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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국어-영어 위키피디아(Wikipedia) 문서로부터 병렬문장(parallel sentence)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새
로운 방법으로, 대응 관계에 있는 한국어-영어 문장의 연속 수열 탐지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한국어 위키
피디아 본문에는 구간 단위로 영어 본문과 대응 관계가 높은 경우가 많다는 관찰에 기반 하여, 높은 정확도의 병
렬문장 추출을 목표로 한다. 실제 한국어-영어 위키피디아 문서 50쌍을 이용한 실험에서, 본 논문이 제안한 구간 
단위 문장대응 방식은 기존의 문장 단위 대응 기법이나 문서 정렬 기법보다 8.4~56.1% 높은 정확도로 병렬문장
을 추출하여, 다종언어 위키피디아 자원으로부터 한국어 병렬문장 말뭉치 생성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기계학습을 통한 자동번역 기술과 이를 이용한 지능형 서비스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자동번역을 위한 기계학습의 근간이 되는 
이종언어 대조 코퍼스(bilingual parallel corpus)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은 번역 관계에 있는 대량의 
병렬문장(parallel sentence)을 학습 데이터로부터 원시어 문장에서 
특정 단어 수열이 출현할 때 도착어 문장에서 특정 단어가 수열이 
출현할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신경망을 학습시킴으로써 이루어진
다. 효과적인 번역을 목표로 신경망을 안정적으로 학습시키기 위
해서는, 다양하고 방대한 이종언어 대조 코퍼스의 입력이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심층신경망을 통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
려진 영어-프랑스어 기계번역 연구의 경우, 신경망 학습에 13억 
단어 규모의 영어-프랑스어 병렬 코퍼스가 사용되었다[1]. 

  현재 공개된 한국어 대조 코퍼스는, 이와 같은 기계학습 기반의 
자동번역 기술의 연구와 구현에 요구되는 규모와 다양성에서 한계
가 명확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한국어 병렬문장 코퍼스 확충이 요
청되는 실정이다. 한국어-영어 병렬문장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공개 코퍼스 중 하나인 세종말뭉치[2]의 경우, 한국어-영어 병렬문
장을 한국어 기준 692,852어절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현
재 한국어 대조 코퍼스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현시적 언어의 반영
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종말뭉치의 경우, 2007년 이
후 개발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영어 외의 다른 언어와 
한국어 간의 대조 코퍼스가 매우 부족한 면도 현재 한국어 이종언
어 코퍼스가 당면한 문제 중 하나다. 이종언어 말뭉치의 부족은 
한국어 기계번역 연구에 제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어 이종언어 말뭉치 구축을 위해 위키피디아를 활용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위키피디아(Wikipedia)는 다양한 주제
에 대한 다종언어 문서 자원으로, 현시적 주제에 대한 양질의 텍
스트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배포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명시적으
로 번역된 글과 달리, 같은 주제어에 대한 위키피디아 내 다종언
어 문서의 경우, 일부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반면, 상당 부분
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특정 상황에 기인하여 개별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문서 간에 명확한 번역 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종언어 위키
피디아 문서 쌍에서 문장 쌍의 번역 확률[3]을 활용하거나, 문장 
내 단어의 대응도[4]를 활용하여 의미적 대응 관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장 쌍을 탐색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에 개발된 병행문장 탐지기법에서도 탐지된 문장 쌍이 실제 대응
관계에 있는 비율(정확도)가 50% 미만으로, 보다 정확한 추출 기
법의 개발이 요청되는 상황이다[3][4].

  본 논문은 한국어 위키피디아 문서가 영어 문서의 일부 구간을 
선별적으로 번역하여 경우가 많다는 관찰에 착한하여, 한국어-영
어 본문에서 연속적인 문장수열로서 대응관계가 높은 구간을 탐지
하고, 이 구간에 속한 문장 쌍을 병렬문장으로 추출하는 구간 단
위 문장대응 기법을 제안한다. 임의로 선택한 50개 실제 한영 위
키피디아 문서 쌍에 대하여,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에 제시된 두 
가지 방법(4장)의 병행문장 추출 성능을 실험한 결과(5장), 본 연구

가 제안하는 방식이 문장 단위 대응 기법보다 1.53~3.49배, 문서 
전체 문장정렬 방식보다 1.20~2.11배 높은 정확도로 병렬문장 추출
을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위키피디아  문서에서  구간 단위 문장대응 관찰

동일한 주제어에 대한 한국어-영어 위키피디아의 문서에서, 대응 
관계에 있는(같은 의미를 갖는) 문장이 구간 단위(연속된 수열)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함을 정량적으로 보이기 위해, 50개의 위키
피디아 주제어를 임의로 선택하여, 해당 한국어-영어 문서에 존재
하는 문장 간 대응 관계의 양과 형태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조
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조사대상 수집: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임의문서로 이동’기
능을 이용해, 50개의 한국어-영어 문서 쌍을 수집했다. 이 때 
임의문서로 제시된 한국어 문서 혹은 영어 문서가 5개 미만의 
문장으로 구성된 경우, 수집에서 배제하였다.

