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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계 독해는 자연어 이해의 하위 분야로, 인공지능 혹은 컴퓨터 알고리듬이 주어진

지문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 독해의

대표적인응용은 문서로부터 자연어 질의를 통한 정보 검색으로,검색 능률을 증진하고

자동화된 응답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

직접 질의응답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프로그램화된 시스템보다 데이터 가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는 지문의 일부 텍스트가 빈칸으로 대체된 채

로 주어지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채우는 형식의 과업을 일컫는다. 해당 과업은

간단한 법칙을 이용해 클로즈 형식으로 변환 가능한 질문들이 많아 응용 범위가 넓은

데다가, 단순한 문제 형태 덕분에 기계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데 자주 사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를 일반 텍스트 말뭉치로 학습한 신경망 언어

모형의 전이 학습에 기반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막대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습득된지식들을활용함으로써소량의목표과업데이터와연산리소스만으로효과적인

기계 독해 모형을 얻고자 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기법을 제안한다.

첫째, 모형 학습 과정에서 샘플 문제들을 접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양방향

신경망언어모형을클로즈형식기계독해과업에대해비지도적으로학습된,텍스트의

적합도를 스코어링하는 모형으로 활용하는 제로샷 전이 방식을 제시한다. 둘째,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 데이터셋이 훈련 과정에서 가용할 때, 사전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

의 파라미터를 샘플들을 이용해 업데이트하는 미세조정 기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리소스가 풍족한 다중어 또는 타국어로 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을, 위의 기법들을 적

용하기 이전 단계에서, 비교적 작은 크기의 한국어 말뭉치로 교차언어 추가 학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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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적응시키는 방법을 탐구한다.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 중 지문이 문장 하나인 문장 완성 과업의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Microsoft Research; MSR) 챌린지 셋과 SAT(Scholastic Assessment Test) 데

이터셋으로 먼저 제안 기법을 검증하였다. 제한된 말뭉치로만 학습하는 MSR 챌린지

세팅하에서, 제안하는 양방향 단어 단위 신경망 언어 모형을 제로샷 전이했을 때, 기존

의 결과들을 모두 뛰어넘는 정확도를 달성했다.또한 방대한 외부 말뭉치로 사전학습된

여러 신경망 언어 모형들을 제로샷 전이 및 미세조정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미세조정

과정을 통해 정확도가 향상되어 MSR 셋과 SAT 셋 모두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했다.

다중어 또는 타국어 신경망 언어 모형의 한국어로의 적응 기법을 실험하기 위해, 한국

어능력시험으로부터 직접 1823개 선다형 문제들을 추출하여 한국어 클로즈 기계 독해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다양한 언어로 기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들에 대해 제안하는

교차언어 추가 학습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어 말뭉치로만 단일어 모형을 학습한다

거나 다중어 모형을 단순히 추가 훈련할 때보다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과업 전이, 교차언어 적응, 사전학습 언어 모형, 신경망 미세조정, 한국어 데

이터셋, 자연어 이해, 텍스트의 기계 이해, 텍스트 채우기

학번: 2013-2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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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현대에 들어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텍스트 데이터가 대규모로

수집되어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많은

조직 단체들이 사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각종 자료와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후 경영 및 업무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따라각종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및자연어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문서

화된 고객의 소리로부터 요구사항을 분류하고[83, 85] 제품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여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활용한다거나[84, 86, 199], 기업 공시문서나 정책문의 감성을

분석하여 각종 금융 지표 및 이벤트를 예측하여 의사 결정을 돕고[65, 196], 온라인

커뮤니티 글로부터 키워드 추출과 시각화[64], 그리고 텍스트 사례기반추론을[62, 204]

통해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기술 혁신의 기회로 삼는[197, 74, 63] 방식이 제시되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특정 목적이나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다재다능함과 범용성을 바

탕으로각양각색의자동화된서비스를가능케하는전도유망한패러다임으로부각되고

있다.

기계 독해(machine reading comprehension)는 인공지능 혹은 컴퓨터 알고리듬이

주어진 지문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업을 의미한다[13, 96].

기계 독해의 대표적인 응용은 문서로부터 자연어 질의를 통한 정보 검색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가 지식 관리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하루 평균 2.5시간을 정보 검색에 할애한다고 한다[200]. 키워드 찾기만으로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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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가문서내에서되풀이되는경우가많아원하는정보를얻을때까지키워드찾기

와 내용 읽기를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장으로 된 구체적인 질문을 그대로

입력했을때문서내에서해당정보를반환하게끔해주는것이바로기계독해기술이다.

이러한 정보 검색 기술은 비단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인간 담당자를 생략한 자동화된

내/외부 응답 시스템에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미처 분석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의 보고로 탈바꿈시켜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질의문답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정형 데이

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가공에 초래되는 비용을 아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화된 질의

언어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대신 자연어를 사용함으로써, 컴퓨터 언어에

익숙지 않은 인원들도 분석 작업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자연어 처리 과업에 데이터 기반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전통적으로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방식,즉과업이요구하는출력결과가모두레이블된상태로

존재하는 훈련 데이터셋으로 모형을 학습하는 접근 방식이 훌륭한 성과를 냈었다.그러

나, 양질의 레이블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주석자(annotator)를 장시간

고용해야 하는 등 고비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어순이나 맥락에 따라 단어열의

의미가크게변화할수있는자연어의특성상근본적으로모형학습에다량의데이터가

필요한데다, 다수의 파라미터를 지닌 심층 신경망 모형을 도입할 경우 학습 데이터 확

보 이슈가 더욱 심각해진다. 근래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벡터

표현으로 추출하는 신경망을 저비용으로 획득 가능한 데이터로 먼저 학습하고, 목표

과업에 대해서 소량의 레이블된 데이터로 기학습된 신경망을 약간만 업데이트시키는,

일명 미세조정(fine-tuning)을 통한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 방식이 주목받고 있

다(그림 1.1).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대용량의 이미지 분류 데이터셋으로 신경망을

학습하고 이로부터 추출한 은닉 표현을 이미지 피쳐를 사용하는 방식이 비교적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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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54],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좀더 최근에, 일반 텍스트(plain-text) 말뭉치로

부터신경망언어모형을사전학습(pre-training)하고목표과업으로전이시키는방식이

유행하고 있다[48, 123, 30].

추론(inference)

전통적인
지도학습
방식

전이학습
방식

미세조정(fine-tuning)

연관과업
저비용데이터

적은양의
레이블데이터

사전학습(pre-training)

he is a clever man

context prediction

이미지분류 언어모델링

입력
데이터

예측
레이블

목표과업
레이블데이터

학습(training)

Figure 1.1: 신경망 모형의 전이 학습.

이러한 접근 방식을 기업이 당면한 자연어 처리 문제에 적용할 경우, 주어진 예산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성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이나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모형 구축을 보다 수월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리뷰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자동으로 판별하는 이진 분류 시스템을 신뢰함, 흥미로

움, 놀라움, 혐오함 등의 레이블로 분류하도록 전환하고 싶다고 하자. 전통적인 지도

학습 방식으로 새로운 분류 체계로 레이블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형을 처음부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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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면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 된다. 반면, 전이 학습 방식을 차용하면, 기존 분류

모형이 습득한 지식을 재활용하여 새 레이블 데이터를 비교적 적게 수집해도 우수한

모형을 얻을 수 있다. 또다른 예로, 성향이 이질적인 커뮤니티별로 특화된 모형을 따로

구축하여 운용하고 싶은 경우,커뮤니티 간에 공유하는 보편적인 측면을 사전학습 모형

에반영하고상이한특징만전이학습방식을통해추가반영함으로써매우효율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로즈 형식(cloze-style) 기계 독해를 사전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

형을 전이 학습하여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는

지문의 일부 텍스트가 빈칸으로 대체된 채로 주어지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추

론하여 채우는 형식의 문제를 일컫는다. 언제, 누구와 같은 의문사를 이용한 의문문은

어순을바꾸는간단한법칙을이용해클로즈형식의질문으로변환가능한경우가많은

데다가, 지문의 일부를 가리고(masking) 가려진 부분이 정답이 되는 간편한 문제 생성

방식 덕분에 클로즈 형식 문제가 기계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데 자주 사용되어 왔기에

본 논문에서도 이를 초점으로 삼았다.

클로즈 형식 문제 중 먼저 지문 길이가 문장 하나인 문장 완성 과업을 다룬다. 문장

완성 알고리듬은 문장을 작문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표현 문구를 찾는 상황이나 특정

용어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표현의 주변 맥락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질

의문으로 검색하는 과정 등에 응용될 수 있다. 문장 완성을 위해 단어의 등장 빈도

관련피쳐에기반한방법부터여러가지구조의신경망언어모형을이용하는방법들이

제안되었다[173, 155, 106, 157]. 그러나, 해당 과업은 본질적으로 앞뒤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텍스트를 추론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직접

적으로 신경망 구조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순방향과

역방향, 각 방향으로부터 맥락 정보를 전달하여 단어 확률을 예측하는 양방향 단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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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경망 언어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문장 완성에 활용하여 그 이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량의 예제 문제들을 모형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최근 유행하는

기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으로부터 약간의 구조 수정 후에 추가 학습하여 목표 과업

으로 전이시키는 골조를[123, 30] 적용해볼 것이다. 보다 일반적인 기계 독해 문제를

위해 제시된 기존 골조에서, 추가 학습 시 신경망에 투입되는 입력 구성에 대해 문장

완성과업에적합한방식을제안하며,다양한신경망언어모형에대해실험하여결과를

비교한다.

이어, 타국어 또는 다중어(multilingual)로 학습된 언어 모형을 한국어로 된 문제에

알맞게 적응(adaptation)하는 방식을 탐구할 것이다. 기존의 한국어 기계 독해 연구들

은대량의한국어말뭉치를수집하여모형을훈련시키는방식을주로채택했다[203, 39,

82].그러나영어,중국어등에주요언어에비해구축된한국어말뭉치의크기와다양성

이부족한상태이며,우리말화자수또한상대적으로적어새로데이터를수집하기에도

수요 대비 비용이 크다. 게다가, 언어별로 독립적인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함에 따라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된다[146].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가지언어로된말뭉치들을학습한다중어언어모형을활용하는방식이연구되고

있으나, 학습 데이터에서 비중이 낮고 주요 언어들과 문자 체계가 다른 언어들의 경우,

다중어 모형을 활용하더라도 주요 언어에 비해 성능이 많이 뒤쳐지는 결과가 보고되었

다[132, 147, 176]. 본 연구에서는, 다중어 언어 모형으로부터 학습된 언어 각각에 대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언어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이

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어 말뭉치를 추가 학습하여 한국어로 적응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적응 과정에서 토크나이저와 어휘 집합을 한국어에 맞게 대체

하고, 대체된 어휘의 임베딩 파라미터를 기존의 학습된 타언어 어휘 임베딩을 활용해

초기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비록 한국어를 미리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언어학

5



적으로 가까운 언어로 학습된 언어 모형에 대해서도 적응 과정이 유효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다양한 타국어 언어 모형들에 제안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한다.

표 1.1에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 문제의 특징과 신경망 전이

및 적응 과정 중 어느 부분에서 기법을 제안했는지, 그리고 언어 적응 이전에 신경망이

어떤 언어로 사전학습 되었는지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1: 본 논문에서 다루는 클로즈 데이터셋과 신경망 전이 및 적응 기법

장 목표 과업 데이터셋 특징 소스 모형 기법 제안

문제 길이 언어 언어 신경망

구조

과업

전이

언어

적응

3장 문장 완성 1문장 영어 영어 X X

4장 한국어 클로즈

기계 독해

1문장–1문단 한국어 타국어

다중어

−1 X

13장에서 제안한 과업 전이 기법을 4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본 논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다루는 문제와

관련된 그리고 기법적 배경이 되는 기존 연구 및 결과들을 논의한다. 각 절에서는, 기계

독해의 개념적정의와 이를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사전학습 언어모형이

대두되게 된 배경과 그중 대표적인 모형들, 자연어 처리 신경망 모형의 과업 전이 및

영역 적응 기법들, 그리고 텍스트 처리에 관련한 용어들을 차례로 소개한다. 다음 3

장에서는 문장 완성 과업에서 신경망 언어 모형의 전이 학습 접근법이 유효하게 적용

가능함을 확인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문장 완성을 위한 양방향 신경망 언어 모형의

구조, 모형 학습 과정에서 문제의 정답 레이블을 이용하지 않는 제로샷(zero-shot) 전이

기법, 그리고 소량의 문장 완성 샘플들을 이용한 미세조정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

험을 통해 기존 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검증한다. 4장에서는 한국어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를 위해, 리소스가 풍부한 다중어 또는 타국어로 사전학습된 언어 모형을 어떻

게 효율적으로 한국어로 적응시킬지 탐구한다. 다중어 언어 모형에 대해, 이전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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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방법을 적응 과정 없이 그대로 한국어 데이터셋에 적용할 때보다, 이 장에서 제

안하는 언어 적응 학습을 먼저 수행할 때 성능이 향상됨을 관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간단한 요약과 함께 논문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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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2.1 기계 독해

기계 독해는 영어로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혹은, reading 이라는 단어가

비단 자연어를 읽는 과정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갖가지 입력을 처리할 때도 쓰이는지라

이와 구분짓기 위해, machine comprehension of text 라고도 일컫는다. 이때, 기계가

글을 이해한다는 정의는 인공지능 혹은 컴퓨터 알고리듬이 텍스트를 입력받고 그 내용

에 대한 질문을 답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3]. 올바른 답변은,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대다수의 성인들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모국어 사용자들이 알

맞다고 생각하면서 관계되지 않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 과업과 연관이 깊으며, 대신 웹 공간 등의 외부

자료로부터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답하는 열린 영역(open-domain) 질의응답과는 구

별된다. 기계 독해 과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답변 형태는 자유 형식의(free-form)

자연어일 것이나, 이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립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빈칸 채우기 형태의 클로즈 형식, 주어진 보기들 중에 택하는 선다형

(multi-choice), 지문에서 범위를 정답으로 추출하는 범위 추출(span extraction) 등의

다양한 정답 유형을 가지는 기계 독해 평가용 데이터셋들이 제시되었다.언급된 유형들

은, 가령 선다형 클로즈 형식처럼, 기계 독해 문제가 반드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들에 동시에 걸쳐 있을 수 있다. 또한, 핵심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독해 능력에 따라, 지문의 텍스트 영역이나 형태, 그리고 질문이 수집되는 방식

등이 상이하게 설계된 데이터셋들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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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초점으로 삼는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 중에서는, 먼저 Hermann et al.

