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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우리말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용 앱 소

프트웨어를 제안한다. 이 앱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형태소 분석하여 용언 및 서술어를 중심으로 

어형 및 문형의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말의 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안

한 방법을 음성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함으로써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였다.

주제어 : 음성인식, 문형, 형태소 분석, 한국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1. 서론

국가통계포털의 자료[1]를 보면 대한민국의 외국인 등

록 인구수는 2009년 87만 명을 시작으로 2013년 98만 명

으로 그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의 외국인 

입국자 수만 36만여 명에 육박[2]하고 이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GDP가 세계 15

위에 오를 만큼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발달 수

준이 매우 높아, 대한민국에 정착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음악, 영화 등의 

미디어 산업을 시작으로 하는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대한

민국과 한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3]. 이러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

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위상을 높이고, 경제,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특하고 생소한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외

국인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사회에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2012년에 조사한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4]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을 ‘언어문제(36.1%)’로 답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조차 우리말을 배우기가 어

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글 교육용 콘텐츠 및 교

육 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한국어에 쉽게 접근하기

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거주 외국인뿐

만 아니라, 국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

게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한국어에 대한 교육용 

콘텐츠 및 시설의 증대가 매우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어 교육 콘텐츠는 대부분 철자, 단어의 단

순 학습이나, 따라 쓰기, 게임 등 관심을 유도하는 정도

에 머물러 있어 실제적인 우리말 사용에 대해 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어형 및 문형정

보를 제공하여, 보다 깊이 있는 한국어 학습이 가능한 교

육용 소프트웨어를 제안하고 개발한다. 또한 스마트폰 앱

을 개발하고,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교육 콘텐츠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현재 개발되어 있는 우리말 교육 콘텐츠는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문법 교정기’, 

‘한글 따라 쓰기’, ‘단어 학습 및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법 교정기’의 대표적인 콘텐츠는 부산대학교 인

공지능 연구실과 ㈜나라인포테크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두근두근 한국어2’[5]이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

한 한글 문장을 분석하여, 철자 오류, 혹은 일부 문법오

류에 대해 자동으로 교정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 콘텐츠

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어 문장을 작문 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글 따라 쓰기’의 대표적인 콘텐츠는 ‘Teacher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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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dise.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한글 필기’

[6]이다. 이는 제시하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모양을 그

대로 따라 타이핑하면서 한글 문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적인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

텐츠이다. 이는 한글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에게 쉽게 접

근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어, 한국어에 대한 이질

감을 줄이고,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

나 글자에 대한 따라 쓰기 이외에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

고 있지 않아 한국어의 실제적인 사용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단어학습 및 게임’의 대표적 콘텐츠는 ‘Korean Ta

lk Game’[7]이 있다. 이는 게임을 통해 보다 친숙하게 

한국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쉬운 단어를 지속

적으로 노출하여 기초적인 우리말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콘텐츠이다. 그러나 단어만으로는 실제적인 언어 사

용이 어렵고, 제공되는 단어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서 우

리말 학습에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글 및 한국어 학습 콘텐츠는 여러 종류가 개

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콘텐츠는 부족하다. 특히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롭고, 어휘 변형 현상이 다양하며, 조사, 어미 등이 

매우 발달하여, 단순한 단어 암기만으로는 배우기가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어형 

및 문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학 공식과 같은 기초

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3. 음성 인식을 이용한 한국어 문형 추출

본 논문은 음성인식 오픈소스, 세종 전자사전 중 일부

인 용언 격틀사전, 의미부류 사전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음성으로 입력한 문장에 대해서 적절한 사용법

을 배울 수 있는 문형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어 활용이 가

능하도록 도와준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3.1 음성 인식

일반적인 한국어 교육 콘텐츠는 텍스트 기반으로 설계

되어 한글 문자에 대한 이해가 낮은 외국인이 쉽게 사용

할 수 없었다. 특히, 한글 입력 체계가 없는 컴퓨터나 스

마트폰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텍스트 기반이 아닌, 

음성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한다. 음성 인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음성인식 오픈소스

인 Speech-To-Text(STT)[8]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

은 사용자 음성을 입력받아 정답으로 생각되는 텍스트 후

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준다. 외국인의 경우는 우리말 발

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정확한 텍스트를 표현하기가 힘

들므로, 단일 결과물이 아닌 유사도가 높은 후보 순서대

로 해당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음성 인

식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음성 인식의 구성도

3.2 형태소 분석

음성 인식에서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선택된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한다. 한국어는 특히 용언의 경우 어휘의 

변형현상이 많고,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축약 등

의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므로, 보다 정확한 언어 분석을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이 필수적이다. 형태소 분석에 사용

