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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예제로부터 프로그램 코드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기술을 귀납적 프로그

래밍(inductive programming) 또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합성(program synthe-
sis)라고 한다. 주로 이진함수(boolean function)를 학습하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에
비해 생소하지만 데이터로부터 어떤 함수를 학습한다는 면에서 머신러닝의 한 분

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의 동작을 기술하는 입출력
예제가주어지면프로그램합성기는이예제들을모두만족시키는프로그램코드를

만들어낸다.

최근 들어 프로그램 합성 기술은 엔드유저를 위한 프로그래밍(End-user pro-
gramming)기술에 다양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팅 기기(스마
트폰,노트북,etc)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프로그래밍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컴퓨팅 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프로그램 합성 기술은 이러한 일반
사용자들에게 프로그래밍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누구나 차별없이 컴퓨팅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장 유명한 예는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 Excel에 장착된 FlashFill이라고 불

리는기술이다.예를들어,한사용자가아래와같은스프레드쉬트데이터를가지고
있다고 하자.

Programming Language Design and Implementation PLD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ICML
Founda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 · ·

왼쪽 컬럼에는 컴퓨터 분야 학술대회들의 이름이 쓰여진 수많은 데이터가 있

고 사용자는 오른쪽 컬럼에 각 학회들의 약자를 채워넣고 싶다고 하자. 예를 들어,
Programming Language Design and Implementation을 PLDI로축약하는것이다.
보통 이러한 작업을 할 때 프로그래밍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는 일일이 수작업으

로오른쪽칸을채우는방법밖에없을것이다.하지만 Excel은위와같이두세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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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에 대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예제를 통해 보여주면(PLDI, ICML을 사
용자가 입력) 나머지 칸들을 자동으로 채워준다. 예를 들어, 오른쪽 컬럼의 세 번째
줄은 FSE로 자동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Excel의 이 기능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Excel은 사용자가 보여
준 두 예제로부터, 문자열 축약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들어
낸다. 즉,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아서 빈칸을 기준으로 단어들을 쪼개고 각 단어의
첫 대문자들을 연결해서 돌려주는 문자열 처리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그 다음, 이
프로그램을 나머지 입력예제들에 실행시켜서 얻어지는 결과들로 나머지 빈칸을

채운다.
FlashFill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머신러닝 기법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기술로

2011년에 발표되었다 [1]. 먼저 위와 같은 문자열 처리 프로그램을 C나 Java와 같
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general-purpose language)로 자동 생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FlashFill은 문자열 처리에 특화된 언어(domain-
specific language)를 디자인 하여 프로그램을 학습할 상태공간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으로 정의되는 상태공간에서 주어진 예제를 만
족하는프로그램을찾는것은본질적으로공간탐색문제이다. FlashFill은효율적인
공간탐색을 위해서 머신러닝 분야에서 연구되어온 Version Space개념을 일반화한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또한 주어진 소수의 예제를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은 일반
적으로 무수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글에서는 프로그램 합성의 가장 간단한 형태인 귀납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소개했지만사실프로그램합성기술은명세,학습기법,목적에따라매우다양한형
태로연구되고있다.예를들어,프로그램명세를입출력예제가아닌정교한논리식
(predicate logic)으로 주어서 주어진 작업을 완벽히 해내는 무결점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데 활용되기도 하고, 주어진 프로그램 구현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알고리
즘을 자동으로 발견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
(MOOC)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개인화된 문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자동으로
피드백을 주는 기술에도 접목되고 있다.
프로그램 합성 기술은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기계가 사람을
능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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