[43]이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공되는 요약 문장으로부터 본문에 등장

하는 개체 중 하나의 언급을 감추는 방식으로 백만 개 가량의 클로즈 질문들을 생성하

여 만든 CNN/Daily Mail 데이터셋을 통해, 심층학습 기반 기계 독해에 관한 연구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CNN/Daily Mail 셋에서는 요약 문장이 본문의 문장을 약간만

바꾼 표현(paraphrase)인 경우가 많아, 글의 전체적인 맥락 파악이 필수적이지 않은

질문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Hill et al. [44]은 서사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면서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는 유아용 도서의 텍스트로부터 앞에 스무 문장을 지

문으로 배정하고 스물한번째 문장으로부터 클로즈 질문을 만든 CBT(Children’s Book

Test) 셋을 생성했다. 그러나, 위에 두 데이터셋은 휴리스틱 기반의 자동화된 알고리

듬을 통해 빈칸으로 만들 개체를 택하는 방식으로 생성되어 수집 비용은 적었으나 질

문의 품질에 대한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 CLOTH(CLOze test by TeacHers)[178]와

RACE(ReAding Comprehension dataset from Examinations)[75]는 중국의 교사들이

출제한 중고등 영어 시험으로부터 클로즈 형식의 선다형 문제를 추출함으로써 한층 검

증된 평가 문제를 수집했다. 이와 더불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제를 사람들이 직접 출제해서 모은 데이터셋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대표적

으로, Story Cloze[137]는기승전결이분명한다섯문장으로된짧은이야기를지어내고

다섯번째 문장 자리에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을 거짓 보기로 출제하게 만든 데이터셋

이다. SWAG(Situations With Adversarial Generations)[184]는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서사에 초점을 맞춰, 비디오 클립의 특정 장면을 묘사한 문장이 이전 문맥으로

주어질 때 다음 장면을 설명하는 문장을 네 개의 보기 중에 택일하는 문제를 수집했다.

이때, 문제 생성 시 발생하는 편향을 제거하고자, 미리 학습해놓은 기계 독해 모형을

적대적(adversarial) 방식으로 활용하여 쉬운 보기는 제외하고 헷갈리지만 정답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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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를 추가하였다.

클로즈 형식 이외의 대표적 기계 독해 데이터셋으로, SQuAD(Stanford Question

Answering Dataset) [126]는오백개이상의위키피디아페이지들을지문으로삼아이에

대한십만개이상의범위추출형태의질문들로구성되었으며,저자들은이를공개하고

리더보드를운영한덕분에상당기간여러기계독해모형의벤치마크셋으로기능해왔

다. NarrativeQA[69]는, 크라우드소싱을 통해서도 여전히 피상적 읽기만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다수 수집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글 전체의 서사를 파악하고 인물이

나 개체들 간의 사건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답변 가능하도록 설계된 문제들로

수집되었다. NQ(Natural Questions)[73]는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 하는 질문들로 셋을

구성하고자 구글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들이 입력했던 실제 질의들을 필터링하여 질문

의 소스로 사용했으며,이와 관련된 위키피디아 페이지로부터 문단 길이 정도로 설명이

충분히 긴 대답과 몇 단어 이내의 단답을 주석자들로 하여금 찾게 하였다. 더 나아

가, Cosmos(COmmonSence Machine cOmprehenSion) QA[52]는 ‘만약에(if)’ 등으로

시작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가정에 기반한 추론을 요구하면서 정답이 지문에 명시적

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난이도가 높아졌다. 또한, Dunietz et al. [35]은 기존 기계 독해

셋들이 설계 과정에서 기계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주어진지문에대해스토리라인,특히공간적,시간적,인과적,동기적관점에

서의 해석을 기계가이해해야 할 템플릿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셋을 수집했다.

인과적, 동기적 해석은, Cosmos QA와 유사하게, 만약 원래 지문 내용과 다른 서사가

전개되었다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지 대안 세계(alternative world)를 상상해보도록

함으로써 템플릿을 구성했다. 한편, 텍스트에 나타난 시간, 나이, 금액, 비율, 개수 등의

수치 정보를 바탕으로, 더하기, 빼기, 비교, 셈(count), 정렬 등의 이산적 추론을 요

구하는 DROP(Discrete Reasoning Over the content of Paragraphs)[33] 데이터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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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되기도 했다.

표 2.1에는 전술한 기계 독해 데이터셋들과 더불어,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데이

터셋들의정답형태,질문수집방식,그리고지문의소스또는텍스트영역을비교했다.

표 하단에 비교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 셋들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 개별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Table 2.1: 여러 기계 독해 데이터셋들의 특징 비교

데이터셋 클로즈 선다형 범위 추출 질문 수집 지문 소스

CNN/Daily Mail[43] X X 휴리스틱 뉴스

CBT[44] X X X 휴리스틱 유아용 도서

RACE[75] X1 X 시험 문제 혼합

CLOTH[178] X X 시험 문제 혼합

Story Cloze[137] X X 크라우드소싱 짧은 이야기

SWAG[184] X X 크라우드소싱 일상 동영상

SQuAD[126] X 크라우드소싱 위키백과

NarrativeQA[69] 크라우드소싱 도서, 영화
NQ[73] 검색 질의 위키백과

CosmosQA[52] X 크라우드소싱 일상 블로그

ToU[35] X 크라우드소싱 RACE[75]
DROP[33] 크라우드소싱 위키백과

MSR 문장 완성[193] X X 인하우스2 소설

한국어 클로즈 X X 시험 문제 혼합
1클로즈 형식 질문 다수와 일부 의문문으로 구성 2조직 내부에서 인원을 선별하고 출제 유의사항을

상세히 교육하여 양질의 질문 수집

다음은엄밀히는기계독해로분류되지않으나,텍스트이해를추론의기반으로삼아

다음 절에 후술할 사전학습 언어 모형의 후속 목표 과업으로 자주 평가되는 데이터셋

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GLUE(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165]는

기존의 아홉 가지 영어 문장 이해 관련 데이터셋들을 정리한 벤치마크 모음이다. 아홉

가지 데이터셋은 과업의 입출력 형태에 따라 단일 문장 입력, 대등한 문장 쌍 입력,

그리고 전제(premise)와 가설(hypothesis) 문장 쌍 입력 과업으로 크게 구분된다.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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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입력과업으로는문장의문법적적합성판단그리고영화리뷰의감성분석에따른

긍부정 분류가 포함된다. 대등한 문장 쌍이 입력되는 과업에는 두 문장의 의미 유사성

또는 서로가 약간의 말만 바꾼 표현(paraphrase)인지를 판단하는 세 가지 데이터셋들

이 해당된다. 전제와 가설 문장 쌍이 입력되고 출력으로 서로 부합하는지(entailment),

모순되는지(contradiction), 또는 중립적인지(neutral) 결정하는 과업을 NLI(Natural

Language Inference) 또는 텍스트 함의 인식(recognizing textual entailment)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GLUE에는 네 개의 NLI 데이터셋들이 포함되어 있다. NLI 셋들 중

에는 393K개 샘플들로 구성된 MNLI(Multi-Genre NLI)[171] 말뭉치가 가장 비중이

크고, SQuAD를 NLI 형태로 변환한 QNLI가 뒤를 이으며, WSC(Winograd Schema

Challenge)[87] 데이터셋을 NLI로 형태로 변환한 WNLI는 샘플 수가 제일 적다. WSC

셋에 대해 부연 설명하면, 과업의 목표는 대명사 명확화(pronoun disambiguation)로

문장 내에 언급된 단어 두 개가 보기로 각각 주어지며, 보기들은 공유하면서 문장 내

단어 하나만 서로 달라 이로 인해 정답이 뒤바뀌는 쌍둥이 문제들로 구성된다. 아홉

가지 셋 중, 유사도를 0–5로 점수 매기는 문장 의미 유사성 과업을 제외하면, 모두 이진

분류 혹은 삼진 분류(MNLI의 경우) 문제다. 이후 보다 도전적이면서 다양한 입출력

형태를 지닌 데이터셋들로 교체된 SuperGLUE[164] 벤치마크와, WSC 셋에서 적대적

방식으로 원치 않는 편향성을 축소시키면서 샘플 수가 크게 늘어난 WinoGrande[133]

데이터셋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8년 이전에 공개된 상식 추론과 관련된 자

연어 이해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이 Storks et al. [145]에 정리 조사되어 있다.

한편, 각 언어마다 독립적인 모형을 구축하는 대신, 다중어 모형을 여러 언어로 된

기계 독해 과업에 활용하는 방식이 최근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언어를 뛰어넘는 교

차언어 기계 독해(cross-lingual language understanding)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XNLI(Cross-lingual NLI)[23] 셋이 구축되었다. XNLI 셋은 MNLI[171]의 영어 샘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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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수집한 뒤, 영어나 중국어뿐만 아니라 적은 리소스 언

어인 스와힐리어와 우르드어까지도 포함하는 14개 언어에 대해 전문가에 의해 번역된

각 언어별로 2.5K개의 샘플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차언어 전이(cross-lingual transfer)

테스트는, 번역을 거치지 않은 영어 샘플을 소스 데이터로 나머지 언어 샘플들을 목표

데이터로 할당하여, 소스 데이터를 이용해 다중어 모형에 기반한 교차언어 기계 독해

모형을 구축한 후 목표 데이터에 곧바로 적용함으로써 성능을 평가한다. 뒤이어, 기계

독해 데이터셋인 SQuAD를 전문 번역가를 통해 10개 언어로 번역한 XQuAD가 소개

되기도 했다[3]. 또한, 문제가 주어질 때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관 내용을 검색하고

추출하는 열린 영역 질의응답에 대해, 위키피디아 일일 질문 코너로부터 영어를 포함한

9개 언어로 작성된 질문-정답 쌍들을 수집한 XQA(cross-lingual Question Answering)

셋이 공개되었다[92]. 같은 내용을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한 병렬 문서 쌍으로부터, 이중

어(bilingual) 사용자들이 동일한 의미의 질문과 대답을 두 언어로 작성하여 기계 독해

데이터셋을수집하기도했으며[57],자동화된휴리스틱알고리듬을통해지문과질문의

언어가 서로 다른 클로즈 형식 문제를 생성하기도 했다[94].

위의 언급한 데이터셋들은 다양한 언어를 포괄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데이터가포함되지않았다.이에대비하여,최근발표된 TyDi(Typologically Diverse

languages) QA[19] 셋은 한국어를 포함해 언어형태학적으로 다양한 11개의 언어에 대

해, 현실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묻는 질문에 보다 가깝도록 정교하게 계획하여 수집

되었다. 문제 생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크라우드 일꾼들에게 위키백과

문서를 보여주고 본인이 실제로 궁금한 정보를 질문하도록 만듦으로써, 질문과 정답의

어휘 중첩 정도가 낮고 따라서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기계 독해 모형이 요

구된다. XTREME(Cross-lingual TRansfer Evaluation of Multilingual Encoders)[50]

벤치마크는 교차언어 표현의 전이 학습 연구를 위한 데이터셋 모음으로 12개 어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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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언어, 문법적 혹은 의미적 추론을 요구하는 아홉 과업들로 구성되었다. 저자들이

XTREME 셋으로 다중어 모형의 교차언어 전이 실험을 수행해본 결과, 인도유럽어족

에 속하는 않는 언어들, 특히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니제르-콩고 언어 등에서 낮은

성능을 나타냈다. 덧붙여, 목표 언어로 된(in-language) 레이블의 데이터 샘플 수가 1천

개 이상 존재한다면, 목표 언어가 아닌 데이터로 학습하여 교차언어 전이하는 전략이

목표 언어로 학습하는 방식에 비해 득이 되는 경우가 흔치 않음을 관찰하기도 했다.

다중어 모형을 여러 언어에 대해 동등하게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셋들과 더불어,

다양한 언어에 대해 각 언어로 된 데이터셋들도 공개되었다. Cui et al. [26]는 인민일

보와 중국 동화로부터 중국어로 된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 문제 셋을 만들었으며, 이때

인민일보 소스로부터는 90만 개 이상의 질문을 자동화 알고리듬으로 생성하고 동화로

부터는 2천여개의질문을사람이직접만들게했다. CMRC 2018[29]셋은고용된전문

주석자들로 하여금 중국어 위키백과로부터 2만 개의 범위 추출형 질의응답 문제들을

생성하게 함으로써 만들어졌다. Hardalov et al. [42]은 불가리아 12학년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 시험에서 질의응답 문제 2.6K개를 추출함으로써 열린 영역 질의응답

데이터셋을 수집했다. 한국어 데이터셋으로는 Lee et al. [81]이 SQuAD를 국어로 번

역한 셋을 포함하는 K-QuAD를 공개했다. 또한, KorNLI와 KorSTS는 각각 영어 NLI

와 STS(Semantic Textual Similarity) 데이터셋을 번역하여 만든 셋으로, 이때 훈련

셋은 기계 번역을 사용했으며 개발과 테스트 셋들은 전문가에 의해 번역되었다[39]. 한

편, KorQuAD1.0[91]은 SQuAD 생성 절차를 준수하여 크라우드 일꾼으로부터 7만 개

이상의 한국어 질의응답 샘플들을 번역에 의존하지 않고 수집했다. 이와 대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 소싱이나 번역에 의존하는 대신,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출제된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부터 선다형 클로즈 형식 문제를 추출하여 기계 독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실험에 사용했다. 표 2.2에는 전술한 데이터셋들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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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한국어 클로즈 셋의 문제 수집 방식과 작성된 언어를 비교했다.

