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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복수의 번역 환경을 구비한 기계 번역 시스템 상에서 인터넷 상의 WWW 서버로부터 다운 로드한 
WWW 페이지 중의 원문 텍스트를 역문 텍스트로 적절하게 번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을 실현하는 컴퓨터·프로세스는 외국어 텍스트를 모국어 텍스트로 번역 처리하기 위한 번역 엔진 
외에, 복수의 번역 환경이나 URL(Universal Resource Locator) 문자열과 번역 환경에 관한 데이타 베이스
를 구비하고 있다.  WWW 브라우저 화면 상에서 사용자가 URL 문자열을 입력하면, 지정된 WWW 페이지가 인
터넷을 경유하여 다운 로드된다.  이 때, 입력된 URL 문자열에 유사한 (즉 가장 유사한) URL 문자열을 데
이타 베이스상에서 검색한다.  예를 들면 입력된 URL 문자열이 데이타 베이스 상에 기존의 "www. ibm. 
com/" 이면 이에 해당하는 번역 환경 A (인터넷 사전)이 자동 선택된다.  또한, 입력된 URL 문자열이 데
이타 베이스에 미등록의 "www. yahoo/com/Arts/Architecture/"이면, 파셜(partial) URL 문자열의 일치도
가 가장 높은 "www. yahoo. com/Arts/"에 해당하는 번역 환경 B (예술사전(arts dictionary))가 자동 선
택된다.  이어서 번역 엔진은 선택된 번역 환경을 기초로 다운 로드된 WWW 페이지 중 의 외국어 텍스트를 
모국어 텍스트로 번역 처리한다.  번역 처리 결과인 모국어 텍스트는, WWW 브라우저에 전달되어 브라우저 
화면 상에 표시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실현하는데 알맞는 전형적인 컴퓨터·시스템(10)의 하드웨어 구성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계 번역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번역 환경 전환부(130)의 구성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4는 URL 데이타 베이스(133)를 WWW 브라우저 화면 상에 표시한 모습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URL 데이타 베이스(133)를 WWW 브라우저 화면 상에 표시한 모습을 도시한 도면 (단, 도 4의 화면
의 계속). 

도 6은 URL 조합부(134)가 행하는 번역 환경의 선택 처리 루틴을 플로우차트화하여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실시예에 따른 기계 번역 시스템(100)을 실장한 WWW 브라우저(150)의 화면을 예시한 도면. 

도 8은 URL 데이타 베이스(133)의 추기(追記) 등록 수속 루틴을 플로우차트화하여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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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컴퓨터·시스템

11 : CPU

12 : 프로세서·버스

13, 19 : 브릿지 회로

14 : 메인·메모리

15 :  L2-캐쉬

16 :  PCI 버스

17 : ROM

18 : ISA 버스

20 : 비디오·컨트롤러

21 : VRAM

22 : 디스플레이

23 : HDD

24 : CD-ROM 드라이브

25 : 키 보드/마우스·컨트롤러

26 : 키 보드

27 : 마우스

28 : I/O 컨트롤러

29 : FDD

30 : 병렬·포트

31 : 프린터

32 : 직렬·포트

33 : 모뎀

34 : 오디오·컨트롤러

35 : 마이크

36 : 스피커

50 : 공중 회선

60 : 서버·머신(프로바이더) 

70 : 인터넷

100 : 기계 번역 시스템

110 : 번역 프록시

120 : 번역 엔진

130 : 번역 환경 전환부

131 : URL 입력부

132 : 번역 환경 출력부

133 : URL 데이타 베이스

134 : URL 조합부

135 : 기본 조작부

150 : WWW 브라우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영어 등의 외국어 텍스트를 일본어 (혹은 한국어나 중국어 등)의 모국어 텍스트로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수의 번역 환경을 구비한 기계 번역 방법 

20-2

1019970040395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더욱 자세하게는 본 발명은 인터넷 상의 WWW 서버에 의해서 제공된 WWW 페이지 
중의 외국어 텍스트를 모국어 텍스트로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처리 대상의 
외국어 텍스트에 최적의 번역 환경을 자동 선택하여 번역 처리하는 기계 번역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
다.  또, 여기서 말하는「번역 환경」이란, 번역 처리에 이용되는 사전 데이타 베이스나 문법 처리 알고
리즘 (예를 들면 문절의 설정이나 조동사 번역의 설정, 문체의 지정 등) 등의 것을 가리킨다. 

인터넷(Internet): 

종래부터, 일반 공중 회선 등의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컴퓨터끼리를 연결하는 「원격 컴퓨팅·
시스템」의 연구 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국 내에서는, 1985년의 전기 통신 사업법의 시행
을 발단으로 퍼스널 컴퓨터 통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원격 컴퓨팅의 주요한 동향으로서 인터넷(Internet)의 이용을 예로 든다.  여기서, 인터넷은 1970
년대에 미국의 전미국 과학 재단(NSF)가 출자하여 설립된 네트워크 "NSFnet"를 모체로서 상호 접속된 전 
세계의 네트워크의 총칭이다.  인터넷은, 당시에는 학술 연구의 정보 교환을 초기 목적으로서 세계 54개
국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 등을 연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이지만 각 대학·연구 기관에 설치된 서
버 (주로 UNlX 워크스테이션)가 자주적으로 상호 접속을 반복한 결과, 전 세계를 망라하는 거대한 네트워
크로 성장하였다 (현재의 인터넷은 전세계에 산재하는 수십만을 넘는 서버로 구성된다！).  원격지간의 
각 서버·머신은,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이라고 불리우는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상호 접속되어 있고, 각 머신간에서 데이타 전송이나 BBS(Bulletin Board System: 전
자 게시판)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등이 가능하다. 

종래의 (즉 원초적인) 인터넷은, UNIX 베이스의 컴퓨터끼리의 접속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1994년에 
와서 일반 공개되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가 출현함에 이르러서, 일반 기업이나 개
인에게도 보급이 가속되어 졌다.  예를 들면 일본의 주요 퍼스널 컴퓨터 통신 서비스("PC  -  VAN"이나 
"Nifty Serve" 등)로도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은, 운영 모체나 운영 체계가 다른 네트워크의 집합체이고, 개개의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기관은 있
더라도 인터넷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전 세계에 산재하는 각 서버
(예를 들면 데이타 베이스·서버나 파일·서버)는, 네트워크 내의 사용자에 의해서 국소적으로 관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터넷의 각 사용자는 인터넷에 접속된 서버를 통함으로써 누구나 정보 제
공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를 끊임없이 억세스할 수 있다.  이점은, 특정한 호스트
(즉 정보 서버)로 밖에 억세스할 수 없는 퍼스널 컴퓨터 통신 서비스와는 크게 다르다.  또, 특정 기업의 
네트워크끼리를  접속하여  와이드  영역으로  확대한  인터넷  워킹과  구별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the 
lnternet"이라고 고유 명사화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WWW): 

오늘날의 인터넷의 보급을 가속시킨 것은 「월드·와이드·웹(WWW)」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WWW
는, 네트워크(특히 인터넷) 상에 하이퍼 텍스트/*/를 구축하고, 모든 정보를 끊임없이 억세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광역 정보 시스템(인터넷·어플리케이션)이고, 본래는 1989년에 구주 소립자 물리학 연구소
(통칭  CERN)에서  개발되었다.   WWW에  의하면  사용자(즉  WWW  클라이언트)는  화면  상에서  강조  표시된 
단어, 문구, 화상 등을 마우스로 클릭함으로써 서버로부터 서버로(혹은 데이타 베이스로부터 데이타 베이
스로), 목적의 정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

「전 세계로 넓어진 거미집」이라는 이름과 같이 현재는 매우 많은 수의 WWW 서버가 인터넷 상에 존재하
고 있다.  각 WWW 서버의 로컬·디스크에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로 불리워지는 언어로 기술
된 화일로부터 이루어지는 WWW 페이지가 다수 축적되어 있다.

