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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등장
하고 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단어 학습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단어 학습에서는 다양한 예문들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학습 시스템에서는 말뭉치에 있는 문장들을 예문으
로 제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경우 한정적이고 반복된 문장만을 제공하는 문제를 가진다. 본 논문에
서는 사용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 단어를 포함하는 한국어 문장을 자동 생성하
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에서는 언어 모델의 제어가 비교적 쉬운 마르코프체인을 활용한다.

주제어: 한국어 학습, 자동 문장 생성, 마르코프 체인

그림 1. 3차 마르코프 모델 구성도

1. 서론
세계적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학습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다[1,2]. 모든 언어 학습의 기본은 단어를 

암기하고 이해하는 단어 학습이며, 단어 학습에 가장 효

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단어와 관련된 예문을 참고하는 

방법이다. 예문의 문맥을 통한 단어 학습은 실생활에서

의 다양한 단어 활용을 참고하여 해당 언어의 어감을 익

히는 것을 돕는 것과 동시에, 외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

를 높이고 심도 있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부가적인 효과

를 가진다[3]. 기존의 학습 프로그램들에서는 말뭉치에

서 학습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을 검색하여 제시하는 방

법으로 예문 기반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방법으로

는 한정된 문장만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학습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언어에서는 기존 문맥을 조합하여 

무한히 새로운 적합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하여, 말뭉치에서 문맥 정보를 학습하여 다양한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 중 적합한 문장을 사용자에게 제

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한국어 문장 생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에서 접

근되어 왔다. 규칙에 기반한 문장 생성이나 기계번역 중

심의 문장 생성 등의 초기 연구에 이어, 근래에는 딥러

닝에 기반한 다양한 접근들이 등장하고 있다. [4]에서는 

LSTM 모델에 기반 하여 불완전한 한국어 문장이 입력으

로 주어졌을 때 뒤 이어 나올 단어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5]에서는 기존 순환신경망 모델에 Neural 

Attention을 추가하여 주제 정보를 어느 정도 포함시킬

지 결정한 뒤 다음 문장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며, [6]에서는 모델의 복잡도를 축소하기 

위해 음소단위의 언어모델 사용을 제안한다. 한국어 이

미지 캡션의 자동 생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도 진행되

었다[7].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문맥 시퀀스에 지나치

게 의존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여러 단어가 다양한 위치

에서 발생하는 문장을 생성하는 문제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단어를 다양한 순서로 포함하는 

문장을 생성하기 위하여 마르코프 체인을 사용한다. 비

정상행위기법 기반의 포트스캐닝 탐지방법을 제안하는 

연구[8], 예제멜로디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새

로운 곡을 작곡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9], 사후분

포를 예측하는 마르코프 체인 모형을 적용하여 직업 요

인 인구 이동에 따른 직종별 취업자의 공간적 분포에 나

타나는 변화예측[10] 등의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하는 다

양한 연구들에 기반 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여러 

명사를 입력으로 받고 각 명사별로 마르코프 모델을 생

성하여 다양한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에서는 여러 차수의 모델과 입력 어절 개수에 따른 결과

를 분석하여 빠른 응답시간과 정확도를 얻고자 한다.

2. 마르코프 체인 모델을 이용한 문장 생성
마르코프 체인(Markov Chain) 즉 마르코프 연쇄는, 매 

시간 마다 상태가 바뀔 때 미래의 상태 변화는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상태에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독립적인 사

건이라고 생각하는 통계 기반 이산 확률 과정이다[11]. 