Table 2.2: 여러 언어로 된 기계 독해 데이터셋

데이터셋 문제 수집 언어

XNLI[23] 전문가 번역 14개 언어
XQuAD[3] 전문가 번역 11개 언어
XQA[92] 웹 질의응답 9개 언어
BiPaR[57] 크라우드소싱 영어, 중국어
XCMRC[94] 휴리스틱 영어, 중국어
TyDi[19] 크라우드소싱 한국어 포함 11개 언어
XTREME[50] 데이터셋 모음 한국어 포함 40개 언어
CMRC 2018[29] 전문 주석자 고용 중국어

Bulgarian MRC[42] 시험 문제 불가리아어

K-QuAD[81] 기계 번역/주석자 고용 한국어

KorNLI, KorSTS[39] 기계/전문가 번역 한국어

KorQuAD1.0[91] 크라우드소싱 한국어

한국어 클로즈 시험 문제 한국어

2.2 사전학습 언어 모형

2.2.1 통계적 언어 모형

언어 모형(language model; LM) 또는 통계적 언어 모형(statistical LM)이란, 주어

진단어열(word sequence)또는문자열(character sequence)에대한확률분포를추정한

모형이다. 단어열, w1, w2, ..., wn에 대한 확률은 앞에 단어들이 주어질 때 다음 단어에

대한 조건부 확률들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으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 (w1, w2, ..., wn) = P (w1)
n∏

i=2

P (wi|w1, ..., wi−1)

주로 모형을 통해 P (wi|w1, ..., wi−1) 값들을 추정함으로써 전체 결합확률을 추정하는

접근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를 자기회귀적 언어 모형(auto-regressive LM) 또는 단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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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모형(unidirectional LM)이라 부르며, 통상적으로 언어 모형이라고 말할 때 대표

하는 모형이기도 하다. 언어 모델링에서 주요 이슈는, 멀리 떨어진 단어 간의 의존성

(long-term또는 long-distance dependency)을고려할수록그만큼긴시퀀스에대해모

델링해야 하는데, 훈련 데이터 상에서는 단어열을 길게 볼수록 시퀀스 당 등장 빈도는

낮아지므로 데이터 희소성(data sparsity) 문제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𝑤1

𝑤2

𝑤i−1

… …

𝑃(𝑤i|𝑤1, … , 𝑤i−1)

단어임베딩
비선형결합

Figure 2.1: 신경망 언어 모형.

신경망 언어 모형(neural LM)[6]은 이 문제를 현재 알려진 모형 중에서 가장 효과

적으로 해결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림 2.1에 도식화한 신경망 언어 모형의 특징은

먼저 각각의 단어를 분산 표상(distributed representation), 즉 연속형 벡터로 인코딩

(encoding)하는 것으로, 이를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

어를 고정 길이의 벡터로 표현함으로써 어휘를 구성하는 단어의 개수와 무관한 크기의

파라미터 공간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확률분포를 입력 단어 표현들의 비선형 결합

으로 예측함으로써, 훈련 데이터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합의 단어열에 대해서도

비교적 그럴듯한 확률 추정을 할 수 있다. 신경망 파라미터들은 보통, 훈련 데이터에

대해 로그가능도가 최대화되도록 학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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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전학습 단어 임베딩

신경망 모형은 언어 모형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업에 적용되어

수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에는 문서 분류 과업에 적용된 신경망 모형을

예제로 나타내었다. 입력 단어열을 임베딩으로 변환하고 이를 비선형 결합하는 부분까

지는언어모형에서와동일하며,출력으로는다음단어확률대신문서가속할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추정한다. 이러한 신경망 기반 자연어 처리 모형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해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𝑤1

𝑤2

𝑤𝑖−1

… …

lookup table

𝑃(𝑐𝑙𝑎𝑠𝑠|𝑑𝑜𝑐𝑢𝑚𝑒𝑛𝑡)

사전학습단어임베딩으로 초기화

단어임베딩
으로변환

Figure 2.2: 사전학습된 단어 임베딩을 신경망 모형 초기화에 이용하는 예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어 임베딩을 양이 풍부하고 수집하기 용이한 일반 텍스트

말뭉치로 미리 학습해 놓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미리 학습된 단어 임베딩을, 이후 다

양한 자연어 처리 과업을 위해 신경망 모형들을 학습할 때 신경망의 임베딩 파라미터

를 초기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그림 2.2). 대표적인 단어 임베딩 학습 기법으로는,

Continuous Bag-of-Word, Skip-gram[105], GloVe[112], fastText[8] 등이 있다. 이렇게

사전학습된 단어 임베딩으로 초기화된 임베딩 자체는 주변 입력 단어들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 정적(static) 단어 임베딩 또는 비문맥적(non-contextual) 단어 임베딩이라고

부르기도하며,이러한성질때문에동음이의어나문맥에따라달라지는어감차이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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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문맥화된 단어 임베딩

𝑤1

𝑤2

𝑤𝑖−1

…

𝑃(𝑐𝑙𝑎𝑠𝑠|𝑑𝑜𝑐𝑢𝑚𝑒𝑛𝑡)

𝑤1 𝑤2 𝑤𝑚−1…

ෝ𝑤2 ෝ𝑤3 ෝ𝑤𝑚…

Left-to-right

… …

⊕

⊕

⊕

𝑤2 𝑤3 𝑤𝑚…

ෝ𝑤1 ෝ𝑤2 ෝ𝑤𝑚−1…

Right-to-left

Pre-trained bidirectional LMs

Figure 2.3: 사전학습된 언어 모형으로 문맥화된 임베딩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예시.

비문맥적 단어 임베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리 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

로부터 문맥을 반영하는 단어 표현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먼저,

LSTM(Long Short-Term Memory) 기반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사

전학습언어모형으로사용한연구가주목받았으며,대표적으로는 ELMo(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s)[113]와 ULMFit(Universal Language Model Fine-tuning)[48]

방식이 있다. Peters et al. [113]은 일반 텍스트 말뭉치로 기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에,

입력단어열을투입하여주변단어정보를취합한신경망상층의은닉표현들을얻음으

로써정적단어임베딩을대신했으며,이를문맥화된(contextualized)또는문맥적(con-

textual) 단어 임베딩이라고 불렀다(그림 2.3). 사전학습 언어 모형으로는, 이전 문맥에

기반하여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순방향(forward 또는 left-to-right) 모형과 뒤에 맥락

을 바탕으로 앞쪽 단어를 예측하는 역방향(backward 또는 right-to-left) 모형을 각각

LSTM 기반 신경망으로 학습하였다. 양방향의 모형들로부터 은닉 표현들을 취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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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화된 임베딩을 얻고, 이를 목표 과업에 특화된(task-specific) 임베딩과 이어붙이는

(concatenate) 방식으로, 후속 목표 과업을 위한 신경망 학습에 이용된다. 문맥화된 임

베딩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정적 단어 임베딩 변환보다 여러 신경망 층의 은닉 출력을

계산해야 하지만, 대신 고수준의(high-level) 맥락 정보가 인코딩되어 있기에 보다 적은

수의 목표 과업에 특화된 신경망 레이어를 필요로 하며, 결과적으로 목표 과업에 대한

학습 및 추론 시간은 단축시키면서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𝑤1

𝑤2

𝑤𝑖−1

… …

𝑃(𝑐𝑙𝑎𝑠𝑠|𝑑𝑜𝑐𝑢𝑚𝑒𝑛𝑡)

𝑤1

𝑤2

𝑤𝑖−1

… …

𝑃(𝑤𝑖|𝑤1, … , 𝑤𝑖−1)

Pre-trained LM

신경망초기화

Figure 2.4: 사전학습된 언어 모형을 후속 과업으로 미세조정하는 방식 예시.

Peters et al.이 사전학습 언어 모형을 고수준의 피쳐 추출기로 인식하여 이를 언어

표현(language representation) 모형이라고도 묘사했던 반면, Howard and Ruder [48]

는 전이 학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후속 과업을 위한 신경망 모형의 최대한 많은

파라미터들을 사전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의 파라미터들로 초기화하고 미세조정하는

골조를 제시했다. 그림 2.4에는 [48]에서 제시된 ULMFit 방식을 문서 분류 모형에 적

용한 예를 도식화했다. 언어 모형과는 달리, 문서 분류 모형은 단어 예측 확률이 아닌

문서가 속할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므로, 맨 마지막 분류 레이어만 목표 과업에

맞게 구조를 수정한 후 해당 파라미터를 랜덤 초기화하고, 나머지 레이어는 기학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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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모형으로부터 그대로 계승한다. 인식의 차이에 따라, 후속 과업에 대해 모형을

학습할 때 ELMo 방식은 사전학습된 언어 모형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사

용하기를 추천했다면, ULMFit 방식은 차별적 미세조정(discriminative fine-tuning)

이나 점진적 해동(gradual unfreezing) 등의 최적화 트릭을 이용해 추가로 학습할 것을

제안했다.

2.2.4 Transformer 기반 사전학습 언어 모형

LSTM 기반 사전학습 언어 모형을 이용한 문맥화된 단어 임베딩 기법이 이목을

집중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Transformer[160] 신경망 구조에 기반한 사전학습 언어

모형을 전이 학습하는 접근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다. 그중 먼저, OpenAI 사에서 발

표한 GPT(Generative Pre-Training 또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123]

모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ULMFit 모형을 개선했다. 첫째는 기계 번역에서 먼

저 효능을 보였던, 시퀀스 모델링에 셀프어텐션(self-attention) 메커니즘이 주요하게

반영된 Transformer 구조 기반의 신경망을 사전학습 언어 모형으로 이용했다. 부연

설명하면, 셀프어텐션 메커니즘은 시퀀스의 다른 위치의 출력 벡터들을 현재 출력과의

유사도 기반으로 가중합하여 현 출력을 업데이트하는 기작으로, 각 Transformer 레

이어는 병렬적으로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는 헤드(head)라는 단위 모듈들과 다중헤드

(multi-head) 출력을 입력받는 완전연결(fully-connected) 레이어들로 세부 구성된다.

둘째로는 분류, 유사성 판단, 선다형 문제 등 다양한 입출력 데이터 형태를 가지는 후

속 과업들에 대해 각각 사전학습된 신경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미세조정하는방식을제안했다(그림 2.5).최적화과정에서는,후속과업목적함수와언

어 모형 목적함수의 가중합을 미세조정 목적함수로 삼는 방식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여러 자연어 이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최고 성능들을 대거 경신했다.

구글 브레인(Google Brain)에서 발표한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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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다양한 후속 과업에 대한 GPT 모형의 구조 및 입력 구성 방식[123].

입력 세그먼트1: 내강아지는귀엽다 세그먼트2: 놀기를좋아한다

내 강아지 ##는 [MASK] [SEP][CLS] 놀기 …

NSP분류 마스크단어추론

랜덤하게마스킹된
토큰시퀀스입력

사전학습
최적화목적

##를

BERT

Figure 2.6: BERT 모형의 사전학습을 위한 입력 구성 및 최적화 목적.

tations from Transformers)[30]모형은현재이분야에서가장널리이용되는사전학습

언어 모형으로, 다음 단어 예측 목적(objective) 대신, MLM(masked language model-

ing) 목적과 NSP(next sentence prediction) 목적으로 마스크 언어 모형(masked LM)

을 사전학습했다(그림 2.6 또는 http://jalammar.github.io/illustrated-bert/

참조).구현상, GPT모형의매 Transformer층별 j번째스텝의은닉표현이 j번째입력

단어까지의 정보만 반영하고 최상층의 j번째 출력은 (j + 1)번째 나올 단어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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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라면, BERT 모형의 매 Transformer 층별 j번째 스텝의 은닉 표현은 입력 시퀀스

전체를 반영하고 최상층의 j번째 출력은 같은 위치의 j번째 입력 단어에 대한 추론이

다. 입력 시퀀스와 출력 시퀀스가 동일한 뻔한 예측 모형을, 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학습 기법이 바로 MLM으로, 입력의 일부 단어들을 [MASK] 토큰이나 랜덤하게 택한

단어로 교체하고 해당 단어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덕분에 양방향의 문맥

정보가 보다 밀접하게 융합된 단어 표현을 얻을 수 있었다. NSP의 경우, 입력 시퀀스를

두 개의 텍스트 세그먼트로 구성하되, 절반은 훈련 말뭉치 문서에서 실제로 이어지는

세그먼트쌍을,나머지절반은말뭉치내에서무작위로세그먼트쌍을샘플링하여,이를

판별하는 이진 분류 과업이다. 전체 입력 시퀀스의 일관성(coherence)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요약되도록 학습된 이진 분류기의 입력 표현은, 후속 과업이 분류 문제인 경우

그대로 분류기의 입력으로 이용되거나, 여러 시퀀스를 비교해야 하는 과업에서는 시퀀

스로부터목표과업에필요한요약벡터를추출하는역할을맡도록설계함으로써, NSP

목적을통해사전학습과미세조정사이에간극을줄이고자했다.이러한특징들덕분에,

GPT가기록했던최고성능들을다시금경신하는성과를거두어후속연구들에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마스크 언어 모형이 양방향 맥락 정보를 인코딩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목표 과업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인코딩된 언어 표현으로부터 결과를 출력하는, 분류 레이어

같은디코딩모듈을미세조정과정에서별도로학습해야했으며,이과정에서경우에따

라 여전히 적잖은 양의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하기도 한다[181]. 반면, 자기회귀적 언어

모형은 이전 문맥에 대한 인코더로 역할하면서 이어지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디코더 역

할도 자연스레 담당할 수 있기에, 일반 텍스트 말뭉치로 훈련한 언어 모형 자체를 후속

과업에 대해 비지도적으로 학습된 모형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Radford et al. [124]은

다양한자연어처리과업의입출력이웹텍스트말뭉치에이미연속적인텍스트로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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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GPT 언어 모형에 대해 후속 과업의 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해 파라미터를 추가로 업데이트하지 않는, 일명 제로샷 전이 방식이 여러 과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저자들이 제시한 제로샷 전이 기법의 예를 들

면, 텍스트 요약 과업을 위해서는 요약하고자 할 본문 뒤에 TL; DR1:이라는 문자열을

덧붙여 입력하여, 언어 모형이 자연스럽게 요약문을 생성하도록 유도했다. 실험에서는

GPT 신경망 구조를 여러 가지 크기로 학습하여 제로샷 성능을 평가했으며, 그중 15

억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GPT-2라고 명명된 제일 큰 신경망의 경우, 여러 기계 독해

과업에서 지도적 학습에 기반한 최신 기법들과 대등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신경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레디언트 기반 파라미터 업데이트 방식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는

점 또한, 앞으로 이러한 골조가 더 유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지향으로, Brown et al. [11]은 거대한 크기의 사전학습 신경망 언어

모형을 활용해 매우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만으로 후속 과업을 해결하는 퓨샷(few-

shot) 전이 방식을 제시했다. 여기서 소량은, 앞서 소개한 미세조정 방식이 필요로

하는 수백, 수천 개 샘플 단위가 아닌, 열 개 이내를 이야기한다. 제안된 퓨샷 전이

는 신경망의 추가 업데이트 없이 곧바로 추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목표 과업

의 샘플 입출력 쌍들을 텍스트화하여 입력 시퀀스 앞부분에 붙임(prepending)으로써

언어 모형이 과업에서 요구하는 출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Radford et al.

