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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 쌍에 대해서 병렬말뭉치(parallel corpus)로부터 자동으로 이중언어 사
전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중간언어(pivot language)를 매개로 하고 문맥 벡터를 생성
하기 위해 공개된 단어 정렬 도구인 Anymalign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로 초기사전(seed dictionary)을 사
용한 문맥벡터의 번역 과정이 필요 없으며 통계적 방법의 약점인 낮은 빈도수를 가지는 어휘에 대한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문맥벡터의 요소 값으로 특정 임계값 이상을 가지는 양방향 번역 확률 정보를 사
용하여 상위 5위 이내의 번역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 본 논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 쌍 한국어-스페
인어 그리고 한국어-프랑스어 양방향에 대해서 각각 이중언어 사전을 추출하는 실험을 하였다. 높은 빈도
수를 가지는 어휘에 대한 번역 정확도는 이전 연구에서 보인 실험 결과에 비해 최소 3.41% 최대 67.91%
의 성능 향상을 보였고 낮은 빈도수를 가지는 어휘에 대한  번역 정확도는 최소 5.06%, 최대 990%의 성
능 향상을 보였다.

주제어 : Word alignment, Pivot language, Bilingual Lexicon Extraction, Parallel corpus

1. 서론

이중언어 사전은 기계 번역, 교차언어 정보검색 등 분

야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중언어 사전의 

추출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병렬 말뭉치로부

터 대역쌍(translation equivalence)을 추출하는 것이다

[1].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 쌍에 대해서 병렬말

뭉치를 모으는 일은 쉽지 않으며 특정 도메인에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비교말뭉치(comparable 

corpus)로부터 이중언어 사전을 추출하는 연구[2][3][4]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 

쌍에 대해서는 비교말뭉치 또한 구축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언어를 매개로 이중언어 

사전을 추출하는 연구들[5][6][7]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중언어 사전 추출에 정보 검색 기

법을 도입한 연구[8][9][10]도 있다. 정보 검색 기법을 

사용한 방법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두 언어 

과  각각에 대해서 모든 어휘 단위들을 수집한다. 

그리고 수집된 모든 어휘 단위에 대해서 문맥벡터 와 

를 각각 생성하고 과 의 초기사전을 이용하여 각 

문맥벡터 와 를 번역한다. 이때 초기사전은 사람에 

의해서 수동으로 구축되어진 사전이며 그 용량이 클수록 

정확한 번역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문맥벡터 와 

의 유사도를 서로 비교하여 최종 번역 쌍을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 쌍에 대해서 중

간언어를 사용하고 정보검색 기법을 기반으로 이중언어 

사전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

안한다. 중간언어는 원시언어(source language)와 대상

언어(target language)의 문맥벡터를 표현하는데 사용되

고 정보검색 기법은 중간언어로 표현되어진 원시언어 문

맥벡터와 대상언어 문맥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우리는 두 개의 병렬 말

뭉치(예: 한국어-영어, 영어-스페인어)를 사용한다. 여기

서 영어가 중간언어로서 사용된다. 그리고 우리는 문맥벡

터를 쉽게 생성하기 위해 공개되어진 단어 정렬 도구인 

Anymalign[11]을 사용한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첫

째로 영어와 같은 중간언어를 사용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 쌍에 대해서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로 복합

단어로 표현된 어휘에도 쉽게 확장이 용이하며 마지막으

로 큰 규모의 초기사전을 수동으로 구축해야하는 수고스

러움이 없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가 제

안한 방법의 전체구성과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

에서는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연구에 대해서 논의한다.

2. 제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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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중언어 사전 구축 전체 시스템 다이어그램

본 논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 쌍에 대해서 중

간언어와 정보검색 기법을 사용하여 간단하고 효과적으

로 이중언어 사전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더 정확한 어휘 정렬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교말뭉치가 

아닌 병렬말뭉치를 사용한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 쌍들에 대해서 병렬말뭉치를 모으는 일은 쉽지 않

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잘 알려진 영어를 중

간언어로써 사용한다.

중간언어는 원시언어와 대상언어의 문맥벡터를 표현하

기 위해 사용된다. 비교말뭉치를 사용하는 기존 연구와

는 다르게 우리는 두 종류의 한국어-영어 그리고 영어-

스페인어 병렬말뭉치를 사용하며 중간언어로 표현되어진 

원시언어 문맥벡터와 대상언어 문맥벡터의 유사도 비교

에 정보검색 기법을 사용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큰 용량의 초기사전을 사용해 문맥벡

터들을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는 문맥벡터들을 번역하는 과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

다. 게다가 공개된 단어 정렬 도구를 사용하여 문맥벡터

들을 생성했다. 제안한 방법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설명 할 

수 있다.

