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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변환방식 기계번역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변환사전을생성하는 방법 및 장치

요약

  본원 발명은 인간 전문가의 개입을 최소로 하고 사전의 일관성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변환사전 생성 방법 및 장

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원 발명에 따른 변환사전 생성방법은, 사용자로부터 숙어 및 연어가 표시된 원시언어

문장 및 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문장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원시언어문장에 대한 구문분석을 수행하

여 상기 원시언어문장 내의 각 어휘별 품사 및 통사적관계 정보를 포함하는 원시언어구문트리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

성된 원시언어구문트리로부터 숙어, 연어 및 논항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추출해내는 단계와,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로부터

추출된 노드들의 최소공통조상노드를 추출해내는 단계와, 상기 최소공통조상노드를 색인어로 하는 원시언어구조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목표언어문장의 각 형태소에 대해 품사 정보를 첨가하고 상기 목표언어문장내의 원시언어 각각을

이에 대응하는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내의 통사적관계정보로서 대체함으로써 목표언어구조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 및 상기 목표언어구조정보를 상기 저장된 원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과 함께 새로운 엔트리

로서 변환사전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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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변환방식 기계번역 시스템, 변환사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원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변환사전생성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원 발명의 변환사전생성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변화사전 DB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원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변환사전 DB의 새로운 엔트리를 생성하는 절차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4는 본원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원시언어구조정보를 생성하는 절차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5는 본원 발명에서 이용되는 원시언어구문트리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원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원시언어구조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절차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7a 및 7b는 본원 발명의 유효성검사에 의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원시언어구조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최근 들어, PC 및 인터넷의 보급으로 PC의 사용자 층이 다양해지고 외국어로 되어있는 정보를 접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

라 다양한 언어 조합에 대한 고품질의 기계번역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계번역 시스템(machine translation

system)은 원시언어를 목표언어로, 예를 들면, 영어를 한국어로 자동 번역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대부분의 상업적인 기계번역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변환방식 기계번역 시스템(transfer based machine

translation system)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기계번역은 구문분석(parsing), 변환, 생성의 세단계로 구성된다.

첫째로 구문분석은 원시언어문장에 대한 구문구조(syntactic structure)를 밝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구문사전과

구문규칙을 이용하여 원시언어 문장에 대한 구문구조를 트리 형태로 표현하며, 이러한 트리에서는 자연언어(natural

language)가 가지는 통사적 중의성(syntactic ambiguity)이 해소된다. 이러한 트리를 "원시언어구문구조트리"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변환단계는 원시언어구문구조트리를 입력으로 하여 목표언어구문구조트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는 원어언어 구문구조트리와 목표언어구문구조트리간의 대응관계가 기술되어 있는 변환사전을 이용하여 대역어를 선정하

고 구조적 차이를 해소하게 된다. 변환단계에서 변환의 기본 단위는 구(phrase)가 되며, 변환단계에서 이용되는 변환 사전

은 원시언어와 목표언어의 구(phrase) 간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해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변환방식 기계번

역 시스템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생성단계는 변환단계에서 만들어진 목표언어구문구조트

리로부터 목표언어 문장을 만드는 단계이다. 변환방식의 기계번역 시스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Makoto Nagao, 자

연언어 이해, 제 7장 기계번역"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변환방식의 기계번역 시스템에서의 변환단계는 실제로 번역이 일어나는 단계로 변환사전을 이용하여 대역어를 선정하

고 원시언어구문트리와 목표언어구문트리간의 구조적 차이를 해소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변환방식의 기계번역 시스템에

서는 변환사전의 품질이 번역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환사전을 개발하는 종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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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원시언어와 목표언어의 어휘적, 통사적 특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인간 전문가가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것이다. 인간

전문가에 의존하는 변환사전 개발은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들뿐 아니라 사전 엔트리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

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인간 전문가의 개입을 최소로 하고 사전의 일관성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변환사전 생성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원 발명에 따른 변환사전 생성방법은, 사용자로부터 한 쌍의 원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

문장 - 상기 원시언어문장은 적어도 하나의 숙어, 적어도 하나의 논항 및 적어도 하나의 연어를 포함하고, 상기 숙어 및 연

어는 상기 원시언어문장내에 표시되어 있고, 상기 목표언어문장은 상기 숙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 요소와 상기 논항에 대