[124]의 제로샷 기법이 각 과업에 적합한 휴리스틱으로 설계된 반면, Brown et al.의

퓨샷 기법은 과업이 어떤 것이든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에, 세간에서는 범용적

인 인공지능에 한발짝 다가갔다고 평가되며 각종 응용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인터

넷 상의 유행으로 번지기도 했다(https://gptcrush.com/, https://github.com/

elyase/awesome-gpt3). GPT-3라고 명명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학습된 신경

망은, 이전의 사전학습 신경망 언어 모형들과는 달리, 웹상에서 모든 이에게 공개되

1too long; didn’t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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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조만간 유료 서비스로 상용화될 전망이다(https://openai.com/blog/

openai-licenses-gpt-3-technology-to-microsoft/).

한편, GPT와 BERT 모형이 공개된 이후, 보다 후속 과업에 효과적 또는 효율적

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개량된 Transformer 기반 사전학습 언어 모형이 여럿 발표되

고 있다. 이때 사전학습 모형의 성능은, 보통 GLUE, SQuAD, RACE 등의 자연어

이해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을 후속 목표 과업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데이터셋으로 미

세조정하여 측정한 성능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평가한다. 대표적인 변형

모형으로, RoBERTa(Robustly optimized BERT approach)[98]는 BERT 신경망 구조

는 그대로 두되, 2K 이상의 큰 배치 크기와 더 많은 반복 스텝, 그리고 NSP 목적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최적화 설정을 통해 사전학습 모형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Joshi

et al. [59]은 질의응답 등의 여러 자연어 이해 문제들에서 주어진 지문의 특정 범위가

정답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BERT 신경망을 사전학습할 때 연속된 토큰들이 함께

마스킹되고, 이렇게 마스킹된 범위의 경계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목적함수로 최

적화하는 SpanBERT를 제안했다. StructBERT[167]는 BERT 모형이 언어의 구조적

특성을 한층 잘 습득하도록, MLM 목적과 더불어 단어 단위와 문장 단위의 순서 정

렬 목적으로 사전학습했다. Transformer 신경망이 긴 시퀀스를 잘 처리하도록, 어텐션

계산에서 쿼리(query)에 대한 키(key) 벡터가 비슷한 위치만 선별적으로 수행하도록

변형한 Reformer[67], 또는 레이어나 헤드마다 서로 다른 임의의 어텐션 마스킹 패턴을

조합하여적용한 Longformer[5]신경망을사전학습언어모형으로이용하여,긴지문을

전체적으로헤아리면서종합적인이해를요구하는과업에서우수한성능을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마스크 언어 모형의 인코더로써의 장점과 자기회귀적 언어 모형의 디코더

로써의 장점을 결부시켜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사전학습 언어 모형들도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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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MAsked Sequence to Sequence pre-training)[143]는연속적으로마스킹된부분

(masked fragment)을 포함한 문장을 인코더 입력으로 받고, 디코더가 마스킹된 부분

을 출력하는 seq-to-seq 사전학습 기법을 통해, 기계 번역과 텍스트 요약 등의 생성형

후속 과업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UniLM(Unified pre-trained Language Model)[32]

은 동일한 파라미터를 유지한 채 Transformer 기반 신경망에 어텐션 마스크만 다르

게 주는 방식으로 두 가지 단방향(left-to-right, right-to-left) LM, 양방향 LM, 그리고

seq-to-seq LM목적으로사전학습하여,분류형과생성형후속과업모두에대해적용되

기 유리하도록 했다. Facebook AI에서 발표한 BART(Bidirectional Auto-Regressive

Transformers)[89]는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오류를 갖도록 변형한

입력 텍스트를 인코더에 주고 원래 텍스트를 디코더가 복구하는 목적으로 훈련되었다.

Raffel et al. [125]은 모든 자연어 처리 문제를 text-to-text 형식의 입력으로 치환하는

통합적인 골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사전학습 최적화 목적, 신경망 구조, 사전

학습 훈련 말뭉치, 전이 기법 등을 실험했으며, 실험한 조합 중 가장 우수했던 신경망을

T5(Text-To-Text Transfer Transformer)라고 명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인코더-디코

더 구조는 아니지만, 임의의 부분 시퀀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순서의 로그가능도를

최대화시키는 순열 언어 모델링(permutation language modeling) 목적으로 양방향

Transformer 기반 신경망을 학습함으로써, BERT 모형처럼 모든 Transformer 층마

다 양방향 정보를 융합시켜 은닉 표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임의의 순서로 단어열을

디코딩할 수 있는 XLNet[180] 모형도 제안되었다.

사전학습 언어 모형의 성능은 유지하면서 사전학습 최적화 수행 시간이나 후속

과업으로의 미세조정 및 추론에 소요되는 연산량을 줄이려는 노력도 다방면에서 이뤄

지고 있다. ALBERT(A Lite BERT)[76]에는 BERT 모형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최적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두 가지 기법이 적용되었다. 첫째, 요인화된 임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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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화(factorized embedding parametrization) 기법은 단어 임베딩 행렬이 차지하는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 저차원의 임베딩 공간과 이를 Transformer 층의 은닉 크기로

키워주는 선형층으로 분해하는 것이며, 둘째로 교차레이어 파라미터 공유(cross-layer

parameter sharing) 기법은 서로 다른 Transformer 층끼리 동일한 파라미터를 공유하

는 것이다. Clark et al. [21]은 MLM 목적이 15%의 마스킹된 토큰에 대해서만 손실을

계산하여 학습 속도가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력 토큰이 원래 소스 텍스

트와 같은지 인공적으로 대체된 토큰인지를 판별하는 일명 대체 토큰 탐지(replaced

token detection) 목적으로 학습한 ELECTRA(Efficiently Learning an Encoder that

Classifies Token Replacements Accurately) 모형을 제안했다. 또한, 기학습된 신경

망을 선생님(teacher) 모형으로 삼아 파라미터 수를 대폭 줄인 학생(student) 모형을

학습하는지식증류(knowledge distillation)기법을 BERT에적용한 DistilBERT[135],

그리고 모바일 기기 사양까지 감안한 MobileBERT[151] 등도 소개되었다. 비슷한 취

지로, 기학습된 파라미터를 헤시안(hessian) 정보에 기반해 적은 비트 수로 표현하는

층별 혼합정밀도 양자화(layer-wise mixed-precision quantization) 기법으로 BERT를

압축하여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을 축소시킨 Q-BERT[140] 모형도 제시되었다.

일반텍스트말뭉치외에추가적인소스로부터얻은레이블데이터로사전학습하여

후속 언어 이해 과업에 이로운 지식을 미리 습득시키려는 시도 또한 다양하게 행해

지고 있다. Peters et al. [114]은 지식 어텐션과 재문맥화(knowledge attention and

recontextualization) 메커니즘을 여러 개의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와 일반 텍

스트 말뭉치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는데 적용하여, 기학습된 BERT 신경망을 추가

학습한 KnowBert(Knowledge enhanced Bert)를 제안했다. Lauscher et al. [77]은 외

부정형리소스로부터어휘정보를모형에주입하고자,동의어또는상위어-하위어관계

여부를 판별하는 어휘 관계 분류(lexical relation classification) 목적을 사전학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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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GPT와 BERT 공개 이후 다방면으로 개량된 Transformer 기반 사전학습
언어 모형

주요 개선 방향 초점 사항 모형

사전학습 모형 구조

및 최적화 방법 변형

초매개변수 조율 RoBERTa[98]

개체 범위 식별력 강화 SpanBERT[59]

올바른 어순 판단력 강화 StructBERT[167]

장문 이해력 강화 Reformer[67], Longformer[5]

인코더-디코더 구조로
생성형 과업 성능 향상

MASS[143], UniLM[32],
BART[89], T5[125]

언어 모델링 일반화 XLNet[180]

신경망의

차지 메모리 공간

및 연산량 축소

행렬분해및파라미터공유 ALBERT[76]

사전학습 효율 개선 ELECTRA[21]

지식 증류 DistilBERT[135],
MobileBERT[151]

파라미터 양자화 Q-BERT[140]

추가 데이터를

활용한

지식 주입 강화

지식 베이스 활용 KnowBERT[114], ERNIE[187]

어휘 사전 활용 LIBERT[77], SenseBERT[88]

문장 성분 주석 활용 SemBERT[188], SG-Net[189]

에 도입한 LIBERT(Lexically Informed BERT) 모형을 소개했다. ERNIE(Enhanced

language RepresentatioN with Informative Entities)[187]는 외부 지식 베이스 정보를

반영한 언어 표현 모형으로,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를 통용되는 지식 임베딩

알고리듬으로 벡터화한 후 텍스트 상의 개체와 대응시켜주어 문맥화된 단어 임베딩과

융합된표현을얻어낸다.이와는독립적으로명명된 ERNIE(Enhanced Representation

through kNowledge IntEgration)[149, 150]는 사전학습된 언어 모형에 대해 추가적인

레이블 데이터가 공급 가능할 때, 이로부터 모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되 이전 과업으

로부터 얻은 지식을 망각하지 않도록 제시된 다중과업 학습 골조다. 이외에도, 의미역

결정(semantic role labeling) 결과, 의존성 파스 트리(dependency parse tree),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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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의미적 카테고리(supersense)를 각각 레이블로 활용한 SemBERT(Semantics-

aware BERT)[188], SG-Net(Syntax-Guided Network)[189], SenseBERT[88] 등이 제

시되었다.

표 2.3에 상술한 Transformer 기반 사전학습 언어 모형들을 정리하였다. 덧붙여 참

고하자면, [122, 168, 95]에서 본 논문과는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단어 임베딩 모형 및

사전학습 언어 모형들을 비교 정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2.2.5 BERTology

Transformer 기반 사전학습 언어 모형, 특히 BERT 모형의 결과는 자연어 처리

연구 분야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BERT 모형의 어떤 점 덕분에 이렇게

놀라운 성능을 달성 가능했는지 탐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탐구가 하나의 작은 학문

분야를 이룰 만큼 왕성하여 BERTology라고 불리게 되었다[131].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BERTology 연구의 주요 관찰 및 발견들을 지식 종류별 또는 탐구 방법론별로 소개하

고자 한다(표 2.4에 요약).

Table 2.4: 사전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을 탐사 분석한 연구들

주요 탐구 측면 해당 연구

문맥화된 임베딩 표현 Tenney et al. [156], Chang and Chen [15],
Bommasani et al. [9]

레이어 및 헤드별 어텐션 분포 Clark et al. [20], Kovaleva et al. [71],
Jain and Wallace [56], Brunner et al. [12]

문법적 또는 구문적 능력 Goldberg [37], Warstadt et al. [170],
Hu et al. [49], Kim et al. [66]

상식 및 관계적 지식 Zhou et al. [192, 191], Petroni et al. [116],
Bouraoui et al. [10], Talmor et al. [153]

후속 과업으로의 전이 학습 Yogatama et al. [181], Hao et al. [41],
Liu et al. [93], Si et al.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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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의 정적 임베딩이나 ELMo와 같은 LSTM 기반 문맥화된 단어 임베딩을

BERT 임베딩으로 대체했을 때 대비되는 점이나 발현되는 특징에 관한 분석이 시도되

었다. Tenney et al. [156]는 BERT 신경망 내에서 어떤 언어적정보가 어느 신경망층에

포착되는지를, 여러 전통적인 자연어 처리 파이프라인 과업들에 대해 BERT 언어 표현

을 추출하여 ELMo 방식으로 신경망 모형을 훈련시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문적

정보는 주로 하층부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의미적 정보가 추출되었으며, 전통적인 자연

어 처리 시스템이 고수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수준 과업 모듈들을 파이프라인처럼

연결하여 설계되듯이, BERT 내부 신경망층들이 각기 다른 언어적 특징을 보완적으

로 포착하도록 학습되었다고 해석했다. Chang and Chen [15]은 동음이의어에 대해

문맥화된 단어 임베딩 공간과 사전적 정의로부터 학습한 임베딩 공간 사이의 맵핑을

학습했을 때, ELMo에 비해 BERT 임베딩의 맵핑이 정확도가 더 높음을, 즉 문맥에

기반해 동음이의어를 구별하는 능력이 우월함을 확인했다. 또한, 문맥화된 임베딩 표

현을 정적 임베딩 표현으로 변환하고 기존의 정적 임베딩 해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임베딩의 품질을 평가하기도 했다[9].

한편, 특정 언어적 현상이나 논리적 추론 능력 등을, 좁게 한정된 능력을 의미하는

스킬들로 세분화하여 모형이 개별 스킬을 습득했는지 검정하는 과업을 탐사(probing)

과업이라 하며, 사전학습 언어 모형을 검사하기 위해 다채로운 탐사 과업들이 제안되

었다. 문법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Goldberg [37]는 클로즈 형식의 주어-동사 일치

문제에 대해 BERT가 틀린 보기보다 올바른 보기에 높은 가능도를 출력하는지 검사했

으며, 실험 결과 BERT-large 신경망이 사람에 준하는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Schijndel

et al. [136]은 수일치 문법 문제로 실험을 수행했으며, 주어 하나에 대해 여러 개의 동

사가 대응되는 경우 신경망 언어 모형이 대응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학습 데이터를 늘릴수록 조금씩 성능이 향상되긴 했으나, 사람의 성능에 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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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따라서 데이터 양이나 신경망 크기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함을 주

장했다. 또한, Warstadt et al. [170]은 any, ever, 부정 빈도 부사 등의 부정 극성 아이템

(negation polarity item)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을 적절히 구사했는지 판단하는 탐사

과업을 설계했으며, BERT가 이를 대체적으로 훌륭하게 판별해냄을 관찰했다. 나아가,

Hu et al. [49]은구문적능력을체계적으로평가하고자 34가지영어문법테스트모음을

제시하고, 다양한 모형 아키텍처에 대해 여러 크기의 데이터셋으로 학습하여 검정했다.

입력단어열에대한어텐션분포를계산하여구조파스트리(constituency parse tree)를

추출하는 기법을 통해, Transformer 기반 신경망 언어 모형의 구문적 능력을 관찰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했다[66].

