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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아들의 언어습득에 있어서 요한  하나는 

학습자에 한 언어환경의 노출이다. 유아가 하는 언어환

경은 부모와 같은 인간뿐만 아니라 각종 미디어와 같은 인

공  환경도 포함되며, 유아는 이러한 방 한 언어환경을 

탐색하면서 언어를 학습한다. 본 연구는 용량의 언어 데

이터 노출이 향을 미치는 유아언어학습을 유연하고 

하게 모사하는 인지  기제에 따른 기계학습 방식을 제안

한다. 유아의 기 언어학습은 문장수 의 학습과 생성 같

은 행동들이 수반되는데, 이는 언어 코퍼스에 한 노출만

으로 모사가 가능하다. 모사의 핵심은 언어 하이퍼망 구조

를 가진 기억기반 학습모델이다. 언어 하이퍼망은 언어구성

요소들 간의 상 차원 계 표상을 가능  함으로써 새로

운 데이터 스트림에 해 유사구조의 용과 이용을 도모

하여 발달 이고 진 인 학습을 모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11 개의 유아용 비디오로부터 추출한 문장 32744개를 언어 

하이퍼망을 통한 진  학습을 수행하여 문장을 생성해 

유아의 진 , 발달  학습을 모사하 다. 

키워드 : 언어학습, 언어생성, 문장생성, 하이퍼망 학습, 

하이퍼네트워크

Abstract One of the critical themes in the language 

acquisition is its exposure to linguistic environments. 

Linguistic environments, which interact with infants, 

include not only human beings such as its parents but 

also artificially crafted linguistic media as their func-

tioning elements. An infant learns a language by explo-

ring these extensive language environments around it. 

Based on such large linguistic data exposure, we propose 

a machine learning based method on the cognitive mecha-

nism that simulate flexibly and appropriately infant’s 

language learning. The infant’s initial stage of language 

learning comes with sentence learning and creation, 

which can be simulated by exposing it to a language 

corpus. The core of the simulation is a memory-based 

learning model which has language hypernetwork struc-

ture. The language hypernetwork simulates develop-

mental and progressive language learning using the 

structure of new data stream through making it repre-

senting of high level connection between language com-

ponents possible. In this paper, we simulates an infant’s 

gradual and developmental learning progress by training 

language hypernetwork gradually using 32,744 sentences 

extracted from video scripts of commercial animation 

movies for children.

Key words : Language learning, Language generation, 

Sentence generation, Hypernetwork lea-

rning

1. 서 론

1.1 언어습득 이론

언어학을 지배하고 있는 생성문법은 언어습득의 

핵심은 구문syntax의 학습에 있다고 주장한다. 구문론

은 잘 형성된 문장형태와 잘못 형성된 형태를 구분하는 

기 이 되며 문장 S를 구문 으로 옳거나/그른 코드로 

맵핑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언어습득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는 태어날 때부터 

가능하다고 본다[1]. 

하지만 소리/단어/문장 스트림으로부터 언어  패턴을 

사실상 추출해내는 확률기반 기계학습 인 근을 통한 

연구로 인해 생성문법이론에 해 많은 비 이 가해졌

다. 구문론  규칙을 가지고 해 공간을 탐색하는 것보다

는, 언어의 확률 이고 통계 인 측면에 한 정보의 증

가를 통해 언어학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률기반 언어

습득론이다[2]. 기계학습이 좀더 풍부한 데이터를 가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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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면서, 이 같은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즉 언어  “자극Stimulus”은 그간 언어학자들이 생각했

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부하고 방 하다. 두 데이터 간

의 맵핑-언어형태와 그 형태가 지시하는 의미-이 cross- 

situational 추론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3], 언어데

이터에 해 방 한 양의 확률정보를 암묵 으로 장하

고 이를 확률  제약조건으로 삼아 언어가 학습되기도 

한다[2]. 이 이론  입장은 언어학습은 인간의 보편 인 

학습기제로 인해 일어난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언어습득에 있어서 최근 나타나는 다른 계산론  

방법론으로 발달 모델을 들 수 있다. 앞서의 두 입장은 

언어의 특정 상을 시간의 흐름을 무시한 채 그 자체

만으로 고립시켜놓은 상태에서 다룬다. 이러한 근은 

언어습득의 과정을 요하게 뒷받침하는 발달  측면을 

도외시할 가능성이 높다. 발달 모델은 이러한 을 보충

한다. 즉 incremental, open-ended 방식으로 학습이 가

능하도록 한다[4-6]. 이 방법론에서 유아는 자신을 둘러

싼 언어환경을 탐색하면서 찰된 자극들과 상호 향을 

주고받는다. 이 게 함으로써 학습 단계가 늘어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어진 언어자극을 장/변형/생성

하는 경험을 늘려간다. 즉 한꺼번에(앞의 두 근처럼) 

언어의 복잡성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 으로 복

잡성을 증가시켜나가는 것이다.