응하는 원시언어 요소를 포함함-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원시언어문장 내의 각 어휘별 품사 및 통사적관계 정보를 포함

하는 원시언어구문트리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원시언어문장을 구문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문트리로부

터 상기 원시언어문장내의 상기 숙어, 상기 연어 및 상기 논항에 각각 해당하는 노드들을 추출해내는 단계와, 상기 원시언

어구문트리로부터 추출된 노드들의 최소공통조상노드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에 기초하여 상기 최소

공통조상노드를 색인어로 하는 원시언어구조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목표언어문장의 각 요소에 대해 품사 정보를

첨가하고 상기 목표언어문장내의 원시언어 요소 각각을 이에 대응하는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내의 통사적관계정보로 대

체함으로써 목표언어구조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 및 상기 목표언어구조정보를 상기 원시

언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과 함께 새로운 엔트리로서 변환사전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방법은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가 구(phrase)를 이루고 있는지 검사함으로써 상기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원시언어구문

트리로부터 추출된 모든 논항노드의 부모노드가 숙어노드인지를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로부터 추출된

숙어노드중 부모노드가 숙어노드가 아닌 노드가 2개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삭제

  또한, 상기 방법은 상기 변환사전에 기저장된 변환사전 엔트리들중에서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숙어와 동일한

숙어를 포함하는 엔트리를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숙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와 상기 검색된

엔트리내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숙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가 동일하다면,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를 포함하는 새로

운 엔트리를 상기 변환사전에 저장하지 않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우선, 본원 발명을 상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몇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들의 기본 개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숙어(idiom word): 원시언어문장 내에서 하나 이상의 어휘가 하나의 의미로 번역되는 부분으로서 문장 내에 고정된 어

휘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A have no idea B"라는 원시언어 문장에서 "have no idea" 가 숙어에 해당한다.

  논항(argument word): 원시언어문장 내에서 여러 어휘로 대체(substitution)될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숙어의

경우는 어휘가 고정되는 것에 비하여 논항은 여러 어휘로 교체가능하다는 점에서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전

술한 예에서 "A" 및 "B"가 논항노드에 해당한다.

  연어(collocation word): 원시언어문장 내에서 숙어의 번역에 의미적 제약을 부여하는 부분으로서, 예를 들면, "A put

on B"에서 "B"가 "coat, shirts"와 비슷한 종류인 경우에 "put on"은 "입다"로 해석되지만, "B"가 "ski, shoes" 등과 비슷한

종류인 경우에는 "신다"로 해석되기 때문에, "B"가 연어에 해당된다. 따라서, "B"는 논항인 동시에 연어에 해당하게 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원 발명의 바람직할 실시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 1은 본원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변환사전생성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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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목표언어문장쌍 수신부(110)는 사용자로부터 원시문장 및 이에 대응하는 목표문장을 수신하여 임시저장소에 저장

한다. 저장된 원시언어 문장 및 목표언어문장은 변환사전엔트리생성부(120)에 의해 원시언어문장구조 및 목표언어문장구

조를 생성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본원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기 수신부(110)에 입력되는 원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

문장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원시언어: The +man *has *no *idea what she meant by those words.

  목표언어: man이 meantㄴ지를 모른다.

  사용자는 원시언어문장 입력시에, 원시언어문장 내의 숙어 어휘와 해당 숙어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의미적 제약을 부여

하는 연어 어휘에 일정한 기호를 표시해준다. 상기 예에서는, "have no idea" 가 숙어에 해당하고, "man"이 연어에 해당한

다. "have no idea"라는 숙어에는 주어 위치에 "man"과 유사한 어휘, 즉, 사람과 같은 종류의 어휘 (예를 들면, 그, 그녀 등)

만이 들어갈 수 있고 사물을 나타내는 어휘는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man"이 "have no idea"에 의미적 제약을 미치는

연어에 해당한다. 상기 예에서는 숙어 어휘 앞에 "*"를 표시하였고, 연어 어휘앞에 "+"를 표시하였으나, 반드시 이러한 기

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목표언어문장 입력시에, 사용자는 원시언어문장의 숙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상기 예에서는, "-이 ㄴ지를 모른다")를 입

