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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음성 인식 및 자연 언어 이해를 위한 복합 통계 및 규칙기반 문법 모델을 갖는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복합 통계 모델 및 규칙 기반 문법 언어를 사용하여, 음성 인식 태스크 및 자연 언어 이해 태스크 양자 모두

를 수행한다.

대표도

도 2a

색인어

복합 통계 모델 및 규칙 기반 문법 언어, 음성 인식, 자연 언어 이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환경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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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모델 제작 컴포넌트에 대한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2b 는 예시적인 스키마를 도시한 도면.

도 2c는 예시적인 스키마에 대하여 생성되는 예시적인 규칙 집합을 도시한 도면.

도 2d는 예시적인 주석문을 도시한 도면.

도 2e는 예시적인 파스 트리를 도시한 도면.

도 2f는 예 내의 단어에 대한 가능한 프리터미널의 테이블을 도시한 도면.

도 2g는 연관된 카운트 및 확률을 갖는 재기입 규칙의 테이블.

도 3a는 문법 제작 컴포넌트를 더 상세하게 도시한 블록도.

도 3b는 도 3a에서 도시된 문법 제작 컴포넌트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모델 제작 컴포넌트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열거된 분절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통계 모델을 더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

도 7은 단순화된 스키마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도 7의 스키마로부터 생성된 규칙 집합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주석문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생성된 규칙을 도시한 도면.

도 11은 복합 모델에 대한 상태도.

도 12는 트레이닝 기술을 설명하는 유사 코드를 도시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에 따라 생성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실시간 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

도 14는 예시적인 복호기 격자를 도시한 도면.

도 15는 음성 인식 시스템의 단순화된 블럭도.

도 16은 도 17a 내지 도 18b에 도시된 예시에서 사용되는 다른 단순화된 어플리케이션 스키마를 도시한 도면.

도 17a는 도 16에 도시된 스키마로부터 생성된 최상위 레벨 문법에 대응하는 히든 마르코프 모델(HMM)을 도시한 

도면.

도 17b는 도 17a로부터의 'ShowFlight' 모델을 위한 HMM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17c는 도 17b에 도시된 HMM 구조의 사용을 도시한 도면.

도 18a는 2개의 관찰된 단어 (a, b)를 사용하는 바이그램 언어 모델의 유한 상태 표현을 도시한 도면.

도 18b는 도 18a에 도시된 백오프 상태에서의 균일한 분포를 모델링하는 모델의 유한 상태 표현을 도시한 도면.

도 18c는 2개의 관찰된 단어 (c, d)를 사용하는 바이그램 언어 모델의 유한 상태 표현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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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10 : 규칙 기반 문법

202 : 모델 제작 컴포넌트

204 : 사용자 인터페이스

206 : 스키마

208 : 트레이닝 예시 텍스트 스트링 및 주석

209 : 문법 라이브러리

300 : 탬플릿 문법 생성자

302 : EM 분절 컴포넌트

304 : 전지 컴포넌트

350 : 모델 제작 컴포넌트

351 : 복합 모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음성 인식 및 자연 언어 이해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음성 인식 및 자연 언어 이해를 동

시에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언어 모델로서, 통계적 모델 부분 및 규칙 기반 문법 부분으로 구성된 복합 모델을 사용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입으로 말한 인간의 음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컴퓨팅 환경에 필수적일 것으로 믿어진다. 현재까지, 입

으로 말한 음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작업은 2개의 상이한 시스템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하나는 음성 인식 시스템이

고, 다른 하나는 자연 언어 이해 시스템이다.

통상적인 음성 인식 시스템은 음성 언어 입력을 나타내는 음성 신호를 수신한다. 음향 모델 및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음성 신호 내의 음향 특성이 식별되고 음성 신호가 디코딩되어, 입력된 음성 신호에 의해 표현되는 단어를 나타내는 

출력이 제공된다.

또한, 음성 가능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미 기반의 로버스트한 이해 시스템이 현

재 개발 중이다. 그러한 시스템은 대화식 조사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특히 대화식 시스템을 구현

하는 데에 있어서 통상적인 개발자가 사용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다. 대체로, 이러한 구현은 영역별 문법의 수동 개

발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시간 소모적이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며, 해당 영역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한다.

음성 가능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시 기반 문법 제작 툴이 도입되었다. 이 툴은 SGStu

dio로서 알려진 것이며, Y. Wang 및 A. Acero의  음성 언어 이해에 대한 문법 학습 (자동 언어 인식 및 이해에 대한 I

EEE 워 크샵, 마돈나 D. 이탈리아 캠피그리오, 2001), 및 Y. Wang 및 A. Acero의  ATIS 영역에서의 음성 언어 문법

학습에 대한 평가( ICASSP의 진행, 플로리다 올랜도, 2002)에서 심층 논의된다. 이러한 툴은 다수의 상이한 사전 정

보 소스(source of prior information)를 활용함으로써 문법 개발을 훨씬 쉽게 하였다. 또한, 언어학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 개발자가 음성 언어 이해를 위한 의미 문법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한다. 시스템은 적은 양의 데이타를 가지고 상

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의미 문법의 반자동 생성을 용이하게 한다. 더욱이, 이러한 툴은 문법을 개발하는 데 드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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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상이한 영역들에서의 이해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NLU 시스템 내의 순수하게 규칙 기반인 문법은 여전히 로버스트성이 부족하고, 불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종래의 접근 방식은 이해를 음성 인식과는 독립적인 별개의 문제로 다룬다. 2경로

접근 방식이 자주 이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영역별 n그램 언어 모델이 구성되어 제1 경로에서의 음성 인식에 사용되고

,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 얻어진 이해 모델이 제2 경로에서 적용되어 음성 인식기로부터의 출력을 '이해'하게 

된다.

이해와 음성 인식을 2개의 독립적인 개별 작업으로 취급하는 종래의 시스템은 다수의 단점을 나타낼 것으로 믿어진

다. 첫째로, 음성 인식기를 위한 n그램 언어 모델을 구축할 때에 최적화되는 목적 함수는 테스트 데이터 혼란의 감소

이며, 이것은 음성 인식 단어 에러율의 감소와 관련된다. 이것이 반드시 전체 이해 에러율의 감소를 유도하지는 않는

다. 두번째로, 다수의 음성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다량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거의 입수할 수가 없다. 소량의 데이터

로 트레이닝된 n그램은 종종 빈약한 인식 정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복합 통계 모델 및 규칙 기반 문법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음성 인식 작업 및 자연 언어 이해 작업 

양자 모두를 수행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모든 n그램 내의 각각의 보이지 않는 단어에 대한 루프를 포함하는 대신에, 백오프 상태

에 대한 공유 분포를 참조하여, 각각의 n그램에 대한 모든 보이지 않는 단어를 처리함으로써, 간단한 방식으로 복합 

모델에 대응하는 상태 기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음성 인식 및 자연 언어 이해(NLU) 시스템을 다룬다. 더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음성 인식 및 자연 언어 이

해 양자 모두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되는 복합 규칙 기반 문법 및 통계 모델을 다룬다. 또한, 트레이닝 시스템도 제공

된다. 그러나, 본 발명을 상세하게 논의하기 전에, 본 발명이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환경이 논의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적합한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의 일례를 도시한다.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은 

적합한 컴퓨팅 환경의 일례일 뿐이며, 본 발명의 용도 또는 기능의 범주에 대한 제한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컴퓨팅 

환경(100)은 예시적인 오퍼레이팅 환경(100)에서 도시되는 컴포넌트들 중 임의의 것 또는 그들의 조합과 관련하여 

임의의 종속성 또는 요구 사항을 갖는 것으로서 해석되면 안된다.

본 발명은 다수의 기타 범용 또는 특수 목적 컴퓨팅 시스템 환경 또는 구성과 함께 동작한다. 본 발명의 사용에 적합

한 공지된 컴퓨팅 시스템, 환경 및/또는 구성의 예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컴퓨터, 핸드헬드 또는 랩탑 장치, 멀티프로

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셋탑 박스,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제품, 네트워크 PC, 미니컴퓨터, 메인

프레임 컴퓨터, 전술된 시스템 또는 장치들 중 임의의 것을 포함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 등을 포함하지만, 이들오 제한

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의 일반 문맥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타 타입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오브젝트

, 컴포넌트, 데이타 구조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태스크

가 수행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도 실용적일 수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메모리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로컬 및 원격 컴퓨터 저장 매체에 위치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은 컴퓨터(110) 형식의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110)의 컴포넌트는, 프로세싱 유닛(120), 시스템 메모리(130), 및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 컴

포넌트를 프로세싱에 연결하는 시스템 버스(121)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제한 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

121)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제어기, 및 주변장치 버스, 및 다양한 버스 아키텍쳐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로컬 

버스를 포함하는 여러 유형의 버스 구조 중 임의의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아키텍처는 ISA(Industry Sta

ndard Architecture) 버스, MCA(Micro Channel Architecture) 버스, EISA(Enhanced ISA) 버스, VESA(Video Ele

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로컬 버스, 및 메자닌(Mezzanine) 버스로도 알려진 PCI(Peripheral Component I

nterconnect) 버스를 포함하지만,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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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110)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11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사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고,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와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 양자를 포

함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타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타와 같은 정보

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에서 구현된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또는 비분리형 매체 양자를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기타 메모리 기술, CD-ROM, DVD(digital versatile

disks) 또는 기타 광 디스크 저장 장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 장치 또는 기타 자기 저장 장치, 

또는 요구되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컴퓨터(10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기타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

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 매체는 일반적으로 판독가능 명령, 데이타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반송파 또는 

기타 트랜스포트 메커니즘과 같은 변조된 데이타 신호 내의 기타 데이타를 포함하고,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

한다. 용어 '변조된 데이타 신호'는 신호 내의 정보를 부호화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정 또는 변경된 하나 이상의 특성