Ÿ 대응 문장 파악: 수집된 50개의 한국어-영어 문서 쌍에 대하여 
1명의 대학생이 병렬문장 관계를 표기한 정답(ground truth)을 
만들었다. 정답은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 쌍의 집합으로, 각 
한국어 문장에 대해 영어 문서 내에 가장 의미적 대응도가 높
은 문장을 택했으며, 한국어(영어) 문장의 내용이 50% 이상이 
영어(한국어)에 반영된 경우만 정답에 포함시켰다. 한 개의 한
국어(영어) 문장이 최대 2개의 연속된 영어(한국어) 문장으로 
나뉘어 대응되는 경우, 복수 개의 대응관계를 정답에 포함하였
다. 그 외 복잡한 대응 관계가 있는 문장은 병렬문장 코퍼스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별하여, 정답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Ÿ 구간 단위 대응관계에 있는 문장 비율 측정: 50쌍의 문서에 대
해 사람이 작성한 정답에서 연속된 한국어 문장수열이 연속된 
영어 문장수열에 대응되는 비율을 측정했다. 한국어 문서의 
번째 문장과 +1번째 문장이 영어 문서의 번째 문장과 +1번
째 문장에 각각 대응되는 경우, 번째 한국어 문장과 +1번째 
한국어 문장을 구간 단위 대응관계가 있는 문장으로 판단했다.

조사대상으로 수집된 50개 문서 쌍은 평균 15.64개의 한국어 문장
(최소 5, 최대 50)과 평균 54.6개의 영어 문장(최소 5, 최대 376)로 
이루어졌다. 50개 한국어 문서에는 총 782개의 한국어 문장이 있
으며, 대응 문장을 포악한 결과, 총 390개 한국어 문장(전체의 
49.9%)이 특정 영어 문장과 대응 관계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1은 영어 문장과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 중 구간 단위 대응에 
속한 경우(대응되는 한국어-영어 문장이 2개 이상, 연속적으로 등
장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 지 조사한 결과다. 표1의 2행에서 조
사대상의 58%의 문서(=(10+19)/50)에서 60% 이상의 한국어-영어 문
장 대응관계가 구간대응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구간 
대응에 속한 한국어 문장 비율이 80% 이상인 문서(전체의 38%)에
서는 평균 2.26개 구간이 등장하며, 이 때 구간의 평균 길이는 
4.91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어 문서와 대응관계에 있는 
한국어 위키피디아 문서의 경우, 대체로 복수 개의 대응되는 구간
(연속된 문장수열 쌍)이 발견되며, 따라서, 본 논문의 가정이 실제
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간 대응에 속한
한국어 문장비율

20%
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문서 수 12개 3개 6개 10개 19개
평균 구간 개수 0개 1개 1.2개 1.7개 2.26개
평균 구간 길이 0문장 2문장 2.17문장 2.83문장 4.91문장

표1. 한국어 문장 대비 구간 대응 관계에 있는 한국어 문장에 따른 
조사대상 분포

3. 구간 단위 문장대응 탐색 기법

본 논문은 주어진 한영 문서 쌍에서 대응도가 높은 연속된 한국어 
문장수열(구간)과 연속된 영어 문장수열의 쌍을 병렬문장의 가능
성이 높은 조건으로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탐지하여 병렬문
장을 추출하는 구간 단위 문장 대응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다음 3가지 과정을 거쳐  병렬문장을 추출한다.

Ÿ 과정1. 문장 정의: 한국어-영어 문서 쌍의 텍스트를 문장 단위
로 분절하여 한국어 문장수열 (     )과 영어 문장수열 

(      )을 정의한다.

Ÿ 과정2. 한국어-영어 문장 간 대응도 계산: 분절된 한국어-영어 
문장의 모든 쌍에 대하여, 두 문장이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

는 정도를 나타내는 대응도    를 실수 값으로 구한다.