HTML 파일은, 텍스트·파일 외에 화상, 음성, 비디오 등의 각종 형식의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HTML는 
SGML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를 기초로 책정되어 있고, 현재의 버젼은 WWW의 표준화 단
체 "W3 Consortium"이 1996년에 릴리스한 "HTML3. x"이다.  HTML에 준거한 파일은 기본적으로는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 와 "＞"로 구획지어진「 예약어(태그) 」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정형
이나 화상 파일·음성 파일이 있는 곳, 링크처(先)등이 기술되어 있다. 

WWW  사용자(WWW  클라이언트)는  WWW  서버의  WWW  페이지에  저장된  파일을,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라도  하는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판독할  수  있다(HTTP는,  TCP/IP의  상위  프로토콜에 
해당한다).  소위「WWW 브라우저」는, HTML 파일의 내용을 해석하여 사용자·머신의 화면 상에 표시하는, 
즉 인터넷· 여행·가이드로서 작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다.  WWW 브라우저의 대표예는, 미국 IBM사의 
"Web Explorer"는 미국 IBM사의 상표), 미국 Netscape Communications사의 "Netscape Navigator"이나 미
국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등이다. 

HTML 파일 중에 지정된 화상 파일 등이 있는 부분, HTML 파일 그 자체를 보존하고 있는 WWW 서버와 별도
의 WWW 서버만으로도 상관 없다.  WWW 브라우저는, HTML 파일의 해석을 행하는 외에, 화상 파일 등의 판
독도 행하여 텍스트 중에 화상 등이 저장된 복합 텍스트를 WWW 클라이언트·머신의 디스플레이화면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HTML 파일 중에는「이 텍스트(혹은 화상)가 마우스로 클릭되면, 어떤 서버
의 어떤 파일을 판독한다」 와 같은 커맨드가 저장되어 있고, 사용자는 표시 화면 상의 텍스트나 화면의 
일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조작하는 것만으로 다른 HTML 파일을 판독할 수 있다.  클릭 조작에 의해 새롭게 
판독되는 HTML 파일은, 원래의 HTML 파일과 동일한 WWW 서버에 있어서도 별도의 WWW 서버에 있어서도 상
관없다. 

HTML 파일 중에 다음의 HTML 파일의 판독을 지시한 커맨드를 저장하는 것을, 당업계에서는 「링크 형성」
이라고도 한다.  링크처의 지정에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라고 부르는 표기 방법이 이용된다.  
URL은, 인터넷 상의 정보 자원(즉 인터넷 상의 서버가 축적하고 있는 파일)을 식별하기 위한 표준 어드레
싱  기술이고,  IETF  (Internet  Engeneering  Task  Force)  /**/가  마련된  공식  문서군  RFC(Request  for 
Comments)의 하나인 RFC1738로 그 사양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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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은 정보 자원에 억세스하기 위한 프로토콜명 (스킴명(Scheme name)), 정보 자원을 저장하는 서버명, 
및  서버  내의  파일명이라고  하는  3요소를  기술한  문자열로  구성된다.  지정할  수  있는  프로토콜에는, 
HTTP(http) 외에, NNTP (news), FTP (ftp: file transfer protocol), Telnet(telnet), 로컬·디스크로의 
억세스(file)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주된 서버명에는, "www. ibm. com"이나 "www. yahoo. com"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www. yahoo. com"라고 하는 서버의 WWW 서비스로 제공하는 파일 "Arts"의 
URL은, "http: // www. yahoo. com/Arts/"로 표기된다.  URL의 각 구성 요소의 사이는, 통상, "/"로 구획
짓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URL은WWW 페이지의 어드레스인 것이다. (또, 여기서 말하는「WWW 
페이지」란, WWW 서버가 제공하는 화면의 총칭의 것이고, 「 홈·페이지」라고도 한다.) 

또, URL을 구성하는 문자열 중, "/"로 구획지어진 각 문자열의 것을, 본 명세서 내에서는 이하「파셜 URL 
문자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WWW 페이지를 위한 번역 프로그램: 

상술한 바와 같이, WWW에 의하면, 인터넷·사용자는 데스크에 있으면서도 전 세계의 WWW 서버에 억세스하
고, 취득한 WWW 페이지를 브라우저 화면 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WWW  페이지 중의 텍스트의 대부분은 영어로 기술되어 있고,  영어권 이외(예를 들면 일본,  중국,  한국 
등)의 인터넷·사용자(혹은 영어에 정통하지 않는 사용자)에 있어서는 해독이 불편하고, 모처럼의 광역 
정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기계 번역 소프트(혹은 번역 지원 소프트)
의 개발·보급화가 재연되고 있다.  이들 기계 번역 소프트 중에는, 인터넷 상의 텍스트 즉 WWW 페이지의 
번역에 특화한 제품도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경유로 취득한 데이타를, WWW 브라우저의 프록시(Proxy) 
기능/***/을 이용하여 기계 번역 소프트가 중계되고, 번역문이 다시 WWW 브라우저로 전달되어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과의 융화성을 중시한 기계 번역 소프트의 일례는, 일
본 IBM사가 시판하는「인터넷 번역의 황제 Ver1. x」이다. 

기계 번역이란, 요컨대 컴퓨터·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활용하여, 예를 들면 영어 등의 외국어 텍스트를 
일본어 등의 모국어 텍스트로 번역하는(혹은 그 역방향으로 번역하는) 기술의 것이고, 애당초, 인간이 갖
는(혹은 갖는다고 추정되는) 언어에 대한 막대한 지식을 모델화한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여, 번역 엔진
이 이 데이타베이스를 참조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문 텍스트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시키면서 정도 좋게 기계 번역하는 것은, 대체로 곤란하다.  
이것은, 자연 언어가 갖는 애매함에도 크게 의존한다. 애매함의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서, 
다의어(多義語) 즉 2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존재하고, 또한 원문 텍스트 중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을 예로 들어 본다.  다의어가 출현될 때마다 번역 엔진은 역어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고, 역어 선택에
는 어느 정도의 오차 즉 오역을 수반하는 것은 물론일 것이다.  또한, 애매함의 다른 요인으로서, 문법상
의 바리에이션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예를 들면 영문의 경우, 주어·술어등의 관계로부터 SVO, SVOO, 
SVOC 등 몇개인가의 기본 구문형으로 분류되지만, 관계사("that"이나 "which", "why" 등)을 생략하는 등
에 의해, 문형이나 문법의 파악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기계 번역에서의 번역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수의 번역 환경을 구비한다고 하는 수법이 종래부터 
널리 채용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번역 환경」이란, 번역 처리에 이용되는 사전 데이타 
베이스나 문법 처리 알고리즘(예를 들면 문절의 설정이나 조동사 번역의 설정, 문체의 지정 등) 등의 것
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원문 텍스트의 내용이 속하는 쟝르, 분야, 용도 등과 번역 환경
과의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예술, 스포츠, 교육, 과
학 기술 등, 각 분야에 따라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 단어의 의미, 독특한 표현 등은 상호 다르고, 인터
넷 사전, 예술 사전, 스포츠 사전 등 쟝르별로 전용의 번역 환경이 이미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원문 텍스트의 내용에 최적의 번역 환경을 이용함에 따라, 기계 번역시에서의 불필요한 해석 처리가 경감
되어, 번역 정도가 향상된다고 하는 것이다. 

복수의 번역 환경 내에서 알맞는 것을 선택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원시적인 수법은, 사용자 자신이 원
문 텍스트의 내용으로 판단하여 메뉴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기계 번역의 
개시 전에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모국어가 아닌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 많은 시간을 써버릴 수 밖에 없다.  이 결과, 번
역 시스템의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특히 인터넷·사용자의 대부분은, 막대한 WWW 페이지 
중에 의미가 있는 정보를 한눈으로 취사 선택하기위해서 기계 번역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원문 텍스트를 
바라 보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기계 번역의 의미 그 자체가 없어진다. 

