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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이 결합되어 만들어
진 용어로써, 인간의 자연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가 가능한 

채팅 로봇이다. 챗봇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을 
알아듣고 챗봇이 답변하는 ‘요청과 응답(Request-Response)’
의 구조로 동작한다. 챗봇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분석

하여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챗봇의 핵심 중에 하나이다.  
사용자 의도를 위한 요청에는 사람마다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의도가 포함된 발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한 표현이 ‘알려주다’와 ‘찾아주다’와 
같이 단어 혹은 짧은 구 단위이면 두 표현은 동의어
(Synonym)라고 한다. 반면 표현이 ‘A에 대해 알려주세요’와 

‘A에 대해 찾아주세요’와 같이 문장 단위인 것을 패러프레
이즈(paraphrase)라 한다. 즉, ‘패러프레이즈’란 어떤 문장을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한 문장들

을 말한다.  
챗봇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양

한 형태의 문장인 패러프레이즈를 이용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특정 문장에 대한 다양한 유사 문장을 
생성하고, 생성된 유사 문장을 기계에 학습시키는 방안이 고
려되어야 한다. 

양질의 패러프레이즈 코퍼스를 수작업으로 얻는 것은 많

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는 문장 유사도를 이용해 패러프레이즈 쌍을 
구축하고, 또 구축한 패러프레이즈 쌍을 이용하여 기계 학습

을 통해 새로운 패러프레이즈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언어 사전학습(Pre-training) 기법이 개발되면서 자

연어처리 분야에는 큰 진전이 있었으며 BERT[1], 

RoBERTa[2], XLNet[3], T5[4], Generative Pre-
training(GPT)[5]과 같은 최첨단 모델이 크게 향상되었고, 
최근 이를 이용한 문장 생성 연구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 
 

2.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패러프레이즈에 해당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단어 치환, 구 치환, 문장 구조 변경으로 총 3가지로 

구분하였다. 아래는 각 기준에 따른 패러프레이즈 예제이다. 
 
1) 단어 치환 :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다. →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좋아하는 음악을 들
었다.  

2) 구 치환 : 날씨가 쌀쌀해서 온수로 샤워를 했다. → 

문장 유사도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의 패러프레이즈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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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패러프레이즈란 어떤 문장을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들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 검색, 다중 문서 요약, 질의응답 등 여러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양질의 

패러프레이즈 코퍼스를 얻는 것은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문장 유사도를 이용한 패러프레이즈 쌍을 구축하고, 또 구축한 패러프레이즈 쌍을 이용하여 기
계 학습을 통해 새로운 패러프레이즈을 생성한다. 제안 방식으로 생성된 패러프레이즈 쌍은 기존의 구축
되어 있는 코퍼스 내 나타나는 표현들로만 구성된 페러프레이즈 쌍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

을 해소하기 위해 기계 학습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여 새로운 표현에 대한 후보군을 추출하는 방법을 적
용하여 새로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후보군들을 추출하여 기존의 코퍼스 내 새로운 표현들이 생성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패러프레이즈, 윤문생성  

- 576 -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날씨가 쌀쌀해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3) 문장 구조 변경 : 민수는 커피를 마시고, 지수는 함

께 앉아 있었다. → 지수와 함께 앉아 있는 민수는 커
피를 마신다. 

 

단어 치환은 동의어 치환 및 어미의 표현들을 다른 표현
으로 생성한 경우를 의미하고, 구 치환은 단어를 구와 같이 
단어 뜻과 정의를 풀어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구와 구 끼리의 

치환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구조를 변경하여 나타
내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의 패러프레이즈 생성은 문장 유사도를 이용하여 패

러프레이즈 쌍을 구축하였다[6,7]. 패러프레이즈 3가지의 기
준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문장의 길이나 복잡도로 
인해 실제 입력과 출력의 두 문장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

사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어 치환을 목표로 하였다. 표 1 내 입력 

문장 내 어미와 출력 문장 내 어미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어미 치환이라고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림 1은 원시 코퍼스
를 이용하여 패러프레이즈 생성의 전체 구조도이다. 
 

 
그림 1 패러프레이즈 생성을 위한 전체 구조도 

어미 치환 및 다양한 어미 표현에 대한 패러프레이즈 생
성을 위해 우리는 비어휘화를 진행한다. 비어휘화란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제외하고 문장의 표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표 1는 입력 문장 ‘A 이용료 요금이 나왔는데 그
게 뭔가요’1에 대해 가장 유사한 3 문장을 추출한 예시이다. 
분류 1과 2는 추출한 문장의 전,후처리에 따라 분류하였다. 