을 갖는 신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 접속 연결과 같은 유선 매체, 및 음향

, FR, 적외선 및 기타 무선 매체와 같은 무선 매체를 포함한다. 전술된 것의 임의의 조합도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범

주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130)는 ROM(read only memory)(131) 및 RAM(random access memory)(132)과 같은 휘발성 및/

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형태의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기본 입/출력 시스템(133)(BIOS)은, 시작 동안과 같이 

컴퓨터(110) 내의 요소 간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ROM(131) 내에 저장된

다. RAM(132)은, 일반적으로 즉시 액세스 가능하거나/가능하고 현재 프로세싱 유닛(120)에 의해 수행 중인 데이타 

및/또는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도 1은 오퍼레이팅 시스템(134),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5), 기타 

프로그램 모듈(136) 및 프로그램 데이타(137)를 도시하며,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110)는 기타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도 포함할 수 있다. 예들 들어, 도 1은 비분리

형 비휘발성 자기 매체로부터 판독하거나 그것에 기록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 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디스크

(152)로부터 판독하거나 그것에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CD-ROM 또는 기타 광 매체와 같은 분리

형 비휘발성 광 디스크(156)으로부터 판독하거나 그것에 기록하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155)를 도시한다. 예시적인 

오퍼레이팅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는 자기 테이프 카세

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 DVD,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반도체 RAM, 반도체 ROM 등을 포함하지만, 이것으로 제한되

는 것을 아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140)와 같은 비분리형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되고,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155)는 일반적으로 인터페

이스(150)와 같은 분리형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의해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된다.

전술되고 도 1에 도시된 드라이브 및 그와 관련된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타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컴퓨터(110)에 대한 기타 데이타의 저장을 제공한다. 도 1에서,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는 오

퍼레이팅 시스템(144),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5), 기타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타(147)를 저장하

는 것으로서 도시된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오퍼레이팅 시스템(134),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5), 기타 프로그램 모

듈(136) 및 프로그램 데이타(137)와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음을 유념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144),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5), 기타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타(147)는, 최소한 그들이 상이한 사본임을 설명하기 위하

여 여기서 상이한 참조번호를 부여 받는다.

사용자는 마우스, 트랙볼 또는 터치 패드와 같은 포인팅 장치(163), 키보드(162), 및 마이크로폰(163)과 같은 입력 장

치를 통하여 컴퓨터(110)에 명령 또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기타 입력 장치(도시되지 않음)는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접시, 스케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전술된 입력 장치 및 기타 입력 장치는 보통 시스템 버스에 연결된 사용자 입

력 인터페이스(160)를 통하여 프로세싱 유닛(120)에 접속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USB(universal serial b

us)와 같은 기타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해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191) 또는 기타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도 

비디오 인터페이스(190)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될 수 있다. 컴퓨터는 모니터 뿐만 아

니라 스피커(197) 및 프린터(196)와 같은 기타 주변 출력 장치도 포함할 수 있으며, 출력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195)

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다.

컴퓨터(110)는 원격 컴퓨터(180)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사용하는 네트워크화된 환경에

서 동작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180)는 퍼스널 컴퓨터, 핸드헬드 장치,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 장치 또는 

기타 공통 네트워크 노드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컴퓨터(110)와 관련하여 전술된 요소들 중 다수 또는 전부를 포함

한다. 도 1에서 도시되는 논리적 접속은 LAN(local area network)(171) 및 WAN(wide area network)(173)을 포함

하지만 기타 네트워크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네트워킹 환경은 사무실, 기업형 컴퓨터 네트워크, 인트라넷, 및 인터

넷에서 흔하다.

L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컴퓨터(11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170)를 통하여 LAN(171)

에 접속된다. W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되 는 경우, 컴퓨터(110)는 일반적으로 모뎀(172), 또는 인터넷과 같은 W

AN(173) 상에서의 통신을 수립하기 위한 기타 수단을 포함한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172)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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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인터페이스(160), 또는 기타 적합한 매커니즘을 통하여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될 수 있다. 네트워크화된 환경

에서, 컴퓨터(110)와 관련하여 설명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 일부는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은 원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85)을 원격 컴퓨터(180) 상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시한다. 도시된 네트

워크 접속은 예시적인 것이며, 컴퓨터 간의 통신 연결을 수립하는 기타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은 도 1과 관련하여 설명된 것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서버, 메시지 핸들링 전용 컴퓨터, 또는 분산 시스템 상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분산 시스템의 경우에는 본 발

명의 상이한 부분들이 분산 시스템의 상이한 부분들에서 수행된다.

도 2a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모델 제작 시스템(200)의 블록도이다. 모델 제작 시스템(200)은 모델 제작 컴포

넌트(202) 및 옵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204)를 포함한다. 도 2a 는, 모델 제작 컴포넌트(202)가 입력으로서 스키마(

206), 트레이닝 예시 텍스트 스트링의 집합(208), 옵션의 문법 라이브러리(209)를 수신하고, 규칙 기반 문법(210){예

를 들어, 문맥 자유 문법(context free grammar, CFG)}을 출력하는 것도 도시한다. 옵션의 문법 라이브러리(209)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타베이스로부터 획득될 수 있는 도시 이름, 항공로 등과 같은 영역 의존적 개념은 물론, 날짜 및 시

간과 같은 영역 독립적 개념을 위한 정의를 포함한다.

시스템(200)의 세부 동작은 이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사용자는 모델 제작 컴포넌트(

202)에 스키마(206) 및 트레이닝 예시 텍스트 스트링(208)을 제공한다. 이것은 옵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204)를 통

하여, 또는 기타 사용자 입력 메커니즘 또는 자동화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모델 제작 컴포넌트(202)는 입력을 

수신하고 그 입력에 기초하여 규칙 기반 문법(210)을 생성한다. 규칙 기반 문법의 일례는, 컴퓨터가 입력을 텍스트의 

의미 표현(semanstic representation)에 맵핑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맥 자유 문법(CFG)이다.

스키마(206)는 예시적으로, 모델링된 영역의 의미적 설명이다. 스키마의 일례는 도 2b 에서 도시된다. 도 2b 는 개발

자에 의해 시스템(200)에 입력될 수 있는 매우 단순화된 스키마(212)를 도시한다. 스키마(212)는, 상이한 도시로부터

출발하고 상이한 도시에 도착하며 상이한 출발 및 도착 시간을 갖는 비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에

대한 다양한 텍스트 스트링의 의미를 나타내는 스키마이다. 스키마(212)는, Show Flight 명령(ShowFlight)이 Flight

에 대한 의미 클래스를 슬롯으로서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스키마(212)는, Flight에 대한 의미 클래스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여,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출발 도시 및 도착 도시에 대응하는 4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

스키마(212)로부터, 모델 제작 컴포넌트(202)는 도 2c에서 도시된 규칙의 집합을 생성할 수 있다. 규칙 1은, ShowFli

ght 문장이 항상 명령 부분인 ShowFlightCmd와 그 뒤에 속성 부분인 ShowFlightProperties를 가질 것임을 나타낸

다.

규칙 2는 ShowFlightProperties 부분이 하나 이상의 속성을 포함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규칙 2는 Show

FlightProperties 부분이 적어도 하나의 ShowFlightProperties를 포함하고, 그 뒤에 옵션의 ShowFlightProperties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ShowFlightProperties의 이러한 순환 정의(recursive definition)는 그 표

현을 단순화시키며, ShowFlightProperties가 하나 이상의 속성을 갖는 것을 허용한다.

규칙 3은 ShowFlightProperty 부분이 ShowFlightPreFlight 부분, Flight 부분, 및 ShowFlightPostFlight 부분을 포

함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스키마 내의 슬롯 Flight이 프리앰블과 포스트앰블 양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다.

규칙 4는, ShowFlight이 명령인 반면 Flight은 스키마 내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스키마 내의 오브젝트 Flight이 명

령 부분을 갖지 않고, 속성 부분(FlightProperties)만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규칙 5는, FlightProperties 부분이 다

시 순환 정의되어, 적어도 하나의 FlightProperty를 포함하고, 그 뒤에 옵션의 FlightProperties를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규칙 6 내지 규칙 9는 도 2b 에서 도시된 스키마(212) 내의 4개의 슬롯에 대응한다. 규칙 6은, 프리앰블(FlightPreDe

partureCity)이 선행하고 포스트앰블(FlightPostDepartureCity)이 후속하는 출발 도시 슬롯을 갖는 것으로서 제1 속

성을 정의한다. 규칙 7은 동일한 방법으로 도착 도시를 정의하고, 규칙 8 및 규칙 9는 유사한 양식으로 출발 시간 및 

도착 시간을 각각 정의한다.

도 2c에서 식별된 모든 규칙이 모델 제작 컴포넌트(202)에 의해 스키마(212)로부터 자동적으로 생성된다고 가정하

더라도, 실제로 어느 특정 단어가 특정 프리터미널(명령 의미 클래스에 대한 명령 뿐만 아니라 슬롯에 대한 프리앰블 

및 포스트앰블)에 맵핑되는지를 나타내는 재기입 규칙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문구 'Please show me

the flights...'가 ShowFlightCmd에 맵핑되는 것을 나타내는 규칙은 없다.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어느 단어가 예를 들

어 FlightPreArrivalCity 프리앰블 등에 맵핑되는지를 나타내는 재기입 규칙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자는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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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텍스트 스트링 및 주석(208)도 입력하여, 모델 제작 컴포넌트(202)가 이러한 재기입 규칙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도 2d는 텍스트 스트링(213)에 대응하는 의미 주석(214)을 갖는 예시 텍스트 스트링(213) 'Flight from Seattle to B

oston'의 일례를 도시한다. 의미 주석(214)은 개발자에 의해 제공되고 스트링(213)의 의미(semantic meaning)를 나

타낸다. 예를 들어, 의미 주석(214)은, 입력 텍스트 스트링(213)이 슬롯 Flight을 갖는 ShowFlight 명령에 대응하며, 

스롯 flight 자체적으로 2개의 슬롯을 갖고, 이들이 둘 다 도시라는 것을 나타낸다. Flight 슬롯 내의 2개의 슬롯은 그 

슬롯의 이름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하나는 'Arrival' 도시로서 표현되고 다른 하나는 'Departure' 도시로서 표현된다. 