력하고 논항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언어를 그대로 입력한다. 또한, 논항이 하나 이상의 어휘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들

어휘중 중요한 어휘(상기 예에서는, "man" 및 "meant")만을 입력하면 된다. 사용자가 전술한 수준 정도에서 언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을 입력하는 것은 그다지 언어학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필요치 않으며, 짧은 시간내에 많은 문장을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변환사전엔트리생성부(120)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원시/목표언어문장 데이터에 기초하여 원시언어문장의 구문분석을

통해 원시언어구조정보를 생성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구조정보를 생성한다. 본원발명에 따른 원시언어구조

정보 및 목표언어구조정보 생성에 대해서는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겠다.

  유효성검사부(130)는 사전엔트리생성부(120)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엔트리의 원시언어구조가 기계번역시 변환의 기본

단위가 되는 구(phrase)를 이루고 있는지를 검사함으로써, 새로운 엔트리가 변환에 유효한지를 검사한다. 엔트리가 유효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을 제대로 입력한 것인지를 확인하

고,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원시언어구조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방법은 이하

에서 도 6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된다.

  유사엔트리추출부(140)는 유효성검사부(130)에 의해 유효한 엔트리로 판정된 새로운 엔트리의 "숙어"정보를 이용하여

변환사전 DB(150)에 기저장되어있는 엔트리들중 동일한 "숙어" 정보를 갖는 엔트리들을 검색한다. 새로운 엔트리의 "숙

어"정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와 동일한 목표언어에 대응하는 "숙어"정보를 갖는 엔트리가 이미 변환사전 DB에 저장되어

있다면, 새로운 엔트리는 중복엔트리이기 때문에 변환사전 DB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저장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영한 기계번역시스템의 경우 변환사전에 대략 30만개 가량의 사전 엔트리가 저장되는데, 이렇게 사전 엔트리

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새롭게 입력하고자 하는 엔트리가 기존의 엔트리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기가 어려워

진다. 본원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사엔트리추출부(140)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사엔트리추출부(140)를

이용하여 새로운 엔트리와 동일한 숙어를 갖는 유사 엔트리를 검색함으로써, 변환사전 DB(150)에 이미 저장되어있는 사

전엔트리와 동일한 엔트리가 새롭게 저장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변환사전 DB(150)는, 사용자가 입력한 원시/목표언어문장쌍과 함께, 사전엔트리생성부(120)에 의해 생성되고 유효성

검사부(130)에 의해 유효성검사 및 유사엔트리추출부(140)에 의한 유사엔트리검색이 완료된 원시언어구조정보 및 목표

언어구조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변환사전 DB(150)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변환방식 기계번역시스템에서 번역

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원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생성된 변환사전 DB(150)의 일례가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변환사전 DB의 엔트리는 "원시언어문장", "목표언어문장", "색인어", "원시언어구조정보", "목표언어구조정보" 및 "숙

어노드목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기타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나, 본원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 항목들

만을 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언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항목은 사용자가 입력한 원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을

저장하는 항목이며, "원시언어구조정보" 및 "목표언어구조정보"는 변환사전엔트리생성부(120)에 의해 생성된 원시언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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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보 및 목표언어구조정보를 저장하는 항목이다. "색인어"는 원시언어문장의 구문분석을 통해 밝혀진 원시언어구문트

리의 루트 노드에 해당하는 어휘를 저장하는 항목이다. "숙어노드목록"은 이하에 설명할 유사엔트리추출부(140)에서 유사

엔트리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숙어만을 별도로 저장해두는 항목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원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변환사전 DB의 새로운 엔트리를 생성하는 절차가 흐름도로 도시

되어 있다.

  단계(310)에서, 사용자로부터 원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을 수신하여 임시저장소에 저장한다.

  단계(320)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원시언어문장에 대해 구문분석기를 이용하여 구문분석을 수행한다. 구문분석기는 원

시언어문장의 구문 구조를 분석하고 어휘간의 통사적 관계를 원시언어구문트리로 표현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서, 본원 발명에서 새롭게 구현된 것이 아니라 기계번역의 구문분석을 위해 기존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

다. 구문분석과 구문분석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Makoto Nagao, 자연언어 처리, 제 4장 구문해석"을 참고하기 바

란다.