분류 1은 입력 문장과 후보 문장들에 대해서 전처리 없이 
유사도를 계산하였고, 분류 2는 TF-IDF를 이용하여 특정 
서비스명 또는 상품명에 대해 특수 토큰으로 치환하여 유사

도를 계산한 후 다시 어휘화로 복구하는 작업을 후처리로 
진행하였다. 문장 유사도는 fastText[8]를 이용하였으며, 해
당 유사도는 이후 상세하게 설명한다. 

                                         
1 보안 문제로 인해 서비스 이름을 A로 변경함 

 

표 1 입력 문장 ‘A 이용료 요금이 나왔는데 그게 뭔가요’에 

대한 유사도 높은 3문장의 예시 

분류 문장 유사도 top-3 문장 

1 

A 이용료 요금이 뭔가요 

A 이용료예요 

저번 달 B 이용료 요금 얼만가요 

2 

이번달 요금 중 A 이용료가 뭐예요 

A 이용료라고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A 이용료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어요 
 
표 1의 결과를 보면, 분류 1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명에 관

련된 문장이 높은 유사도를 가지며, 또 입력 문장에 포함된 
동일한 서비스명이 포함된 문장들이 실제 유사하지는 않지
만, 문장 벡터와의 계산을 통해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분류 2에서는 입력 문장과 동일한 
서비스명이 포함되고, 다양한 어미들의 표현들이 높은 유사
도를 가지기 때문에 추출된 문장들은 실제 입력 문장과 유

사한 문장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어미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학습

하기 위해서 코퍼스 내 특징적인 단어들을 비어휘화하는 것

이 필수적이며, 코퍼스 내 TF-IDF를 이용하여 특징적인 단
어들을 추출한다. 추출된 단어를 동일한 특수 토큰인 <spc>
으로 치환하여 비어휘화한 문장을 출력한다. 표 2는 비어휘

화 전후 문장 예시이며 표 내 A,B,C는 서비스명 및 상품명
을 나타낸다. 

 

표 2 비어휘화 적용 전후 문장 예시 

비어휘화 전 문장 비어휘화 후 문장 

A가 안 돼요 <spc>가 안 돼요 

집에 있는 B는 해지해줘 
집에 있는 <spc>는 해지해

줘 

저 C 차단 좀 해주세요 저 <spc> 차단 좀 해주세요 

D 여부 확인해 주세요 <spc> 여부 확인해 주세요 

 

이후, 비어휘화된 문장을 통한 문장 벡터를 추출한다. 한
국어가 조사, 어미 등을 붙여서 말을 생성하는 언어인 교착
어라는 점과 설정 도메인에 대한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것

에 초점을 두어 본 논문에서는 문장 벡터를 쉽게 학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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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할 수 있는 fastText를 이용한다. 문장 벡터를 생성하기 
전 비어휘화 토큰을 특정 토큰으로 추가한 후 T5의 토크나

이저를 이용하여 문장을 토큰화를 한다. 토큰화된 문장과 
fastText의 print-word-vector 함수를 이용하여 문장 벡터
를 생성한 후 유클리드 거리 계산한다.  

유클리드 거리 값은 두 문장 사이의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척도이다. 식 (1)은 유클리드 계산 식이고, 𝑝와 q는 각 
문장의 임베딩 값을 의미하고, 𝑖는 임베딩의 인덱스를 의미

한다. 아래의 식은 문장 벡터가 𝑛차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euclidean	distance = 1∑ (𝑝4 − 𝑞4)89
:;<         (1) 

 
유클리드 계산 값이 가까울수록 낮은 값을 나타낸다. 유

클리드 거리 계산 값을 임계값으로 설정하고 임계값 보다 

낮은 문장 쌍을 추출하여 패러프레이즈 쌍을 후보를 추출한
다. 추출된 문장들 중 비어휘화된 부분을 기존의 단어로 복
원시키는 후처리를 적용하여 최종 패러프레이즈 쌍을 구축

한다.  
해당 코퍼스는 준완전 학습 코퍼스(silver standard 

corpus)[9]이며, 정답 패러프레이즈 코퍼스(gold standard 

corpus)가 아니라 비어휘화와 문장 유사도를 이용하여 구축
한 패러프레이즈이다. 문장 벡터 유사도의 결과로 구축된 패
러프레이즈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오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의 방식으로 구성된 패러프레이즈 쌍은 코퍼스 내 나타

나는 표현들로만 구성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한 패러프레이즈 쌍을 학습 코퍼스로 사
용하여 더 다양한 패러프레이즈 표현을 생성하는 실험을 진
행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새로운 표현의 후보군을 추출하여 

실험 결과를 확인한다.  
 