의미 주석(214)은 단어 'Boston'을 'Arrival' 도시 슬롯에, 단어 'Seattle'을 'Departure' 도시 슬롯에 맵핑도 한다. 그

러므로, 주석(214)에 기초하여, 모델 제작 컴포넌트(202)는 어느 슬롯이 단어 'Seattle' 및 'Boston'에 맵핑되는지를 

알 것이다.

도 2c에 도시된 주석 예 및 템플릿 문법 규칙으로부터, 모델 제작 컴포넌트(202)는 도 2e에 도시된 파스 트리(216)와

같은 규칙 기반 문법(또는 CFG) 파스 트리(parse tree)를 생성할 수 있다. 파스 트리(216)의 제1 레벨(218)(ShowFli

ght이 ShowFlightCmd와 그 뒤의 ShowFlightProperties로 형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은 도 2c의 규칙 1로부터 

형성된다.

제2 레벨(220)(ShowFlightProperties가 ShowFlightProperty로 형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은 옵션의 ShowFlig

htProperties 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규칙2로부터 생성된다.

다음 레벨(222)(ShowFlightProperty가 ShowFlightPreFlight, 그 뒤의 Flight, 그 뒤의 ShowFlightPostFlight으로 

형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은 도 2c의 규칙 3으로부터 생성된다.

다음 레벨(224)(Flight 오브젝트가 FlightProperties 섹션으로 형성되는 것을 나타냄)은 도 2c의 규칙 4로부터 생성

된다.

다음 레벨(226)(FlightProperties 부분이 FlightProperty 부분과 그 뒤의 FlightProperties 부분으로 형성된다는 것

을 나타내는 부분)은 도 2c의 규칙 5로부터 생성된다.

다음 레벨(228)(FlightProperty 부분이 FlightPreDepartureCity 부분, 그 뒤의 City 슬롯, 그 뒤의 FlightPostDepar

tureCity 프리앰블로 형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레벨)은 규칙 6으로부터 생성되며, 다음 레벨(230)(FlightProperties가

FlightPreArrivalCity 프리앰블, City 슬롯, 및 FlightPostArrivalCity 포스트앰블로부터 형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레

벨)은 규칙 7로부터 생성된다.

마지막으로, 단어 'Seattle'이 레벨(228) 하의 City 슬롯에 맵핑되고, 단어 'Boston'이 레벨(230) 하의 City 슬롯에 맵

핑되는 것을 나타내는 레벨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의미 주석(214)으로부터 생성된다. 따라서, 모델 제작 컴포넌

트(202)는 입력 문장 내의 단어 'Seattle' 및 'Boston'을 CFG 파스 트리, 및 도 2c에서 생성되는 규칙에 맵핑하는 방

법을 학습할 수 있다. 도시 규칙은 주석 데이타 대신에 라이브러리 문법(영역별 데이타베이스로부터 데이타를 취함으

로써 구성될 수 있음)으로부터 획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입력 문장 내의 많은 단어가 아직 트리에 맵핑되지 않았다. 그러한 단어는 'Flight', 'from' 및 'to'를 포함한다.

단어 'Flight' 및 'from'은 단어 'Seattle' 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FlightCmd, ShowFlightPreFlight 및 FlightPreDepa

rtureCity를 포함하여, 파스 트리(216) 내의 다양한 프리터미널에 맵핑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단어 'to'는 입력 텍스

트 스트링(213)에서 단어 'Seattle'과 'Boston'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어 'to'는 FlightPostDepartureCity 또는 F

lightPreArrivalCity에 맵핑될 수 있다.

단어 'to'는 전치사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 뒤에 오는 것을 수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어 'to'는 파스 트리(216) 내의 

FlightPreArrivalCity 프리터미널에 맵핑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단어 'Flight' 및 'from'이 파스 트리(216) 내에서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이 

두 단어에 대한 특정 분절이 알려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하나의 대안으로, 단어 'from'이 ShowFlightPreFlight에 

맵핑되는 한편, 단어 'Flight'은 ShowFlightCmd에 맵핑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프리터미널 FlightPreDepartureC

ity는 공집합에 맵핑된다.

다른 대안에 따르면, 단어 'Flight'과 'from' 양자 모두가 ShowFlightCmd에 맵핑되는 한면, 다른 프리터미널 ShowFli

ghtPreFlight와 FlightPreDepartureCity 양자는 공집합에 맵핑된다

또 다른 대안에서는, 'Flight'가 ShowFlightCmd에 맵핑되고, 'from'이 FlightPreDepartureCity에 맵핑되는 한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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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는 프리터미널 ShowFlightPreFlight는 공집합에 맵핑된다.

이것은, 개발자로부터의 추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분절의 모호성을 나타낸다. 일부 종래의

시스템에서, 가능한 분절 각각은 사용자에게 간단히 디스플레이 되었고, 사용자는 그러한 분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우선, 이러한 유형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은 방해가 되며 시간 소모적이다. 또

한, 입력 텍스트 스트링 내에 가능한 프리터미널 및 정렬되지 않은 단어가 더 많이 있을 때,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가능

성의 수는 현저하게 증가한다. 불가능하지 않다면, 사용자의 선택을 위하여 이러한 후보 분절을 모두 효과적으로 디

스플레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사용자의 선택을 위하여 분절이 적합하게 디스플레이되더라도, 사용

자가 종종 분절에 실수하거나, 유사한 텍스트 스트링을 일관되지 않게 분절한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분절 선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EM(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이 모델 컴포넌트(

202) 내의 분절 모호성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EM 알고리즘은, 모델이 관찰 불가능한 숨겨진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최대 가능성 추정자로 모델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도 3a는 모델 제작 컴포넌트(202)를 더 상세하게 나타내는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3a는 모델 제작 컴포넌트(202)가 

템플릿 문법 생성자(300), 분절 EM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302) 및 전지(pruning) 컴포넌트(304)를 예시적으로 포

함하는 것을 나타낸다. 템플릿 문법 생성자(300)는 스키마(206) 내의 의미 클래스에 의해 (적합한 유형 단일화를 통

하여) 참조되는 옵션의 문법 라이브러리(209) 내의 임의의 규칙 및 스키마(206)를 수신하고, 스키마(206) 및 옵션의 

문법 라이브러리(209)로부터 학습되거나 수집될 수 있는 모든 규칙을 포함하는 템플릿 문법을 생성한다. 그리고, 템

플릿 문법은 EM 분절 컴포넌트에 의해 트레이닝 예시(텍스트 스트링 및 그 주석)와 함께 입력으로서 취해진다. EM 

분절 컴포넌트(302)는 템플릿 문법을 사용하여 트레이닝 예시 내의 분절 모호성을 찾아, 임의의 분절 모호성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동작한다. 그 모호성 해소에 기초하여, 재기입 규칙은 전지 컴포넌트(304)를 사용하는 문법으로부

터 전지되어(pruning) 규칙 기반 문법(210)을 제공할 수 있다.

EM 분절 컴포넌트(302)의 동작을 더 설명하기 위하여, 도 2f 및 도 2g가 예시적인 테이블을 제공한다. 도 2f는 예 집

합을 포함하는 테이블을 도시한다. 제1 예는 단어 'from'이 프리터미널 ShowFlightCmd 또는 프리터미널 FlightPreD

epartureCity에 맵핑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예는 컴포넌트(302)에 의해 'from Seattle to Boston'과 같은 예

문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제2 예는 단어들 'Flight from'이 프리터미널 ShowFlightCmd 및 FlightPreDepartureCi

ty에 맵핑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예는 컴포넌트(302)에 의해 'Flight from Seattle to Boston'과 같은 예문으

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제3 예는 단어 'Flight to'가 프리터미널 ShowFlightCmd 및 FlightPreArrivalCity에 맵핑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은 마찬가지로 컴포넌트(302)에 의해 'Flight to Boston on Tuesday'와 같은 예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의 분절은 모호하다. 다시 말하면, 제1 예의 단어 'from'이 프리터미널 ShowFlightCmd에 

맵핑될지, 프리터미널 FlightPreDepatureCity에 맵핑될지를 아직 모른다. 마찬가지로, 단어들 'Flight from'가 프리

터미널 ShowFlightCmd와 FlightPreDepartureCity 사이에서 어떻게 맵핑될 것인지를 모른다. 또한, 단어들 'Flight t

o'가 가능한 프리터미널 ShowFlightCmd와 FlightPreArrivalCity 사이에서 어떻게 맵핑될 것인지도 모른다.

도 2g는 EM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203)의 동작을 더 설명하는 테이블이다. 도 3b는 컴포넌트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며, 도 2f 및 도 2g와 함께 설명될 것이다.

우선, 컴포넌트(302)는 모든 가능한 분절을 열거한다. 이것은 가능한 재기입 규칙이라고 표시된 도 2g의 왼쪽 열에서

나타난다. 도 2g에 도시되는 재기입 규칙에서, 프리터미널 이름을 형성하는 단어의 일부는 축약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재기입 규칙 SFCmd→ε는 ShowFlightCmd (SFCmd로 축약) 프리터미널이 공집합에 맵핑되는 분할을 나타낸

다. 마찬가지로, 재기입 규칙 SFCmd→from 은 단어 'from'이 프리터미널 ShowFlightCmd에 맵핑되는 분절을 나타

낸다. 또한, FPDCity→ε는 프리터미널 FlightPreDepartureCity (FPDCity로 축약)가 공집합에 맵핑되는 분절을 나

타내고, FPACity→ε는 프리터미널 FlightPreArrivalCity (FPACity로 축약)가 공집합에 맵핑되는 분절을 나타낸다.

