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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처리연구팀에서 2004년까지 개발하였던 웹문서 자동번역 시스템을 
2006년부터 매년 도메인별로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를 기술한 것이다. 상용화가 가능하였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도메인 특화 방법을 소개하며 이 도메인 특화 방법이 시기별로 개선되어 진화되는 모습을 기술한
다. 즉 2004년의 웹문서 영한 자동번역기를 2006년에 특허문서 영한 자동번역기로 특화할 때 사용한 도
메인 특화 방법이 ‘초기 도메인 특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초기의 도메인 특화 방법에 번역지식 및 
번역엔진 모듈의 반자동 튜닝 방법과 자동화된 평가 방법을 추가하여 2007년에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
법’을 개발하였다. 이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은 2007년에 특허문서 영한 자동번역기를 기술논문 영한 
자동번역기로, 2008년에 기술논문 영한 자동번역기를 IT웹신문 영한 자동번역기로, 2009년에 IT 웹신문 
영한 자동번역기를 전자우편 및 기업문서 영한 자동번역기로, 그리고 2010년에 전자우편 영한 자동번역기
를 메신저 영한 자동번역기로 구현할 때 사용하였으며 그 효과는 신규 도메인용 영한 번역기를 개발하는 
기간을 점차적으로 줄이게 하였으며 구현 프로세스에 일관성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자동 번역, 기계 번역, 영한 번역, 도메인 특화

1. 서론

현재 세계적으로 자동번역 시스템의 번역 방식은 크게

규칙기반 자동번역 방식과 통계기반 자동번역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통계기반 자동번역 방식이 규칙기반 자

동번역 방식에 비해 개발 기간을 절약할 수 있고, 특정

언어에 제약 없이 자동번역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번역률 관점에서 볼 때 동일 어족

에서는 번역률이 뛰어나지만 이종 어족에서는 번역률이

규칙기반 방식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종 언어 사이에서 통계기반 방식이 규칙기반 방식보

다 상용화가 뒤쳐지는 이유로, 우선 자료 희소성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언어적 차이를 들 수 있다. 통계기

반 방식은 기본적으로 대량의 병렬코퍼스를 토대로 번역

정보를 추출하나 병렬코퍼스가 부족할 때에는 번역 정보

를 추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률이 낮게 된다. 따라서

자료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의 번역률을 내기

위해서는 병렬 코퍼스를 대량으로 구축하여야 하는데 병

렬 코퍼스의 구축 비용 문제가 통계기반 방식의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이종 언어는 동종 언어보

다 언어적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영어

와 한국어간에는 다른 동종 언어보다 어순, 원거리 의존

관계(long-distance dependency)와 같은 언어 현상이 통

계 기반 정보 추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1)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

(2011-S-034-01)의 일환으로 개발된 결과임을 밝힙니다.

이 때문에 영한 자동번역기는 통계기반 자동번역 방식

보다는 패턴을 규칙으로 한 패턴기반 자동번역 방식으로

상용화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패턴기반 영한 자동번

역기는 초기에 그 응용 분야를 영어 웹문서로 하여 개발

되었으나 개방된 도메인 때문에 번역률이 낮아 일반 사

용자의 외면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 후 그 응용분야를

줄임으로써 상용화에 성공하게 되었다.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로는 특허문서[1], 과학 기술 논문[2], IT 웹신문

[3], 기업문서[4]등이었으며 현재는 전자우편과

Microsoft 메신저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표는 패턴기반 영한 자동번역 시스템을

상용화에 성공하게 한 주요 요인인 도메인 특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도메인별로 적응하였던 도메인 특화 방법

의 진화하는 모습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웹에서 특

허로 특화한 초기 도메인 특화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초기 도메인 특화 방법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특허 번역기를 기술논문 번역기로 특화하는

데 사용한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이 타당하였

다는 것을 새로운 도메인인 전자우편 번역기로부터 메신

저 번역기에 적용하여 효과를 보이고자 한다.

2. 초기 도메인 특화 방법: 웹 번역기를 특허 번

역기로 특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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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도메인특화방법 개선된도메인특화방법

해당 분야 문서 수집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7 단계

번역엔진모듈특화

언어학적특성분석

미등록어 반자동 구축 기구축용어반자동튜닝 정답셋기반
번역엔진모듈의
반자동특화

번역패턴반자동 구축

수동평가 (및자동평가)