  사용자가 입력한 원시언어문장 "The +man *has *no *idea what she meant by those words."의 구문분석 결과의 출

력에 해당하는 원시언어구문트리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각 어휘는 개별

노드(510 내지 530)로 표현될 수 있다.

  트리 노드로 표시된 어휘 옆에 표시되어 있는 기호는 각 어휘의 품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n"은 명사,

"v"는 동사, "det"는 한정사,"prep"는 전치사를 나타낸다. 이들은 각 어휘의 품사 표시를 위해 임의로 정해진 기호들로서 반

드시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예시적이다. 또한, 노드간의 에지에 표시되어 있는 "subj", "obj",

"ndebt" 등은 노드간의 통사적 관계를 설명하는 기호들로서, 이들 기호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하의 표에 설명된 바와 같다.

  

[표 1]

 통사적관계  설명

 subj  주어

 obj  목적어

 comp  보어

 nobj  명사의 목적어

 objprep  전치사의 목적어

 ndet  명사수식한정사

 vprep  동사구 수식 전치사구

 ...  ...

  상기 표는 단지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서, 이외에도 다양한 기호들이 다양한 통사적 관계를 나타냄을 본 기술분

야의 당업자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도면 3을 참조하면, 단계(330)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원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에 기초하여, 상기 단계(320)

로부터 출력된 원시언어구문트리내의 노드들중 숙어노드(In), 연어노드(Cn), 논항노드(An)(이를 통틀어, "조건노드"라 함)

를 찾는다. 숙어노드는 원시언어문장에서 *표시가 있는 어휘를 원시언어구문트리에서 찾으면 되고, 연어노드는 원시언어

문장에서 +표시가 있는 어휘를 트리에서 찾으면 된다. 논항노드는 목표언어 문장에서 원시언어로 쓰여진 어휘를 트리에

서 찾으면 된다. 도 5에 도시된 원시언어구문트리에서 원시언어문장 내의 "*have *no *idea"에 해당하는 노드(510, 516,

518)가 숙어노드에 해당하고, "+man"에 해당하는 노드(512)가 연어노드에 해당하며, 목표언어문장 내의 "man" 및

"meant"에 해당하는 노드(512,522)가 논항노드에 해당할 것이다.

  단계(340)에서는, 전술한 단계(330)에서 추출한 조건노드들의 최소공통조상노드(R)을 추출한다. 최소공통조상노드(R)

을 추출하기 위해, 우선 숙어노드, 연어노드 및 논항노드 각각의 조상노드 집합을 계산한다. 도 5에 도시된 원시언어구문

트리에 기초하여 계산된 조상노드집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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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드  조상노드 집합

 have:v  {have:v}

 no:det  {no:det, idea:n, have:v}

 idea:n  {idea:n, have:v}

 man:n  {man:n, have:v}

 meant:v  {meant:v, idea:n, have:v}

  상기와 같은 계산결과에 따르면, 숙어노드들(510,516, 518)의 조상노드는 "have"에 해당하는 노드(510)이고, 연어노드

(512)의 조상노드도 노드(510), 논항노드(512, 522)의 조상노드도 노드(510)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들 조상노드의 교집합

에 해당하는 노드들중에서 레벨이 가장 높은 것을 조상노드로 선택하고, 이를 "최소공통조상노드"라 한다. 도 5에서의 원

시언어구문트리에서 최소공통조상노드는 "have"에 해당하는 노드(510)가 된다.

  단계(350)에서는, 단계(340)에서 추출한 최소공통조상노드를 머리(head)로 하는 원시언어구조정보를 생성한다. 최소

공통조상노드에 해당하는 어휘는 또한 상기 정보의 색인어로서 변환사전 DB에 저장될 것이다.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생성

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재귀적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완성된다.

  구체적으로, 도 4를 참조하면, 현재노드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원시언어구조정보를 생성하고(410), 현재노드에 대한 자

식노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420), 그렇다면 자신노드가 조건노드(즉, 숙어노드, 연어노드 또는 논항노드)인지를 판단하

여서(430), 자식노드에 대해서도 원시언어구조를 생성하는 단계(440)를 재귀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시언어

구조정보를 생성한다.

