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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 및 이를 이용한번역 서비스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번역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웹을 통해 
사용자가 번역 서비스 장치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HTTP 서버와, 원시 문서를 전송받고 번역된 결과 문
서를 저장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번역 대상 문서가 보다 빨리 전송되도록 하는 프락시 서버와, 상기 
프락시 서버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락시 제어 장치와, CGI 방식으로 작성되어 사용자가 상기 HTTP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상기 HTTP 서버에서 각 사용자별로 구동시켜 주며, 번역 대상 문서를 번역할 수 있는 형태
로 가공해 주는 번역 제어 장치 장치와, 일반 문서 번역 기능 및 메타 검색 기능 등의 부가 기능을 제공
하는 부가 기능 장치와, 원시 문서를 분석하여 문서, 문단, 문장 단위로 언어를 인식하여 해당하는 번역 
장치를 호출하고 번역 결과를 취합하는 언어 인식 장치와, 각 언어쌍별로 실제 번역을 수행하는 다국어 
자동 번역 장치로 구성되는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번역 서비스 방법이 개시된
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의 구조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의 웹 항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의 서버 홈페이지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를 이용한 번역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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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1, 21 : HTTP 서버                       12, 22 : 번역 제어 장치

13, 23 : 프락시 서버                     14, 24 : 프락시 제어 장치

15, 25 : 부가 기능 장치                  16, 26 : 언어 인식 장치

17, 27 : 번역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번역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수
의 웹 사용자가 동시에 웹 브라우저 장치만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번역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국어 번역 서비스란 제 1 국어를 제 2 국어로 번역하는 전용 번역 장치와 달리 n가지의 다른 언어를 1
가지 또는 m가지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어 웹 문서에 대한 번역 서비스 장치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외에서 연구되기 시작
했다. 국내의 경우 일한 웹 번역 서비스 장치로서 트랜스게이트, (주)창신의 번역 서버 등이 상용화되어 
있다. 국외의 경우는 교차 언어 검색 서비스 장치 등이 연구되고 있다.

