조로 확장하여 볼 수 있으며,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을 클릭하여
그 밑에 있는 구조를 숨길 수 있다. 디렉토리 트리 화면은 사용자에게, 구축 중인 통계 모델 내에서 사용될 때,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의 전체적인 계층의 직관적인 그래픽 표시를 제공할 수 있다.
찾기 특징은 사용자가 특정 엔트리를 갖는 데이터 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 사전 화면에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특정의 태그 또는 라벨을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그 또는 라벨이 주석 데이터 내에서 발생하는 횟수와 같은 파라미
터에 의하여 태그 또는 라벨을 찾을 수 있다. 찾기 기능은 또한 터미널과 비터미널 사이의 사용자 특정된 관계를 검색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우측, 좌측, 위, 또는 그 자신과 같은 특정의 방향으로부터의 노드로부터 확장되거나 노드에 도착
하는 브랜치를 갖는 임의의 노드인 부모 및/또는 자식 노드에 대한 주석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필터 특징이 사전 화면에 포함될 수 있다. GUI(1000)를 통하여, 사용자는 데이터 항목 소스, 데이터 항목 타겟, 데이
터 항목에 연관된 방향, 또는 데이터 항목에 연관된 주석자와 같은 파라미터들에 따라서 그 디스플레이된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그 데이터가 주석이 달려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주석 상태, 자식 노드가 부모로서의 "N" 주석 예
들보다 더 큰지를 나타내는 노드 카운트, 특정 데이터 파일들로부터의 관계가 디스플레이되는 데이터 파일, 특정 문장으로
부터만 도출되는 관계를 디스플레이하는 문장 범위, 및 훈련, 연마 및/또는 테스트 데이터로부터의 관계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활용 상태에 따라서,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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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IDT의 구축 컴포넌트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GUI(1100)를 도시한다. 예시적인 GUI(1100)는 NLU 애플
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행될 수 있는 스크립트를 특정하는 여러 필드를 포함한다. 필드(1105)는 디폴트 파라미
터, 다른 특별한 파라미터, 실행될 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스크립트가 실행된 후에 디스플레이될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특
정의 파일을 특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그 파일은 회귀 테스트(regression test) 동안에 처리되고 사용될 텍스트
파일을 특정할 수 있다. 설명 필드(1110)는 그 스크립트의 기능의 설명을 포함한다. 파라미터 리스트 필드(1115)는 스크
립트의 실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파라미터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필드(1120)는 그 스크립트에 관련될 수 있
는 임의의 추가 정보 또는 리마크(remark)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명백하게도, 설명 필드(1110) 및 추가 정보 필드
(1120)는 사용자 팀 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팀이 NLU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 환경에서 유용할 수 있다.
도 12는 IDT 상의 회귀 테스트 컴포넌트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GUI(1200)을 도시한다. 명백하게도, GUI
(1200)는 2 부분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필드(1205)는 텍스트 자료의 사용자의 주석으로부터 결정되는 바와 같이 진실 의
미 트리(truth meaning tree)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필드(1210)는 도 11의 필드(1105)에 미리 특정되는 구성 파일에
특정된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IDT에 의하여 생성되는 의미 트리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통계 모델
이 구성 파일에서 특정될 수 있어서, 각 통계 모델의 결과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GUI는, 제3 부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제3 부분에는 GUI 는 회귀 테스트 및 진실을 위한 또 다른 테스트 동안에 사용되는 각 통계 모델에 대하여 하나의
부분을 갖는다. 2 개의 트리 사이의 차이는 자동적으로 가장 밝게 표시될 수 있다. 확률들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서 부정확
한 결과를 내게 하는 차이를 보다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어디에서 디버깅을 시작할지에 관한 힌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도시된 의미 트리 사이의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노트(note)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 결과 얻어지는 의미 트리, 이 경우에서 파스 트리를 통하여 하나씩 회귀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각 파스
트리에 대응하는 신뢰 점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최상의 "n" 선택들을 통하여 회귀할 수 있다. 신뢰 점수는, IDT에 의하여 번
역되는 바와 같이, 그 결과 얻게 되는 파스 트리가 진실보다는 그 밑에 위치하는 통계 모델에 얼마나 근접하게 반영하는지
의 표시를 제공한다. 높은 신뢰 점수를 갖는 그 결과 얻어지는 파스 트리와, 진실에 밀접하게 일치하는 결과적으로 얻어지
는 파스 트리 사이에 일치가 있을 수 있다. 명백하게도, 최상 "n" 선택들 중 하나가 진실과 일치하는 통계 모델일 수 있다.