  원시언어구조정보에는 현재노드와 자시노드간의 통사적 관계와 각 노드의 어휘 및 품사정보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원시언어구조는 괄호("(")부호를 이용하여 표현되며, "("다음에는 부모노드와 자식노드간의 통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가 나타난다. 이러한 통사적 관계를 슬롯(slot)이라고도 부르는데, 슬롯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Michael C. McCord,

Slot Grammar: A System for simpler construction of practical natural language grammars. In R. Studer, editor,

Natural Language and Logic: International Scientific Symposium,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pages 118-

145, Springer Verlag, Berlin, 1990"를 참고하기 바란다. 통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일부 기호들에 대해서는 <표 1>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또한, 특정한 통사적관계로 한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로 표시하여 모든 통사적 관계를 허용하도록

한다. 다음에, 숙어노드의 경우에 '<어휘:품사>'의 형태로 숙어노드의 어휘와 품사를 표시해준다. 색인어는 항상 숙어 노드

가 되며 '<$this>'로 표시한다. 연어노드의 경우에는 '<<어휘1:품사1 ... 어휘n:품사n>>'와 같이 연어의 어휘와 품사를 기

술해 준다. 연어노드가 아닌 논항 노드의 경우에는 통사적 관계만을 기술한다.

  도 5에 도시된 원시언어구문트리에 바탕을 두고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는 다음과 같다.

  색인어

  have:v

  원시언어구조정보

  (?<$this>(subj<<man:n>>)(obj<idea:n>(ndet<no:det>(nobj)))

  여기서, 원시언어구문트리의 숙어노드(510, 516, 518) 각각은 '(? <$this>)', '(obj <idea:n>)', '(ndet <no:det>)'로 표시

된다. <$this>는 색인어("have:v")로 대치되는 부분임을 표시해준다. 또한, 주어와 같이 의미적 제약이 있는 연어노드

(512)는 '(subj <<man:n>>)'로 표시되는데, 이는 주어의 위치에 'man'과 유사한 어휘가 들어감을 나타낸다. 논항노드(512,

522)는 각각 '(subj <<people:n>>)'과 '(nobj)'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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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을 다시 참조하면, 단계(360)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목표언어문장에 대응하는 목표언어문장구조를 생성한다. 목표

언어문장구조를 생성하기 위해, 먼저 목표언어 품사부착기를 이용하여 각 어휘에 품사를 부착한다. 목표언어 품사 부착기

는 기계번역의 생성단계에러 사용되는 목표언어형태소사전을 이용하여 목표언어 문장의 형태소 각각에 대해 품사를 부착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품사부착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Makoto Nagao, 자연언어 처리, 제 3장 형태

소해석"을 참고하기 바라며, 목표언어구조에서 다양한 품사를 나타내는 기호 일부는 <표 3>에 기재되어 있다.

  

[표 3]

 품사  설명

 js  주격조사

 jp  목적격조사

 ec  연결어미

 pv  동사

 f  외래어

 mm  관형사

 ...  ...

  예를 들어, "man이 meantㄴ지를 모른다."라는 목표언어문장에 대한 품사 부착 결과는 "man/f+가/js meant/f+ㄴ지/

ec+를/jo 모르/pv"이다. 다음에, 품사가 부착된 목표언어문장에서 원시언어로 표시되어 있는 논항노드를 원시언어 트리

에서 찾아서 이를 슬롯이름으로 치환함으로써 목표언어 구조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상기 목표언어 예시 문장에서 찾아진

논항노드는 "man/f", "meant/f"이며, 이를 슬롯이름으로 치환한 것은 각각 "$subj", "$nobj"가 된다. 전술한 방법에 따라 생

성된 최종의 목표언어구조정보는 "$subj+가/js $nobj+ㄴ지/ec+를/jo 모르/pv"가 될 것이다.

  전술한 단계(350 및 360)에서 각각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 및 목표언어구조정보는 후술할 유효성 검사를 거쳐서 사

용자가 입력한 원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과 함께 변환사전 DB의 새로운 엔트리로서 저장될 것이다.

