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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언어학적 다양성을 가지는 고품질의 한국어 패러프레이즈 생성을 위해 패러프레이즈의 생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제약이 필요하다. 원문을 패러프레이즈로 변경하기 위한 생성용 제약으로 6 개의 제

약을 제시한다: 키워드 치환, 키워드 확장, 품사 변경, 패턴 변경, 구조 변경, 키워드 리스트, 생성 

길이. 원문으로부터 패러프레이즈를 생성할 때 제약이 적용되는 정도를 시물레이션해 보았다. 10 어

절 이하의 원문은 평균 2.05 번의 제약이 적용되면 패러프레이즈가 생성되었으며 키워드 치환, 마스

킹에 의한 키워드 확장과 패턴 변경에 관한 제약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서론 

패러프레이즈(paraphrase)는 원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패러프레이즈가 원문의 다양한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장 측면에서 패러프레이즈 생성 기

술은 자동 번역, 자동 통역, 정보 검색, 정보 추출, 자

동 요약, 질의 응답, 자연어 생성, 표절 인식 등 자연

어 처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증

강(data augmentation)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1]. 

고품질의 패러프레이즈 생성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지

도학습(supervised learning)용 패러프레이즈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구축되어 있는 패러프레이즈

를 분석해 보면, 데이터의 크기에 비해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구조와 의미적 유사성을 동시에 가지는 고품

질의 패러프레이즈 데이터가 아직도 부족하다[2]. 그

래서 최근에 언어학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어

가능한 패러프레이즈 생성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언어학적 다양성을 가지는 

고품질의 한국어 패러프레이즈 생성을 제어할 수 있

는 제약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연구 

신경망 기반의 패러프레이즈 생성 연구는 패러프레

이즈의 품질과 다양성(diversity)을 확보하기 위해 단어 

수준의 생성 모델로부터 구 수준의 패러프레이즈 생

성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3]. 영어권에서 제약

(constraints)에 기반하여 패러프레이즈의 생성을 제어

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4]에서는 키워드

와 품사를 제약 조건으로, [5]에서는 생성 단어 길이, 

통사 구조, 의미 유사성, 패턴을 제약 조건으로, [6]에

서는 품사 태깅, 통사 구조, 마스킹 탬플릿, 샘플문, 

생성 키워드를 제약 조건으로 하여 패러프레이즈 생

성을 제어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한국어에서 제약에 기반하여 패러프레이즈의 생성

을 제어하는 방법으로는 문법구조 및 의미 거리 계산

법을 이용하여 원문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문장을 생

성하는 모델[7]과 실질형태소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

워드순서를 유지/변경하여 패러프레이즈를 생성하는 

모델[8]을 제시하였다. 

 

3. 한국어 패러프레이즈의 유형 분류 

영어 패러프레이즈 유형 분류로 어휘 교체나 구조 

변경이 제안되었다[9].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어순의 

자유성과 교착어라는 특징이 있어 이러한 특징을 반

영하는 한국어 패러프레이즈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한국어 패러프레이즈 유형으로 4 가지 유형을 분류하

였다. 첫번째 유형은 치환으로서 주변 어휘는 유지하

면서 원문의 동의어나 어미들을 교체하여 패러프레이

즈를 만드는 방법이다. 두번째 유형은 확장으로서 주

변 어휘는 유지하면서 원문의 어휘를 구/어절/관용어 

등의 더 큰 언어 단위로 교체하는 방법이다. 세번째 

유형은 변형으로 품사순서 변경, 태변경, 어순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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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위치에 의해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유형은 치환. 확장, 변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복합 방법이다. 한국어 패러프레이즈의 유형과 그 예

[10]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 패러프레이즈 유형과 예 

유형 원문<=>패러프레이즈 

치

환 

동의어 치

환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에게 <=> 범국

민대회 참여자들에게 

연결/종결

어미 치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확

장 

어휘 풀어

쓰기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한다. 

<=>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서로의 생

각을 전달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

다. 

관용어 활

용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 직장 구

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같다. 

변

형 

품사순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

다. <=> 축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

이 모였다. 

태 변경 모기가 아기를 물었다. <=> 아기가 

모기한테 물렸다. 

격틀 변경 징계 절차에 착수하다 <=> 징계 절

차를 시작하다. 

어순변경 다행스럽게도 그는 시험에 붙었다. 

<=> 그는 다행스럽게도 시험에 붙었

다.  

구조변경 철수는 훌륭하게 시연하였다. <=> 철

수의 시연은 훌륭하였다. 

문장 통합 이 섬은 아름답다. 또한 살기 좋을 

것 같다. <=> 이 섬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을 것 같다. 

문장 분리 원유 값이 올랐기 때문에 기름 값도 

오를 것이다. <=> 원유 값이 올랐다. 

따라서 기름 값도 오를 것이다. 