국내의 번역 서버들은 모두 공통 게이트 접속(Common Gate Interface; 이하 CGI라 함) 방식을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들은 하나의 외국어(예를 들어, 일본어)에 대해서 다른 하나의 언어(예를 
들어,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번역  서비스(일한  번역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언어 인식
(Language Identification)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번역 서비스 장치를 이용하여 번역해 나가
는 과정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은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며, 번역 
결과에 대해 단순히 한 언어만으로 사용자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외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로 하여금 별도의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웹 브라우
져만으로써 다양한 외국어로 작성된 홈페이지를 모국어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외국의 정보를 
보다 손쉽게 획득하고, 외국어에 대한 부담없이 외국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서버 형태의 
시스템 구성으로서 다수의 사용자가 자원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에 소요
되는 비용을 적게 들이고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 및 이
를 이용한 번역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는 웹을 통해 사용자가 번
역 서비스 장치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HTTP 서버와, 원시 문서를 전송받고 번역된 결과 문서를 저장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번역 대상 문서가 보다 빨리 전송되도록 하는 프락시 서버와, 상기 프락시 서
버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락시 제어 장치와, CGI 방식으로 작성되어 사용자가 상기 HTTP 서버에 접속할 때
마다 상기 HTTP 서버에서 각 사용자별로 구동시켜 주며, 번역 대상 문서를 번역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주는 번역 제어 장치 장치와, 일반 문서 번역 기능 및 메타 검색 기능 등의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부가 
기능 장치와, 원시 문서를 분석하여 문서, 문단, 문장 단위로 언어를 인식하여 해당하는 번역 장치를 호
출하고 번역 결과를 취합하는 언어 인식 장치와, 각 언어쌍별로 실제 번역을 수행하는 다국어 자동 번역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를 이용한 번역 서
비스 방법은 사용자가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에 접속하는 단계와, HTTP 서버가 다국어 번역 서
비스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홈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HTTP 서버로 
사용자가 접속하면, 상기 HTTP 서버가 메모리 장치에 하부 프로세서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하부 프로
세서에 의해 번역 제어 장치를 구동하는 단계와, 상기 번역 제어 장치가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프락시 제
어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프락시 제어 장치가 프락시 서버와 HTTP로 통신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전송받는 단계와, 상기 홈페이지의 전송이 완료되면 상기 프락시 서버는 상기 전송
완료된 홈페이지가 저장된 디스크 장치의 경로를 반환하고, 상기 번역 제어 장치는 홈페이지의 디스크 경
로를 참조하여, 원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하는 단계와, 상기 원본 홈페이지가 성공적으로 수정되면 
HTML 문서의 내용 부분에 대한 코드 영역 분석 과정에 의해 언어 종류를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인식된 
언어에 따라 해당하는 번역 장치를 구동하여 번역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와, 최종적인 번역 결과를 해당 사
용자의 웹 브라우저로 제시해 주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에 접속하는 단계와, HTTP 서버가 다국어 번
역 서비스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홈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HTTP 서
버로 사용자가 접속하면, 상기 HTTP 서버가 메모리 장치에 하부 프로세서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하부 
프로세서에 의해 번역 제어 장치를 구동하는 단계와, 상기 번역 제어 장치가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프락
시 제어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프락시 제어 장치가 프락시 서버와 HTTP로 통신하여, 사용자가 요
청한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전송받는 단계와, 상기 홈페이지의 전송이 완료되면 상기 프락시 서버는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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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완료된 홈페이지가 저장된 디스크 장치의 경로를 반환하고, 상기 번역 제어 장치는 홈페이지의 디스
크 경로를 참조하여, 원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하는 단계와, 상기 원본 홈페이지가 성공적으로 수정되
면 HTML 문서의 내용 부분에 대한 코드 영역 분석 과정에 의해 언어 종류를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인식
된 언어에 따라 해당하는 번역 장치를 구동하여 번역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와, 최종적인 번역 결과를 해당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로 제시해 주는 단계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CGI에 기반하여 웹 문서의 언어 종류를 인식하는 언어 인식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다국어로 작
성된 문서의 언어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만으로 웹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국어 번역 서비
스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번역 서비스 장치들이 하나의 언어에 대한 번역 기능만을 제공
함으로써 발생했던 언어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문제를 해결하며, 자국어만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
에게 보다 쉽게 웹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제
시해 주므로써 사용자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의 구조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는 크게 볼 때, 웹을 통해 사용자가 
번역 서비스 장치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서버(11), CGI 방식으로 
작성됨으로써 사용자가 HTTP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HTTP 서버(11)에서 각 사용자별로 구동시켜 주며 번역
을 실행하는 자동 번역 장치(17)와 프락시 제어 장치(14) 등을 총괄 관리하고, 번역 대상 문서를 번역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주는 번역 제어 장치 장치(12), 번역 제어 장치(12)에 의해 원시 문서를 전송받고 
번역된 결과 문서를 저장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번역 대상 문서가 보다 빨리 전송되도록 하는 프락
시 서버(13), 프락시 서버(13)의 동작을 제어하고 번역 제어 장치와 연동하는 프락시 제어 장치(14), 일
반 문서 번역 기능 및 메타 검색 기능 등의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부가 기능 장치(15), 원시 문서를 분석
하여 문서, 문단, 문장 단위로 언어를 인식하여 해당하는 번역 장치를 호출하고 번역 결과를 취합하는 언
어 인식 장치(16), 그리고 각 언어쌍별로 번역을 수행하는 다국어 자동 번역 장치(17)로 구성된다. 또한, 
언어 인식 장치(16)는 HTML  meta  태그의 charset  필드, 언어별 코드 영역 뿐만 아니라 언어별 형태소 
Uni-gram을 이용한다.