초기특화방법 개선된특화방법

번역패턴수동구축

수동평가

단계 항목 적용전 적용후 비고

3단계 신규 용어 구축 836,000 2,052,604
13개월, 증가

량:1,216,604

4단계 신규 패턴 구축 39,127 50,124
18개월,

증가량: 11,087

5단계

태깅 정확률 95.85% 99.62%

파싱 정확률 69.00% 85.00%

대역어 선택 정

확률
71.70% 92.40%

6단계
번역률(수동평

가)
54.25% 82.20%

항목 오류수 %

번역엔진
태깅 10 6.10%

파싱 28 17.07%

대역어 선택 3 1.83%

생성 15 9.15%

번역지식
사전 77 46.95%

패턴 23 14.02%

기타 8 4.88%

전체 164 100.00%

번역률(수동평가) 78.63%

한 도메인으로부터 다른 도메인으로 시스템을 적응해

가는 방법이 도메인 특화 방법이다. 다국어 자동번역 시

스템인 SYSTRAN을 대상으로 일반 도메인으로부터 제

한된 도메인으로 자동번역 시스템을 특화하는 절차가 소

개된 바 있다[5]. 이 도메인 특화 방법을 웹에서 특허로

영한 번역기를 특화할 때 사용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6단
계로 구성되었었다:
l 웹에서 특허로 특화한 방법(이후 ‘초기 도메인 특화

방법’으로 명명함)
1단계: 해당 도메인으로부터 대량의 문서를 수집. 
2단계: 수집된 도메인 문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도메인

의 언어학적 특성을 분석. 
3단계: 도메인 문서로부터 미등록어 후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대역어를 반자동으로 구축.
4단계: 도메인 특화된 대역 패턴을 수동으로 구축.
5단계: 번역엔진 모듈을 특화.
6단계: 전문 번역가에 의한 수동 평가

특허문서를 대상으로 초기 도메인 특화 방법이 적용되

기 전과 후의 개선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특허 문장

중에서 200 문장을 임의로 추출하여 웹문서 영한 번역

기를 적용한 결과와 특허문서 영한 번역기를 적용한 결

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표 1. 초기 도메인 특화 방법 적용 전과 후

 
3. 초기 도메인 특화 방법의 문제점

초기 도메인 특화 방법에 의해 구축된 영한 특허 번역

기를 가지고 특허 문서가 아닌 기술 논문을 평가하여 보

았다. 기술논문 문장 중에서 200문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2. 특허 번역기에 의한 기술논문 자동번역 결과

오류 분석

표 2의 오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사전

과 패턴 오류를 합하면 60.97%로 기존 번역 지식 튜닝

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번역 엔진에

대한 튜닝의 자동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끝으로

번역률 측정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자동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 특허 번역기를 기술

논문 번역기로 특화하기

초기 도메인 특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도메인

에 대해 기구축 용어를 반자동으로 튜닝하는 번역 사전

튜닝[6] 방법과 신규 도메인용 번역 패턴을 반자동으로

추가하는 코퍼스 기반의 패턴 확장[7] 방법과 번역엔진

튜닝 자동화를 위한 정답셋 기반 도메인 특화 방법이 추

가되었다. 그 외 전문 번역가에 의한 수동평가 방법 외

에 BLEU[8]라는 번역률 자동 측정 방법을 추가하였다.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

다 (상세한 내용은 [2]를 참조하기 바람): 
그림 1.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은 총 7단계로 구성된다. 
l 특허에서 기술논문으로 특화한 방법(이후 ‘개선된 도

메인 특화 방법’으로 명명함)
1단계: 해당 도메인으로부터 대량의 문서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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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항목 적용전 적용후 비고

3단계
신규 용어

구축
2,052,604 2,510,496

5개월, 증가

량:457,892

5단계
신규 패턴

구축
50,124 74,337

6개월, 증가

량:24,123

6단계

태깅 정확률 99.20% 99.27%

파싱 정확률 72.00% 82.00%

대역어 선택

정확률
79.00% 87.75%

7단계

번역률(수동

평가)
77.25% 81.10%

번역률(자동

평가)
0.4946 0.5185 BLEU

분류 특화 방법 예(특화전->특화후)

어투 번역 패턴 반자동 구축 Any girls wanna

-의미기반 번역패턴 구축)

chat?:어떤 여자가
채팅하기를 원합니
까?-> 채팅할 여자
누구 없어?

생략 번역엔진모듈 반자동 특화
-고빈도 생략구조 복원

You trying to go
home -> You are
trying to go home.

슬랭
미등록어 반자동 구축
-슬랭어 사전 구축
-축약 처리

lol->하하하
wb->돌아온 걸 환
영해

의성어
번역엔진모듈 반자동 특화
-철자 오류 처리 awwwwwww->aw

대화체
대역어

기구축 용어 반자동 튜닝
-대화체 표현용 사전 대역
어 수정

crazy:미친->열광하
는

기호
번역엔진모듈 반자동 특화
-기호 및 이모티콘 처리

!!!!!!!!!!!!!!:!!!!!!!!!!!!!!
->!

