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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설치하기
‘비주얼트란 메이트’ 셋업 파일[VisualTranMate2016_609_Setup.exe]을 설치함. 이때 중간의 세자리 숫자는 버전을
뜻함. (ex: 6.0.9 ver)

‘비주얼트란 메이트’ 설치 완료하면 MS-Office 문서 프로그램 중에 Word, Excel, PowerPoint 3 가지 문서 프로그램
안에 플러그인[plug-in]되어 별도의 [VisualTran Mate 2016] 리본 메뉴가 생성됨.

또한 시작 프로그램에 한컴문서를 번역 작업할 수 있는 [VisualTranMate for Hwp] 실행 아이콘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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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인증 및 실행하기
구매 후 정품 등록 및 ASP 등록은 아래의 경로에 있는 VisualTran Mate Activation을 통하여 등록함
▣ [시작]→[모든프로그램]→[VisualTran Mate 2016] 폴더 경로에 위치

또한 설치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어도 무료로 7 일간 트라이얼(1 PC 에 1 회만) 버전으로써도 활용이 가능하며, 트라
이얼 사용은 MS-Office 파일을 실행하여 [VisualTran Mate] 메뉴에 있는 [실행]을 클릭하면 ‘Trial 버전(7 일)’ 팝업 창
이 열리며 해당 항목을 선택 후 이메일만 등록하면 완료됨.

☞ ‘비주얼트란 메이트’ 트라이얼 버전의 기능 제한은 다음과 같음
- 번역메모리, 용어 등록 건수 500 건으로 제한됨.
- 설정 메뉴에서 번역메모리, 용어집 파일을 (링크)추가 및 새로이 생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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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작업 따라하기
번역할 샘플 문서 및 관련 파일들은 아래의 경로에 있음. 예제문 유형으로써는 한글 워드문서, 중국어 워드문서,
영어 워드문서, 중국어 파워포인트 파일, 그리고 (문장, 용어)DB 을 일괄등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이 있음.

3.1 (1 단계) 번역할 문서 열기
번역할 MS-Word 문서를 오픈 함.(본 예제에서는 영어를 한글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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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 단계) VisualTran Mate 메뉴로 이동하기
[VisualTran Mate2016] 리본 메뉴로 이동함.

3.3 (3 단계) 실행 및 언어방향 지정하기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언어방향 설정’ 팝업창이 열리며 해당되는 언어방향을 선택함. 이때 언어별 알파벳 첫문자
를 입력하면 해당언어로 자동검색되어 선택됨.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번역 단위인 TU 생성 작업을 수행함.

3.4 (4 단계) 번역 작업창에서 번역하기
다음 화면은 번역을 하기 전에 수행되는 TU 생성 화면으로써 전체적인 번역할 문장 개수를 파악할 수 있음.
※ Tip: 여기서 TU 란? 번역 단위(Translation Unit)의 약어로서 번역 단위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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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빨간색 박스 표시의 TU 리스트 정보는 문서 전체의 TU 를 일련 번호로 나열하고, 문서 내에서의 반복되는 문
장들과 완전 일치되는 TU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주는 작업 창임.

3.4.1 (4 단계-계속) 작업 화면 이해하기
좌측 MS-Word 문서의 VisualTran Mate 툴바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ord 2010/2013/2016 에 에드인(Add-in for
MS-Office) 되는 툴바 기능임.

우측 번역 작업 창의 메뉴는 [파일], [번역], [검토], [보기], [옵션], [도구], [도움말]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아이
콘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말풍선(=툴팁)으로 기능명이 표시됨.

또한 각 메뉴 항목의 하단을 클릭하면 자세한 기능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음. 좀 더 명확한 기능을 알고자 한다면
[도움말] 메뉴의 도움말(유저 가이드)파일을 통하여 각 기능별의 명확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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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4 단계-계속) 번역 전 문서분석하기
본 기능은 TU 생성 이후 본문에서 ①중복문장, 번역메모리 파일에서 ②100% 일치문장, ③유사문장, ④번역 불필요
문장, ⑤번역해야 할 문장 등의 TU 를 분석하여 결과를 표시해 줍니다. 번역할 문서가 클수록 미리 분석이 필요할 경
우에 활용하는 기능임.