복

합 

치환+확장

+변형 

이 사회는 대학 교육을 개인의 성공

의 사다리로 간주해 왔다. <=> 사회

에서 개인의 성공은 대학 교육에 의

하여 달성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4. 제어가능한 한국어 패러프레이즈 생성용 제약들  

제약을 통해 패러프레이즈를 제어한다는 것은 입력

문장 x 와 제약들 c 에 의해 패러프레이즈 y = (y1, y2, 

…yT)를 생성하는 다음과 같은 확률 모델 식으로 정

의할 수 있다: 

p(y|𝑥, 𝑐) = ∏p(yt|y<t

T

t=1

, 𝑥, 𝑐; 𝜃) 

 

위의 식에서 𝜃는 원문 대 패러프레이즈 쌍들로 구

성된 패러프레이즈 코퍼스로부터 조건부 우도

(conditional likelihood) 최대화에 의해 학습된 모델 파

라미터를 의미하며, 제약 c는 원문-패러프레이즈로 구

성된 패러프레이즈 코퍼스로부터 자동으로 추출한다. 

표 1 의 한국어 패러프레이즈 유형을 토대로 제약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약에 대한 표현은 정규 표

현식(regular expression)으로 쓰였다: 

 

1) constraint: substitute_keyword 

생성할 패러프레이즈에 나타나야 하는 키워드를 치

환하는 제약으로 키워드가 없는 패러프레이즈를 제

어할 수 있다.  

예) input: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에게 

constraint: substitute_keyword = 참여자 

output: 범국민대회 참여자들에게 

2) constraint: extend_keyword 

원문과 동일하지 않은 마지막 어휘들을 모두 마스

킹함으로써 패러프레이즈의 확장을 제어할 수 있다.  

예) input: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constraint: extend = * 하늘에 별 따기 같다$ 

output: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같다. 

3) constraint: change_pos 

형태소 분석된 결과를 대상으로 품사 시퀀스를 기

술하는 제약으로 품사 시퀀스가 들어가지 않는 패

러프레이즈를 제어할 수 있다. 

예) input: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 

constraint: pos = * NUM N* 

output: 축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다. 

4) constraint: change_pattern 

의존 분석(dependency analysis)된 결과를 토대로 생

성할 패러프레이즈에 나타나야 하는 어휘 패턴을 

기술하는 제약으로 태 변경, 격틀 변경 등을 제어

할 수 있다. 

예) input: 징계 절차에 착수하다. 

constraint: change_ pattern = * NP!를 시작하!다 * 

output: 징계 절차를 시작하다. 

5) constraint: change_structure 

생성할 패러프레이즈에 나타나야 하는 구조를 기술

하는 제약으로 어순 변경, 구조변경, 문장 통합, 문

장 분리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예) input: 철수는 훌륭하게 시연하였다. 

constraint: change_ pattern = NP_subj[N_mod N] Pred 

output: 철수의 시연은 훌륭하였다. 

6) constraint: list_keywords 

생성할 패러프레이즈에 나타나야 하는 키워드 리스

트를 기술하는 제약으로 복합을 제어할 수 있다. 

예) input: 이 사회는 대학 교육을 개인의 성공의 사다리

로 간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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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list_keywords = [사회, 개인, 성공, 대학 

교육, 달성] 

output: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은 대학 교육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7) constraint: length 

생성할 패러프레이즈의 단어 길이를 기술하는 제약

으로 짧거나 긴 패러프레이즈를 제어할 수 있다. 

예) input: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constraint: length = 5 

output: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5. 시물레이션  

제약기반 패러프레이즈 생성 시스템이 현재 구현되

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원문이 패러프레이즈로 변하

기 위해서 어떤 제약들이 몇번 적용하면 패러프레이

즈가 생성될 수 있는지를 시물레이션으로 제시한다. 

이 시물레이션은 향후 대량의 한국어 패러프레이즈 

코퍼스가 구축되면 제약을 학습한 후에 적용되는 과

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실험 데이터는 한국어 패러

프레이즈 코퍼스인 국립국어원 유사 문장 말뭉치로부

터 임의로 원문과 패러프레이즈를 추출하였다. 각 원

문은 사람이 작성한 4 개의 패러프레이즈로 구성된다.  

5 개의 한국어 원문과 20 개의 패러프레이즈를 대상

으로 시물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표 2> 한국어 패러프레이즈 시뮬레이션 결과 

원문 5 문장, 9,8 어절 

패러프레이즈 20 문장, 9.7 어절 

Constraints  

substitute_keyword 17 

extend_keyword 8 

change_pos 0 

change_pattern 14 

change_structure 2 

list_keywords 0 

length 0 

계 41 

 

한국어 원문으로부터 패러프레이즈를 생성하기 위해

서 10 어절 이하의 원문에서는 평균 2.05 번의 제약이 

적용되면 패러프레이즈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은 언어학적 다양성을 가지는 고품질의 한국

어 패러프레이즈 생성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패러프

레이즈 생성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약이 무엇인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어가능한 한국어 패러프

레이즈 생성을 위한 제약으로 6개의 제약을 제시하였

으며 substitute_keyword, change_pattern, extend_keyword, 

순으로 적용됨을 시물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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