이러한 예로부터, 도 2g에서 도시되는 테이블의 재기입 규칙 부분에서의 기타 표기법은 자기 설명적(self-explanato

ry)인 것이다. 일단 도 2f에 도시되는 예에 대한 각각의 가능한 분절이 열거된다고만 말해두자.

도 2f의 제1 예로부터, 하나의 분절은 단어 'from'이 ShowFlightCmd에 맵핑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다른 분절은 단어

'from'이 FlightPreDepatureCity에 맵핑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 2f의 제2 예도 다수의 상이한 분절 대안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분절 대안에 따르면, 단어들 'Flight from'

은 둘 다 프리터미널 ShowFlightCmd에 맵핑되고, 프리터미널 FlightPreDepartureCity는 ε에 맵핑된다. 다른 분절 

대안에서, 단어들 'Flight from'은 둘 다 프리터미널 FlightPreDepartureCity에 맵핑되고, 프리터미널 ShowFlightC

md는 ε에 맵핑된다. 또 다른 대안에서, 단어 'Flight'과 'from'이 분리되어, 단어 'Flight'은 프리터미널 ShowFlightC

md에 맵핑되고, 단어 'from'은 프리터미널 FlightPreDepartureCity에 맵핑된다. 각각의 이 러한 분절은 도 2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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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재기입 규칙에도 나타난다.

제3 예는, 단어들 'Flight to'가 프리터미널 ShowFlightCmd 또는 프리터미널 FlightPreArrivalCity에 맵핑될 수 있는

한편 나머지 프리터미널은 ε에 맵핑되거나, 단어들 'Flight to'가 프리터미널 ShowFlightCmd와 FlightPreArrivalCi

ty 간에 분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예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할될 수 있다. 다시, 각각의 이러한 분절은 도 2g에서 

도시되는 재기입 규칙에서 나타난다.

가능한 모든 분절의 열거는 도 3b의 흐름도 내의 블록(306)에 의해 나타난다.

일단 분절을 지원하는 재기입 규칙들이 열거되면, 이들은 각각 확률을 할당받는다. 초기에, 도 2g에 도시된 모든 분절

은 동일한 확률을 할당받는다. 이것은 도 3b 내의 블록(308)에 의해 나타난다.

다음으로, 컴포넌트(302)는 도 2f에 도시된 예에서의 가능한 발생 카운트에 기초하여, 열거된 재기입 규칙에 새로운 

예상 카운트를 할당한다. 이것은 블록(310)에 의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1 예로부터, 2가지 가능한 분절이 있으며, 

그 하나는 단어 'from'을 ShowFlightCmd에, 프리터미널 FlightPreDepartureCity를 ε에 맵핑하고, 다른 하나는 Sh

owFlightCmd를 ε에, 단어 'from'을 프리터미널 FlightPreDepartureCity에 맵핑한다. 제1 재기입 규칙은 ShowFlig

htCmd 프리터미널이 ε(공집합)에 맵핑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예 1에서의 분절의 절반은 도 2g의 테이블에 

나타난 제1 재기입 규칙을 지원한다. 따라서, 제1 예로부터, 제1 재기입 규칙(ShowFlightCmd→ε)은 1/2의 카운트

를 할당 받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2 예는 3가지 상이한 분절을 지원하며, 그 중 하나는 단어들 'Flight from' 둘 다를 프리터미널 S

howFlightCmd에, 프리터미널 FlightPreDepartureCity를 ε에 할당하고, 다른 하나는 단어 'Flight'을 프리터미널 S

howFlightCmd에, 단어 'from'을 프리터미널 FlightPreDepartureCity에 맵핑하고, 마지막 하나는 프리터미널 Show

FlightCmd를 ε에, 단어들 'Flight from' 둘 다를 프리터미널 FlightPreDepartureCity에 맵핑한다. 이러한 3가지 분

절 중 하나는 제1 재기입 규칙(SFCmd→ε)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제2 예로부터, 제1 재기입 규칙은 1/3의 카운트를

할당받는다.

동일한 방법으로, 제3 예는 3가지 가능한 분절을 가지며, 그 중 하나는 프리터미널 ShowFlightCmd를 ε에 맵핑한다.

그러므로, 제3 예로부터, 도 2g에 도시된 제1 재기입 규칙은 다시 1/3의 카운트를 할당받는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사용하여, 제2 재기입 규칙(SFCmd→from)은 제1 예에 의해서만 지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제1 예에 대하여 2가지 가능한 분절이 있고 그 중 하나는 제2 재기입 규칙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2 재기입 규

칙(SFCmd→from)은 1/2의 카운트를 할당받는다.

제3 재기입 규칙(SFCmd→Flight)은 도 2f에서 도시된 제2 및 제3 예 각각으로부터의 분절들 중 하나에 의해 지원된

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들 각각이 3가지 가능한 분절을 갖기 때문에, 제3 재기입 규칙(SFCmd→Flight)은 각각의 예

로부터 1/3의 카운트를 할당받는다.

컴포넌트(302)는 이러한 방법으로 도 2g에 열거된 재기입 규칙 각각에 카운트를 할당하고, 그러한 카운트는 도 2g에 

도시된 테이블의 제2 열에서 나타난다. 카운트는 모두 변환되어, 공통 분모를 갖고, 각각의 프리터미널에 대하여 정규

화되어 확률를 얻는다. 즉, ShowFlightCmd 터미널에 대한 총 확률 크기는 합산하여 1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각

의 재기입 규칙에 대한 카운트는 그 재기입 규칙과 관련된 확률을 얻기 위하여 정규화 인자에 의해 곱해진다.

예를 들어, 프리터미널 ShowFlightCmd에 대한 카운트의 총 수는 3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1 재기입 규칙(SFC

md→ε)의 확률은 7/18이다. 마찬가지로, 제2 재기입 규칙(SFCmd→from)에 대한 확률은 3/18이다. 컴포넌트(302)

는 이러한 확률을 얻기 위하여 각각의 재기입 규칙 및 각각의 프리터미널에 대한 카운트를 처리한다.

따라서, 프리터미널 FPDCity에 대하여, 상이한 모든 규칙에 대한 카운트 합계는 2이므로 정규화 인자는 1/2이 된다. 

최종 프리터미널 FPACity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카운트(3*1/3=1)만 있으므로 표준화 인자는 1이 된다. 그러므로, 

컴포넌트(302)는 각각의 재기입 규칙과 관련된 확률을 예에 의해 지원되는 재기입 규칙의 발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

는 것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새로운 확률을 얻기 위하여 카운트를 정규화하는 것은 도 3b의 블록(312)에 

의해 나타난다.

컴포넌트(302)는 카운트 및 확률이 수렴할 때까지 이러한 처리(카운트를 다시 추정하고 새로운 확률을 얻는 것)를 반

복한다. 이것은 블록(314)에 의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1 재기입 규칙에 대해 새로운 카운트 를 얻기 위하여, 컴

포 넌트(302)는 다음과 같이 비터미널(non-terminal) 시퀀스 ShowFlightCmd 및 FPDCity가 주어질 때 우선 단어 'f

rom'을 관찰하는 총 가능성을 찾는 수학식 1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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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이 수치로부터, 빈 스트링을 ShowFlightCmd에, 'from'을 FPDCity에 할당하는 분절에 대한 비율은 새로운 예상되는 

카운트 :

수학식 2

이다.

마찬가지로, 제2 재기입 규칙(SFCmd→from)에 대한 새로운 카운트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수학식 3

이러한 처리는 각각의 예로부터 카운트 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각의 재기입 규칙에 대해 계속된다. 새로운 카운트는

새로운 확률을 얻기 위하여 정규 인자에 의해 곱해진다. 도 3b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컴포넌트(302)는 이러한 처

리를 반복하여, 확률이 수렴할 때까지 새로운 카운트 및 새로운 확률을 다시 추정한다.

반복이 완료되면, 컴포넌트(302)는 각각의 열거된 재기입 규칙과 관련된 새로운 카운트 및 새로운 확률을 계산할 것

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자연히 매우 유익하지만, 트레이닝 동안 얻어진 상이한 분절에 대응하는 규칙에 각각의 분

절에 대한 확률을 할당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최종 결과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파서(parser)는 확률을 이용

할 수 없다. 또한, 일부 파싱 컴포넌트에서, 다수의 규칙은 파서를 덜 효과적이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컴포넌트(302)는 규칙 및 관련 확률을 규칙이 전지될 수 있는 전지(pru

ning) 컴포넌트(304)에 제공한다. 이것은 도 3b의 블록(316 및 318)에 의해 나타난다. 전지 컴포넌트(304)는 {블록(

320)에 의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수의 상이한 방법들 중 하나로 규칙을 전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지 컴포넌트

(304)는 요구되는 임계 수준 이하의 확률을 갖는 규칙을 간단하게 전지할 수 있다. 컴포넌트(304)는 남은 규칙을 규

칙 기반 문법(210)에 삽입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전지 컴포넌트(304)는 각각의 예에 대응하여 높은 가능성을 갖는 미리 정해진 수의 분절을 

제외한 모두를 제거하고, 남은 분절에 따라서만 재기입 규칙을 문법에 삽입한다. 예를 들어, 컴포넌트(304)는 가장 높

은 확률을 갖는 분절을 제외한 각각의 예에 대응하는 모든 분절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예 1에 대하여, 단어 'from'

을 프리터미널 FlightPreDepartureCity에 맵핑하는 분절이, 단어 'from'을 프리터미널 ShowFlightCmd에 할당하는 

분절보다 높은 확률을 가진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예에서, 제2 분절('from'을 ShowFlightCmd에 맵핑하는 분절)은 제

거된다. 그러한 경우에, 선택된 분절을 지원하는 두개의 재기입 규칙이 문법에 추가된다. 그러므로, 재기입 규칙 'SFC



공개특허 10-2004-0094642

- 11 -

md→ε' 및 재기입 규칙 'FPDCity→from' 양자가 문법에 추가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의의 예의 최적의 분절에 의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규칙은, 도 2g에 도시된 열거된 규칙으로부터 삭

제될 수 있다. 따라서, 규칙 'SFCmd→from'은 예 1에 대한 제거된 분절에 의해 지원되었기 때문에 삭제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의 EM 알고리즘의 적용이 더욱 형식적인 수학적 용어로 설명된다. 분절 모호성 해결은, 

단어 시퀀스 w=w 1 , w 2 , ..., w n 에 대한 m개의 블록 파티션 π=α 1 , α 2 , ..., α m 을 찾아서 각각의 블록을 

시퀀스 N=NT 1 , NT 2 , ..., NT m 내의 프리터미널에 할당시키는 문제로서 형식화될 수 있다. 블록은 w로부터의 0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포함할 수 있다.