이와 같은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시스템(100)은 네트웍 카드(1A, 1B)를 구비하고 있는 네트웍 제어 
장치(2A, 2B)에 의해 인터넷과 접속된다. 네트웍 제어 장치(2A, 2B)는 네트웍 카드(1A, 1B)와 인터페이싱
을 하며 자료전송을 담당한다. 입출력 제어 장치(3)는 모니터 및 키보드 등의 입출력 장치로부터 사용자
와 입출력을 수행하며, 웹 브라우저(4)를 통하여 사용자가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의 웹 항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의 서버 홈페이지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를 이용한 번역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
도이다.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다국어로 작성된 웹 상의 문서를 자국어만을 이용하여 항해하고자 하는 사용
자가 본 발명에 따른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를 이용하여 번역을 수행하면서 웹을 항해하는 과
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국어 웹 문서 번역을 원하는 사용자는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A) 입력하고, 웹 브라우저(A)에서는 네트웍을 통해 HTTP 서
버(21)에 접속한다(501).

HTTP 서버(21)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A)에게 네트웍 장치를 통해 다국어 번역 서비스 사이트의 홈페이
지를 전송하며(502) 전송된 홈페이지는 화면에 출력된다(503). 다국어 번역 서비스 사이트의 홈페이지는 
예를 들어, 도 3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다국어 번역 서비스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
는 사이트의 URL을 선택하거나(도 3의 31), 입력 장치를 통해 직접 URL을 입력하고 번역 요청 버튼을 선
택한다(도 3의 32).

HTTP 서버(21)에 사용자가 URL 입력하거나 링크를 선택하여 접속하면(504), HTTP 서버(21)는 메모리 장치
에 하부 프로세서를 생성한다. 생성된 하부 프로세서는 번역 제어 장치(22)를 구동하며(505), 메모리 장
치로 해당 사이트를 전달한다. 번역 제어 장치(22)는 URL과 같은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메모리 장치에 저
장하여 프락시 제어 장치(24)에게 넘겨준다(506). 프락시 제어 장치(24)는 프락시 서버(23)와 HTTP로 통
신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사이트를 네트웍 장치를 통해 전송받는다. 홈페이지의 전송이 완료되면 프락시 
서버(23)는 프락시 제어 장치(24)를 통해 번역 제어 장치(22)에게 전송완료된 홈페이지가 저장된 디스크 
장치의 경로를 반환한다(507). 번역 제어 장치(22)는 프락시 제어 장치(24)로부터 넘겨받은 홈페이지의 
디스크 경로를 참조하여, 원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한다(508). 또한, 번역 제어 장치(22)는 다국어 번
역 서버 사이트의 HTTP 서버(21)에 의해 호출되며, 프락시 제어 장치(24)와 번역 장치(27)를 제어하여 번
역의 실행과 번역 결과의 캐싱 과정을 관리한다.

최근 들어 웹상의 HTML 문서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HTML 문서를 분석하
여 번역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된 HTML 문서를 통해 다음 페이지를 항해할 경우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가 번역되도록 하기 위
해서는 HTML 문서 내의 모든 anchor를 번역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바꿔야만 한다. 특히, 번역 제어 장치
(22)로 입력할 때에는 x-www-form-urlencoded 표준에 따라서 특수 문자들을 인코딩한다.

둘째, 모든 URL에 대해 상대 경로를 절대 경로로 변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번역을 위해 URL을 수정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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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태그들로는 HREF, BACKGROUND, FRAME, SRC, BASE 태그들이 있다.

셋째, 다국어 번역 서비스 장치가 번역하고자 하는 홈페이지가 웹 검색 엔진과 같이 별도의 CGI를 호출하
는 경우, 해당 CGI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번역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래 CGI에 관련된 요청을 번
역 제어 장치(22)가 받아서, 해당하는 여러 변수들을 모두 원래 CGI로 요청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 외에도 메타(META) 태그, 이미지 맵(Image MAP), 내임(NAME) 태그 등을 고려해야 한다.

[표 1]은 HTML 문서의 수정 예이다.

만약, 번역 제어 장치(22)에서 홈페이지의 수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입력 문서는 화면을 통해 
출력한다(514). 반면, 성공적으로 수정된 HTML 문서는 디스크 장치에 저장되고 그 경로 정보는 메모리 장
치에 저장되어 언어 인식 장치(26)에 전달되어, 언어 종류 인식 과정을 거치게 된다(510). 언어 인식 장
치(26)는 HTML 문서의 내용 부분에 대한 코드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대상 언어를 판별한다.