어쨌든, 사용자는 미래의 편집, 특히 진실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가능한 번
역을 통하여 회귀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되는 모델의 신뢰 점수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자동완성 점수(1215)가 도 12에 도시되어 있다. 포인
터가 의미 트리의 노드 상에 위치하는 경우에, 각 노드 또는 각 노드에 대응하는 텍스트의 신뢰 점수와 같은 추가 정보가,
노드 내에서 디스플레이되거나, 툴팁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노드는 확장가능하여, 증가하는 번역 정
보를 수용할 수 있다. 노드 신뢰 점수는 개발자로 하여금 에러를 검출하거나 특정의 파스 트리가 진실에 근접하거나 또는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결정하는 것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미 트리 특징 및 세팅 중 임의의 것이 툴팁으로 또
는 노드 내에서 디스플레이될 수 있도록 IDT가 구성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GUI(1200)는 올바른 주석이 모델로부
터 도출되는 최고 점수 응답보다 큰 점수를 가져야한다는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모델은 올바른 응답을 예측
하고, 통계 모델의 검색 메카니즘은 문제를 초래한다. 통상, 이것은 검색을 넓히는 것에 의하여 수정되며, 어떠한 직접적인
개발자 디버깅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도 12의 GUI는 동일한 문장에 대한 주석 데이터의 서로 상이한 스테이지를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제1 패
스, 예컨대 주석 패스로부터의 주석 데이터가 하나의 윈도우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한편, 클래스 패스와 같은 제2 패스
로부터의 주석 데이터는 다른 윈도우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그러나, 분리된 스크린 GUI(1200)은 서로 상이한 문장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윈도우는 문장 화면을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제2 윈도우는 특정 구조를
갖는 또 다른 문장을 검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분리된 스크린 GUI(1200)는 또한 동일한 텍스트 문장이지만 서로 다른 문맥을 갖는 것에 대한 2개의 서로 상이한 주석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어구 "what's available"은, "how may I help you" 또는 "what fund would you like
the price of" 또는 "how much would you like to withdraw" 에 응답하여 사용될 때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도 13은 IDT 의 임포트 컴포넌트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GUI(1300)를 도시한다. 임포트 컴포넌트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기존의 텍스트 자료를 임포트한다. 예컨대, 텍스트 자료는 문장의 주석이 없는 텍스트 파일 또는 주석
이 달린 텍스트 파일로써 임포트된다. 추가하여, 종래의 NLU 시스템이 사용자 응답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NLU 시스
템의 로그(log)는 파스 출력, 클래서 출력 또는 언어 모델 텍스트를 획득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일 수 있다. 상술한 데이터
타입의 각각은 IDT 내로 임포트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문장을 사전 스타일 화면 또는 트리 화면을
사용하여 하나씩 IDT 내로 직접 타이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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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또 다른 실시예가 텍스트 문장을 나타내는 사용자의 발음을 포함하는 디지털 오디오 파일을 수신할 수 있다. 선택적
으로는, IDT는 아날로그 오디오 소스를 사운드 카드와 같은 아날로그-디지탈 컨버터를 통하여 직접 녹음할 수 있다. 어쨌
든, IDT는 훈련용 자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발음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
우에, 텍스트 자료의 디지털 녹음은 장래의 사용 및 분석 뿐만 아니라 IDT의 사용 동안의 재생을 위하여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훈련용 텍스트 자료를 나타내는 오디오 파일은 특정의 텍스트 어구 또는 문장과 연관되어, 사용자 또는 개발자는
훈련용 텍스트의 오디오 표시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관련된 주석 정보를 볼 수도 있다. 예컨대, 텍스트에
주석이 달려 있는지 없는지 간에, 그 텍스트의 일부, 클래서 출력 또는 파서 출력이 오디오 파일 위치 및 파일명을 특정하
는 것에 의하여 오디오 파일과 연관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는, 오디오 파일은 특정될 수 있고, 개발자는 연관되는 텍스트를
IDT 내로 타이핑할 수 있다.