수학식 4를 이용하여, π, N 및 w의 결합 확률을 모델링하는 경우,

수학식 4

N 및 w가 주어지면 가장 가능성 있는 분절은 수학식 5와 같이 얻어질 수 있다.

수학식 5

그러한 파티션은 비터비 탐색으로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유일한 문제는, 모든 프리터미널(또는 개념) NT 및 

단어 시퀀스 α에 대하여 모델 매개변수 P(NT→α)를 추정하는 것이다. 트레이닝 데이타가 각각의 프리터미널에 대

한 단어 시퀀스와 짝을 이룬 프리터미널의 리스트라면, 이것은 최대 가능성(ML) 추정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제

작 툴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얻어진 트레이닝 예는 실제로 프리터미널 시퀀스와 터미널 시퀀스의 쌍이다. 파티션 또

는 분절은 숨겨진 변수이고, 툴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EM 알고리즘은 모델에 대한 매개변수 P φ 를 초기에 설정하고, 그 매개변수를 P φ´ 로 반복적으로 수정하여, 관찰

의 가능성 D를 증가시킨다.

그러한 P φ´ 를 찾기 위하여, 수학식 6에서 보조 함수 Q를 정의한다.

수학식 6

그것은 2개의 모델 매개변수화 간의 트레이닝 데이타의 로그-가능성(log-likelihood) 차이인 L(D|P φ´ )-L(D|P 

φ )의 하한이다. 하나의 프리터미널에 대한 모든 가능한 재기입 규칙의 합계가 1이어야 한다는 제한 하에, EM 알고리

즘은, 새로 운 매개변수화에 의한 트레이닝 예 가능성의 증가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Q를 최대화함으로써 매개변수 P 

φ´ 를 재설정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규칙 NT→α에 대하여, 그의 새로운 확률은 다음의 수학식을 해결함으로써 얻

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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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7

이므로,

수학식 8

그러므로, 확률은, 예상 카운트와 정규화 인자 -1/λ의 곱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수학식 9

예상 카운트를 계산하기 위하여,

수학식 10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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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1

,

임을 유념한다.

=(N=>w 1 , ..., w n )은, 프리터미널 시퀀스 N을 단어 시퀀스 w로 재기록하는 처리에서, 규칙 NT→α가 N 내

의 k번째 프리터미널에 대하여 사용되어 하위 시퀀스 α=w i , ..., w j 를 생성하는 사건이고, 은 시퀀스 N 내

의 위치 s에서 t까지의 프리터미널이 터미널 단어 w p , ..., w q=1 에 적용되는 확률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된다.

수학식 12

수학식 13

그러므로, 를 계산할 수 있다면, 수학식 9, 11 및 13을 결합시켜, 예상 카운트를 얻고 모델 매개변수를 재설정

할 수 있다. 사실, 는 수학식 14에 따른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계산될 수 있고, 이때 ε는 널 스트링이다.

수학식 14

은 수학식 11에 사용될 수 있음을 유념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상이한 양태에 따른 모델 제작 컴포넌트(350)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규칙 기반 문법(210)은 

아직도 요구되는 것보다 덜 로버스트하고 불안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레이닝 동안 이하의 규칙이 생성되어 이하

의 프리터미널을 모델링한다고 가정하자.

FlightPreArrivalCity→to

ShowFlightCmd→Show me the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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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행 시간 동안, 문장 입력이 'Show flight to Boston'이라고 가정하자. 'Show flight'이 ShowFlightCmd임을 

나타내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입력 문장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CFG는 높은 분해 이해(resolution understanding)를 위해 잘 동작한다. 높은 분해 이해는 문장을 다수의 슬롯으로 

분할하는 문법을 나타낸다. 슬롯의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분해 이해가 문법에 의해 나타난다. CFG는 높은 분해 상

황에서 충분히 일반화한다.

그러나,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은 낮은 분해 이해를 요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채워져야하는 슬롯의 수가 많지 않다.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명령 및 제어이다. 예를 들어, 명령 및 제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식되어야 하는 일부 

명령은 'ChangePassword', 'ChangeBackground' 및 'ChangeLoginPicture'를 포함한다. 이러한 예에서, 채워져야하

는 슬롯은 없으며, 전체 문장이 명령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트레이닝 동안, 이것은 ChangeLoginPictureCmd→Ple

ase change my login icon과 같은 규칙으로 될 수 있다.

'ChangeLoginPicture'는 명령이므로, 규칙에 대한 속성 부분이 없다. 그러므로, 문법 학습자는 자신이 습득하는 규칙

내에 전체 문장을 단순히 '기억한다'. 사용자 발행 명령을 인식 및 호출하기 위하여, 명령은 트레이닝 데이타 내의 전

체 문장과 일치하여야 한다. 일반화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템플릿 문법 내의 규칙으로(명령, 프리앰블 및 포스트앰블과 같은) 프리터미널을 모델링하는 

것 대신에, (n그램과 같은)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프리터미널을 모델화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템플릿 

문법 내의 프리터미널에 대응하는 열거된 분절에 대하여 생성된 텍스트는 n그램(또는 기타 통계 모델)에 대하여 트레

이닝 데이타로서 사용된다. 그러므로, 전술한 예에서, 프리터미널에 대한 열거된 분절에 대응하는 텍스트 스트링은, E

M 알고리즘의 예상 단계에서 수집되는 예상 카운트와 함께, 프리터미널에 대한 n그램을 트레이닝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텍스트 'Show me the flight'은 프리터미널 ShowFlightCmd를 모델링하기 위한 n그램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타로서 사용된다. 그러므로, 'Show flight'을 갖는 문장이 ShowFlightCmd로서 인식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수학식 15

규칙이 'Show flight'를 ShowFlightCmd로서 식별하지 못하는 반면, 수학식 15에서 전술된 n그램 확률은 0이 아닐 

것이다. 수학식 15의 제1 인자 및 제3 인자는, 트레이닝 데이타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바이그램(예를 들어, [<s> sho

w] 및 [flight </s>])에 대응하기 때문에 0이 아니다. 제2 인자는 트레이닝 데이타에 나타난 바이그램에 대응하지 않

지만, 이하에 설명될 백오프(backoff)와 같은 평활 기술(smoothing techniques) 때문에 제2 인자도 0이 아닌 확률을 

가질 것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16

백오프 가중치는 실험적으로 또는 요구되는 대로 설정될 수 있고, 'flight'가 트레이닝 데이타 내의 단어가 아니므로, 

유니그램(unigram) 확률 Pr(flight|ShowFlightCmd)은 0이 아니다.

Pr(show flight</s>|ShowFlightCmd)>0 이므로, 파서는 입력 문장을 ShowFlight 후보로 간주할 것이다. 입력 문장

에 대한 최종 해석은 다른 해석 후보자의 비교에 의존한다.

도 4는, 슬롯을 모델링하기 위한 규칙을 포함하는 CFG와 같은 문법 부분(210), 및 명령, 프리앰블 및 포스트앰블과 

같은 프리터미널을 식별하기 위한 n그램과 같은 통계 모델 부분(326)을 포함하는 복합 모델(351)을 만드는 모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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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350)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따라서, 실행 시간 동안, 입력 문장은 프리터미널을 식별하는 통계 모델 부

분(326), 및 슬롯을 채우는 규칙 기반 문법 부분(210)을 가지고 평가된다.

컴포넌트(350)는 전술된 EM 알고리즘 기술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복합 모델(251)을 트레이닝한다. 예를 들어, 도 5

가 ShowFlightCmd에 대하여 상이한 예시적 분절에 따라 열거된 규칙을 도시한다고 가정하자.

도 2 내지 도 3b와 관련하여 전술된 모델에 있어서, EM 알고리즘의 E단계 동안, 도 5에서 도시되는 열거된 규칙들 각

각에 대한 예상 카운트가 수집된다. M단 계 동안은, 카운트가 정규화된다. 그러나, 복합 모델(351)에 있어서는, 알고

리즘의 M단계 동안 카운트를 정규화하는 것 대신에, 열거된 규칙의 좌변 상의 텍스트 스트링, 및 그러한 규칙에 대응

하는 관련 예상 카운트가, ShowFlightCmd 프리터미널에 대한 n그램을 트레이닝하고 평활하게 하는 트레이닝 데이

타로서 사용된다.

즉, n그램을 트레이닝 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 카운트가 단어 시퀀스의 각각의 발생에 대하여 합산될 필요는 없다. 대

신에, 트레이닝 문장(도 3a에서 도시된 EM 적용 컴포넌트(302)에 의해 생성됨)과 관련된 규칙에 대한 예상 카운트에

대응하는 분수 데이타는, 단어 시퀀스의 각각의 발생에 대하여 합산된다.