언어 모형이 말뭉치로부터 어떠한 일반 상식이나 관계적 지식 혹은 간단한 추론

능력을 얼마나 습득했는지 또한 주요 관심사다. 상식과 관련된 기존의 기계 독해 데이

터셋을 적대적 방식으로 어렵게 재구성한 CATs(Commonsense Ability Tests)[192]와

이벤트의 기간, 시간적 순서, 주로 발생하는 시간, 발생 빈도, 시간에 따른 변화 정도

등의 시간의 관한 상식에 초점을 맞춘 McTaco(Multiple-Choice TemporAl COmmon-

sense)[191] 테스트를 통해, 아직까지는 사전학습 언어 모형이 습득한 상식의 깊이가

표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되었다. Petroni et al. [116]와 Bouraoui et al. [10]은

사전학습 언어 모형으로부터 개체 간 관계로 구성된 지식 베이스를 자동적으로 추출하

는과정을설계함으로써,지식베이스벤치마크에대해그결과를비교하여모형의지식

추출 능력을 평가하거나 지식 베이스 구축 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Talmor

et al. [153]은 비교(comparison), 결합(conjunction), 구성(composition) 등의 기본적

인 연산에 대해 비교 문제에서는 알맞은 비교급 또는 빈도 어휘를, 결합 문제에서는

텍스트에 언급된 두 사물의 결합된 결과물을, 구성 문제에서는 텍스트에 표현된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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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들을 연결하여 도달하게 되는 최종 개체를 고르도록 탐사 과업을 설계하였으며,

검정 결과 특히 RoBERTa가 상당히 그럴듯한 답안을 출력함을 관찰했다.

전이 학습 측면에서, 사전학습 신경망 언어 모형을 후속 과업으로 미세조정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탐색하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Yogatama et al. [181]은 사전학습된

모형을 목표 과업으로 미세조정 시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과업을 학습하는지 판단하는

척도를 제시했으며, 실험 결과 ELMo와 BERT 모형 모두 샘플 수가 만 단위 이상 되어

야 샘플 수 증가에 따른 성능 향상이 둔화되었다. 사전학습 언어 모형이 미세조정되기

전과 업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학습 및 검증 손실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각화하

거나[41], 여러 탐사 과업에 대해 Transformer 층별 언어 표현의 전이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분석되기도 했다[93]. Si et al. [141]은 BERT를 선다형 기계 독해 데이터셋

으로 미세조정한 신경망이 어떻게 훌륭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해 문제에 읽을 수 없는 텍스트를 삽입하여 신경망을 혼동시켜보기도 하고, 답할 수

없는 문제로 미세조정했을 때 성능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BERT 모형은 사람이

수행하는 추론 과정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키워드에 몹시 의존적인 문제 풀이 방식을

배우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ransformer 기반 신경망의 특징인 어텐션의 분포를 탐색함으로써 학습된 언어

모형을 분석하는 접근도 여럿 시도되고 있다. Clark et al. [20]는 셀프어텐션 기반 사

전학습 언어 모형의 어텐션 헤드들이 어떤 입력 단어에 주목하는지 패턴을 시각화하여

분석했으며, 전체 텍스트를 고루 참조하거나, 바로 앞에 혹은 뒤에 단어를 주목하거나,

특수 토큰 혹은 문장 부호 등에 집중하는 헤드 등의 특징적인 패턴들로 군집화됨을

발견했다. 특히, [SEP] 토큰에 주목하는 헤드들이 중층부에서 다수 있었는데, 해당 헤

드의 어텐션 분포가 입력에 덜 민감하다는 근거를 들며, 아무 연산도 수행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지 추측했다. 또한, 후속 과업으로의 미세조정 전후에 어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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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되기도 했다[71]. 한편, Jain and Wallace [56]는 어텐션

분포를 모형의 예측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어텐션 분

포가 그레디언트 기반 또는 leave-one-token-out 기반 입력 피쳐 중요도와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것과,출력 결과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판이한 어텐션 분포를 적대적 방식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어텐션 분포에 대한

보다설명력있는분석을위해실질적인어텐션(effective attention)을계산하는기법이

제안되기도 했다[12]. 이와 더불어, 셀프어텐션 기반 언어 모형에 대해 어텐션 분포를

시각화해주거나[46], 신경망 기반 자연어 처리 모형이 왜 그러한 예측을 하는지 분석하

기 위한[162] 도구들도 공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신경망 언어 모형의 출력을 해석하는

방법과 도구들의 발전이 요망한 상태다.

2.2.6 응용 모형

다음으로,기학습된언어모형을목표과업에특화된방식으로활용하는대표적인응

용 모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MTB(Matching The Blanks)[142]는 입력 텍스트

에 등장한 두 개체 간의 관계 추출(relation extraction)에 필요한 관계 표현을 학습하는

기법으로, BERT를 활용함으로써 지식 그래프나 인간 주석자의 도움 없는 비지도적 방

식으로설계될수있었다.단어의미중의성해소(word sense disambiguation)과업을위

해서는, BERT 신경망을 단어 사전 데이터를 이용해 미세조정한 GlossBERT[53], 그리

고다의어에서의미별사용빈도분포를추론하는데 BERT를활용하는 CluBERT[111]

접근도 제시되었다. Sentence-BERT[127]는 문장의 의미를 고정 길이 벡터로 요약하는

모형으로, BERT 신경망을 문장 비교 데이터셋으로 미세조정하여 얻어지며, 문장 간의

의미 유사 정도를 빠른 속도로 측정하기 위해, 특히 데이터베이스 상의 유사 문장을 검

색하는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임의의알고리듬이 생성한 텍스트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된 BERTScore[186]는 생성된 텍스트와 레퍼런스 텍스트를 BERT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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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척도로, 기존의 단어 중첩 기반 측도에서 유의어를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함과동시에레이블데이터를이용한추가적인학습이불필요한장점이있다.이어,

BERTScore의 일종의 일반화된 버전인 Moverscore[190]가 제안되기도 했다.

레퍼런스 텍스트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 언어 모형을 이용하여 문장 스

코어를 도출하고, 이를 음성 인식이나 기계 번역[134], 또는 상식 추론에[154] 활용하는

방식도 탐구되고 있다. Salazar et al. [134]은 토큰 하나만 마스킹된 텍스트를 마스크

언어 모형에 입력으로 주고 마스크 위치의 출력 확률을 해당 토큰의 수도(pseudo) 로그

가능도로 정의했다. 비교하고자 하는 텍스트 범위에 포함되는 토큰들을 각각 마스킹하

여 각 토큰마다 계산된 수도 로그 가능도를 합산한 점수를 비교에 이용했다. 그러나,

문장 전체를 토큰 수만큼 반복해서 각각의 수도 로그 가능도를 계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이를경감하기위해입력텍스트로부터곧바로수도로그가능도의합을근사하도

록 마스크 언어 모형을 L2 손실함수로 미세조정 학습시킬 수도 있으나, 원래 방식보다

근사된 모형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Tamborrino et al. [154]는 사전학습

언어 모형을 선다형 문제 형식의 후속 과업으로 미세조정할 때 Salazar et al.이 제시한

것과 같은 스코어링 전략을 적용하여, 정답 텍스트의 점수가 오답 텍스트의 점수보다

높도록 최적화했다. 무작위로 초기화된 분류 모듈을 추가하는 기존 미세조정 방식보다

사전학습된 레이어들을 최대한 활용해 후속 과업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다. 다만, 토큰

수만큼 텍스트를 복제하여 연산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Zellers et al. [185]은 GPT와 동일한 아키텍처의 Transformer 기반 신경망을

뉴스의 웹 도메인, 날짜, 헤드라인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학습한

GROVER(Generating aRticles by Only Viewing mEtadata Records) 모형을 이용해

사람들이 실제 기자들이 쓴 기사라고 오해할 정도의 기사를 생성해냈다. 나아가, 인

간 기자가 작성한 건지 GROVER 모형이 작성한 것인지를 알고리듬적으로 판별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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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여러 가지 설정으로 실험해 봄으로써, 향후 사전학습된 언어 모형을 활용

해 무더기로 가짜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를 어느 정도 판별 가능할지

가늠해보기도 했다.

2.2.7 다중어 언어 표현 모형

여러언어로된말뭉치를훈련데이터로요하는데다가각각의언어로된단어열혹은

언어들이혼재된단어열에대해유용한언어표현을추출해야하기에,다중어언어표현

모형은 단일어 모형에 비해 학습하기 까다롭다고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사전학습된

다중어 모형을 후속 과업에 적용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그중 하나인 LASER(Language Agnostic SEntence Representations)[2]는 93

개 언어에 대해 학습된 LSTM 기반 다중어 문장 인코딩 모형으로, 여러 자연어 처리

신경망 모형의 입력으로 쓸 수 있도록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벡터 표현으로 추출한다.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신경망을 번역 과업으로 학습하며, 배치(batch)마다 다른 언어

조합을 번갈아 샘플링하여 신경망을 최적화한다. LASER 모형은 셀프어텐션 기반 언

어 모형 이전에 가장 우수한 다중어 표현 모형으로, 심지어 XNLI[23] 셋에서의 제로샷

교차언어 전이 성능은 다중어 BERT보다 우월했다. 또한, 저자들은 문장 표현 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유사 문장 검색 벤치마크인 Tatoeba 셋을 공개했는데, 30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해 영어와 대응되는 문장 쌍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12개 언어에 대해

각 언어별로 1천개 테스트 문장 쌍을 확보했다. 다만 한국어에 대해서는, LASER 모형

을 Tatoeba 셋에 평가했을 때, 백만 개 이상의 문장으로 학습한 언어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오차율이 발생했다.

Devlin et al. [30]은단일어 BERT신경망들과더불어 104개의언어로학습한multi-

lingual BERT(일명 mBERT)를 공개했다. mBERT 모형은 훈련 데이터로 대역(trans-

lation)텍스트병렬말뭉치(parallel corpus)대신복수개의단일어말뭉치를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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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마다 번갈아 가며 다른 언어 말뭉치를 선택하고 이로부터 샘플링한 텍스트를 이용

해 단일어 BERT 모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한다. 이때, 어휘 임베딩 파라미터들을

언어끼리 공유하게끔 하여,타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에서 비슷한 문맥에 공통적으로 등

장하는숫자,구두점,특정문자로쓰인고유명사등이,보편적인언어표현을학습하기

위한일종의고정점(anchor)으로써역할하도록설정했다.후속연구에서 mBERT의놀

라운 교차언어 과업 수행 능력이 발견됨에 따라[120, 175], 대다수 연구들이 mBERT

를 교차언어 전이의 시작점으로 삼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mBERT로부터

한국어 기계 독해 데이터셋으로 미세조정하는 접근 방식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했다.

한편, 병렬 말뭉치 데이터로 훈련하지 않고도 보편적인 언어 표현을 배울 수 있

다는 것은 분명 인상적이나, mBERT 모형 학습에 병렬 말뭉치도 활용한다면 추가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Conneau and Lample [22]은 BERT 모형

에서 대역 문장 쌍들을 사전학습에 활용하는 XLM(cross-lingual Language Modeling)

을 제안했다. XLM은 단일어 말뭉치의 경우 BERT 모형과 동일하게 MLM(Masked

Language Modeling)목적으로최적화하며,병렬말뭉치의경우대역문장쌍을하나의

입력 단어열로 구성하여, 번역된 문장을 참조하면서 마스킹된 토큰을 복원하도록 하는

TLM(Translation Language Modeling) 목적을 이용했다. 실험 결과, 교차언어 분류

과업으로 미세조정 시, XLM 신경망이 mBERT에 비해 정확도 기준으로 4–13%p 가

량 우위에 있음을 관찰했다. 이후 발표된 XLM-R(XLM-RoBERTa)[24]은 백개 언어로

된 2.5TB 달하는 말뭉치로부터 RoBERTa[98] 모형의 강건한 최적화 기법을 차용하

여 다중어 신경망을 학습함으로써 XLM을 개선했다. 실험에서는 먼저, 신경망 크기를

동등하게 제한했을 때, 학습하는 언어의 개수가 특정 임계를 넘으면 개수가 많아질수

록 개별 언어에 대한 모형의 수용력은 낮아지는 현상(capacity dilution 또는 curse of

multilinguality)을 확인했다. 또한 XNLI 실험에서는, 여러 언어로 된 목표 과업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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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셋을 함께 활용하여 다중어 신경망 모형을 미세조정했을 때 동등한 크기의 단일어

모형을능가할수있음을확인했다. Unicoder(Universal language encoder)[51]또한병

렬 말뭉치를 이용한 세 가지 교차언어 사전학습 과업들을 제안하고 이를 MLM과 TLM

목적과 더불어 사용했다. 세 가지 과업은 구체적으로, 번역 단어열에 대한 교차어텐션

(cross-attention)합을 Transformer레이어의입력으로투입하여임베딩을복원하는과

업(cross-lingual word recovery), 두 언어로 된 문장 쌍이 같은 의미인지 판별하는 과업

(cross-lingual paraphrase classification), 그리고 XLM 모형에서 사용된 TLM 과업과

유사한 교차언어 MLM 과업을 말한다. 저자들은 후속 목표 과업에 대해 언어를 가리지

않고수집된데이터로미세조정하는방식을다중어미세조정(multilingual fine-tuning)

이라고 불렀으며, Liu et al. [98]의 결과와 부합하게, 해당 방식이 XNLI와 XQA[92] 셋

에서 목표 언어 데이터로만 미세조정하는 방식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여러 목표 언어에 대해 신속하게 미세조정될 수 있도록 다중어 언어 모형을 학

습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개별 언어에 대해 단일어 모형을 해당 언어의 특성에 맞게

학습하려는 노력 또한 행해지고 있다. 불어로 학습된 CamemBERT[102]는 BERT 구

조를 영어가 아닌 언어로 학습하여 공개된 최초 신경망들 중 하나로, 불어 과업에서

우수성을 확인했다. 중국어 말뭉치로 학습된 Chinese whole-word-masking BERT[28]

는 MLM 목적으로 BERT 모형을 사전학습할 때, 한 단어를 이루는 서브워드 토큰들은

마스킹 시 다함께 처리되도록 하는(whole-word-masking) 기법을 적용해 여러 중국어

자연어 이해 셋에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달성했다. RuBERT(Russian BERT)[72]는

mBERT 신경망으로부터 러시아 위키피디아 말뭉치를 추가 학습한 신경망이다. 구체

적으로, 러시아어 말뭉치로만 서브워드 토큰화하여 어휘 집합을 다시 구성하고, 새로

구성한 어휘의 임베딩을 각 서브워드를 기존 mBERT 어휘 토큰들로 분해하여 대응

되는 임베딩들의 평균으로 초기화한 후에, 러시아 말뭉치를 추가 학습했다. 이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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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서브워드분절이덜발생되고신경망이더넓은영역을참고할수있게됨에따라

성능이향상되었으며,미리학습된mBERT신경망으로부터추가학습함으로써전체훈

련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다. RuBERT와 마찬가지로, FinBERT(Finnish BERT)[161]

는핀란드어말뭉치로서브워드토큰나이저(tokenizer)를학습하여활용했으며,덕분에

핀란드어 단어당 토큰 수가 mBERT에 비해 평균 2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다. 후속

과업들 중 온라인 포럼에 작성된 글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과업에서 특히, 훈련 인

스턴스 수가 적을수록 mBERT와의 성능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 인스턴스가 1천 개일

때는 무려 정확도 30%p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어 또한 핀란드어와 함께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어근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하여 어절을 형성하는

교착어로, mBERT의 다중어 어휘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한국어 말뭉치로부터 새로

이 어휘를 구성하면 어절당 토큰 수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시도할 것이다. 덧붙여, Nozza et al. [109]은 사전학습 신경망 모형들에 대해 해

당 언어의 목표 과업에 대해 미세조정했을 때의 성능을 mBERT와 비교하는 웹사이트

(http://bertlang.unibocconi.it/)를 소개하고 이전까지 발표된 신경망들을 비교

분석했다.