1.2 연구 목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언어의 발달  측면을 고려

한 확률기반의 언어학습 양상을 보인다. 구체 으로 시

뮬 이션하는 내용은 언어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이 증가

함에 따라 유아(기계학습자)가  그 자극에 해 연

합된 개념이 풍부해지고 추상  구조(구문론  구조)의 

출 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 기제의 핵심은 언어 

하이퍼망 구조를 가진 기억기반 학습모델이다. 언어 하

이퍼망은 언어구성요소들 간의 상 차원 계 표상을 

가능  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스트림에 해 유사구

조의 용과 이용을 도모하여 발달 이고 증가 인 학

습을 시뮬 이션한다[7-9].

언어학습에 해 가장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역

은 구문론이다. 유아가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는 무분별

하게 나열된 데이터의 스트림으로부터 소리, 단어, 구, 

을 구분해내는가? 본 연구에 용된 언어 하이퍼망은 

어떠한 명시 인 구문론  규칙이 없이도 계속되는 학

습 단계별로 주어진 자극으로부터 연합기억을 만들어내

고, 이를 바탕으로 구문론 으로 정합 인 문장을 생성

하고,  더 나아가서 의미론 으로도 정합 인 문장을 

생성하는 데 합한 모델이다. 

1.3 유아에게 노출되는 언어환경의 특징

유아가 언어환경에 노출되면서 드러나는 언어환경의 

특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자극들이 ran-

dom하게 나열되어 있고, 자극들 간에 연합되어 제시되

는데 그 방식 한 유아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

서 언어형태-의미간 맵핑 함수는 유아에게  가용하

지 않다. 물론 유아의 부모와 같은 언어학습을 매개하는 

기능이 있으나 이것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면 인 

향을 끼치지는 않는다[10].

둘째 언어학습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방 하며 복잡

하다. 따라서 환경 체를 정확하고 면 하게 모사한 환

경자극을 제시해야만 시뮬 이션의 학습자도 실 이

고 유연하게 언어학습의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언어환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 으로 유아

에게 입력된다. 이 환경은  같은 양상으로 자주 나타날 

수도 있고, 한번 나타났던 것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

도 있다. 즉 그 환경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심하다. 이 

환경을 얼마나 실 으로 입력할 수 있는가 역시 발달

 학습의 요소를 도입하는 데 핵심 인 문제일 것이다.

2. 언어 하이퍼망 모델

하이퍼망 H는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정 의 집합 

X, 두 개 이상의 정 의 집합인 하이퍼에지 E, 하이퍼

에지의 가 치(weight) 집합 W로 구성된다[8]. 본 논문

의 하이퍼망 언어 모델에서는 문장의 단어가 정 이 되

고, 순서정보가 있는 연결된 단어 묶음이 하이퍼에지가 

되며, 각 하이퍼에지의 출  빈도가 가 치가 된다. 이

때 연결되는 단어의 개수를 Order라 한다. 를 들어, 

그림 1에서 언어 하이퍼망은 7 단어 good, friend, best, 

my, a, have, your 를 정 으로 가지고, Order 3의 5개 

문장, my good friend, my best friend, have a friend, 

your best friend, a good friend 를 하이퍼에지로 가진

다. 각각의 하이퍼에지들은 순서 로 weights(3,2,1,4,1)

를 가진다. 각각 하이퍼에지들을 연결하면 그림 1에서와 

같이 하이퍼망을 만든다.

기존의 하이퍼망은 하이퍼에지 내 정 들 간의 방향

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본 논문의 언어 하이퍼망에서는 

정 의 순서를 고려한다. 이것은 문장 생성 문제에 있어

서 연결된 단어간의 선후 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언어 특성에 맞는 하이퍼망을 만들기 해서이다.

언어 하이퍼망은 유아의 언어 자극 정도에 따라 다르

게 생성되며, 생성된 하이퍼망을 통해 문장을 생성함으

로써 유아의 언어 학습 양상을 모사할 수 있다.

3. 문장 생성 실험

3.1 실험 재료  단계

언어환경은 총 11단계로 구성하여 단계별로 총합 으

로 incrementally 학습시키고, 각 단계별로 주어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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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이퍼망 H는 단어 집합 X, 하이퍼에지 집합 E, 

Weight 집합 W로 구성된다. Order 3의 하이퍼

에지들이 모여 하이퍼망 구조를 만든다.

드에 따라 생성되는 문장 100개를 추출한 후, 이들  

구문론 으로 옳은 문장과 의미론 으로 옳은 문장들의 

분포와 비율을 분석하 다.

각 단계별로 학습시키는 문장은 유아용 비디오의 자막으

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에 쓰인 문장데이터의 비디오는 

<늑 와 7마리 아기양> <미피와 친구들> <루니튠스> 

<까이유> <도라도라> <싱어롱 맥도 드 농장> <꼬마기

차 토마스> <티모시네 유치원> <곰돌이 푸> <굿모닝 헬로

키티> <찰리 라운과 스 피>이다. (학습순서에 따라 나열함)

언어 하이퍼망을 구성하는 문장데이터의 용량은 각 

단계별 평균 100kb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키워드는 

명사/형용사 형태로, Kucera and Francis 빈도에서 상

에 치하는 단어 ‘you’를 사용하 다[11].