도 2 내지 도 3b와 관련하여 분절 모호성 제거에 대하여 설명된 실시예와의 또 다른 차이는 EM 알고리즘의 E단계를 

포함한다. 확률을 열거된 규칙 각각과 연관시키는 것 대신에, 규칙의 확률은 규칙 내의 모든 n그램의 산출물(product)

이다.

예를 들어, 전술된 규칙 기반 문법에서, 규칙 ShowFlightCmd→Show me the flight은 그와 관련된 매우 작은 확률을

갖는다. 그러나, 복합 모델(351)에서, 규칙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수학식 17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프리터미널에 대한 통계 모델을 트레 이닝하는 것은 평활 알고리즘을 적용시키

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프리터미널에 대한 통계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타는, 주어진 프리터

미널과 관련된 분절에 대해 열거된 텍스트 스트링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교적 빈약(sparse)할 수 있다. 이것은 비교

적 많은 양의 언어 표현을 통계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통계 모델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따라

서, 모델 확률은 하위 레벨의 n그램을 사용하여 균일한 분배로 평활화된다. 다시 말하면, 통계 모델이 바이그램을 포

함하는 경우, 그것은 문맥에 상관없이, 모델링된 단어에 대한 확률을 제공하는 유니그램으로 평활화된다. 추가적으로,

통계 모델은 어휘집 내의 각각의 단어에게 동일한 확률을 할당하는 균일한 분배로 평활화된다. 그러므로, 단어가 어

휘집 내에 있는 경우, 그것은 통계 모델에 의해 0 확률로 모델링되지 않을 것이다. 삭제된 내삽 사항(deleted interpol

ation)은 평활화 동작에서 각각의 모델에 대한 가중치를 찾고, 상이한 차수의 모델을 선형으로 내삽하는 데에 사용된

다.

컴포넌트(350)는 본 발명의 상이한 실시예들에 따른 추가 통계 컴포넌트도 트레이닝할 수 있다. 이것은 도 6에서 도

시되는 블록도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예를 들어, 그러한 블록도에서, 통계 모델 부분(326)은 프리터미널에 대한 

통계 모델 컴포넌트(340)뿐만 아니라 복수의 기타 통계 모델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

통계 모델(326)은 태스크의 사전 확률(prior probability)을 모델링하는 통계 모델, 및 슬롯 전이(slot transition)에 

대한 통계 모델을 포함하는 컴포넌트(342 및 344)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실행 시간 입력 문장이 'Show flight to Boston arriving on Tuesday, 11:00 a.m.'라면, 용어 'arriving on

'은 'Tuesday'가 도착 날짜에 대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될 것이다. 그러나, '11:00 a.m.' 앞에는, 출발 시

간 인지 도착 시간인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다. 'arrival date' 슬롯 뒤에 'arrival time' 슬롯이 오는 확률은, 'arrival 

date' 슬롯 뒤에 'departure time' 슬롯이 오는 확률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러한 슬롯 전이가 모델링되면, 슬롯 전이 

모델은 '11:00 a.m.'가 'arrival time' 슬롯에 일치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슬롯 전이를 모델링하는 n그램 모델과 같

은) 통계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것은 (슬롯의 사전 확률을 모델링하는 n그램 모델과 같은) 통계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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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일하다. 슬롯의 사전 확률에 대하여, 유니그램 모델이 트레이닝되고, 2개의 슬롯 간의 슬롯 전이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바이그램 모델이 트레이닝된다.

또한, 일부 명령은 트레이닝 데이타에서 다른 것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명령의 사전 확률은 모델(342)

에서 모델링된다.

본 발명은 다른 예와 관련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도 7은 약속 스케줄링 명령 NewAppt에 대한 의미를 정의

하는 스키마 내의 의미 클래스의 단순화된 예를 도시한다.

도 8은 의미 클래스 NewAppt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템플릿을 도시하며, 여기서 중괄호 내의 기호는 

옵션이다. 도 9는 주석문 'New meeting with Peter at 5:00'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10은, 분절 모호성 해소가 전

술된 바와 같이 수행될 때, 추가될 수 있는 2개의 규칙을 도시한다.

그러나, 전술된 바와 같이, 완전히 규칙 기반인 문법은 로버스트성이 부족하고 불안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한 양태는, CFG 규칙을 n그램으로 대체하여, 템플릿 문법 내의 각각의 명령, 프리앰블 및 포스트앰블을 모델링하고, 

슬롯 전이를 모델링한다. 슬롯 n그램은 프리앰블 및 포스트앰블이 부족한 슬롯의 해석을 발생시킨다. 결과 모델은 통

계 모델(또는 HMM) 및 CFG의 복합물이다. HMM은 템플릿 규칙 및 n그램 프리터미널을 모델링하고, CFG는 라이브

러리 문법을 모델링한다.

그러한 모델의 한 예가 도 11에서 도시된다. 용어 'Att'는 'Attendee'에 대한 약어이고 'ST'는 'StartTime'에 대한 약

어이다. 방출 확률 b는 프리터미널-의존적 n그램이며(도면에서는 유니그램으로 도시되지만, 더 높은 차수의 방출 분

배는 더 높은 차수의 HMM으로 됨), 전이 확률 a는 슬롯 전이 바이그램이다. 슬롯 노드로부터의 방출 τ는 라이브러

리 CFG 비터미널이다. 단어는 CFG 모델 P CFG 에 따라 그들로부터 발생된다.

도 11에서 도시되는 모델에서, 입력 문장 s는 수학 18을 만족시키는 비터비 의미 클래스 c 및 상태 시퀀스 б를 찾음

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수학식 18

새로운 모델은 CFG 모델의 한계를 극복한다. 낮은 분해 이해(태스크 분류) 에 있어서, 어떤 속성 프리터미널도 템플

릿 문법에 도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트레이닝 데이타는 명령 프리터미널에 대한 n그램을 트레이닝하고 평활

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모델은 수학식 19에 의해 나타나는 n그램 분류자로 축소한다.

수학식 19

n그램 모델은 정확한 규칙 일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규칙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2진 결정을 하는 것 대신에, 관찰된 

단어 시퀀스가 상태 (프리터미널) 시퀀스로부터 생성되어 가장 유사한 해석을 찾을 확률을 비교한다. 그러므로, 모델 

자체가 로버스트해지고, 로버스트한 파서는 불필요해진다.

이제, 트레이닝이 도 7 내지 도 11에서 도시되는 예와 관련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하여, 

EM 알고리즘은 단어 시퀀스를 자동적으로 분절하고, 각각의 분절 α를 대응 쌍의 프리터미널 시퀀스 내의 대응하는 

프리터미널 NT에 정렬시킨다. EM 알고리즘은, NT로부터 단어 스트링 a를 생성하기 위한 확률을 할당하는 모델 P(N

T→α)을 구축하여, 그것을 초기의 균일한 분배로 매개변수화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매개변수화를 반복적으

로 다시 정의한다. 각각의 반복에서, EM 알고리즘은, 이전 반복에서의 모델의 매개변수화에 따른 규칙 NT→α에 대

하여 예상 카운트를 계산(E 단계)하고, 예상 카운트를 정규화함으로써 확률 P(NT→α)를 다시 예측(M 단계)한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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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미널을 n그램으로 모델링하는 새로운 모델을 트레인하기 위하여, E 단계에서 수집된 예상 카운트는 M 단계에서 

n그 램을 트레이닝하고 평활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이 때, n그램은 EM 알고리즘에 의해 분절에 대한 예상되는 카운

트를 수집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은 도 12에서 도시된 트레이닝 알고리즘에 귀착한다.

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도 12의 마지막 행에 나타난 임계값은 0.01로 설정된다. 물론, 그 외의 임계값도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선택적인 양태를 유념할 가치가 있다. 선택적인 문법 라이브러리(209)(도 2a , 4 및 13)은 통계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타(208)에 적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법 라이브러리(209)이, 크고 작은 국제 및 국내 도시를 포함하

는 상대적으로 방대한 도시 리스트를 포함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모델이 트레이닝되고 있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국내 도시만을 참조할 것이고, 뉴욕 및 로스엔젤레스와 같은 큰 국내 도시는 더 작은 도시보다 참조되기 쉽다고 가정

하자. 컴포넌트(202 또는 350)는, 주석 트레이닝 데이타(208)로부터, 문법(209)을 포함할 수 있는 개연 문맥 자유 문

법(probabilistic CFG, PCFG)과 관련된 확률을 학습한다. 예를 들어, 규칙 Cityname→New York에 대한 확률은 규

칙 Cityname→Tokyo에 대한 확률보다 더 크다는 것이 학습될 수 있다. 이것은 전술된 다른 확률이 학습되는 것과 동

일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도 13은 슬롯에 대한 규칙 기반 문법 부분과 프리터미널에 대한 통계 모델 부분 양자를 사용하는 실시간 시스템을 도

시한다. 시스템은 입력을 수신하여, 문법 부분 및 n그램 부분을 사용하고, 출력(402)을 출력한다.

복호화는 도 14와 관련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도 14는 입력 'new meeting with Peter at five'에 대한 동적 프

로그래밍 복호기를 나타내는 동적 프로그래밍 격자(trellis) 구조를 도시한다.