2.2.8 다중어능력에 대한 탐구

하나의 문맥화된 언어 표현 모형을 여러 언어의 과업에 활용했을 때 언어의 차이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준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다중어능력(multilin-

guality)이라 하며, 모형이 언어형태적, 어휘적, 그리고 문법적으로 상이한 언어들로

부터 공통적인 언어 지식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습득했는지, 잠재된 다중어능력을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는지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문맥화된 언어 표현이 교차언어 전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은 먼저 Mul-

caire et al. [107]에 의해 확인되었다. 저자들은 ELMo 신경망 구조에 영어와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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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영어와 아랍어 말뭉치로 이중어(bilingual) 모형을 학습하여, 이를 의존성 파싱,

의미역 결정, 인명 개체 인식 과업에서 문맥을 반영하지 않는 정적 임베딩과 비교하여

교차언어 전이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했다. 이후 mBERT 또한 준수한 다중어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Pires et al. [120]와 Wu and Dredze [175]에 의해 보고되었다. 추가적

으로 Wu and Dredze는 mBERT의 문맥화된 표현으로부터 언어 인식 분류 신경망을

학습했을때무려정확도가 96%에달함을관찰했다.이는 mBERT가언어간의공통적

표현을 생성함과 동시에 특정 언어의 정보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MLM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 언어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저자들은 추측했다.

또한, Kondratyuk and Straka [70]은mBERT를다섯가지 Universal Dependency[108]

과업들에대해 75개의언어데이터로미세조정하여,해당언어들에대해다섯과업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UDify)을 학습하는 접근이 유효함을 보였다. 질적

분석에서, Udify의어텐션분포가 mBERT에비해문법적으로나의미상으로관계깊은

단어들에 보다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주로 mBERT를 대상으로 다중어능력에 관한 탐구가 다방면으로 이뤄지

고 있다[120, 3, 61, 25, 34, 78, 17, 90, 159]. 먼저, Pires et al. [120]에 의해 제기되었던,

서브워드 어휘를 언어들 간에 공유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이면서 풍부한 정보가 서브워

드 토큰 임베딩에 학습되었다는 가설에 대해 활발한 검증 작업이 진행되었다. Artetxe

et al. [3]는 다중어 Transformer 신경망 모형이 서브워드 임베딩을 공유한 채로 여

러 언어 말뭉치로부터 텍스트를 번갈아 샘플링하는 합동 학습(joint training)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도, 언어들을 관통하는 일반적 언어 개념을 어느 정도 학습 가능함을 정

교하게 설계된 실험을 통해 보여줬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단일어 신경망을 훈련한 후,

나머지 신경망층의 가중치는 고정한 채로 다른 언어 말뭉치를 이용해 단어 임베딩만

다시 학습했다. 이렇게 얻은 이중어 사전학습 신경망에 대해, 첫번째 언어로 된 후속

38



과업 데이터로 미세조정 후 두번째 언어로의 교차언어 전이를 수행했다. 실험 결과, 위

방식이 서브워드 임베딩을 공유하는 합동 학습 방식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서브워드

어휘 공유가 다중어능력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K et al.

[61], Conneau et al. [25], Dufter and Schütze [34] 또한 어휘 중첩이 교차언어 전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도 1–2%p 내외로 크지 않음을 주장했다. 참고로, K et al.과

Dufter and Schütze는문자또는단어에대해특정인덱스만큼시프트하는방식으로가

짜 언어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언어 구조는 유지하면서 어휘 중첩만 제거하는 영리한

실험을 설계했다.

준수한 교차언어 전이 성능에도 불구하고 다중어 모형이 단일어 모형에 비해서는

해당 언어로 된 후속 과업에서 성능이 아쉬운 모습이 관찰되어 이에 대한 탐구도 진행

되고 있다. Rönnqvist et al. [132]은 mBERT와 영어, 독일어와 북유럽 언어로 학습된

단일어 BERT들을언어생성관점에서비교했다.구문적과업에가까운부수문장판별

에서는 mBERT 또한 단일어 신경망에 버금갔으나, 임의로 마스킹된 단어를 복원해야

하는 클로즈 과업에서는 mBERT가 단일어 신경망보다 많이 뒤떨어졌으며, 특히 핀란

드어에서 맥락에 맞지 않게 구두점이나 무의미한 단어를 출력하는 비율이 솟구쳤다.

이에 더해, 문장을 마스킹하고 재생성하는 과업에서는 mBERT가 심지어 영어에 대해

서도 앞뒤 어구들을 단순히 복제한다거나 횡설수설한 말을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ELMo 모형 또한 다중어 모형이 리소스 양이 중간 정도인(mid-resource) 언어로 학습

된 단일어 모형에 비해 성능이 미치지 못한다는 관찰도 보고되었다[147]. 특히 다중어

모형이 학습한 말뭉치에서 주류 언어인 영어와 언어형태학적으로 차이가 제법 있는

핀란드어에서 성능 차이가 컸다. Wu and Dredze [176]는 mBERT가 단일어 BERT

에 비해 뒤쳐지는 원인을 mBERT가 해당 언어 데이터를 학습 과정에서 충분히 접하

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리소스 양이 적은(low-resource) 언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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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ERT 학습 때와 마찬가지로 단일어 신경망을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단일어 신경망이 mBERT에 비해 열등함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문맥화된 언어 표현에 대해 각 언어별 임베딩 공간을 탐색하고 언어 간 차이를 줄임

으로써 교차언어 전이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기법들도 제안되고 있다. Cao et al. [14]은

대역 단어들의 언어 표현이 얼마나 비슷한지 평가하기 위한 단어 검색 문제의 문맥

을 반영하는 버전을 제시했으며, 이 척도를 심층 학습에 용이하게 변형한 목적함수로

mBERT 모형을 추가 학습하여 다중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했다. 추가

학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역어들의 문맥적 표현의 벡터 거리는 가까워지게

조정(alignment)하면서, 조정 전에 벡터 표현과의 거리 또한 멀어지지 않도록 정규화

하였다. 실험 결과, 문맥을 반영한 조정 후, 각 언어에서 사용 빈도가 상이한 대역어

쌍에서 특히 검색 정확도가 증가하였으며,이러한 현상이 교차전이 성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다중어 모형의 언어 표현 대신 단일어 문맥화된 단어 표현의 직

교 행렬곱을 타 언어의 단어 표현과 유사하도록 가지런히 조정함으로써 같은 공간으로

다중 언어 표현들을 맵핑하는 방식 또한 제안됐었다[1]. Wang et al. [169]은 교차언어

전이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다중어 표현 학습 패러다임인, 단일어 표현 학습

후 가지런히 조정하는 방식과 통합된 말뭉치로부터 다중어 표현을 합동 학습하는 방식

을 비교한 후, 각 패러다임의 장점을 취합하는 골조를 제시했다. 다만, 제안하는 골조를

문맥화된다중어표현모형에대해적용하게되면참신함이반감되는데,단순하게 [1]의

방식처럼 다중어 모형에 직교 조정 행렬을 학습하여 적용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128], 디노이징 오토인코더(denoising autoencoder)[18],

적대적 학습(adversarial learning)[45] 방식을 이용해 언어 간 임베딩 공간의 괴리를

좁히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한편, Pfeiffer et al. [118]은 사전학습된 다중어 언어 모형의 파라미터는 고정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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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언어로 적응하는 어댑터와 목표 과업으로 적응하는 어댑터를 각각 차례로 학습하

는 MAD-X(Multiple ADapters for cross-lingual transfer) 기법을 제안하여, 사전학습

에서습득된일반적인지식을간직한모듈화된모형을선보이기도했다.또한,교차언어

기계 독해를 위해 웹으로부터 다국어로 된 어구들을 수집해 모형이 이에 익숙하도록

업데이트한다거나[182],대역지문텍스트에대해이중어모형으로부터두언어표현을

모두 얻어 앙상블하는[27] 등, 각종 기법이 현재진행형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표

2.5에는 전술한 다중어능력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Table 2.5: 사전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의 다중어능력을 분석 및 개선한 연구들

주요 탐구 측면 해당 연구

다양한 과업으로의

교차언어 전이 효과

Mulcaire et al. [107], Pires et al. [120], Wu and Dredze
[175], Kondratyuk and Straka [70], Lauscher et al. [78],
van der Heijden et al. [159]

다중어능력에 기여한

요소 및 요인

Pires et al. [120], Wu and Dredze [175], Artetxe et al.
[3], K et al. [61], Conneau et al. [25], Dufter and Schütze
[34], Lauscher et al. [78], Chi et al. [17], Libovický et al.
[90]

목표 언어 단일어 모형과

성능 비교

Rönnqvist et al. [132], Suárez et al. [147], Wu and
Dredze [176]

언어 간 임베딩 공간을

조정

Cao et al. [14], Aldarmaki and Diab [1], Wang et al.
[169], Reimers and Gurevych [128], Chi et al. [18], Hi-
rota et al. [45]

다중어 모형의 언어 적응 Pfeiffer et al. [118], Yuan et al. [182]

2.3 과업 전이와 영역 적응

기계 학습 분야에서 과업 전이(task transfer)란 어떤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습득한

지식을 타 과업을 수행할 때도 활용하는 전략으로, 보통 학습된 모형의 전체 또는 일부

입출력모듈을재사용하는방식으로구현된다.자연어처리과업에서영역적응(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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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은 과업의 입출력 형태는 유지되나, 텍스트 주제라든지, 장르, 작성된 시대

나 목적의 차이로 인해 단어열의 분포가 훈련 데이터와 상이한 입력에 대해서도 성능

하락이 최소화되도록 모형을 적응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앞 절에서 Radford et al.

[123]과 Devlin et al. [30]등이사전학습언어모형을다양한형식의후속과업들에대해

과업 전이하는 기본적인 골조를 묘사했으며, 본 절에서는 이로부터 발전된 보다 정교한

기법들을소개할것이다.또한기학습된언어모형을특정목표과업으로전이시킨응용

모형들을 앞서 언급했었는데, 이번 절에서는 특정 과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과업 전이 및 영역 적응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Howard and Ruder가 ULMFit에서 제안했듯이, 과업 전이가 직접적으로 이

행되는 미세조정 과정에서 최적화 기법을 정교화해보려는 연구가 있었다. Peters et al.

[115]는 ELMo와 BERT모형에대해미세조정과정에서파라미터를고정하는것과업데

이트할 것인지 여부와,과업에 특화된 파라미터를 얼마나 추가하는 것이 좋을지를 여러

목표 과업에 대해 레이블 형태 유형별로 실험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Mixout[79]

은 미세조정 시 사전학습된 파라미터를 앵커(anchor)로 삼는 정규화(regularization)

기법으로 일종의 파라미터 앙상블이다. 여러번 랜덤 시드를 달리하여 미세조정을 반복

실험한 결과, 훈련 손실(training loss)을 줄이지 못하는 학습 실패 빈도가 줄어 반복

수행에 대한 평균 성능은 상당히 오른 반면, 최대 성능의 경우 상승폭이 미미했다.

Delta-training[58]은 사전학습 신경망으로부터 미세조정하는 것이 랜덤 초기화하여 학

습하는 것보다 우수하다는 결과로부터 착안되어, 반지도적 학습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성능향상에도움이되는샘플들을추가하는골조다.구체적으로,미세조정한신경망분

류기를두개이상학습하여이들의예측은일치하면서랜덤초기화분류기와는예측이

엇갈리는 샘플을 다음 단계의 지도학습 데이터셋에 추가했다.

특정 후속 과업으로 전이하기 이전에, 또다른 과업의 데이터셋을 이용해 사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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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된 언어 모형을 추가 학습함으로써, 과업 간 지식 전이 효과를 기대하는 접근법도

제시되었다. Phang et al. [119]은 이러한 방식을 레이블된 중간 과업 상의 보충 학습

(Supplementary Training on Intermediate Labeled-data Tasks; STILTs)이라고 불렀

으며, ELMo, BERT, GPT를여러가지중간과업으로보충학습하여성능을비교했다.

MT-DNN(Multi-Task Deep Neural Network)[97]은다수의중간과업들로추가학습한

모형으로, 특히 미세조정에 사용하는 후속 과업 데이터셋 크기가 작을 때, 다중과업으

로 보충 학습한 이점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또한, 메타 학습(meta-learning) 접근에

기반한 MMT(Multi-source Meta Transfer)[179] 기법이 선다형 질의응답 과업에 적용

되어 효능이 확인되기도 했다. Wu et al. [174]은 저층부의 공유하는 모듈과 상층부에

과업별 분리된 모듈로 이루어진 다중과업 모형을 학습하는 상황에서,어떤 경우에 과업

간 전이가 유용한지 이론적 그리고 실험적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과업별 훈련

데이터의 공분산이 유사할수록 전이 성능이 높았으며, 다중과업 학습 데이터에 대해

저자들이 제안하는 과업 간에 가지런히 조정(alignment)하는 작업을 수행했을 때 그

효과가 증대되었다. 추가로, 다중과업 학습 데이터에 노이즈가 존재할 경우, 노이즈 정

도에 따라 과업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두어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테크닉도 제시했다.

Pruksachatkun et al. [121]은 Phang et al.의 연구를 확장하여, 더욱 다양한 중간 과업

과 후속 과업의 조합을 실험함으로써 어떤 과업끼리의 지식 전이가 이로운지 조사했다.

실험 결과, 중간 과업으로는 상식이 관여된 질의응답 과업들이 대체로 후속 과업에 유

익한 영향을 주었으며, 의외로 중간 과업의 데이터셋 크기는 후속 과업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중간 과업으로 학습된 신경망에 대해 탐사 과업을 이용해

스킬들을 평가했을 때 뚜렷한 상관관계를 도출하진 못했으며,중간과업 학습 과정에서

원래 사전학습 언어 모형이 가지고 있었던 스킬들이 일부 소실될 수 있음도 확인했다.