  다음 단계(370)에서는, 전술한 단계들에 의해 생성된 변환사전 DB 엔트리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전술한 단계들에 의해

생성된 사전 엔트리는 변환이 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변환방식의 기계번역에서 번역의 단위가 되

는 것은 구(phrase)이다. 따라서, 새로운 엔트리가 기계번역시에 유효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원시언어 구조가 구를 이루

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계(370)에서는 새롭게 생성된 사전 엔트리의 원시언어 구조가 구를 이루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본원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원시언어구조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절차가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

이, 단계(610)에서, 먼저 모든 논항노드의 부모노드가 숙어노드인지를 검사한다. 그렇지 않다면, 원시언어가 구(phrase)

를 이루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 엔트리로 판정한다(630). 다음에, 숙어노드의 부모노드가 숙어노드가 아닌 경우가 두개이

상 있는지를 판단한다(620). 그렇다면, 원시언어의 숙어 노드들이 두개 이상의 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효한

엔트리로 판정되고(630), 그렇지 않다면, 상기 엔트리는 유효한 엔트리로 판정된다(640). 무효한 엔트리로 판정되면, 사용

자에게 자신이 입력한 원시언어, 목표언어 문장쌍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도 7a 및 7b는 유효하지 않은 (즉, 구를 이루고 있지 않은) 원시언어구조의 일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면에서, 사선 빗금

으로 표시된 노드는 숙어노드, 바둑무늬로 표시된 노드는 논항노드이며 점선으로 표시된 노드는 연어노드로 추출된 노드

임을 의미한다. 도 7a에서는, 논항노드인 "the:det"의 부모노드가 숙어노드가 아닌 경우를 보여주고 있으며, 도 7b에서는

숙어노드의 부모노드가 숙어노드가 아닌 경우가 "have:v"와 "no:det" 두개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 3을 다시 참조하면, 단계(380)에서는 전술한 단계(370)에 의해 유효한 엔트리로 판정된 새로운 엔트리

의 "숙어노드목록"정보를 이용하여 변환사전 DB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엔트리들중 동일한 "숙어노드목록"정보를 갖는 엔

트리들을 검색한다. 새로운 엔트리의 "숙어노드목록"정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와 동일한 목표언어에 대응하는 "숙어노드

목록"정보를 갖는 엔트리가 이미 변환사전 DB에 저장되어 있다면, 새로운 엔트리는 중복엔트리이기 때문에 변환사전 DB

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저장되지 않을 것이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는, 사용자에게 새롭게 생성된 엔트리와 동일한 "숙어

노드목록"정보를 갖는 엔트리들을 표시해주고, 사용자로 하여금 새롭게 생성된 엔트리가 기존 엔트리와 유사한지를 판단

하도록 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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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새로운 사전 엔트리 생성을 위해 사용자가 "I *put *on the +shirts"라는 원시언어문장과 "I가 shirts를 입다"

라는 목표언어문장을 입력한 경우에, "put on"이라는 숙어노드목록을 갖는 새로운 엔트리가 생성된다. 그 후에, "put on"

이라는 숙어노드목록 정보를 갖고 도 2에 도시된 변환사전을 검색하면, "put on"이 "입다"와 "신다"라는 2개의 뜻으로 번

역됨을 각각 나타내는 2개의 엔트리가 검색된다. "put on" 이 "입다"라는 뜻으로 목표언어문장으로 번역되는 엔트리가 이

미 존재하므로, 새로운 엔트리는 변환사전 DB(150)에 저장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환사전 DB에 중복

된 엔트리가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환사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원발명에 따르면, 원시언어와 목표언어에 대한 많은 어휘적, 통사적 지식을 요구하는 변환사전 개발을 원시언어 문장

과 그에 대응하는 목표언어 문장과 이들간의 대응관계를 기술하는 것으로 간략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전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할 뿐 아니라, 유효성 검사 및 유사 엔트리 추출기능을 통하여 새롭게 입력되는 사전 엔

트리의 유효성과 기존 사전 엔트리와의 일관성을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변환 사전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변환방식 기계번역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변환사전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변환 사전은 한 쌍의 원시원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과 이에 대응하는 한 쌍의 원시언어구조정보 및 목표언어구조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방법은,

  사용자로부터 한 쌍의 원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 - 상기 원시언어문장은 적어도 하나의 숙어, 적어도 하나의 논항