이에 대해, 기계 번역 시스템에 번역 환경의 선택 처리를 맡긴다고 하는 선행 기술도 있다.  예를 들면 
특개평7-191999호 공보, 특개평6-332946호 공보, 특개평6-318229호 공보, 특개평6-60117호 공보, 및 특개
소61-173060호 등에는, 번역 시스템이 번역 환경을 자동 선택하는 타입의 번역 시스템에 대해 개시되어 
있다.  이 종류의 번역 시스템은, 사용자 자신이 번역 환경을 선택한다고 하는 번잡한 수속을 없애서 작
업 효율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존 기술의 대부분은 원문 텍스트의 의도에 적합한 번역 
환경을 선택하기 위해서 번역 시스템이 원문 텍스트의 내용의 해석을 미리 행하게 되어 있다.  원문 텍스
트의 해석이라고 하는 프리프로세스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더구나 번역 
시스템을 복잡하게 한다.  바꿔 말하면, 이들 기존 기술은 구축·활용의 양면에서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뜻이다. 

《주석》 

*: 하이퍼 텍스트란, 문자나 그림, 표 등을 오브젝트로서 취급하고, 또한 각 오브젝트사이에서 여러가지
로 관계지어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 웨어이다. 

**: IETF란, 인터넷 상의 기술, 서비스의 의론, 제안 등을 행하는 기관이다. 

***: 프록시 기능이란, 인터넷으로부터의 통신 데이타를 대리로 수취하여, 직접 외부에 억세스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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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에 중계하는 기능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복수의 번역 환경을 구비한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국어 텍스트(예를 들면 영어 텍
스트)를 모국어 텍스트(예를 들면 일본어, 혹은 한국어나 중국어 등)로 번역하기 위한, 우수한 기계 번역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외국어 텍스트를 모국어 텍스트로 번역할 때에 처리 대상의 외국어 텍스트에 
최적의 번역 환경을 자동 선택하여 번역 처리하는, 우수한 기계 번역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복수의 번역 환경을 구비한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WWW 서버에 
의해 제공된 WWW 페이지 중의 외국어 텍스트를 모국어 텍스트로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우수한 기계 
번역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제1 측면은, 복수의 번역 환경을 갖는 번역 시스
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정보 자원에 저장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방법에 
있어서, 

(a) 정보 자원에의 억세스 수단과 정보 자원명을 기술한 조합 문자열을 해석하는 단계와, 

(b) 해석 결과에 따라 상기 복수의 번역 환경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단계와, 

(c) 상기 조합 문자열이 나타낸 정보 자원에 저장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상기 선택된 번역 환경을 이용
하여 번역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번역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측면은 복수의 번역 환경을 갖는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정보 자
원에 저장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방법에 있어서, 

(a) 정보 자원에의 억세스 수단과 정보 자원명을 기술한 조합 문자열을 사용자가 입력하는 단계와, 

(b) 상기 조합 문자열이 지정하는 정보 자원에 저장된 파일을, 상기 조합 문자열이 지정하는 억세스 수단
에 따라 다운 로드하는 단계와, 

(c) 상기 조합 문자열을 해석하는 단계와, 

(d) 해석 결과에 따라 상기 복수의 번역 환경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단계와, 

(e) 상기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상기 선택된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번역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번역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측면은, 복수의 번역 환경을 갖는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정보 자
원에 저장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방법에 있어서, 

(a) 정보 자원에의 억세스 수단과 정보 자원명을 기술한 조합 문자열을 사용자가 입력하는 단계와, 

(b) 상기 조합 문자열이 지정하는 정보 자원에 저장된 파일을, 상기 조합 문자열이 지정하는 억세스 수단
에 따라 다운 로드하는 단계와, 

(c) 다운 로드된 파일을 파일 중의 원문 텍스트와 함께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하는 단계와, 

(d) 상기 조합 문자열을 해석하는 단계와, 

(e) 해석 결과에 따라 상기 복수의 번역 환경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단계와, 

(f) 상기 원(原) 텍스트를, 상기 선택된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번역하는 단계와, 

(g) 번역 처리 후의 역문 텍스트를 상기 원문 텍스트와 함께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번역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4 측면은, 복수의 번역 환경을 갖는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 자원에의 억세스 
수단과 정보 자원명을 기술한 조합 문자열의 입력에 따라지정된 정보 자원에 저장된 파일을 다운 로드함
과 동시에 파일 중의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방법에 있어서, 

(a) 정보 자원에 관한 조합 문자열과 번역 환경과의 조합을 데이타 베이스로서 기록하는 단계와, 

(b) 상기 데이타 베이스 내에서, 새롭게 입력된 조합 문자열에 가장 유사한 조합 문자열을 검색하는 단계
와, 

(c) 정보 자원으로부터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상기 검색된 조합 문자열에 해당하는 번역 환경
을 이용하여 번역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번역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5 측면은, 복수의 번역 환경을 갖는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 자원에의 억세스 수
단과 정보 자원명을 기술한 조합 문자열의 입력에 따라 지정된 정보 자원에 저장된 파일을 다운 로드함과 
동시에 파일 중의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방법에 있어서, 

(a) 정보 자원에 관한 조합 문자열과 번역 환경과의 조합을 데이타 베이스로서 기록하는 단계와, 

(b) 상기 데이타 베이스 내에서, 새롭게 입력된 조합 문자열에 가장 유사한 조합 문자열을 검색하는 단계
와, 

(c) 정보 자원으로부터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상기 검색된 조합 문자열에 관한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번역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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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번역 결과가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상기 텍스트를 재번역 처리하는 단계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번역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6 측면은, 복수의 번역 환경을 갖는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 자원에의 억세스 
수단과 정보 자원명을 기술한 조합 문자열의 입력에 따라 지정된 정보 자원에 저장된 파일을 다운 로드함
과 동시에 파일 중의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방법에 있어서, 

(a) 정보 자원에 관한 조합 문자열과 번역 환경과의 조합을 데이타 베이스로서 기록하는 단계와, 

(b) 상기 데이타 베이스 내에서, 새롭게 입력된 조합 문자열에 가장 유사한 조합 문자열을 검색하는 단계
와, 

(c) 정보 자원으로부터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상기 검색된 조합 문자열에 관한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번역하는 단계와, 

(d) 번역 결과가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상기 텍스트를 재번역 처리하는 단계와, 

(e) 번역 결과가 적절한 경우에는, 새로운 조합 문자열과 번역 환경과의 관계를 상기 데이타 베이스 중에 
추가 기록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번역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7 측면은, 정보 자원에 억세스하기 위한 프로토콜명, 정보 자원을 저장하는 서버명(및 
서버 내의 파일명)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문자열의 입력에 따라, 지정
된 서버 내의 파일을 지정된 프로토콜에 따라 인터넷 경유로 다운 로드하고, 복수의 번역 환경을 이용하
여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방법에 있어서, 

(a) 입력된 URL 문자열을 해석하는 단계와, 

(b) 해석 결과에 따라 상기 복수의 번역 환경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단계와, 

(c)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상기 선택된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번역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번역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8 측면은, 정보 자원에 억세스하기 위한 프로토콜명, 정보 자원을 저장하는 서버 명
(및 서버내의 파일명)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URL (Uuiform Resource Locator) 문자열의 입력에 따라서, 
지정된 서버 내의 파일을 지정된 프로토콜에 따라 인터넷 경유로 다운 로드하여, 복수의 번역 환경을 이
용하여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방법에 있어서, 

(a) 다운 로드된 파일을 파일 중의 원문 텍스트와 함께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하는 단계와, 

(b) 상기 입력된 URL 문자열을 해석하는 단계와, 

(c) 해석 결과에 따라 상기 복수의 번역 환경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단계와, 

(d) 상기 원문 텍스트를, 상기 선택된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번역하는 단계와, 