사전학습된지식들을전이과정에서소실하지않기위해,기학습된파라미터는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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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사전학습 신경망의 레이어들 사이사이에 어댑터(adapter)라고 부르는 추가 신경

망 모듈을 삽입하는 기법도 시도되었다. Houlsby et al. [47]는 다수의 후속 과업 모형들

을 학습하는 상황에서, 과업당 개별적인 파라미터 수를 줄임으로써 학습시간뿐만 아니

라전체파라미터저장공간도절약할수있음을주장했다. Stickland and Murray [144]

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수행하도록 설계한 PAL(Projected Attention Layer)을 어댑터

구조로제안했다. AdapterFusion[117]은 Houlsby et al.의방식으로과업마다어댑터모

듈을 학습한 후(knowledge extraction), 다중과업에 대해 학습된 어댑터 모듈의 출력들

을 특정 과업에 대해 융합하는(fusion) 모듈을 추가 학습하는(knowledge combination)

기법이다. Wang et al. [166]도 이와 비슷한 K-Adapter(Knowledge-specific Adapter)

방식을 소개하며, 관계 분류 목적으로 학습한 사실을 담은 어댑터(factual adapter)와

의존성 분류 목적으로 학습한 언어적 어댑터(linguistic adapter)의 출력들을 융합하여

여러 후속 과업들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Transformer 기반 언어 모형을 여러 후속 과업으로 전이시키는 골조가 대두되기

이전에는, 모형의 입출력이 수정되어야 하는 과업 전이보다는 영역 적응 방식이 주로

연구되었다. Ma et al. [100]은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일반 텍스트 말뭉치로 학습된

LSTM 언어 모형을 관심 영역의 텍스트화된 담화(speech) 데이터로 적응하는, 즉 문자

언어로 학습된 모형을 구술 언어로 적응하기 위한 여러 트릭들을 비교 실험했다. 구체

적으로는 Peters et al. [115]의 실험 내용과 흡사하여, 적응 단계에서 어느 신경망층을

동결시키거나(freeze) 업데이트할지, 또는 추가로 신경망층을 삽입할 것인지를 비교했

다. FactorCell[55]은 적응하고자 하는 영역의 정보가 맥락 벡터(context vector)라는

고정 길이 벡터로 주어질 때, 순환신경망 기반 언어 모형을 해당 영역으로 적응하는

기법으로, 맥락 벡터를 단순히 모형 입력에 이어붙이는 대신 순환신경망 내부 파라미

터를 저계수(low-rank) 변환에 기반해 적은 수의 추가 파라미터만으로 전체 신경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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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하는데 참신함이 있다. 실험에서는 뉴스 및 사용자 리뷰 분류 데

이터셋들에 대해 이산변수와 연속변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메타 정보를 맥락 벡터로

맵핑한 후 제안 기법을 적용했다.

BERT 모형이 공개된 후로는, 이를 과학적 학술 말뭉치로 추가 학습한 SciBERT[4]

및 생체의학 관련 텍스트 데이터로 추가 학습한 BioBERT[80] 등을 통해 영역 적응된

모형이 관련 후속 과업에서 더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목받기도 했다. 또한, 15–17

세기에 작성된 영어 말뭉치로 추가 학습하여 근대 영어의 품사 태깅 정확도를 높이기

도 했으며[40], 온라인 교육에서 제시된 질문에 대해 학생이 문장형 답안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모범 답안과 비교하여 점수를 반환하는 단답 채점(short answer grading)

과업을 위해, 목표 과목의 교과서와 예제 문제 텍스트로 추가 학습하여 채점 모형을

개선하기도 했다[152].

한편,영역적응과과업전이를동시에고려한방식도제시되고있다. TandA(Transfer

and Adapt)[36]는목표응용문제보다일반적인과업의데이터셋으로먼저과업전이를

수행한 후, 목표 응용 레이블 데이터셋으로 영역 적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실험에서

는,사용자질의에올바르게응답하기위해필요한정보가담긴문장을문서로부터찾는

답안 문장 선택(answer-sentence selection) 과업에 대해 Amazon Alexa 데이터로 검증

하여, 노이즈가 많은 산업계 현실에 가까운 상황에서 효과적임을 보였다. Gururangan

et al. [38]은 목표 영역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을 영역 적응 사전학습(domain-adaptive

pre-training),레이블없는목표과업데이터로학습하는것을과업적응사전학습(task-

adaptive pre-training)이라 하고, 두 가지 추가 사전학습을 차례로 모두 수행했을 때

목표 과업 성능을 최대화됨을 관찰했다. 더불어, 과업 적응 사전학습에서 데이터 증강

을 위해 일반적인 말뭉치 텍스트로부터 문장을 임베딩하여 목표 과업 데이터의 문장

임베딩과 유사한 문장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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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텍스트 처리 관련 용어

Table 2.6: 텍스트 처리 관련 주요 용어들에 대한 본 논문에서의 정의

용어 정의 및 설명

한글 자모

(hangul
jamo)

한글을 이루는 낱글자로 자음, 모음과 받침으로 구성된다. 입력 한글
텍스트에 대해 유니코드의 NFC(Normalize Form Canonical Decom-
position) 정규화 규칙을 이용해 자모 문자열을 얻는다. ‘읽’이나 ‘웬’
과 같은 겹받침과 이중모음은 추가로 분해되지 않아, (ㅇ, ㅣ, ㄺ)과
(ㅇ, ㅞ, ㄴ) 문자열로 각각 변환된다.

음절

(syllable)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 입력 한글 텍스트
에 대해 유니코드의 NFC(Normalize Form Canonical Composition)
정규화 규칙을 이용해 음절 문자열을 얻는다.

음절문자

(syllabary)
각 음절이 하나의 글자에 대응되는 체계의 문자. 한글은 자모로 구성
되는음소문자(segmental scripts)이지만모아쓰기때문에음절문자적
성질을 동시에 지닌다.

어절

(eojeol)
문장을구성하고있는각각의마디.본논문에서는입력한국어텍스트
에대해공백과구두점마다구분된단위를어절로취급하여어절수를

집계하였다. 예를 들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경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세 어절로 구분된다.

한자 독음

(hanja
reading
sound)

한자의음을한국어식으로읽은소리.본논문에서는전통문화연구회
(https://hanjaro.juntong.or.kr/)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한자를한글로변환했으며,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4.3.1절에
설명한다.

토큰화

(tokenization)
입력 문자열을 부분 문자열들로 구분하는 과정

토큰(token) 토큰화 과정에 의해 구분된 부분 문자열. 표준어 사전상 단어나 형태
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토크나이저

(tokenizer)
토큰화 과정을 수행하는 알고리듬. 작은 어휘로 효율적으로 인코딩하
기 위해 보통 어절보다 짧은 서브워드(subword)로 토큰화하는 알고
리듬이 많이 이용되며, BPE(Byte Pair Encoding)[138] 기반 토크나
이저가 대표적이다.

어휘

(vocabulary)
모형이 취급하는 토큰들의 집합. 어휘에 존재하지 않는 문자열은

[UNK] 토큰으로 치환된다.

텍스트 처리 관련 용어의 경우, 논문에 따라 미묘하게 정의가 다른 경우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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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못 구현 시에는 실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표 2.6에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텍스트 처리, 특히 전처리 과정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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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장 완성을 위한 신경망 언어 모형의 전이 학습

문장 완성은 클로즈 형식 과업의 일종으로, 빈칸을 포함하는 문장과 해당 빈칸에

들어갈 후보 단어 또는 어구 목록이 주어질 때 이들 가운데 가장 적절한 보기를 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단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문장 완성 문제들은 언어 숙달 정도, 기

초 상식, 그리고 논리적 추론 영역을 포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다양한 난이도로 출제

가능하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 학습 모형을 평가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문장 완성

알고리듬은 특정 용어나 표현 문구 등이 떠오르지 않아 이를 검색하는 상황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음성 인식이나 광학 문자 인식 등에서 일부 텍스트가 인식에 실패하거나

불확실하게 인식된 상황에 응용될 수 있으며, 교육용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난이도를 예측하는 등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자동화된 알고리듬을 이용해 문장 완성 과업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Research: 이하 MSR)에서 주관한 문장 완성 챌린지(Sentence Completion

Completion)[193]가 개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Zweig et al. [194]은 챌린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기법들을 비교 정리했는데, 언어 모형과 토픽 모형에 기반한 방법들이

주로 시도되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신경망 언어 모형의 구조나 신경망을 훈련하는

테크닉들이 현재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었기에, 신경망 언어 모형만으로는 50% 이하

의 정확도를 달성했으며, 여러 모형들의 결과를 함께 앙상블(ensemble)했을 때 비로소

절반보다조금넘는정확도를나타냈다.이후,단어동시발생(co-occurrence)빈도에기

반한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 척도를, 휴리스틱 피쳐 셋을 이용해 도출한

가중치로보정하여MSR셋에서 60%이상의정확도를달성했다[173].이어, Tang [155]

은 기존 기법에 휴리스틱이 가미된 변형 기법들과 이들의 앙상블 모형을 문장 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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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했으나, 이전 연구의 결과에 비해 그다지 개선되지는 않았다.

한편, 전통적인 피쳐 기반 모형의 일부 피쳐 셋을 구축하기 위해 신경망 모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신경망 단어 임베딩 모형 또는 언어 모형으로부터 직

접적으로 문장 스코어를 산출하는 방식들도 제안되었다. 먼저, Mikolov et al. [105]은

Skip-gram 기법을 이용하여 빈칸 후보 단어를 입력으로 투입하고 주변 단어들에 대

한 출력 스코어를 합산하는 방식을 제시했으며, 순환신경망 언어 모형 기반 스코어와

앙상블하여 결과를 더욱 향상시켰다.좌에서 우로 단어들을입력받아 다음 단어를 예측

하는 단방향 언어 모형 대신, 문장의 의존성 파스 트리의 경로를 따라 정보를 융합하는

Dependency RNN(Recurrent Neural Network) 언어 모형이 문장 완성 과업을 위해

제안되기도 했다[106]. Melamud et al. [103]은 양방향 순환신경망을 이용해 문장 내

주변 문맥을 임베딩하여 목표 단어를 표현하는 context2vec 기법을 제안하며, 이를 통

해 얻은 단어 임베딩의 유사도를 활용하여 단어 의미 중의성 해소, 어휘 대체 과업과

더불어 문장 완성에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기존 문헌 중 MSR 문장 완성 데이

터셋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는, 순환신경망에 메모리 신경망(memory network)을 올린

RMN(Recurrent Memory Network)언어모형이 69%정확도를달성했던것이다[157].

상기된 신경망 언어 모형에 기반한 기존 기법들은, 문장 완성 과업은 본질적으로

앞뒤 맥락을 모두 이해했을 때 해결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양방향 신경망 언어

모형을 활용했을 때 이점을 확인한 사례는 없었다. context2vec의 경우 양방향 문맥 정

보를 활용하나, 텍스트 시퀀스에 대해 확률을 추론하는 언어 모형이 아닌 단어 임베딩

모형이다.이에따라문장완성적용시,빈칸텍스트를목표단어로하여주변문맥과의

임베딩 유사도는 활용한 반면, 빈칸 텍스트가 문맥으로써 주변 단어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103]. 또한, 위의 기법들의 경우 학습 과정에서 일반 텍스트 말뭉

치에 대한 가능도를 높이는 측면에만 집중하여, 학습된 언어 모형을 문장 완성 과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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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완성을 위한 신경망 언어 모형의 전이 학습 기법을 소개하고,

제안 기법이 기존 결과들을 뛰어넘는 문장 완성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

해 입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양방향 단어 단위 신경망 언어 모형(bidirectional

word-level neural LM)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을 이용해 추가

학습 없이 문장 완성 보기별 적합도를 산출하는 스코어링 방식 세 가지를 제시하고

비교했다. 제시한 스코어링 방식들을 단방향 언어 모형에 적용할 경우, 모형이 예측한

텍스트의 확률을 그대로 적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되기에 기존 연구에서도 종종 이용되

었으나, 이를 양방향 언어 모형에 대해서도 정의하여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소량의문장완성문제샘플들을이용해기학습된신경망언어모형을업데

이트하는 미세조정 기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용량 말뭉치로 학습한 언어 모형이

지닌 지식을 문장 완성 과업으로 효과적으로 전이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3.1 신경망 언어 모형을 이용한 문장 완성

3.1.1 양방향 단어 단위 신경망 언어 모형

본격적으로 양방향 모형을 소개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된 단

방향 신경망 언어 모형을 먼저 설명한다. 단방향 단어 단위 신경망 언어 모형(undirec-

tional word-level neural LM)은 이전 단어들, {wi}i<t : w1, w2, ..., wt−1을 신경망의

입력으로 투입했을 때 다음 단어에 대한 확률, P (wt|{wi}i<t)을 출력하도록 학습된다.

신경망 내부적으로는 각 입력 단어는 대응되는 임베딩 벡터로 변환되며, 이때 임베딩

벡터는 실수 값을 갖는 de차원의 학습되는 파라미터다. 대응된 임베딩들은 문맥화 레이

어들을거치면서각각해당단어이전까지의문맥을반영한 dh차원의벡터로출력된다.

본 연구에서 문맥화 레이어로는 LSTM 또는 Transformer 구조를 이용했으며,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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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블록 내부 구조는 Radford et al. [123]의 구조를 따랐다. 그림 3.1에는 LSTM

또는 Transformer 구조를 이용한 문맥화 레이어를 나타냈으며, 레이어 층수나 블록 내

부의 노드 수 등의 자세한 구현은 다음 절에서 기술할 것이다. 문맥화 레이어의 출력

벡터는 선형변환(linear transformation), L : Rdh 7→ Rdo에 의해 do차원 벡터로 투영된

다. 투영된 벡터는 아핀변환(affine transformation), O : Rdo 7→ R|V |를 거쳐, 어휘 집합

V의 구성 단어들에 대해 정규화되지 않은(un-normalized) 가능도를 계산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softmax) 변환에 의해 |V |차원 벡터의 원소 합이 1이 되도록

스케일링되어, 출력 벡터의 각 원소 값이 해당 원소에 대응되는 단어가 바로 다음 단

어일 확률의 추정값이 되도록 한다. 임베딩과 더불어 문맥화 레이어, 그리고 L과 O의

파라미터들은 학습 가능하며, 훈련 데이터에 대해 다음 단어에 대한 로그가능도가 최

대화되도록, 다른 말로는 카테고리 교차엔트로피 손실(categorical cross-entropy loss)

이 최소화되도록 학습한다.