및 적어도 하나의 연어를 포함하고, 상기 숙어 및 연어는 상기 원시언어문장내에 표시되어 있고, 상기 목표언어문장은 상

기 숙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 요소와 상기 논항에 대응하는 원시언어 요소를 포함함-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원시언어문장 내의 각 어휘별 품사 및 통사적관계 정보를 포함하는 원시언어구문트리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원시

언어문장을 구문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문트리로부터 상기 원시언어문장내의 상기 숙어, 상기 연어 및 상기 논항에 각각 해당하는 노드

들을 추출해내는 단계와,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로부터 추출된 노드들의 최소공통조상노드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에 기초하여 상기 최소공통조상노드를 색인어로 하는 원시언어구조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목표언어문장의 각 요소에 대해 품사 정보를 첨가하고 상기 목표언어문장내의 원시언어 요소 각각을 이에 대응하

는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내의 통사적관계정보로 대체함으로써 목표언어구조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 및 상기 목표언어구조정보를 상기 원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과 함께 새로운 엔트리

로서 변환사전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변환사전생성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가 구(phrase)를 이루고 있는지 검사함으로써 상기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변환사전생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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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로부터 추출된 모

든 논항노드의 부모노드가 숙어노드인지를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로부터 추출된 숙어노드중 부모노드

가 숙어노드가 아닌 노드가 2개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변환사전생성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사전에 기저장된 변환사전 엔트리들중에서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숙어와 동일한

숙어를 포함하는 엔트리를 검색하고,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숙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구조정보와 동일한 목표

언어구조정보가 상기 검색된 엔트리에 존재하는지를 검사함으로써, 상기 생성된 원시 및 목표언어구조정보의 중복을 검사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변환사전생성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변환방식 기계번역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변환사전을 생성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한 쌍의 원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 - 상기 원시언어문장은 적어도 하나의 숙어, 적어도 하나의 논항

및 적어도 하나의 연어를 포함하고, 상기 숙어 및 연어는 상기 원시언어문장내에 각각 표시되어 있고, 상기 목표언어문장

은 상기 숙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 요소와 상기 논항에 대응하는 원시언어 요소를 포함함-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 유닛과,

  상기 원시언어문장 내의 각 어휘별 품사 및 통사적관계 정보를 포함하는 원시언어구문트리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원시

언어문장을 구문분석하기 위한 분석 유닛과,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문트리로부터 상기 원시언어문장내의 상기 숙어, 상기 연어 및 상기 논항에 각각 해당하는 노드

들을 추출해내기 위한 추출 유닛과,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로부터 추출된 노드들의 최소공통조상노드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 유닛과,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에 기초하여 상기 최소공통조상노드를 색인어로 하는 원시언어구조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원시언

어구조생성 유닛과,

  상기 목표언어문장의 각 요소에 대해 품사 정보를 첨가하고 상기 목표언어문장내의 원시언어 요소 각각을 이에 대응하

는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내의 통사적관계정보로 대체함으로써 목표언어구조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목표언어구조생성 유

닛과,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 및 상기 목표언어구조정보를 상기 원시언어문장 및 목표언어문장과 함께 새로운 엔트리

로서 저장하기 위한 변환사전

  을 포함하는 변환사전생성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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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가 구(phrase)를 이루고 있는지 검사함으로써 상기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판단 유닛을 더 포함하는 변환사전생성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은,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로부터 추출

된 모든 논항노드의 부모노드가 숙어노드인지를 검사하기 위한 제1 검사 수단과, 상기 원시언어구문트리로부터 추출된 숙

어노드중 부모노드가 숙어노드가 아닌 노드가 2개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제2 검사 수단을 포함하는 변환사전생성장

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사전에 기저장된 엔트리들중에서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숙어와 동일한 숙어를 포

함하는 엔트리를 검색하고, 상기 생성된 원시언어구조정보의 숙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구조정보와 동일한 목표언어 구조

정보가 상기 검색된 엔트리에 존재하는지를 검사함으로써, 상기 생성된 원시 및 목표언어구조정보의 중복을 검사하기 위

한 중복 검사 수단

  을 더 포함하는 변환사전생성장치.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1항 내지 제4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데이터처리시스템에서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판독가

능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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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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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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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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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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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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