(e) 번역 처리 후의 역문 텍스트를 상기 원문 텍스트와 함께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번역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9 측면은, 정보 자원에 억세스하기 위한 프로토콜명, 정보 자원을 저장하는 서버명(및 
서버내의 파일명)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문자열의 입력에 따라서, 지정
된 서버 내의 파일을 지정된 프로토콜에 따라 인터넷 경유로 다운 로드하고, 복수의 번역 환경을 이용하
여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방법에 있어서, 

(a) URL 문자열과 번역 환경과의 조합을 데이타 베이스로서 기록하는 단계와,

(b) 상기 데이타 베이스 내에서, 새롭게 입력된 URL 문자열에 가장 유사한URL 문자열을 검색하는 단계와, 

(c)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상기 검색된 URL 문자열에 해당하는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번역하
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번역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10 측면은, 정보 자원에 억세스하기 위한 프로토콜명, 정보 자원을 저장하는 서버명
(및 서버내의 파일명)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URL (Uniform Resoufce Locator) 문자열의 입력에 따라서, 
지정된 서버내의 파일을 지정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인터넷 경유로 다운 로드하여, 복수의 번역 환경을 이
용하여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방법에 있어서, 

(a) URL 문자열과 번역 환경과의 조합을 데이타 베이스로서 기록하는 단계와, 

(b)  상기  데이타  베이스  내에서,  새롭게  입력된  URL  문자열에  가장  유사한  URL  문자열을  검색하는 
단계와, 

(c)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상기 검색된 URL 문자열에 해당하는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번역하
는 단계와, 

(d) 번역 결과가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상기 텍스트를 재번역 처리하는 단계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번역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11 측면은, 정보 자원에 억세스하기 위한 프로토콜명, 정보 자원을 저장하는 서버명
(및 서버내의 파일명)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문자열의 입력에 따라서, 
지정된 서버 내의 파일을 지정된 프로토콜에 따라 인터넷 경유로 다운 로드하고, 복수의 번역 환경을 이
용하여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방법에 있어서, 

(a) URL 문자열과 번역 환경과의 조합을 데이타 베이스로서 기록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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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데이타 베이스 내에서, 새롭게 입력된 URL 문자열에 가장 유사한URL 문자열을 검색하는 단계와, 

(c)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상기 검색된 URL 문자열에 관한 번역환경을 이용하여 번역하는 단
계와, 

(d) 번역 결과가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상기 텍스트를 재번역 처리하는 단계와, 

(e) 번역 결과가 적절한 경우에는, 새로운 URL 문자열과 번역 환경과의 관계를 상기 데이타 베이스 중에 
추가 기록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번역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12 측면은, 인터넷 경유로 WWW 서버로부터 다운 로드된 파일 중의 텍스트를, 복수의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번역하기 위한 기계 번역 장치에 있어서, 

(a) URL 문자열과 번역 환경과의 조합을 기술한 데이타 베이스를 기록하는 제1 수단과, 

(b) 사용자가 URL을 입력하기 위한 제2 수단과, 

(c) 입력된 URL로 지정된 WWW 서버의 파일을 다운 로드하기 위한 제3 수단과, 

(d) 입력된 URL 문자열에 가장 유사한 URL 문자열을 상기 제1 수단 중에서 검색하기 위한 제4 수단과, 

(e) 검색된 URL 문자열에 관한 번역 환경을 최적의 것으로 선택하기 위한 제5 수단과, 

(f) 다운 로드한 WWW 서버의 파일 중의 텍스트를, 상기 선택된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번역하는 제6 수단
과, 

(g) 번역 결과를 화면 표시하기 위한 제7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번역 장치이다. 

또, 여기서 말하는「번역 환경」이란, 번역 처리에 이용되는 사전 데이타 베이스나 문법 처리 알고리즘
(예를 들면 문절의 설정이나 조동사 번역의 설정, 문체의 지정 등) 등의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이해되
어야 한다. 

(작용)

본 발명은, 주로 WWW 페이지의 기계 번역용으로서, WWW 페이지의 어드레스인 URL이 프로토콜명, 서버명, 
파일명이라는 각 요소를 기술한 문자열(즉 「파셜 URL 문자열」)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점에 착안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본 발명에 관한 기계 번역 방법 및 장치는, 컴퓨터·프로세스라는 형태로 실장 가능하고, 예를 들면 WWW 
서버로부터 WWW 페이지를 수신하고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한다고 하는 일련의 브라우징 동작에 연동하여 
실행된다. 

상기 컴퓨터·프로세스는, 외국어 텍스트를 모국어 텍스트로 번역 처리(또는 그 역방향으로 번역 처리)하
기 위한 번역 엔진 외에, 번역 환경 A(인터넷 사전), 번역 환경 B(예술 사전), 번역 환경 C(스포츠 사전) 
등과 같은 복수의 번역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기계 번역 방법은, 미리 URL 문자
열에 관한 데이타 베이스를 저장하고 있다.  이 데이타 베이스는, 하기의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비교
적 빈번히 억세스되는 WWW 페이지에 관한 URL 문자열과 번역 환경과의 대응 테이블이라는 형태라도 좋다.  
동일 테이블에서 각 URL 문자열과 대응지어진 번역 환경은, 과거의 번역 처리 결과 등에 의해 알맞는 환
경으로 간주된 것이다. 

[표 1]

URL문자예 번역 환경

www. ibm. com/      

www. yahoo. com/    

www. yahoo. com/Arts/                  

www. yahoo. com/Arts/Recreation/Sports/ 

번역 환경 A(인터넷 사전)    

번역 환경 A(인터넷 사전)    

번역 환경 B(예술 사전)      

번역 환경 C(스포츠 사전) 

표 1에서는, URL명 "www. ibm. com/" 및 "www. yahoo. com/" 에 대해서는 번역 환경 A(인터넷 사전)이, 
"www. yahoo. com/Arts/" 에 대해서는 번역 환경 B(예술 사전)이, "www. 
yahoo/com/Arts/Recreation/Sports/"에 대해서는 번역 환경 C(스포츠 사전)가, 각각 최적의 번역 환경으
로서 기록되어 있다.  상기 데이타 베이스는, 시스템의 설계자가 사용자의 일반적 경향을 기초로 미리 작
성해 놓아도 좋다.  또한, 각 사용자의 억세스 상황을 학습하여 데이타 베이스를 더욱 축적하도록 하여도 
좋다. 

WWW 브라우저 화면 상에서 사용자가 URL 문자열을 입력하면, WWW 브라우저(혹은 WWW 브라우저의 프록시)
는, 인터넷 경유로 URL 문자열로 지정된 WWW 페이지로부터 파일을 다운 로드한다.  한편, 본 발명에 관한 
컴퓨터·프로세스는, 입력된 URL 문자열을 해석한다.  여기서 말하는 URL 문자열의 해석이란, 입력된 URL 
문자열에 가장 유사한 URL 문자열을 데이타 베이스상에서 검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URL 문자열을 파셜 URL 문자열의 조합으로서 간주하여, 파셜 URL 문자열의 조합이 가장 일치하는 URL 문
자열을 데이타 베이스 상에서 찾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URL 입력이 데이타 베이스에 기존의 
"www. ibm. com/"이면, 이에 해당하는 번역 환경 A(인터넷 사전)가 자동 선택된다.  또한, URL 입력이 데
이타 베이스에 미등록의 "www. yahoo/com/Arts/Architecture/"이면, 파셜 URL 문자열의 일치도가 가장 높
은 "www. yahoo.com/Arts/"에 해당하는 번역 환경 B(예술 사전)가 자동선택된다.  또, 본 발명에 관한 컴
퓨터·프로세스는, WWW 페이지의 다운 로드 작업의 완료 후, 혹은 다운 로드 작업에 병행하여 URL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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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을 행하여도 좋다.  또는, 본 발명에 관한 컴퓨터·프로세스는, WWW 브라우저의 프록시 기능을 포
함하여, WWW 페이지의 다운 로드 작업을 대행한다고 하는 실장 형태여도 좋다. 