3.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객센터 상담 도메인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의 실험은 해당 도메인의 코퍼스를 이용하여 패러프레

이즈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해당 코퍼스를 학습 코퍼스로 사
용하여 더 다양한 표현을 생성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3.1 유사도를 이용한 패러프레이즈 구축 
 
고객센터 상담 도메인은 20만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TF-IDF 임계값을 0.15로 설정하여 비어휘화에 적용 가능한 
단어를 추출한다. 우리는 비어휘화된 문장 벡터를 추출하기 
위한 fastText 언어 모델 학습은 윈도우 크기는 5, 토큰의 

최소 발생 횟수는 5로 설정하였으며 토큰 벡터의 사이즈는 
512으로 설정하였다. 

각 문장 벡터를 생성하여 유클리드 거리 계산을 통해 패
러프레이즈를 구축하였다. 유클리드 거리 계산 임계값을 

0.03으로 설정하였고, 생성된 패러프레이즈 수는 307,122개
이다. 생성된 패러프레이즈는 비어휘화된 부분을 기존의 단
어로 다시 복원시키는 후처리를 진행하였다. 표 3은 생성된 

상담 의도 도메인의 패러프레이즈 코퍼스 예이다. 표 내 A, 
B는 서비스명 또는 상품명을 나타낸다. 
 

표 3 생성된 패러프레이즈 코퍼스 예 

입력 문장 구축된 패러프레이즈 

다음주 쯤에 A 철거하는

거 예약할 수 있어요? 

A 철거시키고 싶어서요. 

A 치워 주는 거  

신청해줘요. 

A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날짜 좀 잡아주세요. 

B 신청한 거  
취소하려구요. 

저 B 신청한 거  

취소하려고요. 

B 신청한 거  

취소해주세요. 

B 취소해주세요. 
 

정성 평가를 통해 기준을 7가지로 설정하였다. 1) 문장의 
전체적 의미가 다른 경우, 2) 어미만 다른 경우, 3) 단어만 

다른 경우, 4) 어미와 단어 모두 다른 경우, 5) 입력 문장 내 
일부분이 출력된 경우, 6) 입력 및 출력 문장이 동일한 경우
(특수 기호와 띄어쓰기 제외), 7) 구조 변경이다. 우리는 100

개의 샘플링을 통해서 정성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4는 정성 
평가의 결과이다. 

표 4 정성평가 결과 

정성 평가 기준 해당 문장 수 

문장의 전체적 의미가 다른 경우 18 

어미만 다른 경우 26 

단어만 다른 경우 10 

어미와 단어 모두 다른 경우 23 

입력 문장 내 일부분이 출력된 경우 20 

입력 및 출력이 동일한 경우 
(특수 기호와 띄어쓰기 제외) 1 

구조 변경 2 
 

정성 평가의 결과에 따르면, 입력 문장과 다르게 어미를 

표현한 문장은 총 3가지 기준에서 나타나며 100문장 중 61
문장이다. 어미만 다른 경우가 26문장, 어미와 단어 모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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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우 23문장 그리고 입력 문장 내 일부분이 출력된 경우 
20문장 중 12문장에 해당하였다. 문장의 전체적 의미가 다

른 경우는 패러프레이즈 문장 내 동일한 서비스명이 나타나
고,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아 높은 유사도를 가지게 되는 경
우가 해당된다. 

 
3.2 구축한 패러프레이즈와 기계 학습을 이용 

 

그림 2는 기계 학습을 이용한 패러프레이즈 생성 흐름도
이다. 사용된 모델은 t5-small[10] 모델이고, 국립국어원에
서 공개한 모두의 말뭉치의 유사 문장 말뭉치[11]와 제안 

방법으로 구축된 코퍼스를 이용한다. 총 2단계의 미세조정
(fine-tuning)단계를 거친다. 1) 모두의 말뭉치 내 유사 문장 
말뭉치를 이용한 모델, 2) 1)의 결과물인 생성한 패러프레이

즈 코퍼스를 이용한 모델, 각 단계별 학습 모델은 다음 단계
의 학습 모델로 사용한다.  

 

 
그림 2 기계 학습을 이용한 패러프레이즈 생성 흐름도 

표 5는 단계별 학습에 사용된 코퍼스의 통계이다. 1단계
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구축된 고객센터 상담 도메인 코퍼스
가 아닌 코퍼스로 학습을 진행하는 이유는 고객센터 상담 

도메인 내 유사 표현이 아닌 일반적인 패러프레이즈 표현을 
학습하기 위함이다. 표 6은 단계별 정량 평가를 진행하였고, 
정량 평가의 성능 측정 지표는 Rouge-1, Rouge-2, Rouge-

L로 설정하였다. 
 