(1) 원시언어와 중간언어 단어 정렬

두 종류의 독립적인 병렬말뭉치(한국어-영어, 영어-스페

인어)에서 원시언어(예. KR)와 대상언어(예. ES)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 원시언어 문맥벡터와 대상언어 문맥벡터를 

각각 생성한다. 여기서 문맥벡터의 요소가 되는 모든 단

어(영어)들은 단어 정렬 도구인 Anymalign에 의해 가중치

가 결정된다. Anymalign이 제공하는 정보의 예는 표1과 

같다.  는 원시단어가 주어졌을 때 대상단어로 번역

될 확률이며 는 대상단어가 주어졌을 때 원시단어

로 번역될 확률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맥벡터의 

요소로써 Anymalign이 제공하는 모든 단어 정렬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양방향 번역확률  ,  ≥  특
정 임계값( ≤ ≤ ) 이상이고, 양방향 번역확률의 차 
  ≥0.5일 경우 올바른 단어 정렬 정보라고 

판단하고 
 

를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이러

한 이유는 문맥벡터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아래 

표 1의 예를 보면 올바른 단어 정렬 정보는 양방향 번역

확률의 차이가 크지 않고 번역확률 또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정렬 정보의 경우 양방향 번

역확률의 차이가 크고 어느 한쪽의 번역확률이 낮거나 양

방향 번역확률이 모두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원시단어 대상단어    빈도수

경찰 police 0.890421 0.877882 389447

경찰 scenario 1.000000 0.000167 8

정부 balance 0.000004 0.000506 11

표 1. Anymalign을 통한 단어 정렬 결과

(2) 유사도 계산

모든 원시언어 문맥벡터와 모든 대상언어 문맥벡터들 사

이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여기서 유사도 비교에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사용한다.

(3) 번역 후보 순위 결정

계산된 코사인 유사도의 값에 따라 번역 후보 중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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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단어 쌍을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맥벡터를 생성하기 위해 중간언어(영

어)를 공유하는 두 개의 병렬말뭉치를 사용했다. 그 이

유는 공개된 한국어-스페인어의 병렬말뭉치가 없었기 때

문이다. 그리고 공개 단어 정렬도구인 Anymalign은 문맥

벡터의 모든 단어들에 가중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다. 

Anymalign은 무작위 샘플링과 문자열 차이를 기반으로 

단어들을 정렬하며, 낮은 빈도수를 가지는 단어들에 대

해서 정확한 번역 후보들을 추출하는데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에서는 원시언어와 대상언

어의 문맥벡터들을 초기사전을 이용하여 번역하는 과정

이 필요했으나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또한 양방향 번역정보를 활용하고 이전 

연구[12]에서 보인 불용어들이 번역후보로 추출되는 문

제점을 품사태깅 후 제거함으로서 해결하였다. 그리고 

문맥벡터들이 생성되고 나면 모든 원시언어 문맥벡터들

과 모든 대상언어 문맥벡터들 사이 코사인 유사도를 통

해 두 문맥벡터 간의 유사도가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유

사도가 큰 순으로 정렬하고 상위 개의 단어 쌍을 번역 

후보로 추출한다.

3.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 쌍인 한국어

(KR)-스페인어(ES) 그리고 한국어-프랑스어(FR)에서 명

사들을 대상으로 임계값 에 따른 이중언어 사전 추출 

실험을 하였고 이전 연구(양방향 번역확률, 양방향 번역

확률의 차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와 그 성능을 비교 실

험하였다.

3.1. 실험 설정

3.1.1. 병렬 말뭉치

본 논문에서 사용된 병렬말뭉치로는 뉴스기사로부터 

수집된 433,151 문장으로 구성된 한국어-영어[13] 병렬

말뭉치와 Europarl[14] 병렬말뭉치로부터 무작위로 

500,000 문장을 추출한 스페인어-영어 그리고 프랑스어-

영어 병렬말뭉치이다. 각 언어에서 하나의 문장이 구성

하고 있는 단어의 수는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ES-EN

과 FR-EN에서 각 언어의 문장 당 단어의 개수는 비슷하

나 KR-EN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 이유는 영어와는 다르게 한국어의 경우 하나의 

단어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되기 때문이

다. 만약 형태소의 개수가 아니라 단어의 개수를 세면 

한 문장 당 단어의 수는 비슷할 것이다.