키워드에 따라 생성된 문장들  100개를 무작 로 

추출하고, 이를 다시 구문론 으로 옳은 문장과 의미론

으로 옳은 문장, 그리고 옳지 않은 문장으로 분류하

여, 학습단계 발 에 따른 생성 양상을 살펴보았다.

3.2 하이퍼망 학습  생성

유아의 언어 학습 양상을 모사하기 한 방법으로 언

어 하이퍼망을 통한 문장 생성 실험을 수행하 다. 하이

그림 2 언어 하이퍼망을 통한 문장 생성 시. 키워드는 

‘you’, 생성된 문장은 “thank you for helping me 

said thomas”

퍼망을 Order 3으로 생성하 을 경우 문장은 그림 2에

서 처럼 키워드를 심으로 양방향으로 생성된다.

문장생성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주어진 키워드 Lq = (xq)를 하이퍼망 H에서 

검색하여 동일한 키워드를 포함하는 하이퍼에지를 찾아 

M = {L1,L2,…,Lm}에 장.

단계 2. M 에서 Roulette wheel selection을 통해 하

이퍼에지 Lh = (xq-1, xq, xq+1) 선택

단계 3. 키워드 Lq = (xq-1) 을 업데이트 한 후 단계 1, 

2 를 다시 수행 하여 Lleft = (xq-2, xq-1, xq) 를 정한다.

단계 4. 키워드 Lq = (xq+1) 을 업데이트 한 후 단계 1, 

2 를 다시 수행하여 Lright = (xq, xq+1, xq+2) 를 정한다.

단계 5. Lleft 를 Lright 연결하여 부분 문장 Lh = (xq-2, 

xq-1, xq, xq+1, xq-2) 을 생성한다.

단계 6. 단계 3-5 를 Lq = (xq-2) 과 Lq = (xq+2) 에 수

행한다. 이 과정을 문장이 종료조건을 맞이할 때까지 반

복 수행한다.

문장 생성의 종료는 생성되고 있는 문장의 양쪽 말단

에 치한 단어들이 하이퍼망 상에서 종료 단어이거나 

시작 단어일 확률이 높을 경우 종료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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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분석

표 1은 하이퍼망의 언어 데이터 학습 후 ‘you’라는 키

워드를 심으로 생성된 문장들의 문이다. 제시된 문

장들은 생성된 문장 100개 에서 구문론 /의미론 으

로 공히 정합 인 문장들이다. 이 문장들은 단어 4개부

터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 단계가 진행될수록 정합

이면서 길이가 긴 문장들이 더 많이 생성되었다.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는 형태별 어휘들의 개수(type 

number)는 총 6124개이고 사용된 모든 어휘 개수(token 

number)는 총 252936개로서 small world를 형성한다. 

하이퍼망이 형성하는 체 가설공간, 즉 총 문장 개수의 

크기는 32744개이다. 학습단계는 총 11회에 걸쳐 진행

표 1 문장 생성 결과

했다. 주어진 키워드에 해 생성된 문장의 정합성에 

한 분석 기 은 다음과 같다:

* 문장의 구문론  정합성: 생성된 문장이 문법 으

로 옳은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 문장의 의미론  정합성: 의미 으로 옳은 문장인

지 여부. 문장이 문법 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의미

으로 옳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장 생성되기 어

려운 기 이므로 이 기 에 부합하는 문장 수도 가

장 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험 결과 학습 단계가 

진행될수록 생성된 문장에서 구문론 , 의미론  정합

인 문장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 각 학습 단계별 정합  문장생성 비율(%). 총 

11단계까지 진행했다. 호 안은 학습 어휘 

type의 개수이다.

5. 결론  논의

본 연구는 언어학습에 한 선험 인 규칙 없이 하이

퍼망 기반의 기억모델을 통해 언어환경의 확률  분포

와 시간에 따른 언어환경  기억 변화로부터 유아의 

언어획득  생성이 가능한지에 해 시뮬 이션 실험

으로 고찰해보았다. 언어환경 구축은 유아용 비디오의 

자막 데이터를 사용하 고, 하이퍼망을 사용하여 총 11

단계의 진 , 발달  학습을 모사하 다. 이후 하이퍼

망이 주어진 키워드에 따라 생성하는 문장들의 구문론

/의미론  정합성을 확인하 다.

하이퍼망은 학습 데이터에 한 명시 인 규칙 없이 

데이터 항목들 사이의 연결 양상으로부터 구조를 악

하고 주어진 구조와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유용

하다.  데이터가 증가 으로 늘어날수록 학습 효율과 

유연성이 뛰어나 언어학습처럼 가설공간이 사실상 무한

에 가깝고 보편 인 인지기제들이 동원되는 언어  작

업수행에 좋은 능력을 보인다. 

실험을 통해,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정합 인 문장의 

생성 능력이 늘어감을 알 수 있었다.  정합 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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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 한 증가하 기 때문에, 유아언어학습의 보편

인 양상을 반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종합 으

로, 본 실험이 언어학습의 발달  측면을 일부나마 잘 

모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후 좀더 많은 양의 데이터

와 학습단계, 언어학습에 향을 끼치는 다양한 심리학

 변인들로 연계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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