Ÿ 과정3. 한국어-영어 문장 간 대응도 합이 최대인 문장수열 쌍
에서 연속 문장수열 추출: 한국어 문장수열과 영어 문장수열의 
쌍으로, 같은 위치(index)의 한국어-영어 문장 대응도의 총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탐색한다. 그리고 이 한국어-영어 수열 쌍
에서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최대 구
간을 탐색하여, 그 탐색 결과를 병렬문장으로 추출한다. 

  먼저, 전체 한국어 문장수열의 부분수열로서 대응도 총합이 
최대가 되는 문장수열 쌍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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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로서, 연속적이며 대응도 합이 최대가 되는 문장구간
(consecutive subsequence) 쌍은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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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으로 정의된 한국어-영어 문장구간으로부터 같은 순서에 
있는 한영 문장 쌍 

 ′      
 ′ 를 병

렬문장으로 추출한다. 그리고 주어진 횟수만큼, 앞서 추출된 
문장을 배제하고, 과정3을 반복하여 병렬문장을 추출한다.

과정1과 과정2는 기존의 문장정렬 기법이나 문장 단위 대응 기법
과 동일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영어 문장 간 대응도는 
대역어 사전을 이용한 방식, 문장의 특징집합을 이용한 방식[4], 
혹은 번역확률[3]을 이용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알고리즘1은 과정3에서 한국어-영어 문장 쌍의 대응도 값을 입
력으로 받은 후 문장 간 대응도 합이 최대가 되는 한국어-영어 문
장수열 쌍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으로,  문장정렬에 널리  사용되는
방식대로, 최장 부분 수열 탐색과 유사한 형태의 동적 프로그래밍
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의 제약으로 문장수열 쌍의 대응도의 최

입력: Corr(1.., 1., ): 한영 문장 쌍의 대응도

       : 대응 문장수열 탐색에서 문장 단위 대응도 하한 값
 1  w [0.., 0.. ] = 0
 2  for  = 1 to  do
 3    for  = 1 to  do
 4      if Corr(, ) ≧  then
 5        w[, ]← max   
 6      else
 7        w[, ]← max   
 8      end if
 9    end for
10  end for
11  return w[, ]

알고리즘1: 대응도 합이 최대가 되는 문장수열 쌍 탐색

  

입력: Corr(1.., 1., ): 한영 문장 쌍의 대응도
       : 대응 문장수열 탐색에서 문장 단위 대응도 하한 값
     (

 
  

), (
 

   
): 한국어-영어 문장수열 쌍

 1  w [0.., 0.. ] = 0
 2  for  = 2 to  do
 3    if    then
 4      for 2 = 1 to  do
 5        if    then
 6          if Corr ( , )≧  and  then
 7            w[ , ]← max      
 8          else
 9           w[ , ]← 
10          end if
11        end if
12      end for
13    end if
14  end for
15  return a maximum value of w[1.., 1.. ]

알고리즘2: 대응도 합이 최대가 되는 연속문장순열(구간) 쌍 탐색

대 값을 구하는 부분만 간단히 기술하였다. 알고리즘1에서  

는 ()의 부분수열과 ()의 부분수열 중 대응도 

총합이 최대가 되는 값을 나타내며, 1행에서는  의 점화식 
전개를 위한 초기 값을 설정하고 있다. 2행에서 10행에 걸쳐있는 

분기문에서는  값을      순서로 계산한
다. 4행에서 와 의 대응도가 입력으로 주어진 문장 대응 하한 

값 보다 큰 지를 검사한다.  가  이상인 경우에는, 
()와 () 간의 최대 부분순열에 와 가 각

각 포함되는 경우를 생각하여, 을  와 
 중 큰 값으로 결정된다. 반면, 가 
보다 작을 경우, 와 를 최대 부분순열에서 배제하여 

는  와  중 큰 값을 구한다.

  알고리즘2은 알고리즘1의 결과로 정의된 최대 문장수열 쌍 

(
 

  
)와 (

 
   

)에 포함된 연속된 문장수열(구

간) 쌍으로 대응도의 합이 최대가 되는 한국어-영어 문장 구간 쌍
을 찾는 알고리즘의 개요다(간단한 표현을 위해, 한국어-영어 대응 
구간 쌍의 최대 대응도 합만을 구함). 알고리즘2는 알고리즘1과 유
사한 방식으로 (

 
  

)과 (
 

   
)의 부분수열 쌍을 

탐색하나, 3행과 5행의 조건식을 통해서 연속적인 부분수열만을 
탐색하여, 결과적으로 연속순열 쌍 중 대응도 합이 최대인 경우를 
구하게 된다.