이어서, 번역 엔진은 선택된 번역 환경을 기초로, 다운 로드된 파일 중 외국어 텍스트를 모국어 텍스트로 
번역 처리한다.  번역 처리 결과인 모국어 텍스트는, 예를 들면 WWW 브라우저에 전달되어 브라우저 화면 
상에 표시된다.  이 때, 원래의 외국어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원문 윈도우와, 모국어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역문 윈도우를 한 화면 상에 동시 표시(대역 표시)하도록 하여도 좋다. 

번역 결과가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된 시점에서, 사용자는 역문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른 
번역 환경으로 전환하여 다시 기계 번역하도록 하여도좋다.  또한, 데이타 베이스에 미등록의 URL 문자열
에 대해 최적의 번역 환경이 발견될 때에, 데이타 베이스에 추가 등록하도록 하여도 좋다. 

요컨대, 본 발명은, 인터넷 상의 WWW 서버에 의해서 제공된 WWW 페이지를 기계 번역할 때에, WWW 페이지
의 어드레스인 URL의 문자열을 기초하여 번역 환경을 자동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기계 번역 방법 및 장
치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최적의  번역  환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번역  정밀도는  자연히  향상된다.   
또한, 번역 환경의 전환·데이타 베이스의 등록 등의 처리를, URL 문자열이라고 하는 비교적 소용량의 데
이타에만 기초하여 행하기 때문에 처리가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시스템의 구축도 용이하다. 

또, 기계 번역시에 복수의 번역 환경 중에서 원문 텍스트의 의도에 적합한 번역 환경을 선택한다고 하는 
유형의 기술 자체는 본 출원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상술한 공개 특허 공보 참조).  단, 이들 기존 기
술의 거의 대부분은, URL 문자열이 아니라, 원 텍스트의 내용을 해석한 결과를 참조하여 번역 환경을 선
택하도록 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이들 기존 기술은 원문 텍스트를 해석한다고 하는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구축·활용의 양면에서 복잡한 시스템이고, 본 발명과는 본질적으로 상위하다.  또한, 이들 기존 
기술은 원래, WWW 페이지의 번역용으로 되어 있지 않다.  다른 견해를 보면, 본 발명과 이들 구성이 상위
한 기존 기술을 공존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특징이나 이점은, 후술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나  첨부하는 도면에 기초하는 보
다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명백히 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A. 하드웨어 환경

도 1에는, 본 발명을 실현하는데 알맞는 컴퓨터·시스템(10)의 하드웨어 구성을 모식적으로 도시하고 있
다.  이하, 각부에 대해 설명한다. 

메인·컨트롤러인 CPU(11)는, 오퍼레이팅·시스템(OS)의 제어하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
다.  CPU(11)는, 예를 들면 미국 Intel사 제조의 "Pentium/1xxMHz"로 좋다.  또한, OS는 예를 들면 미국 
IBM사의 "OS/2" ("OS/2"는 미국 IBM사의 상표)나 미국 MicroSoft사의 "Windows95"로 좋다. 

CPU(11)는,  자신의  외부  핀에  직접연결된  프로세서·버스(12),  로컬·버스로서의  PCI(Peripheral 
Component  lnterconnect)버스(16),  및 입출력 버스로서의 ISA  (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버스(1
8)라고 하는 3계층의 버스를 통해 각 하드웨어·블럭과 상호 접속하고 있다. 

프로세서·버스(12)와  PCI버스(16)와는,  브릿지  회로(호스트-PCI  브릿지:  13)에의해서  연락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브릿지 회로(13)는, 메인·메모리(14)에의 억세스 동작을 제어하는 메모리·컨트롤러나, 양 
버스(12, 16) 간의 속도차를 흡수하기 위한 데이타·버퍼 등을 포함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메인·메모리(14)는,  실행  프로그램의  판독  영역으로서,  혹은  실행  프로그램의  작업  영역으로서 
이용되며, 일반적으로는 복수의 DRAM(다이내믹 RAM) 칩으로 구성된다.  또한, L2-캐쉬(15)는, 빈번히 억
세스되는 코드/데이타를 일시 저장하여, CPU(11)가 메인·메모리(14)에 억세스하는 시간을 흡수하기 위해
서 설치된 고속 메모리이고, 일반적으로는 SRAM(스태틱 RAM)칩이 이용된다.  또한, ROM(17)은, 전원 투입
시의 테스트·프로그램(POST)이나, 시스템(10) 내의 각 하드웨어를 조작하기위한 코드군을 항구적으로 저
장하기 위한 불휘발성 메모리이다. 

PCI 버스(16)는, 비교적 고속 데이타 전송이 가능한 버스(버스폭 32비트, 동작 주파수 33MHz, 최대 데이
타 전송 속도 132KBps)이고, 비디오·컨트롤러(20)나 카드 버스·컨트롤러(도시하지 않음)와 같은 비교적 
고속으로 동작하는 주변 디바이스류가 접속된다. 

비디오·컨트롤러(20)는, CPU(11)로부터의 묘화 명령을 실제로 처리하기 위한 전용 컨트롤러이고, 처리한 
묘화 정보를 화면 버퍼(VRAM: 21)에 일단 기록함과 동시에, VRAM(21)으로부터 묘화 정보를 판독하여 디스
플레이(22)에 비디오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PCI 버스(16)와 ISA 버스(18)와는, 브릿지 회로(PCI-ISA 브릿지: 19)에 의해 상호 접속되어 있다.  본 실
시예의 브릿지 회로(19)는, DMA 컨트롤러나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컨트롤러(PIC), 프로그래머블·인터벌
·타이머(PIT)를 포함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브릿지 회로(19)는,  IDE(Integrated 
Drive Electronics)에 준거한 외부 기억 장치류를 접속하기 위한 IDE 커넥터도 구비하고 있다.  IDE 커넥
터에는, 예를 들면 IDE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23)나 IDE CD-ROM 드라이브(24)가 접속된다. 

또, 상술한 2개의 브릿지 회로(13, 19)는 PCI에 의해서 작성된 사양에 준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단
일 칩셋트의 형태로 제공된다. 

칩셋트의 일례는, 미국 Intel사가 시판하는 "Triton"이다. 

ISA 버스(18)는, PCI 버스에 비해 데이타 전송 속도가 낮아서 (버스폭 16비트, 최대 데이타 전송 속도 
4MBps),  키 보드/마우스·컨트롤러(KMC:  25)나 I/O  컨트롤러(25),  오디오·컨트롤러(34)와 같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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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구동하는 타입의 주변 디바이스류를 접속하는데 이용된다. 

KMC(25)는,  키 보드(26)로부터의 입력 코드나, 마우스(27)로부터의 지시 좌표치를, 컴퓨터·데이타로서 
버스(18) 상에 페치(fetch)하기 위한 전용 컨트롤러이다. 

I/O  컨트롤러(28)는,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FDD:  29)의  구동이나,  병렬·포트(30)  또는 직렬·포트
(32)를 통한 병렬 혹은 직렬 데이타 전송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컨트롤러이다.  일반적으로, 병렬·
포트(30)에는 프린터(31)가, 직렬·포트(32)에는 모뎀(33)이, 각각 접속된다. 

모뎀(33)은, 아날로그적인 일반 공중 회선(50)을 통해 데이타 교환을 행하기위한 기기이고, 컴퓨터·시스
템(10) 내의 디지탈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여 회선(50) 상에 전송하거나, 반대로 회선(50) 경유
로 수신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신호로 복조하여 컴퓨터·시스템(10) 내에 페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실시예의 컴퓨터·시스템(10)은, 공중 회선(50) 경유로 서버·머신[(60): 보다 엄밀하게는 서버·머신
(60)의 모뎀(도시하지 않음)]에 다이얼-업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서버·머신」이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서비스·프로바이더」가 소유하는 서버·머신의 하나[예를 들면 시스템
(10)의 사용자 측에 가장 가까운 서버·머신]이다.  서버·머신(60)은, 일반적으로는, 인터넷(70)에 상설
되어 있고, 자신에게 다이얼-업한 컴퓨터·시스템(10)을 인터넷(70)에 IP 접속한다.  또, 서비스·프로바
이더의 예는, 일본 IBM사의 「IBM  인터넷 접속 서비스」나, 벡고아메·인터넷의 「BEKKOAME/INTERNET」 
등이다. 

