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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현재 통계기계번역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방법은 구 기반 통계기계번역이고[1],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 

기반 통계기계번역 도구는 Moses[2]이다. Moses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어순을 조정하는 방법(distortion model)을 

사용하고 있다. Distortion 모델은 어순이 비슷한 언어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하지만 SOV 어순을 

가지는 일본어와 SVO 어순을 가지는 영어처럼 어순이 상이한 경우, 기존 구 기반 통계기계번역의 distortion 모델이 

적합하지 않으며 언어학적 지식을 사용한 구 재배치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언어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일본어를 영어 어순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본론 

 

일본어 문장의 의존 관계를 분석했을 때, 서술어가 지배하는 주어와 서술어가 목적어 같은 구성요소를 사이에 

두고 띄어지는 경우를 이 논문에서는 먼 거리 의존 관계라고 정의한다. 먼 거리 의존 관계를 가지는 문장을 번역할 

때 기존의 distortion 모델은 올바른 서술어 위치를 결정하기 어렵다. 띄어진 사이에 구성요소가 얼마나 많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의존 관계 분석기를 사용해서 먼 거리 의존 관계를 

파악하여 일본어를 영어 어순에 맞추는 방법을 제안한다. 

파악한 의존 관계는 분절 단위로 의존 트리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노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와 같은 분절을 

나타내고, 분절이 지배하는 자식 노드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자신보다 어순이 앞서는 분절은 왼쪽, 뒤지는 

분절은 오른쪽으로 구분한다. 이 의존 트리 구조를 중위 순회(inorder traversal)하면 일본어 문장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일본어 의존 트리 구조를 재구성하여 중위순회로 얻은 문장이 영어 어순을 따르도록 

조정한다. 위치가 아닌 의존 관계를 파악해서 어순을 조정하기 때문에 먼 거리 의존 관계를 갖는 문장도 올바르게 

어순을 조정할 수 있다. 

의존 트리 구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재구성된다. 재구성 단위는 노드와 노드에 직접 연결된 자식 노드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서술어가 주어와 목적어를 지배하고 있다면 서술어는 왼쪽에 주어와 목적어를 자식 노드로 

가진다. 이때 목적어의 위치를 서술어 다음으로 정의하는 규칙이 있다면, 목적격을 서술어 왼쪽에서 삭제하고 

오른쪽으로 옮겨서 규칙을 반영한다. 이렇게 재구성한 결과를 중위순회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으로 영어 

어순을 따르는 문장을 얻는다. 

이 논문에서는 NTCIR-7 특허 번역 작업 2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본어와 영어로 쓴 병렬 말뭉치로 특허 

                                            
1 본 연구는 첨단정보기술 연구센터를 통한 과학재단 및 2008년도 두뇌한국21사업의 지원을 받았고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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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 문서이기 때문에 문장당 평균 스무 단어 넘게 나타날 정도로 문장이 길어 먼 거리 의존 

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어순 조정 규칙은 학습 

말뭉치에 등장하는 재구성 단위를 추출해서, 그 중에 어순 조정이 필요한 경우만을 사람이 판단해서 정의하였다.  

실험에 쓰인 기본 모델은 두 가지이다. 첫째(distortion)는 Moses는 기본적으로 학습에 사용한 말뭉치에서 구를 

추출할 때 그 위치정보를 파악해서 어순을 조정하는데 사용한다. 이 방법은 문장 구성 성분끼리 언어학적 관계를 

따지지 않고 통계적인 위치만을 고려한다. 둘째(monotone)는 Moses 가 어순을 조정하지 않도록 설정한 다음 실험 

말뭉치를 번역한다. 제안한 방법으로 학습용 말뭉치와 실험용 말뭉치 모두 어순을 조정한 경우(reordering both)와 

실험용 말뭉치만 어순을 조정한 경우(reordering test)를 실험하였다. 두 경우 모두 일본어를 영어 순서에 맞게 바꾼 

다음 Moses의 monotone 모델을 이용한다. 

제안한 방법 reordering both로 번역한 결과의 BLEU 점수는 어순을 조정하지 않았을 때(monotone)보다 1.6%p 

높고, 위치 기반으로 어순을 조정했을 때(distortion)보다 0.8%p 낮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에서 정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번역문이 존재한다. 또한 점수가 0인 문장도 27%로 distortion 모델과 3%p 차이를 보인다. 제안한 방법 

reordering test는 어순을 조정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낮은 성능을 보여 결과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BLEU점수로는 distortion 모델의 성능에 미치진 못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정확한 번역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BLEU 점수가 구 단위로 배치만 되어 있다면 어순이 어떻게 되든 상관 없고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없는데도 높은 점수를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먼 거리 의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제안한 

방법이 효과적임을 실험결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제안한 방법이 distortion 모델보다 안 좋은 번역결과를 내는 

경우는 다중문일 때이다. 

 

3. 결론 

 

기계 번역을 할 때에 어순을 결정하는 방법은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통계적 기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기존에 언어학 지식을 사용하여 어순을 조정하는 연구[4]와 유사하게, 이 논문에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어순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이 통계적 방법보다 BLEU 점수가 낮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더 정확한 번역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는 다중문 같은 복잡한 문장 구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규칙을 

추가한다면 좀더 정교하게 어순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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