그림 1은 3차인 마르코프 모델의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

낸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투수가 

한 타자를 상대하고 있고 첫 번째 공을 직구로 스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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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구조도

그림 3. 입력 개수와 차수에 따른 생성 문장 개수

그림 4. 차수에 입력 개수에 따른 새 문장 생성 비율

그림 5. 차수와 입력 개수, 생성 문장 길이별 정확도

크를 잡았다고 가정할 때, 두 번째 공이 어떤 구질의 공

이 들어 올 것이고 다음 볼카운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 

되는지를 판별하는 상황이나, 이번 경기에서 패한 팀이 

다음 경기에서 이길지 질지 판단하는 상황에서 마르코프 

체인이 쓰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하여 말뭉치의 문맥

을 학습하여 문장을 생성한다. 그림 2는 시스템의 구조

도를 보인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단어

들을 입력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바람’과 ‘구름’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장을 찾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바람, 구름”을 입력한다. 시스템 입력 단어는 명사로 

한정한다. 시스템은 입력에 포함된 단어를 하나라도 포

함하는 문장을 말뭉치로부터 추출하여 문장 집합을 구성

한다. 이 문장 집합에 마르코프 체인을 적용하여 입력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100개가 나올 때까지 문장 생성을 

반복한다. 최종적으로 중복된 문장을 제거하고 최종 결

과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시스템에 대한 실험에서는 마르코프체인이 영향을 미

치는 범위인 차수를 2부터 4까지 변화시켜 각기 다른 문

맥 범위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차수가 2

차인 경우 현재 문장의 어절과 다음 어절, 그 다음 어절

의 3개의 연속된 어절을 사용한다. 따라서 차수를 높게 

할수록 해당 단어와 멀리 있는 단어까지 고려하여 문장

이 생성된다. 

3. 실험 및 평가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실험과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

험에서는 2017 엑소브레인 말뭉치 V3.0[12]의 문장과 네이

버 사전 예문[13]의 총 716,324 문장을 학습 데이터로 사

용하였다. 문장의 평균 어절 개수는 11.54개이다. 시스템 

평가에서는 마르코프 체인의 차수에 따른 속도 평가와 정

확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정확도는 20대의 한국인 대학생 

3명이 평가하였으며, 완벽하게 생성된 문장은 1점, 애매

한 문장은 0.5점, 말이 안 되는 문장은 0점으로 평가하

여, 생성된 문장의 평균 점수를 정확도로 사용하였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단어의 개수와 차수에 따른 시스템 

수행 시간을 평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실험에서는 입

력 단어를 하나에서 세 개(한 단어-“바람”, 두 단어

-“바람, 구름”, 세 단어-“바람, 구름, 하늘”)로 변

화시키면서 문장 생성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결

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 개수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

지는 것과 함께, 마르코프 체인에서 3차를 사용하는 경

우 가장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2차 5.76 54.67 146.24

3차 4.78 48.45 110.41

4차 5.60 67.51 158.30

표 1. 입력 개수와 차수에 따른 수행 시간(초)
  

다음으로 차수와 입력 단어 개수에 따른 생성 문장의 

길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림 3은 입력 “바람”, 

“바람, 구름”, “바람, 구름, 하늘”과 차수에 따른 

생성 문장 중 20어절 이하 문장의 비율을 나타낸다. 모

델에서 생성된 100개의 문장 중에서 입력 단어 개수가 

많고 차수가 높을수록 중복 생성되는 문장이 많이 발생

하여 최종 결과 개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는 생성된 문장 중 말뭉치에 있는 문장과 동일한 

문장이 생성된 비율과 새 문장을 생성한 비율을 보인다. 

낮은 차수일수록 새로운 문장을 많이 생성하고 높은 차

수일수록 말뭉치 문장을 그대로 생성하는 비율이 높아짐

을 볼 수 있다.

그림 5는 차수와 입력 길이에 따른 차수별 정확도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20어절 이하는 생성된 문장의 길

이가 20어절 이하인 경우에 대한 정확도를, 전체는 생성

된 모든 문장에 대한 정확도를 보인다. 결과에서는  3차

와 4차에 따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0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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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단어] 에 대한 자동 생성 문장 평가

[바람, 구름, 하늘] 날이 가물어서 모래 실은 바람이 

불어왔으나 하늘은 푸르고 구름 없는 청명한 날씨

다. 