GUI(1300)는 텍스트 자료를 임포팅하는 때에 임포트 컴포넌트 세팅을 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필드(1305)는 IDT 내
로 임포팅된 파일의 이름과 경로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명백하게도, 파일은 주석이 달린 텍스트 자료, 주석
이 없는 텍스트 자료, 및/또는 처리되는 음성 디지털 기록, 또는 음성 인식 엔진으로부터 도출되는 텍스트 파일을 포함하
는, 음성 파일일 수 있다. 필드(1310)는 임포팅되는 파일 내에서 IDT에 의하여 인식된 문장의 수를 나타낼 수 있다. 제어
(1315, 1320, 1325, 1330)는 임포트의 유형, 즉 어느 문장 및 대응하는 주석 데이터가 IDT에 구축되고 있는 현재의 통계
모델 내에 통합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예컨대, 제어(1315)의 활성화는 IDT가 모든 문장을 추가하게 한다. 문장이 이미 데
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된 경우, IDT는 그 임포팅된 문장에 대하여 IDT 내에 정의된 트리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제어
(1320)의 활성화는 어떠한 문장도 임포팅하지 않지만, 그 임포팅된 파일 내에 복제 문장에 대응하는 주석 데이터로 IDT
내에 포함되는 주석 데이터를 덮어쓸 것이다. 제어(1325)의 활성화는 문장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내에 이미 포함된 사실에
도 불구하고 모든 문장을 추가한다. 그러나, 제어(1325)는 임포팅된 파일로부터 복제 문장에 대응하는 주석 데이터로 IDT
내의 그 주석 데이터를 덮어쓸 것이다. 제어(1330)의 활성화는 관계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임포팅된
파일로부터 단지 문장 및 주석 데이터를 추가할 것이다. 제어(1335)의 활성화는 그 특정된 파일이 상술한 임포팅 규칙에
따라서 임포팅되게 할 것이다.
도 14는 임포팅된 파일 내에 위치하는 터미널 및 비터미널을 현재의 통계 모델에 추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GUI(1400)를 도시한다. 예컨대, 주석이 달린 텍스트 파일을 임포팅한 후에, IDT는 현재의 통계 모델 내에 존재하지 않는
주석이 달린 임포팅된 텍스트 파일 내에 터미널 및 비터미널을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GUI(1400)는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데, 새로운 터미널 및 비터미널이 윈도우(1405)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명백하게도, "태그/라벨" 컬럼
(1510) 내의 표시는 예컨대, 태그 또는 라벨(터미널 또는 비터미널)과 같은 새로운 항목을 인식할 수 있다. 특정 태그 또는
라벨의 정확한 스펠링이 "스펠링" 컬럼(1415)에 리스트될 수 있다. "설명" 컬럼(1420)은 사용자에 의하여 적당한 기능의
설명, 또는 태그 또는 라벨에 관한 관련 정보로 채워질 수 있다. 명백하게도, 사용자는 여분의 GUI의 필요없이 설명 컬럼에
서 GUI(1400) 내로 텍스트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따라서, 태그 또는 라벨 설명의 편집은, 원하는 태그에 대응하는 행과
열의 설명을 선택함으로써 "문장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여기서 개시되는 IDT는 사용자에 의하여 구성되어, 번역 정보의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색상, 패턴, 소리, 및
기호를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들 중 하나로 번역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유사하게, 사용자는 IDT 내에서 사용되는 터미널
또는 비터미널을 커스터마이징(customize)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설명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 및 기술
하였지만, 본 발명은 여기서 개시한 정확한 구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그 사상 또는 필수적인 속성에서 벗어
나지 않고도 다른 특정의 형태에 삽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를 나타낼 때, 상술한 설명이 아니라 이하의 청구
범위를 참조하여야 한다.
본 발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하나의 컴퓨터 시스
템에서의 집중 방식 또는 상이한 요소들이 여러 상호접속된 컴퓨터 시스템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분산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임의의 종류의 검퓨터 시스템 또는 다른 장치는 적합화된다.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의 일반적인 조합은 로딩되고 실행될 때 여기서 개시된 방법을 수행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 프
로그램을 갖는 일반적인 목적의 컴퓨터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여기서 개시한 방법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모든 특징을 구비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로딩시에 본 발명을 수
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삽입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갖는 시스템으로 하여금 직접 또는 a) 다른 언어, 코드 또는 기호와의 통신 b) 상이한 자료 형태로의 재생 중 어느 하나 또
는 모두의 처리 후,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명령어 세트의 임의의 언어, 코드 또는 표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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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 2는 여기서 개시되는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예시적인 시스템 구조를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3a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예시적인 트리 화면의 도시이다.
도 3b는 자연어 인식 번역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예시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도 4는 태그를 수정 및 생성하기 위한 예시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도 5는 새로운 태그를 정의하기 위한 예시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도 6은 의미 트리 화면을 도시하는 예시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도 7은 의미 트리 화면을 도시하는 또 다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도 8은 의미 트리 화면에서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한 예시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도 9는 훈련용 텍스트 자료의 문장 및/또는 어구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예시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도 10은 사전 스타일 화면에서 터미널 및 비터미널 데이터 항목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예시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
이스이다.
도 11은 여기서 개시되는 본 발명의 구축 화면 및 구성요소를 도시하는 예시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도 12는 하나 이상의 의미 트리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예시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도 13은 데이터를 임포팅하기 위한 예시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도 14는 임포팅된 데이터 내의 터미널 및 비터미널을 식별하기 위한 예시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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