KR-EN ES-EN FR-EN

KR EN ES EN FR EN

31 19.2 26.4 25.4 29.7 27.1

표 2. 문장 당 평균 단어의 수

3.1.2. 데이터 전처리

각 언어들은 다음과 같은 도구에 의해서 토큰이 분리되

었다. 한국어의 경우 창원대학교 형태소분석기 

Espresso[15]를 사용하여 토큰을 분리하고 품사 태깅을 하

였다.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프랑스어는 Tree-Tagger[16]

를 사용하여 토큰이 분리되고 원형 복원되었다. 또한 모든 

언어에서 명사를 제외한 품사들은 문장에서 제거되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Anymalign은 단어 정렬 시에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샘플링과 문자열의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의 이중언어 사전 구

축대상인 명사를 제외한 품사들은 단어 정렬 시에 잡음으

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3. 평가사전의 구축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우

리는 네 집합(KR-ES, KR-FR, ES-KR, FR-KR)의 평가사전

을 인터넷 사전1)으로부터 수동으로 구축하였다. 각 평

가사전은 단방향으로 구축되어있으며, 즉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을 말하며, 말뭉치 내에서 가장 빈도

수가 높은 100개의 명사(HIGH)와 가장 빈도수가 낮은 

100개의 명사(LOW)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3는 각 평가

사전에서 하나의 명사에 대한  평균 번역 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평균 번역 수는 그 명사의 모호성 정도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사전 HIGH LOW

KR-FR 5.79 2.26

KR-ES 7.36 3.12

ES-KR 10.31 5.49

FR-KR 10.42 6.32

표 3. 평가사전에서의 평균 번역단어의 수

3.1.4. 평가 방법

제안한 방법의 이중언어 사전 구축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보검색의 평가방법과 유사하게 정확도

(accuracy)와 MRR(Mean Reciprocal Rank)[17]을 이용하

였다. 정확도는 모든 평가 단어에 대하여 평가기준 상위 

개 이내에 정답이 적어도 한 개 있는 평가 단어들의 수

의 조화평균을 구한 것이며, MRR은 모든 평가 단어에 대

해 평가기준 상위 개 이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정답순위

의 역순을 구하고 그것들의 조화평균을 구한 것이며 번

역후보결과의 순위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3.2. 결과

본 논문에서는 임계값 를 변경해 가면서 이중언어 사전 

추출 실험을 하였고, 표 5는 각 언어쌍에서 이중언어 사전을 

1) d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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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평가사전 HIGH와 LOW에 대한 정확도 결과

그림 2. 평가사전 HIGH와 LOW에 대한 MRR 결과

추출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 임계값 를 보여준다.

평가사전 HIGH LOW

KR-FR 0.1 0.00005

KR-ES 0.1 0.00005

ES-KR 0.01 0.05

FR-KR 0.01 0.05

표 5. 각 평가사전에서 사용한 임계값 

평가단어 HIGH와 LOW에 대한 정확도는 표 4와 같다. 양

방향 번역확률을 고려한 결과 평가사전 HIGH에서는 최상

위에서 최대 67.91%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

나 상위 5위를 넘어서면서 상위 20위에서 최대 6.94%의 

성능 하락이 있었다. 그 이유는 상위 5위 이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계값 를 높게 설정하면서 문맥벡터의 

요소가 되는 단어 정렬정보들이 많이 소실되었기 때문이

다. 같은 실험으로 평가사전 LOW에서는 최상위에서 최대 

990%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상위 10위에서 최소 5.06%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상위에서 KR에서 ES와 FR로 

번역되는 정확도에 비해 그 역방향인 ES-KR과 FR-KR의 번

역 정확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

면 한국어의 경우 다른 언어들과는 다르게 형태소 분석과

정이 필요하고 또한 앞서 표 2에서 보았듯이 한국어의 문

장 당 단어의 수가 영어의 문장 당 단어 수보다 많다는 

것에 있다. 즉 다른 언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이 한국어

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보다 더 모호하다는 것이다. 

표 6는 ‘exercice(운동)'의 상위 5위의 번역후보를 보

여주는 예이다. 이전 연구에서의 문제점으로 불용어들이 

최종 번역후보로 추출되는 문제점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해결되었다. 그러나 최상위와 

3위를 보면 형태소분석과 품사태깅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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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후보들이 추출되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Rank 원시언어 대상언어 유사도

1 exercice 훈련에 0.350

2 exercice 운동 0.281

3 exercice 중요하다 0.265

4 exercice 합동 0.256

5 exercice 군사훈련 0.145

표 6. ‘exercice(훈련)’의 상위 5위 이내의 번역 후보의 예

평가단어 HIGH와 LOW에 대한 MRR은 그림 2와 같다.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HIGH에서의 MRR은 상위 2위까지 급

격히 증가하다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LOW

에서의 MRR은 상위 3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

로는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본 논

문이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HIGH에서는 상위 2위 

이내에서 대부분의 올바른 번역후보들이 추출된다는 것

을 의미하며 LOW에서는 상위 3위 이내에서 대부분의 올

바른 번역후보들이 추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정보 검색 기법을 기반으로 중간언어를 

사용하여 이중언어 사전을 병렬말뭉치로부터 자동 구축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전 연구에서 보인 문

제점을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해결하였고 양방향 번역확

률 정보를 고려하여 상위 5위 이내의 정확도를 크게 향

상시켰다. 향후 연구로는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이외에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이중언어 사전을 자동으로 구축해 

보는 것과 복합단어(Multi-word expression)으로 확장해 

나가는 연구를 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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