4. 실험 설계
제안한 구간 단위 문장대응 기법이 위키피디아 문서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실제 벙렬문장을 탐지하는 지, 또 기존 기법과 비교하
여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설계하였다.

Ÿ 실험 대상: 본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으로, 앞선 2장에서 조사
연구의 재료로 사용한 50개의 한국어-영어 위키피디아 문서쌍
과 정답 데이터를 실험대상으로 사용하였다. 

Ÿ 비교 대상: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과 함께 한영 위키피디아 
문서로부터 병렬문장을 추출할 수 있는 다음의 2가지 기존 기
법을 함께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1: 3가지 기법의 문서별 정확도, 재현도의 분산

기법 정확도 재현도

문장 

단위 

대응

Jac, ε=0.01 22.5% 36.9%
Jac, ε=0.02 26.6% 28.5%
Jac, ε=0.03 32.9% 17.4%
Jac, ε=0.04 33.0% 9.2%
Jac, ε=0.05 25.5% 3.6%

Op2 27.3% 51.8%

문장 

정렬

Jac, ε=0.01 37.8% 52.3%
Jac, ε=0.02 37.2% 50.3%
Jac, ε=0.03 38.4% 50.8%
Jac, ε=0.04 41.2% 48.5%
Jac, ε=0.05 42.1% 42.8%

Op2 41.6% 55.6%

기법 정확도 재현도

연속 

문장

수열 

대응

n=1, ε=0.01 66.7% 23.6%
n=1, ε=0.02 66.2% 23.6%
n=1, ε=0.03 68.0% 22.3%
n=1, ε=0.04 78.6% 23.6%
n=1, ε=0.05 72.5% 20.3%
n=2, ε=0.01 58.4% 35.6%
n=2, ε=0.02 56.6% 35.4%
n=2, ε=0.03 60.8% 34.6%
n=2, ε=0.04 62.6% 33.1%
n=2, ε=0.05 65.4% 32.1%
n=3, ε=0.01 51.8% 40.5%
n=3, ε=0.02 50.5% 40.3%
n=3, ε=0.03 53.6% 40.0%
n=3, ε=0.04 54.3% 38.5%
n=3, ε=0.05 59.3% 38.5%

표2. 3가지 병렬문장 추출 기법의 실험결과 결과

- 문장 단위 대응 기법: 모든 한국어-영어 문장 쌍의 대응도
를 측정한 후, 각 한국어 문장에 가장 높은 대응도를 보이
는 영어 문장을 대응하는 기법 [4]

- 문장 정렬 기법: 모든 한국어-영어 문장 쌍의 대응도를 측
정한 값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서 전체와 영어 문서 전체
로부터 문장별 대응도 합이 최대가 되는 문장순열 쌍을 구
하는 기법 [5]

Ÿ 기법의 구현: 제안한 기법과 기존의 2가지 기법의 성능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실험대상 위키피디아 문서에서 
한영 문장 쌍의 대응도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데이터를 생
성한 후, 각 기법은 이를 바탕으로 병렬문장 쌍을 출력하는 형
태로 구현하도록 하였다. 한국어-영어 문장 쌍의 대응도는 각 
문장에서 고유명사와 숫자를 특징점(feature)로 추출하고, 대역
사전(dictionary)를 통해 공통된 특징점의 개수와 공통되지 않은 
특징점의 개수에 따른 유사도를 Jaccard값[4]과 Op2[6]값의 두 
가지 계측방법으로 측정했다.

  문장 단위 대응 기법과 문장 정렬 기법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 한영 문장 간 대응도를 Jaccard 값으로 측정한 후, ε 이상
의 대응도를 갖는 한영 문장 쌍으로부터 병행문장을 추출. 
이 때 ε값으로 0.01, 0.02, 0.03, 0.04, 0.05를 사용함(사전조
사 실험(pilot study) 결과를 바탕으로 파라미터 선정)

- 한영 문장 간 대응도를 Op2 값으로 측정하여 사용함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간 단위 대응 기법의 경우,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하여 실험에 사용함

- 한영 문장 간 대응도를 Jaccard 값으로 측정한 후, ε 이상
의 대응도를 갖는 한영 문장 쌍으로부터 병행문장을 추출. 
이 때 ε값으로 0.01, 0.02, 0.03, 0.04, 0.05를 사용함.

- 구간 추출 횟수(3장의 과정3) 로 1, 2, 3을 사용함
(ε와 독립적으로 조정함).