된 프로그램은 [9,10]에서 개발된 통계기반 형태소 분석

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된 형태소 중 용언 및 조사/어미

를  자질로 추출하여 어형, 혹은 문형 정보추출에 사용하

였다. 형태소 분석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형태소 분석의 구성도

3.3 문형 정보 추출

형태소 분석과정을 마친 후에 추출된 용언 자질은 한

국어의 문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함께 사용된 조사나 어미를 분석하면 함께 사용된 단어의 

형태나 역할을 알 수 있는 중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문형 정보 추출에는 세종 전자사전 중 용언 격틀사전

을 활용하였다. 세종 용언 격틀사전[11]은 한국어 용언의 

원형과 사용방법, 의미부류, 격틀 등의 중요 정보를 담고 

있는 어휘사전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어휘의 

품사, 변형 형태 정보, 축약 정보 등의 다양한 어휘 정보

를 제공하며, 특히 의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안에는 

해당 어휘의 사용법과 관련된 문형 정보(격틀), 문형 정

보에 사용된 어휘들에 대한 의미 부류, 선택 제약, 적정 

명사, 논항 제약, 용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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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 중 의미 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

고, 해당 용언의 격틀과, 격틀에 사용된 어휘의 의미 부

류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혹은, 올바른 표현은 어떠한 것인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정보를 의미 부류 

사전과 연계하면, 보다 정확한 단어의 예시, 조사 혹은 

어미의 활용방법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문형 정보의 추출

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문형 정보 추출의 구성도

3.4 결과 출력

최종 결과가 산출이 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우리말 사용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해

하기 쉬운 언어들로 설명을 대체해야 한다. 그러므로 격

틀 사전에 사용된 용어들을 보다 쉬운 단어로 대체하여 

화면에 표기해 준다. 최종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결과 출력의 구성도

본 논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하였다. 간단한 

어휘 분석은 스마트폰의 자원을 활용하였으나, 형태소 분

석, 용언 어휘사전 검색 등의 자원 점유율이 높은 소프트

웨어는 서버를 통해 분석을 수행한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5]와 같으며, 실제 스마트폰 앱에서의 결

과화면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5. 전체 시스템 구성도

그림 6. 구축 시스템의 결과 화면

4. 결론

본 논문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하

고, 형태소 분석기로 원형 복원 및 용언 추출을 수행하고 

격틀 사전에 있는 용법의 사용방법 및 용례를 가져와 분

석한 후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어 대화를 많이 들어서 발음을 알고 있

지만 쓰는 문형을 몰랐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음성인식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이 용이하다. 

또한, 한글에 서툰 외국인에게 작문 능력 향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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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으며 국어사전에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은 

용언별 문형을 제시하여 보다 풍부한 한국어 학습이 가

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향후에는 격틀에 사용된 어휘들의 의미 정보를 의미 부

류사전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쉬운 실제적인 예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

다. 또한, 격틀 및 의미부류 사전에 수록된 번역 정보를 

이용하여 간단한 번역문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교육도

구로써 교육현장에서 활용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우리말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국가통계포털(KOSIS) : http://kosis.kr/statHtml/s

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4&vw_cd=&lis

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

_id=&conn_path=E1

[2] 2013년 외국인 입국자 :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B28022&vw_cd=&li

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

m_id=&conn_path=E1#

[3] topik 응시자 수 : http://stat.korean.go.kr/polic

y.do?method=detail&murl=sub05

[4] 2012년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에게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

gId=154&tblId=DT_MOGE_1001300611&vw_cd=MT_ZTITLE

&list_id=154_11779_10_002_a04&seqNo=&lang_mode=k

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5] 두근두근한국어2 : https://play.google.com/store/

apps/details?id=kr.co.hanguk.android.ihangul

[6] 한국어 한글 필기 : https://play.google.com/store

/apps/details?id=com.teachersparadise.koreanhang

ulhandwriting

[7] Korean Talk Game : https://play.google.com/store

/apps/details?id=com.tss21.talk.korean.google

[8] 구글 음성인식 : http://googlekoreablog.blogspot.

kr/2010/06/blog-post_16.html

[9] 이재성,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위한 3단계 확률 

모델,”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 

38권 제5호, pp.257-268, 2011

[10] 김보겸, 이다니엘, 이재성, “3단계 확률기반 형태

소 분석기를 이용한 한국어 품사 태거 구축 방

법”,한국컴퓨터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집, 제16권 제1호, pp.129-134, 2012

[11] 국립 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 최종결과물(2011년 

12월 수정판), 2011

- 1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