1점

[공책, 연필] 공책에 연필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1점

[국어, 공부] 한국어 공부가 어렵지만 틈나는 대로 

배워가는게 즐겁단다. 
1점

[세계, 문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지키기 위

해 나서자고 호소한다. 
1점

[신발, 옷] 그는 옷을 털며 태연하게 건물 뒤쪽에서 

걸어나왔고 불빛 아래서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은 

비닐끈으로 엮은 값싼 샌들이었다. 

1점

[책상, 학생] 학생들은 책상 위에 놓아 둔 책 한 권

을 우연히 집어든 적이 있었다. 
1점

표 3. 시스템 결과 문장과 평가 결과 중 일부

[국어, 공부] 나는 잘 보이고 싶어 국어공부에만 열

중했는데, 그해 방학을 맞아 선생님은 글짓기 숙제

를 내주셨다. 

0.5점

[사랑, 믿음]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 사랑을 지켜

가는 것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몇 번

이고 그 말을 되풀이 했다. 

0.5점

[신발, 옷] 한참만에 신발 끄는 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만으로 이처럼 큰 소음을 낼 수 있다는 건 끔찍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0.5점

[책상, 학생] 학생과 선생님, 책상과 의자, 흑판과 

분필 등 꼭 필요한 학생이 추천되지 않기도 한다.
0점

[세계, 문화] 또 미국 영화가 과연 미디어 문화연구

자들의 주장대로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로 확

산되기에 이르렀다.

0점

[믿음, 사랑] 그래도 나는 오빠가 우리집 장손으로서 

가족의 믿음을 저버린 사랑의 슬픔이 어떠한 것인가

를 말해주는 작품이다.

0점

결과수 정확도
새 문장

비율

새 문장

정확도

사랑, 믿음 46 0.7391 67.39% 0.6129

밥, 물 69 0.8768 24.64% 0.5000

세계, 문화 48 0.7188 62.50% 0.5500

공책, 연필 17 0.8824 41.18% 0.7143

국어, 공부 33 0.8485 45.45% 0.6667

꿈, 희망 40 0.7125 57.50% 0.5000

독서, 계절 6 0.8333 33.33% 0.5000

비, 우산 52 0.8269 51.92% 0.6667

신발, 옷 39 0.9103 28.21% 0.6818

책상, 학생 32 0.8125 59.38% 0.6842

평균 38.2 0.8115 47.64% 0.6044

표 2. 두 단어 입력에 대한 최종 시스템 평가 결과

절 이하 문장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3차를 사용하

는 경우 안정적인 속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긴 

문장은 사용자의 단어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 그림 3과 4의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시스템에서는 

3차를 사용하여 20어절 이하 길이의 문장을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표 2는 3차에 마르코프 모델에 기반하여 20어절 이하 

문장만을 생성하는 시스템에서의 두 단어 길이의 10개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정확도 평가 결과를 보인다. 시스

템에서 생성한 100개의 문장 중 중복을 제거하여 사용자

에게 제시되는 문장은 평균 38.2개가 생성되었으며 평균 

정확도는 0.8115로, 말뭉치 문장과 겹치는 문장을 제외

하고 시스템에서 온연히 생성한 새 문장의 정확도는 평

균 0.6044로 나타났다.

표 3은 시스템 결과 중 새 문장을 생성한 결과의 일부

를 보인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된 단어의 순서

와 상관없이 말뭉치에 없는 적합 문장을 생성하고 있으

며, 0.5점이나 0점의 결과의 경우에도 문장 전체에서는 

어색함을 느낄 수 있으나 단어 주변의 문맥 자체는 학습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생성함은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단어 학습을 위해 입

력된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시스템에서는 3차 마르코프 모델을 사용

하여 20어절 이하의 문장을 생성한 결과에서 평균 정확

도 0.8115, 말뭉치 문장을 제외한 결과에서는 0.6044의 

결과를 얻었다. 향후 연구로는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의 

사용과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시스템 성능 향상 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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