3.4.3 (4 단계-계속) 번역 팔레트 창으로 이동 후 번역문 작성하기
다음은 우측 TU 리스트 정보에서 마우스로 지정한 TU 와 좌측 MS-Word 문서의 문장이 하이라이트되어 서로 연
동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내용임. 그리고 마우스로 지정된 우측 TU 리스트 정보에서 엔터를 치거나, 좌측 MS-Word
문서의 문장이 마우스로 선택된 상태에서 [TU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번역문을 작성할 수 있는 [번역 팔레트 창]으
로 이동을 함. 실제 번역문 입력은 [번역 팔레트 창]에서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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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번역을 수행할 수 있는 [번역 팔레트 창]으로 이동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작업 창에서 여러 개의 패널로 구성
되며, 번역문을 작성할 위치는 [번역문 영역]에서 입력하면 됨(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위치임) 그리고 통합용/분할용
번역팔레트 버튼을 클릭하여 컴퓨터 화면 크기에 맞춰서 작업 창을 변환할 수 있음.

3.4.4 (4 단계-계속) 기계번역 & 직접 번역하기
◈ 초벌번역은 기계번역으로 수행하기 (선택사항)
다음은 (기계) 자동번역이 필요할 시 활용하는 방법임. 이때 지원되는 언어는 다국어로써 모든 언어가 지원이 되
며, 외부의 인터넷으로 연결된 API 타입의 다국어 번역엔진(구글 번역기, 빙 번역기, 바이두 번역기)를 통하여 사용
자가 언제든지 다국어 번역엔진을 선택 후 활용할 수 있음. 그리고 기계(자동)번역 기능은 꼭 인터넷이 연결된 상
태에서만 수행이 되니 이 점을 유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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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직접 번역/수정하기

다음은 원문 영역의 정보와 함께 용어/참조용어 정보를 보면서 번역문 영역에서 번역문을 작성/수정한 후 다음
TU 로 이동(TU 이동 시 단축키 또는 엔터)을 하면 자동으로 번역메모리 DB 로 등록됨.
※ Tip: 이전 TU 단축키는 [ Ctrl+D ]임 / 다음 TU 단축키는 [ Ctrl+F 또는 Enter ]임

다음은 유사한 문장을 검색 및 활용하는 내용으로써 번역메모리 탭 영역에서 검색율을 낮춘 후 화살표를 클릭하
면 유사한 번역메모리 DB 정보가 검색되어 번역메모리 탭 영역에서 표시가 됨. 상이한 정보에 대해서 원문 영역에
서는 굵은체로 표시해주고 번역메모리 탭 영역에서는 빨간색으로 상이한 부분을 표시해 줌. 이로써 쉽게 번역 수정
후 정확한 번역 문장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음.
※ 검색된 유사문장을 더블 클릭하면 번역문 영역에 자동 작성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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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번역하기 전에 미리 용어 추출 기능을 통하여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용어집을 추출/저장 후 설정을 통하여
활용한다면, 직접 번역 시에 해당되는 용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표시를 해줌.

좀 더 다양한 고급기능을 알고자 한다면 [도움말] 메뉴의 도움말(유저 가이드)파일을 통하여 각 기능별의 명확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3.5 (5 단계) 번역 결과물 생성하기
번역 작업을 모두 완료한 다음 번역 팔레트창(작업 창)의 메뉴 [파일]→[TR 파일 저장] 기능을 수행함. 본 기능은 VT
로 모든 번역 작업을 종료 한 후에 최종 번역결과 문서를 생성하는 기능으로써 원문을 제거하고 번역문만을 남겨 새
로운 워드 파일로 생성시켜 줌. 이때 최종 번역결과 문서명 앞에는 “TR_”란 접두어가 문서명에 붙어서 지정한 위치
에 문서가 생성됨. 만약 원문과 번역문 둘 다 표시되기를 원할 경우 “원문 제거하지 않음” 기능을 체크 후 문서 클린
업을 수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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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거하지 않음- 기능으로 문서 클린업 되었을 때 화면]

◈ VT 작업 파일 재시작하기
다음은 번역 업무를 종료한 다음 다시 작업파일을 이어서 수행할 경우에는 문서명 앞에 “VT_”란 접두어가 붙어있
는 VisualTran Mate 작업 문서파일을 다시 불러오면 가장 최신 작업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음. 또한
바로 TU 를 정리만 수행하며 이때에는 TU 생성 때보다 더 빠르게 TU 정리만 수행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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