Ÿ 측정: 구현된 각 기법을 50쌍의 실험대상 한영 문서 쌍에 적용
하여 병렬문장 쌍의 집합을 각각 추출하였다. 추출된 각 병렬
문장 쌍 집합을 정답 문장 쌍 집합과 유사도를 비교하였다. 유
사도는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값을 측정한다:

 - 정확도(precision): 각 기법이 추출한 병렬문장 쌍 중 정답
에 포함되는 문장 쌍의 비율

 - 재현도(recall): 정답의 문장 쌍 중 각 기법이 추출한 문장  
 쌍의 비율

5. 실험 결과
표2는 50개의 실험대상 한영 위키피디아 문서 쌍에 대하여 총 27
개의 병렬문장 추출 기법을 적용한 결과다. 표2의 좌측/우측의 두 
번째 열은 정확도(precision), 세 번째 열은 재현도(recall)를 각각 
나타낸다. 표2의 좌측 2-7행은 문장 단위 대응 기법에 해당하며, 
2-6행은 Jaccard값을 사용한 경우, 7행은 Op2값을 사용한 경우의 
결과다. 문장정렬로 표시된 8행과 13행은 각각 Jaccard값(8-12행)
과 Op2값(13행)을 바탕으로 병렬문장을 추출한 결과다. 표2의 우
측 2~16행은 본 논문이 제안한 구간 단위 대응 기법의 결과다.

  표2의 실험결과로부터, 실험에 사용된 총 27개의 병렬문장 추출 

기법 중,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속 문장수열 대응 방식으로 n=1, 
ε=0.04의 파라미터 값으로 설정된 기법이 가장 높은 정확도
(78.6%)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속 문장수열 대응 기법의 정확도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최소 50.5%, 최대 78.6%으로, 문장 단위 대응 기법(최소 22.5%, 최
대 33.0%)과 문장정렬 기법(최소 37.2%, 최대 42.1%)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구문 대응으로 파라미터를 다르게 한 15개의 기법
에서는, 전반적으로 추출 횟수가 작을수록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
며, Jaccard값이 0.04 이상인 한영 문서 쌍을 활용한 경우가 그 외
의 경우보다 항상 높은 정확도로 병렬문장 추출을 달성하였다.

  재현도 결과의 경우, Op2값을 이용한 문장정렬이 가장 높은 재
현도(55.6%)를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속 
문장수열 대응 기법의 경우, 재현도가 최소 20.3%(n=1, ε=0.05의 
경우), 최대 40.5%(n=3, ε=0.01의 경우)로, 문장 정렬 기법보다는 
다소 낮은 결과 재현도를 보였다. 연속 문장수열 대응에 해당하는 
15개 기법에서는, 추출 횟수가 증가하고 최소 Jaccard값 기준
(threshold)이 낮아질수록, 재현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와 유
사하게, 문장 단위 대응 기법에서도 최소 Jacard값 기준이 낮아짐
에 따라, 재현도가 최대 36.9%까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림1은 50개 실험대상 한영 문서 쌍 별로 3가지 종류의 병렬문
장 추출기법이 달성한 정확도와 재현도의 분포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1의 횡축은 정확도를 나타내며, 종축은 재현도를 나타내며, 각 
점은 한 기법의 특정 한영 문서 쌍에 대한 결과다. 그림1에서 십
자 표식의 점은  최소 Jaccard값이 0.04인 한영 문장쌍을 바탕으로 
한 문장 단위 대응 기법에 해당하는 결과를 뜻하며, 세모 표식의 
점은 Op2를 사용한 문장 정렬 기법, 그리고 동그라미 표식은 구문 
단위 대응 기법 중 Jaccard값 0.04 이상의 한영 문장 쌍을 이용한 
기법의 결과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는 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문 단위 기법(동그라미 표식)이 50개 실험대상 전반에 대하여, 
다른 두 개의 기법보다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병행문
장을 추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위키피디아 본문이 구간 단위로 영어 본문
과 대응 관계가 높은 경우가 많다는 관찰에 기반 하여, 구문 단위 
대응을 통한 보다 정확한 한국어-영어 병렬문장 추출 기법을 제안
하였다. 실제 한국어-영어 위키피디아 문서 50쌍을 이용한 실험에
서, 본 논문이 제안한 구간 단위 문장대응 방식은 기존의 문장 단
위 대응 기법이나 문서 정렬 기법보다 8.4~56.1% 높은 정확도로 
병렬문장을 추출하여, 다종언어 위키피디아 자원으로부터 한국어 
병렬문장 말뭉치 생성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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