표 5 단계별 학습에 사용된 코퍼스의 통계 

단계  
분류 

학습 코퍼스 검증 코퍼스 평가 코퍼스 

1 218,680 27,335 30,000 
(고객센터  

상담 도메인) 2 247,122 30,000 

 

표 6 단계별 학습의 정량 평가 결과 

단계 분류 Rouge-1 Rouge-2 Rouge-L 

1 0.1123 0.0200 0.0488 

2 0.4067 0.1980 0.2569 

 
우리는 100개의 샘플링을 통해서 정성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7은 정성 평가의 결과이다. 단어 및 어미가 변경되어 생
성된 경우는 패러프레이즈 생성이 잘된 경우이고 100문장 
중 56문장에 속한다. 그 중 기존 가상상담 도메인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은 문장이 24문장이다. 그리고 문장의 전체적 
의미가 다른 경우에 대한 예제로는 ‘결합해주세요’와 ‘결합 
해지해주세요’와 상반되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문맥

을 가지는 어미들에 대해서는 높은 유사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패러프레이즈의 구축 오류로 인한 결과이다. 유사 문
맥에 나타나는 상반되는 문장 또는 구에 대한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연구로 남겨둔다. 
 

표 7 정성평가 결과 

정성 평가 기준 해당 문장 수 

문장의 전체적 의미가 다른 경우 40 

어미만 다른 경우 7 

단어만 다른 경우 9 

어미와 단어 모두 다른 경우 23 

입력 문장 내 일부분이 출력된 경우 17 

입력 및 출력이 동일한 경우 
(특수 기호와 띄어쓰기 제외) 3 

구조 변경 1 

 

4. 새로운 패러프레이즈 표현 분석 
 
딥러닝 모델의 사용은 기존의 구축되어 있는 코퍼스 내 

표현이 아닌 새로운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성된 
패러프레이즈 내 새로운 표현을 분석하고자 했다. 새로운 표
현에 대한 후보군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어절 단위의 3-

gram을 이용해 기존 구축되어 있는 코퍼스에 포함하지 않
으면서 펄플렉시티(perplexity, PPL)가 설정한 임계값 이상인 
것으로 설정한다. 펄플렉시티는 언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 평가 지표이고, PPL의 수치가 낮을수록 언어 모델의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PPL의 값을 15로 설정하여  
6,445쌍을 구축하였으며 그 중 24,122개의 새로운 표현 후

보군을 생성하였다. 표 8은 새로운 표현 후보군의 예시이고, 
표 내 A는 서비스명 또는 상품명이다. 표 9는 정성 평가를 
통해 새로운 표현이 확인된 문장들이다. 표 9 내 A,B,C 또

한 서비스명 또는 상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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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새로운 표현 후보군 예시 

새로운 표현 후보군 예시 

다시 신청했는데 부가세 변경 사용료 한도 

원래 이달에 냈는데 해지해 주세요 A랑 

번호 등록해줘 서비스 결제할때 그 비밀번호 

 

표 9 정성 평가를 통한 새로운 표현이 확인된 문장 예시 

입력 문장 구축된 패러프레이즈 

제 폰으로 A 결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폰에서 B  

결제할 수 있어? 

카드 분실해서  
정지 요청합니다 

카드 발급받자마자  

분실해서 정지 신청  
해주세요. 

C 상품에 대한 정책 확인 

좀 할려구요 

C에 대한 할인 혜택  
같은거 좀 보려구요  
문의 좀 할려구요 

지금 자동이체 되어 있는
데 꼭 정해진 날짜에만 인

출이 될 수 있는거에요? 

그렇죠 지금 자동이체 되
어 있는데 이게 꼭 이 날

에 인출이 될 수 있는거
예요?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장 유사도를 이용한 패러프레이즈 쌍을 
구축하고, 또 구축한 패러프레이즈 쌍을 이용하여 기계 학습
을 통해 새로운 패러프레이즈를 생성한다. 

위의 방식으로 구성된 패러프레이즈 쌍은 기존의 구축되
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패러프레이즈 쌍을 구축하였기 때문
에 문장 내 문법적 에러가 없는 표현들의 패러프레이즈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력 코퍼스 내 나타나는 
표현들로만 구성된 페러프레이즈 쌍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한 패러프레이즈 쌍을 학

습 코퍼스로 사용하여 더 다양한 패러프레이즈 표현을 생성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새로운 표현에 대한 후보군을 추출
하는 방법으로는 어절 단위의 n-gram을 이용해 기존 구축

되어 있는 코퍼스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PPL이 설정한 임계
값 이상인 것으로 설정한다. 기존의 코퍼스 내 새로운 표현
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패러프레이즈 분류 내 ‘단어 치환’ 내 다양한 어미 
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구 치환’ 및 ‘문장 구조 
변경’에 관련한 연구들을 향후 연구로 설정한다. 그리고 기

존의 코퍼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표현들을 더 다
양하게 생성하는 문제도 해결해볼 것이며, 유사 문맥에 나타

나는 상반되는 구 또는 어미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연구
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제안한 방법이 특정 도메인 내 코
퍼스 뿐 아니라 패러프레이즈 구축의 일반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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