오디오·컨트롤러(34)는, 오디오 신호의 입출력 처리를 행하기 위한 전용 컨트롤러이고, 마이크(35)로부
터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컴퓨터·데이타로서 페치하거나, 오디오·데이타를 DA 변환하여 스피커(36)로부
터 오디오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 현재 시판되고 있는 소위 퍼스널·컴퓨터는, 도 1에 도시한 컴퓨터·시스템(10)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또, 컴퓨터·시스템(10)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 1에 도시한 이외에도 많은 전기 회로 
등이 필요하다.  단, 이들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듯이, 본 발명의 요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명세서내에는 생략하고 있다. 

B. 기계 번역 시스템

도 2에는,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기계 번역 시스템(100)의 시스템 구성을 모식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상기 기계 번역 시스템은, 실제로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은 컴퓨터·시스템(10) 상에서 실행되는 어플
리케이션·프로그램 중 1개의 형태로 실현된다. 

상기 기계 번역 시스템(100)은, 번역 프록시(110)와, 번역 엔진(120)과, 번역 환경 전환부(130)로 구성되
며, 이들 각부와 WWW 브라우저(150)와의 협동적 동작에 의해, 기계 번역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실현되도록 
되어 있다. 

WWW  브라우저(150)는,  인터넷·여행·가이드로서 작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고,  컴퓨터·시스템(10)의 
사용자에 대해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즉 원하는 WWW 페이지의 어드레스를 입력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WWW 페이지에 저장된 HTML 파일의 내용을 해석하여, 디스플레이(22) 상
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WWW 브라우저(150)는, 프록시 기능을 구비한 타입이다.  즉, WWW 
브라우저(150)는, WWW 페이지 상의 파일의 다운 로드를 번역 프록시(110)에 의뢰함과 동시에, 번역 후의 
텍스트·파일을 번역 프록시(110)로부터 수신하여, 화상 파일(예를 들면 GIF 파일) 등과 함께 디스플레이
(22)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WWW 브라우저(150)의 표시 형태로서, 예를 들면「원문만」, 「역문만
」, 「대역 표시」 등의 각 표시 모드를 서포트하고 있다. 브라우저 화면 상에서 전환 가능하다.  또한, 
브라우저 화면은 멀티 윈도우 중 1개의 윈도우라도 좋다(후술). 

번역 프록시(110)는, WWW 브라우저(150)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URL로 지정된 WWW 페이지로부터 파일을 
인터넷(70)  경유로  다운  로드함과  동시에,  다운  로드한  파일  중의  텍스트를  번역  엔진(120)으로 
전달하고, 또한, 번역 엔진(120)으로부터 전달된 번역 처리 후의 역문 텍스트를 WWW 브라우저(150)로 전
달하도록 되어 있다.  또, 「프록시」란, 직접 외부에 억세스할 수 없는 호스트의 대리(an agent for a 
host)이며 인터넷으로부터의 통신 데이타를 수신하는 등의 중계 기능의 총칭이다. 

번역 엔진(120)은, 기계 번역 처리, 즉 원문(예를 들면 영어 등의 외국어 텍스트)을 역문(예를 들면 일본
어 등의 모국어 텍스트)으로 번역하는 본체이고, 번역 프록시(110)로부터 수신한 원문 텍스트를 자신이 
구비한 번역 환경을 이용하면서 번역처리하여, 처리 결과인 역문 텍스트를 번역 프록시(110)에 전달하도
록 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번역 엔진(120)은, 번역 환경 A, 번역 환경 B, 번역 환경 C … 등 복수의 번
역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번역 환경」이란, 번역 처리에 이용되는 사전 데이타 베이스
나 문법 처리 알고리즘(예를 들면 문절의 설정이나 조동사 번역의 설정, 문체의 지정 등) 등의 것을 가리
킨다.  원문 텍스트의 내용이 속하는 쟝르,  분야,  용도 등과 번역 환경과의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와 같다.  본 실시예에서는, 예를 들면, 인터넷 사전, 비즈니스 
사전, 정치 사전, 오락 사전, 예술 사전, 스포츠 사전 등과 같이, 쟝르마다 전용의 사전데이타 베이스를 
갖고 있다. 

번역 환경 전환부(130)는, 번역 엔진(120)이 사용해야 할 번역 환경을 적절하게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 관한 번역 환경 전환부(130)는, WWW 페이지의 어드레스인 URL이 프로토콜명, 서버명, 파일명
이라고 하는 각 요소를 기술한 문자열(즉 「파셜 URL 문자열」)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점에 착안하
여 디자인된 것으로, WWW 브라우저(150)에 대해 입력된 URL 문자열에 기초하여 최적의 번역 환경을 자동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도 3에는, 번역 환경 전환부(130)의 구성을 모식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동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
시예의 번역 환경 전환부(130)는, URL 입력부(131)와, 번역 환경 출력부(132)와, URL 데이타 베이스(13
3)와, URL 조합부(134)와, 기본 조작부(135)로 세분화된다. 

URL 데이타 베이스(133)는, 비교적 빈번하게 억세스되는 WWW 페이지의 URL 문자열과, 그 각각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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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고 간주되어 있는 번역 환경과의 대응 관계를 기술한 테이블이다. 

도 4 및 도 5에는, URL 데이타 베이스(133)를 WWW 브라우저 화면 상에 표시한 모습을 도시하고 있다(단, 
도 5는 도 4의 화면의 계속).  양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교적 빈번하게 억세스되는 각 WWW 서버
/WWW  페이지의  URL  문자열은,  각각  최적의  번역  환경과  관련지어  데이타  베이스(133)  상에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www. ibm. com/"이나 "www. yahoo. com/"는 「인터넷 일반」이, 또한, "cnn. com/"은 
「비즈니스」가, 각각 최적의 번역 환경으로서 등록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URL 데이타 베이스(133)에는, 
각 URL 문자열이 불규칙적으로 (즉 등록순 등에 따른 것 뿐이고, 알파벳이나 파셜 URL 문자열의 배열이나 
갯수 등 어느 한쪽의 질서에도 따르지 않고)기술되어 있다. 

URL 문자열과 최적의 번역 환경의 대응 관계로서 특징적인 점의 하나는, URL 문자열이 나타내는 WWW 서버
명이 동일하더라도 지정된 파일이 다르면 최적의 번역 환경도 상위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도 4 및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www. yahoo. com/"는 「인터넷 일반」이 최적 환경으로서 
등록되어  있지만,  동일  WWW  서버  내에  있는  파일  "www.  yahoo.  com/  Government/"나  "www.  yahoo. 
com/Recreation/Sports/", "www. yahoo. com/Arts/는 각각「정치」 및「스포츠」가 최적 환경으로서 등록
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자등의 경험에 의하면, 동일 WWW 서버 내의 파일이라도, 「파셜 URL 문자열」 
(즉 URL을 구성하는 문자열 중 "/"로 구획지어진 각 문자열)의 조합이 가장 유사한 파일끼리가 동일한 최
적 환경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www. yahoo. 
com/Arts/Architecture"라고 하는 URL 문자열로 지정되는 파일은, "www. yahoo. com/"보다도 파셜 URL 문
자열의 일치도가 높은 "www. yahoo. com/Arts/"와 동일한「예술」을 알맞는 환경으로 하고 있다. 

URL 데이타 베이스(133)에의 URL 문자열의 등록은, 예를 들면 기계 번역 시스템(100)의 설계자가 미리 행
해도 좋다.  또한, 시스템(100)의 사용자가 기본 조작부(135)를 통해 추기(追記) 등록하도록 하여도 좋다
(후술). 