동적 프로그래밍 복호기는 수학식 18에 의해 나타난 비터비 경로를 찾는다. 입력을 수신하면, 복호기는 우선 상향식 

도표 파서를 사용하여 일부 입력 범위를 포함하는 라이브러리 문법 비터미널을 찾는다. 이러한 예에서, 'Peter'를 <Pe

rson>으로, 'five'를 <time> 또는 <num>으로 식별한다. 복호기는 제1 열의 의미 클래스 노드로부터 출발한 격자를 통

하여 탐색한다(예는 의미 클래스 NewAppt만을 도시함). 각각의 노드에서, 동일한 열 내의 다른 노드들로 전이(상이

한 비터미널로 교환)되거나, 동일한 행 내의 다음 노드로 전이(비터미널에 의해 입력 단어를 소비)된다. 탐색은 좌측

에서 우측으로 마지막 우측 열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된다. 전이시, 출발 노드의 점수에 적합한 로그 확률을 합산함으

로써 점수가 획득된다. 이 점수는 목적 노드의 점수와 비교되어 새로운 점수가 더 높은 경우에 대체한다. 격자 이하는 

도표 파서에 의해 식별되는 비터미널이다. 굵은 경로(410)는 비터비 해석을 나타낸다. 상위의 가는 경로(412)는, 정

확한 태스크를 식별하지만 슬롯에 대하여는 아니다. 하위 가는 경로(414){비터비 경로(410)의 일부를 공유}는, 참석

자를 식별하지만 출발 시간 슬롯은 아니다. 그것은 'at five'를 참석자에 대한 포스트앰블로 취급한다. 도 14에 도시되

는 각각의 처음 9개의 전이에 대한 로그 확 률이 비터비 경로(410)에 대하여 이하에 열거된다.

임의의 요구되는 전지 메커니즘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전지 메커니즘은, 격자의 각각의 열에서, 동일한

열 내의 최대 점수보다 작은 임계값(예를 들어, 5.0)보다 점수가 작다면 노드로부터 전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공한다

. 다시 말하면, 경로는, 동일한 열 내의 노드로 유도하는 다른 것보다 10 5 배 낮은 가능성을 갖는 경우 확장되지 않는

다. 복호기는 전지한 후 로버스트 파서보다 신속한 절대값의 등급을 실행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복합 모델(351)은 자연 언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음성 인식 시스템은 음성 인식 및 자연 언어 이해 양자 모두를 싱글 패스로 수행

할 수 있다.

도 15는 복합 모델(351)이 사용되는 하나의 예시적인 음성 인식 시스템(500)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물론, 복합 모델(

351)은 도 15에 도시된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시스템(500)은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자연 언어 이해

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시스템(500)의 전체 동작에 대 하여 간단하게 논의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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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에서, 스피커(501)는 마이크로폰(504)에 음성을 출력한다. 마이크로폰(504)에 의해 검출된 오디오 신호는, 아

날로그-디지탈(A/D) 변환기(506)에 제공될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AD 변환기(506)는 마이크로폰(504)으로부터의 아날로그 신호를 일련의 디지탈 값으로 변환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AD 변환기(506)는 16㎑에서 샘플당 16비트로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여, 초당 32킬로바이트의 음성 데이터를 생

성한다. 이러한 디지탈 값은 프레임 구성기(507)에 제공되며, 일 실시예에서 프레임 구성기(507)는 이러한 값들을 10

밀리초 간격으로 시작하는 25밀리초 프레임으로 그룹화한다.

프레임 구성기(507)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의 프레임은, 각 프레임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특징 추출기(508)에 제

공된다. 특징 추출 모듈의 예는 LPC(Linear Predictive Coding), LPC 유도된 셉스트럼(LPC derived cepstrum), P

LP(Perceptive Linear Prediction), 청각 모델 특징 추출, 및 MFCC(Mel-Frequency Cepstrum Coefficient) 특징 

추출을 수행하기 위한 모듈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이러한 특징 추출 모듈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문맥 

내에서 다른 모듈들도 사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징 추출 모듈(508)은 음선 신호의 프레임과 각각 연관된 특징 벡터의 스트림을 생성한다. 이러한 특징 벡터의 스트

림은 특징 벡터의 스트림에 기초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 시퀀스를 식별하는 복호기(512), 어휘 목록(lexicon)(

514), 언어 모델(351) 및 음향 모델(518)에 제공된다. 본 발명에서, 디코딩에 사용되는 특정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정 단어(hypothesis word)의 시퀀스가 선택적인 신뢰도 측정 모듈(520)에 제공된다. 신뢰도 

측정 모듈(520)은 음성 인식기에 의해 잘못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어를 식별한다. 이것은 2차 음향 모델(

도시되지 않음)에 부분적으로 기초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도 측정 모듈(520)은 가정 단어의 시퀀스를, 어느 단어가 

잘못 식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식별자와 함께 출력 모듈(522)에 제공한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라면, 신뢰

도 측정 모듈(520)이 본 발명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님을 알 것이다.

트레이닝 동안, 트레이닝 텍스트(526)에 대응하는 음성 신호는, 트레이닝 텍스트(526)의 사전적 사본(lexical transc

ription)과 함께 트레이너(524 [YW1] )에 입력된다. 트레이너(524)는 트레이닝 입력에 기초하여 음향 모델(518)을 트

레이닝한다. 복합 언어 모델(351)의 트레이닝은 상기에 논의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델(351)은 통계 부분(예를 들어, 히든 마르코프 모델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됨)을 사용하여 어플

리케이션 스키마의 구조 정보를 엔코딩하고, 규칙 기반 부분(예를 들어, CFG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됨)을 사용하여 일

부 HMM 상태의 방출을 모델링한다. 도 16 내지 도 17b는, 유한 상태 표현이 보이지 않는 단어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 모델이 어떻게 유한 상태 표현으로 간단하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용이하게 하도록 모델의 토폴로지를 도시하

고 있다.

도 16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스키마(600)의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이다. 스키마(600)는, 어플리케이션이 운항 정보

를 위한 것(ShowFlight 태스크)과 지상 운송을 위한 것(GroundTransport 태스크)의 2가지 유형의 정보 쿼리를 지원

한다는 것을 기술한다. 운항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용자는 도착 도시(Acity) 및/또는 출발 도시(Dcity) 슬롯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스템이 사용자의 지정에 따른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슬롯의 유형은, 해당 슬롯을 '채

우는 항목'에 대한 요구 조건을 지정한다. Acity 및 Dcity 양자 모두에 대하여, 채우는 항목은 'City' 유형의 오브젝트

를 참조하는 문법 라이브러리에서 모델링된 표현이어야만 한다.

도 17a 및 도 17b는 스키마(600)의 의미 제한을 자연 언어 이해 규칙 기반 문법(예를 들어, CFG)에 통합하는 통계 모

델 부분(HMM)을 도시한다. 도 17a는 ShowFLight 서브네트워크(604)로 유도되는 것과, GroundTransport 서브네

트워크(606)로 유도되는 것을 포함하는 2개의 분기를 갖는 최상위 레벨 구조(602)를 도시한다. 각각의 분기에 대한 

전이 가중치는 2개의 태스크에 대한 확률이다. 그러므로, S 노드로부터 ShowFlight 서브네트워크(604)로의 전이 가

중치는 ShowFlight 태스크(또는 명령)의 확률에 대응하는 한편, GroundTransport 서브네트워크(606)로의 전이 가

중치는 GroundTransport 태스크의 확률에 대응한다.

도 17b는 ShowFlight 서브네트워크(604) 모델을 더 상세하게 나타내며, 서브네트워크 모델의 사용은 도 17c에 도시

된다. 도 17b에 도시된 ShowFlight 모델은, ShowFlight 명령을 발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표현

을 모델링한다. 서브네트워크 모델은 명령 부분(예를 들어, 'Show me the flight')으로 시 작하고, 슬롯을 위한 표현이

그에 후속한다. 각각의 슬롯은 프리엠블과 포스트엠블에 의해 일괄하여 다루어지고, 이것은 슬롯을 위한 언어적 문맥

으로서 기능한다. 예를 들어, 단어 'from'은 Dcity 슬롯을 위한 프리엠블이다. 이 프리엠블은 자신에 후속하는 City가 

출발 도시일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슬롯은 상호연결되고, 이러한 연결은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슬롯 전

이를 위한 바이그램 확률로 가중된다.

서브네트워크 모델(604)에서, 명령, 프리엠블 및 포스트엠블은 통계적 n그램 모델로 모델링된다. 이들은 서브네트워

크 모델(604) 내에 타원 부분으로 표시된다. 슬롯을 채우는 항목은 문법 라이브러리로부터의 확률 CFG 규칙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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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된다. 이들은 서브네트워크 모델(604)내에 사각형으로 표시된다. 문법 라이브로리 내의 규칙을 위한 확률은 영역

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튜닝되고, 평활화된다. 모델(604) 내의 n그램은 부분적으로 라벨링된 트레이닝 데이터로 트레

이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EM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내의 n그램을 트레이닝하고, 여기에서 정렬은 숨겨진 변수로

서 취급된다.

문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 단어를 건너뛰는 로버스트한 파서에 의존하는 이전의 로버스트한 이해 기술과는 달리, 

문법 내의 프리터미널에 대하여 n그램 모델을 사용하면, 모델 자체가 로버스트해진다. 이것은 복합 모델(351)(도 17a

및 도 17b에 도시된 일 실시예)을 사용하는 본 발명의 한 양태가 자연 언어 이해는 물론, 음성 인식에서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종래의 시스템에서 음성 인식 및 자연 언어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던 2패스의 차선책을 극복하며,

사전 지식을 사용하여 종래의 시스템보다 더 잘 설명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 인식 시스템(예를 들어, 도 15에 도시된 언어 모델)에서 모델(351)을 사용하기 위하여, 모델은 우선 복

호기가 언어 모델로서 허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된다. 그러므로, 명령, 프리엠블 및 포스트엠블을 모델링하는 데

에 사용되는 통계적 n그램 모델(즉, CFG 내의 n그램)은, 확률적 유한 상태 오토마타(aotomata)로 변환된다. 변환된 n

그램 및 최상위 레벨 HMM 구조(예를 들어, 도 17a에 도시된 602)는, 라이브러리 문법 내의 규칙과 함께, PCFG 언어

모델을 형성한다. 이러한 변환은 Riccardi, G. 등의 '언어 모델링을 위한 확률론적인 오토마타'{Computer Speech an

d Language, 10: 페이지 265-293(1996)}와 같은 공지된 변환 알고리즘에 기초한다.