[표 1]

코드 영역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HTML 문서의 meta 태그의 charset 부분을 해석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charset이 EUC-KR
이면 한국어 문서이며, EUC-JIS이면 일본어 문서, ISO-2202-KR이면 한국어 등의 인코딩 정보를 이용한다. 
인코딩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코드 영역을 검사한다. 이때, 각 언어간에 중복되지 않고 유일한 코드 영역
을 검사하여 언어를 판별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즉 문서의 내용에 대한 코드 영
역이 모두 중복되는 경우는 유럽권 언어의 경우, 각 언어별로 빈도가 높은 기본형에 대한 사전을 참조한
다. 예를 들어, 영어와 독일어를 구별할 경우 영어의 the, and 등의 어휘와 독일어의 das, der, von 등의 
어휘로서 구별한다. 아시아권 언어의 경우도 동일하게 형태소 분석 결과 토큰으로서 분리되는 형태소별로 
통계 정보를 구축하여 언어 인식에 이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경우는 수, 다, 는/은, 이/가, 을/를 
등이 빈도가 높은 형태소가 된다. 통계 정보를 이용할 때, 형태소의 길이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한 음절
짜리가 큰 영향을 미쳐 오분석되는 경우를 방지한다. 이러한 언어 인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언
어별로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대상 언어 문서에 대한 형태소 분석 결과에 대한 통계 정보를 추출해
야 한다.

언어 인식 장치(26)에서는 HTML 문서의 태그를 분리하고 그 내용만으로 언어를 인식하며, 인식된 언어에 
따라 해당하는 번역 장치를 구동한다. 만약, 언어 종류 인식에 실패하면(511), 입력 문서를 화면에 출력
한다(514). 언어 종류가 인식되면, 언어 인식 장치(26)에 의해 구동된 번역 장치(27)를 통하여 번역과정
을 수행한다. 번역 장치(27)는 다양한 언어쌍 별로 개발된다. 예를 들어, 모국어를 한국어로 가정하면 영
한 번역 장치, 일한 번역 장치 등을 의미한다.

번역 장치(27)의 번역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력 HTML 문서에 대해 HTML 태그를 분리하고, 그 내용 
중에 문장 영역을 인식하여, 문장 단위로 번역을 실행한다. 이 과정에서 번역용 전자 사전과 번역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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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한다. 문장 단위의 번역이 완료되면, 다시 원래 HTML 태그를 번역 결과에 추가하여 번역된 HTML 문서
를 생성한다. 번역 결과로 생성되는 HTML 문서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져에 점진적으로 출력되도록 하기 위
해 번역 장치에서 각 라인 단위로 번역이 완료될 때마다 표준 출력으로 출력한다. 번역 제어 장치(22) 및 
번역 장치(27)는 CGI 기법으로 구동되므로 번역 장치(27)에서 표준 출력으로 출력하는 내용은 네트웍을 
통해 사용자의 웹 브라우져를 통해 화면에 출력된다(513).

이러한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에서 홈페이지 번역 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가 기능 
장치(25)에서 제공한다. 부가 기능 장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해 모드 선택 서비스로,. 이는 원문이나 번역문, 또는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보면서 항해할지
를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둘째, 일반 문서 번역 서비스로, 이는 온라인으
로 전송받는 홈페이지가 아닌 일반 문서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번역하여 제시해 주는 서비스이다. 셋째, 
메타 검색 서비스로, 이는 사용자로부터 질의어를 입력받아 기존의 웹 검색 엔진을 호출하여 검색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번역하여 제시해 주는 서비스이다.