철자오류 번역엔진모듈 반자동 특화
-철자 오류 처리

didnt->didn't

부르기
번역엔진모듈 반자동 특화
-철자 오류 처리 heyyyyy->hey

약어 미등록어 반자동 구축
-약어 사전 구축

NY->New York

고유명사
미등록어 반자동 구축
-고유명사 사전 구축

Buffalo Wings->버
팔로윙

대문자
번역엔진모듈 반자동 특화
-소문자 전처리

WHY WOULD
ANY ONE...->why
would...

단계 항목 적용전 적용후
비고(모듈 특화 내

용 포함)

3단계
신규 용어

구축

2,510,4

96

2,524,5

77

2개월, 증가

량:14,081 (슬랭, 감

탄사, 고유명사 등)

5단계
신규 패턴

구축
74,337 74,337

2개월, 증가량:

1,661 (의미기반 번

역패턴 위주)

6단계

태깅 정확

률
- 99.10%

축약, 철자 오류, 이

모티콘 처리

파싱 정확

률
- 74.00%

TM Fuzzy 매칭,

간투사, 생략 등

대역어 선

택 정확률
- 85.00%

‘주어-동사’,‘동사-목

적어’,‘형용사-명사’

연어DB 구축

7단계

번역률(수동

평가)
80.4% 81.93%

번역률(자동

평가)
- -

2단계: 수집된 도메인 문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도메인

의 언어학적 특성을 분석. 
3단계: 도메인 문서로부터 미등록어 후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대역어를 반자동으로 구축.
4단계: 구축되어 있는 용어들을 도메인 문서에 나타나

는 고빈도순으로 배열하고 병렬문장을 대상으

로 대역어 반자동 튜닝을 실시.
5단계: 도메인 문서로부터 원문 패턴 후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대역 패턴을 수동으로 구축.
6단계: 정답셋에 기반하여 번역엔진 모듈을 반자동으

로 특화.
7단계: 전문 번역가에 의한 수동 평가 뿐만 아니라 정

답셋에 기반한 자동 평가를 실시.  
초기 도메인 특화 방법에 비해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

법의 개선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논문 문장에서

400문장을 임의로 추출하여 수동번역률을 측정하였으며, 
자동번역률은 문장당 5개의 참조문(Reference)을 부착한

1,000문장에 대해 BLEU 평가가 실시되었다. 각 단계별로

개선된 사항들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표 3.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 적용 전과 후

5.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의 타당성 실험: 전자

우편 번역기를 메신저 번역기로 특화하기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이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도

타당한 지를 실험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전자

우편 번역기를 Microsoft 메신저용 번역기로 특화하여

보았다.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에 따라 메신저 대화체

문장의 언어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 언어적 특성 분석에

따라 각 모듈을 특화하기 위한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았다:
 

표 4. 영어 대화체 메신저 문장의 특화 결과

‘분류’란은 메신저 대화체 문자의 언어적 특성을 항

목별로 분류한 것이며, 특화방법은 각 모듈별로 튜닝된

항목을 말한다. 예는 이런 특화방법이 적용되기 전과 후

의 결과를 나타낸다. 각 단계별로 개선된 사항들을 살펴

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표 5.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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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번역률(수동평가)은 영어권 Native speaker
가 대화한 메신저 대화체 문장 중에서 임의로 자동 추출

한 100문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00문장의 평균 단어

수는 8.65 단어였다. 평가 방법은 5인의 번역가에게 0점
(번역품 출력이 안됨)에서 4점(원어문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됨)사이에 0.5점 대별로 평가 점수를 부여하게 하고

각 문장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3인 점수에 대한

평균으로 번역률을 계산하였다.
6. 결론

본 논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처리연구팀에서

2004년까지 개발하였던 웹문서 자동번역 시스템을 2006
년부터 도메인별로 매년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를 기술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화에 성공한 주요 요인인 도

메인 특화 방법을 소개하였다. 2004년의 웹문서 영한 자

동번역기를 2006년에 특허문서 영한 자동번역기로 도메

인 특화할 때 사용한 특화 방법이 ‘초기 도메인 특화

방법’이라면, 2006년의 특허문서 영한 자동번역기를

2007년의 기술논문 영한 자동번역기로 도메인 특화할 때

사용한 특화 방법이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이었

다. ‘개선된 도메인 특화 방법’이 ‘초기 도메인 특화

방법’에 비해 우수한 점은 기구축 용어를 반자동으로

튜닝하는 번역 사전 튜닝방법, 신규 도메인의 번역 패턴

을 반자동으로 추가하는 코퍼스 기반의 패턴 확장 방법, 
번역엔진 튜닝의 자동화를 위해 정답셋에 기반한 도메인

특화 방법, BLEU에 의한 번역률 자동 측정 방법을 추가

한 점이다. 
아래의 그림들은 도메인 특화 방법에 의해 개발된 도

메인별 영한 자동 번역 시스템의 스크린샷을 보여준다.

그림 2. 영한 특허문서 자동번역기

그림 3. 영한 기술논문 자동번역기

그림 4. 영한 대화체 메신저 자동번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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