그러나, 모델의 크기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종래의 알고리즘에 한가지 중요한 수정이 가해진다. 이것은 도 1

8a, 18b, 18c에 도시된다. 도 18a 및 도 18b는 각각 2개의 관찰된 단어(a,b 및 c,d로 표시됨)로 트레이닝되는 2개의 

프리터미널에 대한 바이그램 언어 모델의 유한 상태 표현을 나타낸다. 모델 내의 각각의 호 상의 라벨은 가중치 및 출

력 기호를 나타낸다. 문자 I는 초기 상태를 나타내고, 문자 O는 백오프 상태를 나타내며, 문자 F는 최종 상태를 나타낸

다. 도 18b는 보이지 않는 단어(즉, 도 18a에 도시된 것과 같은 특정 n그램 모델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서 보이

지 않았던 단어)에 백오프 확률을 할당하는 데에 사용되는 공유된 균일한 분포의 최종 상태 표현이다.

도 18a에 도시된 모델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단어 'b'의 발음에 후속하 는 단어 'a'의 발음과 관련된 확률을 고려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확률의 조합에 대응한다.

P(a｜<s>):a

P(b｜a) : b

Pr(</s>｜b)

첫번째 확률은 단어 'a'가 문장 기호의 시작부에 후속할 n그램 확률이다. 이것은 초기 상태 I로부터 상태 a로의 전이에

대응한다. 두번째 확률은 단어 'b'가 단어 'a'에 후속할 확률이며, 상태 a 로부터 상태 b로의 전이 상에 라벨링된다. 세

번째 확률은 문장 기호의 끝에 단어 'b'가 후속할 확률이며, 이것은 상태 b로부터 최종 상태 F호의 전이 상에 라벨링

된다. 순차적인 전이는 'a b'의 발음을 허용하는 최종 상태 머신 내에 경로를 형성하며, 그 경로 내의 전이의 확률들을 

곱함으로써 발음의 확률을 계산한다.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관찰되지 않는 단어 시퀀스의 발음을 위하여, 최종 상태 머신은 해당 단어 시퀀스에 0의 확률을

할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경로는 백오프 가중치와 유니그램 확률을 보이지 않는 사건의 바이그램 확률로서 

사용하여, 백오프 상태를 횡단한다. 예를 들어, 도 18a에서, 발음 'a a'의 확률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계산된다.

I →a P(a｜<s>): a

a →O B(a):ε

O →a P(a):a

a →F P(</s>｜a)

여기에서, 바이그램 'a a'가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서 발견되지 않더라도, P(a｜a)= B(a) * P(a) > 0이다.

모델링되고 있는 특정 n 그램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서 보이지 않는 단어의 발음에 대하여, 그 단어가 어휘집 

내에 있는 경우, 그 단어는 균일한 확률 1/｜V｜로 백오프된 확률을 할당받으며, 이 때 ｜V｜는 어휘집 크기이다. 종

래의 시스템에서, 이것은 모든 보이지 않는 단어에 대한 백오프 상태 O에 대한 셀프-루프로 된다. 복합 모델 내의 각

각의 n 그램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는 비교적 드물 수 있기 때문에, 모델과 관련된 어휘집 내의 다수의 단어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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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 그램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모델(351)은 다수의 단어(예를 들어, 수백개)를 갖는 

어휘집을 지원하고, 모델은 다수의 n그램(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수백개)을 가질 것이므로, 전체 복합 모델 내의 백오

프 상태 O를 통한 셀프-루프의 수는 매우 클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각각의 보이지 않는 단어에 대한 루프를 더하는 것을 대신하여, 복합 모델(

351) 내의 n그램 모델은 백오프 상태 O를 통하여 단일 루프(620 [YW2] )를 포함한다. 단일 루프(620)는 도 18b에 도

시된 것과 같은 공유된 균일 분포 모델을 참조한다.

도 18b에 도시된 균일 분포 모델에서, 문자 n은 어휘집 내의 단어의 개수를 나타내고, 이 어휘집에서 W1은 제1 단어 

'a'를, W2는 제2 단어 'b'를 지칭한다. 따라서, 각각의 보이지 않는 단어에 대하여, 백오프 상태에 대하여 루프하는 대

신에, 모델은 백오프 상태 O에 대한 균일 분포로 라벨링된 셀프-루프로 근사적으로 평활화된다. 도 18b에 도시된 균

일 분포 모델은 복합 모델(351) 내의 모든 n그램 모델에서 공유된다. 각각의 n그램은 도 18a에 도시된 루프(620)와 

유사한 루프를 가지며, 이것은 도 18b에 도시된 균일 분포 모델을 참조한다. 이것은 도 18c에 도시되어 있다. 이것은 

모델(351) 내의 공간의 실질적인 양을 절약하여, 종래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컴팩트하게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는 프리터미널에 대한 통계 모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슬롯을 채우기 위한 규

칙 기반 문법 부분을 포함하며, 이러한 복함 모델은 음성 인식 또는 조합 음성 인식 및 자연 언어 이해 시스템에서 사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차선책인 2패스 시스템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며, 언어 모델 

내에 사전 지식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트레이닝하는 언어 모델의 부족을 보상한다(즉, 데이터의 희소성을 해결함). 또

한, 복합 방식은 전체적인 이해 오류율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n그램 모델 내의 백오프 상태에 걸친 

셀프-루프를 사용하는 대신에, 별도의 백오프 모델(예를 들어, 균일 분포 모델)에 참조함으로써 n그램 모델을 평활화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모델의 크기를 감소시켜, 더 컴팩트해지게 한다.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라면,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

나지 않고서 형태 및 세부 사항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복합 통계 모델 및 규칙 기반 문법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음성 인식 작업 및 자연 언어 이해 작업 

양자 모두를 수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향 모델;

규칙 기반 모델 부분 및 통계 모델 부분을 포함하는 복합 언어 모델; 및

상기 음향 모델 및 상기 복합 언어 모델에 연결되고, 상기 음향 모델 및 상기 복합 언어 모델에 기초하여, 자연 언어 

음성 입력의 부분들을 스키마(schema)로부터 유도된 프리터미널(preterminal) 및 슬롯에 맵핑하도록 구성된 복호기

를 포함하는 음성 처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기는, 상기 복합 언어 모델의 규칙 기반 모델 부분에 기초하여, 상기 자연 언어 음성 입력의 부분들을 상기 

슬롯에 맵핑하도록 구성된 음성 처리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기는, 상기 복합 언어 모델의 통계 모델 부분에 기초하여, 상기 자연 언어 음성 입력의 부분들을 상기 프리

터미널에 맵핑하도록 구성된 음성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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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언어 모델의 상기 통계 모델 부분은 복수의 통계적 n그램 모델(statistical n-gram model)을 포함하며, 하

나의 통계적 n그램 모델은 각각의 프리터미널에 대응하는 음성 처리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언어 모델은 단어들의 어휘집(vocabulary)을 지원하며, 상기 통계적 n그램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기초

하여 트레이닝되며, 특정 통계적 n그램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은 상기 어휘집 내에 단어들은 상기 특

정 통계적 n그램 모델에 대해 보이지 않는 단어들을 포함하는 음성 처리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언어 모델의 상기 통계 모델 부분은, 액세스될 때 상기 어휘집 내의 단어에 백오프 점수(backoff score)를 

할당하도록 구성된 백오프 모델 부분을 더 포함하는 음성 처리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각각의 통계적 n그램 모델은 모든 보이지 않는 단어에 대하여 상기 백오프 모델 부분으로의 참조를 포함하는 음성 처

리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백오프 모델 부분은, 상기 어휘집 내의 모든 단어에 균일한 점수를 할당하는 균일 분포 n그램(uniform distributi

on n-gram)을 포함하는 음성 처리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 기반 모델 부분은 문맥 자유 문법(context free grammar, CFG)을 포함하는 음성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
음성 처리 동안, 단어 가정(word hypothesis)에 확률을 할당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어 가정을 수신하는 단계;

복수의 통계 모델 및 복수의 규칙 기반 모델을 갖는 복합 언어 모델에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단어 가정이 n그램 모델의 트레이닝 동안에 보이는 단어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n그램 모델을 사용하여, 상기 단

어 가정에 n그램 확률을 할당하는 단계;

상기 단어 가정이 상기 n그램 모델의 트레이닝 동안에 보이지 않는 단어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단어 가정에 대한 별

도의 백오프 모델을 참조하는 단계; 및

상기 백오프 모델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단어에 대응하는 각각의 단어 가정에 백오프 확률을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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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합 언어 모델 내의 상기 규칙 기반 모델에 기초하여, 상기 단어 가정을 입력 스키마로부터 유도된 슬롯에 맵핑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n그램 모델에 의해 할당된 확률 및 상기 복합 언어 모델 내의 상기 백오프 모델에 기초하여, 상기 단어 가정을 상

기 입력 스키마로부터 유도된 프리터미널에 맵핑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별도의 백오프 모델을 참조하는 단계는, 균일 분포 n그램을 참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백오프 확률을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어휘집 내의 모든 단어에 균일 분포 점수를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복합 언어 모델에 있어서,

입력 음성 신호의 부분들을 스키마로부터 유도된 슬롯들에 맵핑하기 위하여 액세스되는 규칙 기반 모델 부분; 및

상기 입력 음성 신호의 부분들을 상기 스키마로부터 유도된 프리터미널들에 맵핑하기 위하여 액세스되는 통계 모델 

부분

을 포함하는 복합 언어 모델.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 모델 부분은 복수의 통계적 n그램 모델을 포함하며, 하나의 통계적 n그램 모델은 각각의 프리터미널에 대

응하는 복합 언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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