최종적인 번역 결과는 다국어 번역 장치에서 표준 출력을 통해 해당하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B)로 제시
해 준다. 이때, 각 언어별 번역 장치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와 연결되어 있는 스트림을 통해 라인 단위
의 번역 결과를 전송해 준다. 따라서,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서는 사용자가 요구한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서버로 전송된 즉시 라인 단위로 번역된 결과가 제시되므로, 파일 전체를 번역한 후 제시하는 경우보다 
빠른 속도로 번역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 예 및 첨부
된 도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에게 다국어 웹 문서를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서비스 
장치에 대한 것으로서, 다양한 외국어 문서에 대해서도 모국어로 번역해 주므로써 외국어에 익숙하지 못
한 사용자로 하여금 모국어만으로써 웹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버 형태의 시스템 구성으로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프락시 서버와 연동함으로써 외국 홈페이지의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 지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웹을 통해 사용자가 번역 서비스 장치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HTTP 서버와,

원시 문서를 전송받고 번역된 결과 문서를 저장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번역 대상 문서가 보다 빨리 
전송되도록 하는 프락시 서버와,

상기 프락시 서버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락시 제어 장치와,

CGI 방식으로 작성되어 사용자가 상기 HTTP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상기 HTTP 서버에서 각 사용자별로 구
동시켜 주며, 번역 대상 문서를 번역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주는 번역 제어 장치 장치와,

일반 문서 번역 기능 및 메타 검색 기능 등의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부가 기능 장치와,

원시 문서를 분석하여 문서, 문단, 문장 단위로 언어를 인식하여 해당하는 번역 장치를 호출하고 번역 결
과를 취합하는 언어 인식 장치와,

각 언어쌍별로 실제 번역을 수행하는 다국어 자동 번역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

청구항 2 

사용자가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에 접속하는 단계와,

HTTP 서버가 다국어 번역 서비스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홈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HTTP 서버로 사용자가 접속하면, 상기 HTTP 서버가 메모리 장치에 하부 프로세서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하부 프로세서에 의해 번역 제어 장치를 구동하는 단계와,

상기 번역 제어 장치가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프락시 제어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프락시 제어 장치가 프락시 서버와 HTTP로 통신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전송받
는 단계와,

상기 홈페이지의 전송이 완료되면 상기 프락시 서버는 상기 전송완료된 홈페이지가 저장된 디스크 장치의 
경로를 반환하고, 상기 번역 제어 장치는 홈페이지의 디스크 경로를 참조하여, 원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하는 단계와,

상기 원본 홈페이지가 성공적으로 수정되면 HTML 문서의 내용 부분에 대한 코드 영역 분석 과정에 의해 
언어 종류를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인식된 언어에 따라 해당하는 번역 장치를 구동하여 번역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와,

최종적인 번역 결과를 해당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로 제시해 주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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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를 이용한 번역 서비스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번역 과정은 입력 HTML 문서에 대해 HTML 태그를 분리하고, 그 내용 중에 문장 영역을 인식하여 문
장 단위로 번역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문장 단위의 번역이 완료되면, 다시 원래 HTML 태그를 번역 결과에 추가하여 번역된 HTML 문서를 생
성하는 단계와,

상기 번역된 HTML 문서를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점진적으로 출력하기 위해 번역 장치에서 각 라인 단위
로 번역이 완료될 때마다 표준 출력하고, 상기 표준 출력 내용을 사용자의 웹 브라우져를 통해 화면에 출
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시스템 장치를 이용한 번역 
서비스 방법.

청구항 4 

사용자가 다국어 웹 문서 번역 서비스 장치에 접속하는 단계와,

HTTP 서버가 다국어 번역 서비스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홈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HTTP 서버로 사용자가 접속하면, 상기 HTTP 서버가 메모리 장치에 하부 프로세서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하부 프로세서에 의해 번역 제어 장치를 구동하는 단계와,

상기 번역 제어 장치가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프락시 제어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프락시 제어 장치가 프락시 서버와 HTTP로 통신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전송받
는 단계와,

상기 홈페이지의 전송이 완료되면 상기 프락시 서버는 상기 전송완료된 홈페이지가 저장된 디스크 장치의 
경로를 반환하고, 상기 번역 제어 장치는 홈페이지의 디스크 경로를 참조하여, 원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하는 단계와,

상기 원본 홈페이지가 성공적으로 수정되면 HTML 문서의 내용 부분에 대한 코드 영역 분석 과정에 의해 
언어 종류를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인식된 언어에 따라 해당하는 번역 장치를 구동하여 번역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와,

최종적인 번역 결과를 해당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로 제시해 주는 단계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
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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