URL 입력부(131)는, WWW 브라우저 화면 상에서 입력된 URL 문자열을, 번역 프록시(110) 경유로 수신하여, 
URL 조합부(134)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URL 조합부(134)는, 입력된 URL 문자열을 URL 데이타 
베이스(133) 상에서 조합하여, 최적의 번역 환경을 발견해 내어 이것을 번역 환경 출력부(132) 경유로 번
역 엔진(120)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C. 번역 환경의 선택 처리

URL 조합부(134)가 행하는 처리는, 요컨대, 입력된 URL 문자열에 가장 유사한 URL 문자열을 URL 데이타 
베이스(133) 내에서 검색하고, 찾아 낸 URL 문자열에 대응하는 번역 환경을 번역 엔진(120)에 출력하는 
것이다.  도 6에는, URL 조합부(134)가 행하는 번역 환경의 선택 처리 루틴을 플로우차트화하여도시하고 
있다.  또, 상기 처리 루틴에 있어서, S는 WWW 브라우저 상에서 입력된 URL 문자열, i는 URL 데이타 베이
스(133) 상의 인덱스, m은 검색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가장 유사한 URL 문자열의 인덱스를 가리킨다.  예
를 들면 배열 S(i)는 URL 데이타 베이스(133) 상의 i번째의 레코드에 등록된 URL 문자열을 나타낸다.  또
한, 데이타 베이스 검색의 최종 결과가 m=M이면, URL 데이타 베이스(133) 상의 M번째의 URL 문자열 S(M)
에 대응하는 번역 환경이 최적인 것을 나타낸다.  또한, 배열 E(m)은, URL 데이타 베이스(133) 상의 m번
째의 레코드에 등록된 URL 문자열의 번역 환경을 도시한다. 

상기 처리 루틴에서는, 우선, 각 인덱스에 초기치를 대입한다(스텝 S10).  인덱스 i의 초기치는, URL 데
이타 베이스의 선두 레코드를 도시하는 1이고, 인덱스 m의 초기치는, 블랭크, 즉 유사한 URL 문자열이 아
직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도시하는 0이다. 

계속해서 스텝 S20에서는, 현재의 인덱스 i가 URL 데이타 베이스(133)의 최후의 레코드를 초과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블럭 S20의 결과가 부정적, 즉 미조합의 레코드가 URL 데이타 베이스(133)에 남아 있으면, 다음 스
텝 S30에 있어서, 현재 입력 중의 URL 문자열 S가 i번째의 레코드에 관한 URL 문자열 S(i)를 파셜 URL 문
자열로서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30). 

판단 블럭 S30의 결과가 부정적, 즉 URL 문자열 S(i)가 현재 입력 중의 URL 문자열 S에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스텝 S70으로 점프한다.  스텝 S70에서는, URL 데이타 베이스(133)의 다음 레코드를 조합하
도록, i를 1만큼 인크리멘트하여 스텝 S20으로 복귀한다. 

한편, 판단 블럭 S30의 결과가 긍정적이고, 즉 URL 문자열 S(i)가 현재 입력중의 URL 문자열 S와 유사하
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스텝 S40으로 진행하여, m=0 즉 아직 유사한 URL 문자열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인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m=0이면, 이번에 조합된 URL 문자열을 일시 기억하도록, m에 i를 대입한다. 

또한,  판단  블럭  S40에  있어서  m이  0이  아닌,  즉  유사한  URL  문자열이  이미  일시  기억되어  있는 
상태이면, 다음 스텝 S50으로 진행하여, 이번 조합된 URL 문자열 S(i)와 이미 기억되어 있는 URL 문자열 
S(m) 중 어느 하나가 현재 입력중인 URL 문자열 S와 유사한지를 비교한다.  상기 비교는, 문자열 S(i)와 
S(m) 중 어느 한쪽이 연속된 보다 많은 파셜 URL 문자열을 포함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행해진다.  예를 
들면, "www. yahoo. com/"와 "www. yahoo. com/Arts/"이면, 전자는 1개, 후자는 2개의 파셜 URL 문자열로 
구성되기 때문에, 후자쪽이 우수하다. 또, 「연속된 보다 많은 파셜 URL 문자열」이란, 보다 많은 파셜 
URL 문자열이 일치하고 있더라도 파셜 URL 문자열의 배열이 일치하지 않으면, URL 조합 결과는 유사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현재 입력 중의 URL 문자열이 "www. yahoo. com/Recreation/Sports/"이
고, URL 데이타 베이스(133)에 이미 등록된 URL 문자열로서 "www. yahoo. com/Sports/" 및 "www. yahoo. 
com/Recreation/"의 2개가 있었다고 하면, 후자는 연속하는 2개의 파셜 URL 문자열이 일치하지만, 전자는 
1개의 파셜 URL 문자열 밖에 일치하지 않는다("Sports"는 입력 URL 문자열 중에도 있지만, 배열이 일치하
지 않으므로 카운트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자의 URL 문자열 쪽이 우수하다고 하게 된다. 

판단 블럭 S50에 있어서, 새롭게 조합된 URL 문자열 S(i)의 쪽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스텝 S60으
로 진행하고, 가장 유사한 URL 문자열을 치환하도록, m에 i가 대입된다.  그러한 후, 다음 스텝 S70으로 
진행한다.  또한, 판단 블럭 S50에 있어서, 이미 기억되어 있는 URL 문자열 S(m)의 쪽이 우수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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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현재 m의 값을 유지하도록, 다음 스텝 S60을 스킵하여 스텝 S70으로 향한다. 

스텝 S70에서는, URL 데이타 베이스(133)의 다음 레코드를 조합하도록, i를 1만큼 인크리멘트하여, 스텝 
S20으로 복귀한다.  그리고, 스텝 S20에 있어서, 미조합의 레코드가 URL 데이타 베이스(133)에 남아 있으
면, 상술한 스텝 S30 내지 S70의 처리를 반복한다.  한편, 스텝 S20에서, 현재의 인덱스 i가 URL 데이타 
베이스(133)의 최후의 레코드를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분기 "Yes"로 진행하여 스텝 S80으로 향한다. 

스텝 S80에서는, 우선, m이 0인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m=0은 상기 루프 S20 내지 S70에 있어서 현재 입
력 중인 URL 문자열 S와 유사한 URL 문자열이 URL 데이타 베이스(133) 내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디폴트 번역 환경을 번역 엔진(120)으로 출력하고(스텝 S90), 번역 환경의 선택
처리 루틴을 종료한다. 

한편, m≠0이면, 상기 루프 S20 내지 S70에 있어서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된 URL 문자열에 관한 번역 환경 
E(m)을 번역 엔진(120)으로 출력하고(스텝 S100), 번역 환경의 선택 처리 루틴을 종료한다.  번역 엔진
(120)은 선택된 번역 환경 E(m)을 이용하여 다운 로드·파일을 번역 처리한다. 

D. URL 데이타 베이스의 갱신

URL 데이타 베이스(133)의 내용이 기본 조작부(135)를 통해 추기 등록된다고 하는 점은 이미 설명하였다.  
이 항에서는, URL 데이타 베이스(133)의 추기 등록 수속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도8에는, URL 데이타 베이스(133)의 추기 등록 수속 루틴을 플로우차트화하여 도시하고 있다.  우선, WWW 
브라우저 화면 상에 역문 텍스트를 표시하여, 이것을 보고 번역 내용에 만족하는지, 즉 최적의 번역 환경
이 선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사용자에게 판단을 요청한다(스텝 S200). 

판단 블럭 S200의 결과가 부정적이면, 추가 등록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후속의 스텝을 전부 스킵하여, 
처리 루틴을 종료한다. 

한편, 판단 블럭 S200의 결과가 긍정적이면, 새롭게 입력된 URL 문자열 S와 최적의 번역 환경 E(m)과의 
관계를  URL  데이타  베이스(133)에  추가  등록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사용자의  판단을  요청한다(스텝 
S210).  여기서, 사용자는, 새롭게 입력된 URL 문자열 S의 금후의 사용 빈도 등을 바탕으로 등록의 시비
를 판단한다. 

판단 블럭 S210의 결과가 긍정적이면, URL 데이타 베이스(133)에 신규 등록하여(스텝 S220), 처리 루틴을 
종료한다.  또한, 판단 블럭 S210의 결과가 부정적이면, 다음 스텝 S220을 스킵하여, 처리 루틴을 종료한
다. 

E. 브라우저 화면

여기서, 본 실시예에 관한 기계 번역 시스템(100)을 실장한 WWW 브라우저(150)의 화면을, 도 7에 예시하
여 놓는다.  동도의 화면은, 원문 텍스트의 바로 아래 행에 역문 텍스트를 열기한「대역 표시」 모드이지
만, WWW 브라우저 화면 상에서 「원문만」 또는「역문만」 등의 다른 표시 모드로 전환 가능하다.  또한, 
WWW 브라우저 화면은 디스플레이(22) 상의 멀티 윈도우의 1개의 윈도우라도 좋다. 

WWW 브라우저 화면에는, 최상단에서부터, 「타이틀·바」, 「메뉴·바」, 「툴·바」가 설치된다.  타이
틀·바는 기동 화면의 어플리케이션명을 표시한 영역이고, 메뉴·바는 선택 가능한 처리 커맨드를 일람표 
도시한 영역이다(주지).  또한, 툴·바는, 빈번하게 이용하는 기능을 신속하게 기동하기 위한 버튼을 배
열한 메뉴·바의 일종이고, 「스마트·아이콘」이라고도 한다 (주지). 

툴·바의 바로 아래에는, URL 입력부가 설치된다.  사용자는, URL 문자열을 URL 입력부에 입력함으로써 
원하는 억세스처의 WWW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다.  동도에서는, URL명 "www. yahoo. com/"가 입력되어 있
다. 

입력된 URL 문자열은, 번역 프록시(110)로 전달된다.  번역 프록시(110)는, WWW 브라우저(150)의 대리이
며, 지정된 WWW 페이지로부터 파일을 다운 로드함과 동시에, 파일 중의 원문 텍스트를 번역 엔진(120)에 
일단 인도한다.  또한, 입력된 URL 문자열은, 번역 프록시(110) 경유로 번역 환경 전환부(130)로 전돨된
다.  번역환경 전환부(130)는, 수신한 URL 문자열을 해석하여 최적의 번역 환경을 선택하고, 이것을 번역 
엔진(120)에 통지한다.  또한, 번역 엔진(120)은, 선택된 번역 환경을 이용하여 원문 텍스트를 번역 처리
하고, 원문 텍스트와 역문 텍스트를 번역 프록시(110) 경유로 WWW 브라우저(150)로 전달한다.  이들 일련
의 처리는 데스크탑의 배경에서 행해진다. 

URL 입력부의 하측의, 브라우저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형 영역은, WWW 브라우저 화면 본체이고, 다
운 로드된 WWW 페이지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동도에서는, URL명에 의해서 지정된 "www. yahoo. com/" 
페이지의 화면이 표시되어 있다. 

WWW 브라우저 화면 본체의 최상단에는, 현재의 표시 모드나 선택된 번역환경을 표시하기 위한 인디케이터
부가 설치된다.  동도에서는, 표시 모드로서 설정된 「대역」 모드가 강조 표시되어 있고, 따라서, 브라
우저 화면 내에서는 원문 텍스트의 바로 아래 행에 역문 텍스트가 열기되어 있다.  또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URL 데이타 베이스(133)에는 "www. yahoo. com/"의 최적 환경은 「인터넷 일반」이라고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부에는 그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또, 사용자는, 인디케이터부를 마우스
(27)로 클릭 조작함으로써, 표시 모드나 사용된 번역 환경을 동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F. 추보(追補)

이상, 특정한 실시예를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왔다.  그러나,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
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업자가 상기 실시예의 수정이나 대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예를 들면 기
계 번역 시스템은, WWW 브라우저의 프록시 기능을 이용한 타입일 필요는 없고, WWW 브라우저 화면 상의 
원문을 클립보드 경유로 수신하여 번역 처리하는 타입으로 해도 좋다.  즉, 예시라는 형태로 본 발명을 
개시하여 온 것이므로,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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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의 범위란을 참작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의 번역 환경을 구비한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국어 텍
스트 (예를 들면 영어 텍스트)를 모국어 텍스트 (예를 들면 일본어, 혹은 한국어나 중국어 등)로 번역할 
수 있는, 우수한 기계 번역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외국어 텍스트를 모국어 텍스트로 번역할 때에, 처리 대상의 외국어 텍스트에 
최적의 번역 환경을 선택하여 번역 처리하는, 우수한 기계 번역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의 번역 환경을 구비한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WWW 서버에 
의해 제공된 WWW 페이지 중의 외국어 텍스트를 모국어 텍스트로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우수한 기계 
번역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요청된 웹 페이지(Web page) -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는 상기 웹 페이지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원
격지에 위치된 서버 내에 저장되어 있고,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는 상기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제1 
랭귀지로 표시되도록 구성됨- 를 상기 제1 랭귀지에서 제2 랭귀지로 자동 번역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요청- 상기 웹 페이지 요청은 상기 서버 상의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경로를 식별
하는 범용 자원 로케이터(Universal Resource Locator; 이하 URL이라 함)를 포함하고, 상기 URL의 적어도 
일부는 번역 환경 환경과 연관됨-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전송된 URL과 연관된 번역 환경을 식별하는 단계,

복수의 번역 환경으로부터 상기 식별된 번역 환경을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를 서빙하기 전에,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를 상기 선
택된 번역 환경을 사용하여 상기 제1 랭귀지에서 상기 제2 랭귀지로 번역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자동 번역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번역  환경과  연관된  상기  URL의  상기  적어도  일부는  적어도  하나의 문자열
(character string)을 포함하는 자동 번역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를 클라이언트 표시 화면 상에 상기 제2 랭귀지로 표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자동 번역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를 상기 클라이언트 표시 화면 상에 상기 제1 랭귀지 및 제2 랭귀
지 둘다로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자동 번역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URL을 식별하는 단계는 번역 환경과 연관된 상기 URL의 상기 적어도 일부와 유사한 
저장된 문자열을 위치지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동 번역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번역 환경을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저장된 문자열에 링크된 번역 환경을 선
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동 번역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제2 번역 환경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를 상기 제2 번역 환경을 사용하여 상기 제2 랭귀지에서 제3 랭귀지로 번역하는 단
계, 및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를 상기 클라이언트 표시 화면 상에 상기 제3 랭귀지로 표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자동 번역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URL과 상기 선택된 제3 번역 환경과의 사이에 링크를 설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자동 번역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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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웹 페이지 -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는 상기 웹 페이지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원격지에 위
치된 서버 내에 저장되어 있고,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는 상기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제1 랭귀지로 
표시되도록 구성됨- 를 상기 제1 랭귀지에서 제2 랭귀지로 자동 번역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요청- 상기 웹 페이지 요청은 상기 서버 상의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경로를 식별
하는 URL을 포함하고, 상기 URL의 적어도 일부는 번역 환경 환경과 연관됨 -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상
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서버에 전송하는 수단,

상기 전송된 URL과 연관된 번역 환경을 식별하는 수단,

복수의 번역 환경으로부터 상기 식별된 번역 환경을 선택하는 수단, 및

상기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를 서빙하기 전에,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를 상기 요
청된 웹 페이지를 상기 선택된 번역 환경을 사용하여 상기 제1 랭귀지에서 상기 제2 랭귀지로 번역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제2 번역 환경을 선택하는 수단,

상기 선택 수단에 응답하여,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를 상기 제2 번역 환경을 사용하여 상기 제2 랭귀지에
서 제3 랭귀지로 번역하는 수단, 및

상기 요청된 웹 페이지를 상기 클라이언트 표시 화면 상에 상기 제3 랭귀지로 표시하는 수단

을 더 포함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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