LSTM LSTM … LSTM

LSTM LSTM … LSTM

Output hidden states

Input word embeddings

… … …

Trm Trm … Trm

Trm Trm … Trm

Output hidden states

Input word embeddings

… … …

Layer Norm

Multi-head 
self-attention

Feed Forward

Layer Norm

⨁

⨁

(a) (b) (c)

Figure 3.1: (a) LSTM 구조 기반 문맥화 레이어. (b) Transformer 블록 내부 구조. (c)
Transformer 구조 기반 문맥화 레이어. Trm 내부는 (b)에 묘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양방향 언어 모형은 목표 단어를 이전 단어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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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단어들도 함께 추론에 이용하도록 설계하여, 목표 단어 wt에 대해 {wi}i 6=t :

w1, w2, ..., wt−1, wi+1, ..., wn을 신경망에 입력하여 P (wi|{wi}i 6=t)을 출력하도록 학습

한다. 이러한 설계는 단방향 언어 모형처럼 앞에 단어부터 차례로 하나씩 샘플링하여

텍스트를 생성할 수는 없으나, 양쪽 주변 문맥을 바탕으로 지워진 단어가 어떤 것인

지 판단해야 하는 문장 완성 과업에는 적합하다. 양방향 시퀀스 모형에 대한 확률론적

해석은 [7]에 제시된 바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텍스트에서 문자나 미디 악보에서

음표들을 임의로 누락시키고 이를 양방향 모형으로 복원하는 실험을 수행했었다. 참

고로 덧붙이면, 양방향 시퀀스 모형을 이용해 자기회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기법들 또한 별도의 연구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101, 163]. 제안하는 양방향

모형은 출력 아핀변환 O 이전에 순방향 은닉 벡터와 역방향 은닉 벡터가 융합되며,

이는 순방향 언어 모형과 역방향 언어 모형의 출력 분포들을 융합하는 방식과[48, 113]

대비된다.

was she his client

Estimated target logits
Forward word embedding
Backward word embedding

was she his client

Decoding layer 𝑂

Projections 𝐿𝑓𝑤, 𝐿𝑏𝑤 ···

···

···

···

···

···

···

···

Left-to-right (forward)

Right-to-left (backward)

Figure 3.2: 양방향 단어 단위 신경망 언어 모형.

전체적인 신경망 구조는 그림 3.2에 묘사했다. 제안하는 양방향 신경망은 con-

text2vec 모형과 마찬가지로 순방향과 역방향에 대해 입력 단어 임베딩 파라미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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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MASK] his client

Estimated target logits
Forward word embedding
Backward word embedding

was she his client

Decoding layer 𝑂

Projections 𝐿𝑓𝑤, 𝐿𝑏𝑤 ···

···

···

···

···

···

···

···

Left-to-right (forward)

Right-to-left (backward)

Figure 3.3: 단어 단위 마스크 언어 모형.

서로 공유하지 않아, 해당 단어가 이후 텍스트에 전달하는 의미와 이전 텍스트에 호응

하는 정보를 보다 분명하게 분리하여 학습하도록 설계했다. 각 방향별 단어 임베딩은

대응되는 방향의 문맥화 레이어로 연결된다. 이때 순방향 문맥화 레이어는 그림 3.1에

묘사된 구조와 같으며, 역방향 레이어는 순방향에서 좌에서 우로 향하는 정보 전달이

우에서 좌의 방향으로 뒤바뀐 구조를 가진다.각각의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정보의 흐름

은 문맥화 레이어 이후 방향별 선형변환 Lfw와 Lbw를 거친 이후에 비로소 벡터합으로

합쳐진다. 전체적으로 context2vec 모형과 비슷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안 모형은 손

실함수로 음의 로그가능도 손실을 이용하는 반면, context2vec 모형은 PMI를 근사한

손실로 최적화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양방향 신경망을 MLM 목적을 이용해 학습할 수 있도록 변형

한 모형을 소개한다(그림 3.3). 구조상 달라진 점은, 순방향과 역방향 문맥화 레이어가

예측하고자 하는 단어보다 각각 전방 또는 후방 단어 임베딩들을 문맥화한 표현을 생

성하는 대신, 마스크 버전은 입력 단어열에서 목표 단어가 위치한 스텝에 대응되는

은닉 상태들을 융합하여 출력하는 것이다. 그림을 예시로 설명하면, 양방향 신경망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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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모형은 ‘was’의 순방향 은닉 표현과 ‘his’의 역방향 은닉 표현을 결합하여 ‘she’를

예측했다면(그림 3.2), 마스크 버전은 ‘she’ 위치의 은닉 상태들을 이용해 해당 단어를

복원하도록 학습된다(그림 3.3). 훈련 과정에서는 Devlin et al.이 제안한 바와 같이,

입력 단어들의 15%에 노이즈가 가미한 후 원래 단어를 복구하도록 카테고리 교차엔트

로피 손실로 최적화한다. 노이즈화되는 15% 중, 80%는 [MASK]로, 10%는 랜덤 단어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3.1.2 언어 모형 기반 스코어링을 이용한 제로샷 전이

I tell you that he is a _____ 
and dangerous man.
a) venerable  b) delicate  
c) glorious  d) clever  e) sweet

a) I tell you that he is a venerable and dangerous man.
b) I tell you that he is a delicate and dangerous man.
c) I tell you that he is a glorious and dangerous man.
d) I tell you that he is a clever and dangerous man.
e) I tell you that he is a sweet and dangerous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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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각각모형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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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언어 모형 기반 스코어링을 이용한 제로샷 전이.

다음으로, 문장 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된 언어 모형을 이용한 문장 적합도

스코어링 전략 세 가지를 설명한다. 본 방식은 추가적인 신경망 파라미터 업데이트라

든가 모형의 적응을 위한 문장 완성 샘플 문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습된

언어 모형을 문장 완성 과업으로 제로샷 전이시키는 방식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기호

부터 정의하면, 주어진 문장 완성 문제에서 빈칸이 t번째에 위치하고, {wi}i 6=t는 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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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이며, c1, c2, ..., cm은 빈칸에 대한 m개의 보기라고 하자. 먼저, 빈칸 스코어링

(blank scoring)은 빈칸 단어에 대해 모형이 추정한 조건부 확률이 가장 높은 보기를

선택하는전략으로,단방향모형과양방향모형이추정한확률을각각 PU , PB로표기한

다면, PU (c|{wi}i<t)또는 PB(c|{wi}i 6=t)를최대화하는 c ∈ {c1, ..., cm}를택한다.이는,

빈칸을 보기 텍스트로 채운 문장을 신경망 언어 모형에 입력하여 빈칸을 예측한 출력

분포와 정답 간의 카테고리 교차엔트로피 손실이 최소화되는 보기를 택하는 것과 동치

다. 만약, 보기 텍스트가 두 단어 이상일 경우, 빈칸 스코어링은 보기 텍스트 단어들에

대해 손실을 계산하고, 손실의 부호를 바꾼 값을 최대화시켜야 할 점수로 이용한다.

그러나 단방향 모형일 경우, 빈칸 스코어링은 빈칸 이후에 텍스트, {wi}i>t로부터

어떠한맥락정보도반영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다.이러한결점을보완한방식인전체

스코어링(full scoring) 전략은 빈칸 위치뿐만 아니라 시퀀스 전체에 대해 교차엔트로피

손실을 최소화하는 보기를 택한다. j번째 보기 텍스트가 단일 단어 cj 또는 rj개 단어들

cj1, c
j
2, ..., c

j
rj로구성된어구로주어질때,빈칸을대체하여얻은단어열을 wj

1, w
j
2...., w

j
nj

라고 하자(이때 nj = n− 1 + rj). 전체 스코어링은 단방향 또는 양방형 언어 모형을 이

용해
∑nj

i=2 logPU (wj
i |{w

j
k}k<i)또는

∑nj−1
i=2 logPB(wj

i |{w
j
k}k 6=i)값을 j = 1, 2, ...,m에

대해 계산하여 적합도를 비교한다. 양방향 모형의 경우, 빈칸 스코어링 역시 빈칸 이후

맥락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코어링이 더 우수함을 관찰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실험 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세번째 방식은 부분 스코어링(partial scoring)[158] 전략으로, 보기 단어와 그 이전

텍스트를조건부로주어졌을때뒤의텍스트에대한가능도를점수로이용한다.이방식

은 본래 출제자의 편향(bias)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명사 명확화 데이터셋에 적

용했을때최고성능을달성할수있었다[158].다만,편향을제거함과동시에유용한정

보도함께배제될수있으며,특히텍스트가상이한부분이문장의끝부분일경우에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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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구별력이 사라져버린다.본 연구에서는 부분 스코어링 방식을 양방향 언어 모형에

대해확장하여정의하였으며,문장완성과업에도유효한지알아보고자한다.먼저단방

향 모형의 경우, 보기 단어 c의 점수는
∑n

i=t+1 logPU (wi|w1, ..., wt−1, c, wt+1, ..., wi−1)

로계산된다.이때, PU (wi|{wk}k<i)는 i = 1, ..., t−1에대해 c와무관하므로,이전략은∑
i 6=t logPU (wi|w1, ..., wt−1, c, wt+1, ..., wi−1),즉전체스코어링점수에서빈칸스코어

링 점수를 감한 값을 척도로 이용하는 것과 동치다. 이 공식을 이용하면 양방향 모형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부분 스코어링 점수가 도출되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artialScoreB =
∑
i<t

logPB(wi|w1, ..., wi−1, wi+1, ..., wt−1, c, wt+1, ..., wn)

+
∑
i>t

logPB(wi|w1, ..., wt−1, c, wt+1, ..., wi−1, wi+1, ..., wn)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3.4에는 단방향 모형에 대해 상술한 스코어링 방식들을 문장

완성에 이용할 때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한편 마스크 언어 모형의 경우, 빈칸 대신 마스크 토큰으로 채운 단어열을 입력

으로 투입하여 보기 단어에 대한 추정 확률 PM (c|w1, ..., wt−1, [MASK], wt+1, ..., wn)을

비교하는 식으로 빈칸 스코어링을 적용해볼 수 있다. 만약 보기 텍스트가 여러 단어로

구성될 경우, 단어 수만큼 [MASK] 토큰을 입력하고 해당 위치의 교차엔트로피 손실

이 최소화되는 보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마스크 언어 모형에 대해서는 부분 또는 전체

스코어링 전략을 [134, 154]에서 제안한 스코어링 방식과 유사하게 응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스코어링을 위한 신경망 연산량이 문장 내 단어 수만큼 배가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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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된
파라미터로초기화

I tell you that he is a _____ and dangerous man.
a) venerable  b) delicate  c) glorious  d) clever  e)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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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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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glorious… and dangerous man . [CLS]

linear

delicate… and dangerous man . [CLS]

linear

venerable… and dangerous man . [CLS]

Figure 3.5: 문장 완성을 위한 신경망 언어 모형의 미세조정.

3.1.3 문장 완성을 위한 신경망 언어 모형의 미세조정

이번에는 학습 과정에 문장 완성 문제 샘플들이 가용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

도 학습 접근 방식을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샘플들이 비교적 많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기에,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사전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을 목표 과업으

로 전이시키는 방식이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 선다형 형식의 목표 과업을 위해서는,

Radford et al. [123], Devlin et al. [30]이 사전학습 신경망에 선형 레이어를 추가하여

전이하는 기법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입력 시퀀스의 맨 마지막[123] 또는 처음[30]

스텝 위치에서 가장 위층의 은닉 출력에 대해 선형변환을 적용하여, 각 보기 텍스트에

대한 스칼라 점수를 얻고, 이 점수들에 대해 소프트맥스(softmax)를 취하여 각 답안에

대한 확률을 출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식을 문장 완성 과업에 맞게 적용한 기법을

제시한다(그림 3.5).

구체적으로, 모형의 입력 시퀀스는 앞서 제로샷 전이에서처럼 보기로 빈칸을 채운

후, 그림 3.6과 같이, [CLS] 토큰을 단방향 모형의 경우 시퀀스의 맨 뒤, 양방향 모형의

경우에는 맨 앞에 추가하여, 해당 위치의 최종 은닉 출력에 시퀀스 정보가 요약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23, 30]과 대비되는 점은, 이들은 선다형 문제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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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질문:      I tell you that he is a _____ and dangerous man.     입력보기: clever

기존입력: I tell you that he is a _ and dangerous man . [SEP] clever [CLS]

제안입력: I tell you that he is a clever and dangerous man . [CLS]

기존
[CLS] I tell you that he is a _ and dangerous man . [SEP] clever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Tokens:
Segment ids:

제안
Tokens:

Segment ids:

[CLS] I tell you that he is a clever and dangerous man .

0 0 0 0 0 0 0 0 0 0 0 0 0

GPT 미세조정시

BERT 미세조정시

Figure 3.6: 문장 완성을 위한 신경망 언어 모형의 미세조정 시, 각 보기에 대한 입력
구성 예시.

적용 가능하도록 보기를 질문 뒤에 붙이는 식으로 입력을 구성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클로즈형식문제에맞춰보기가빈칸위치에삽입되도록구성한다. SWAG[184], Story

Cloze[137] 등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빈칸이 지문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 해당했기에

기존방식을채택하더라도큰차이가없으나,빈칸이지문중간에존재하는경우에기존

방식대로 입력을 구성할 경우 빈칸과 보기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이 경우, 모형이

학습했던 자연어 텍스트에서의 어순과도 괴리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 형식을 파악

하기 위해 보다 많은 샘플 문제들을 미세조정 과정에서 필요로 하게 된다.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문장 보기 입력이 신경망 언어 모형이 사전학습했던 텍스트와 비슷해짐으

로써, 모형이 습득한 지식이 효과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 기존 방식과 또다른 점으로는,

지문과 보기 텍스트 사이사이에 구분자 토큰을 따로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답

보기로 채워진 텍스트가 구문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적합한 문장을 이루기에 이

러한 방식으로 설계했다. 비슷한 이유로, 원래의 BERT 모형은 입력 시퀀스에서 각

토큰이 지문에서 왔는지 또는 보기에서 왔는지 정보가 담긴 세그먼트 식별자들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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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력받는데,문장 완성을위한 미세조정에서는 전체 시퀀스에 대해 동일한 식별자를

부여하여 세그먼트들을 구분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간단한 방식을 문장 완성에 사

용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음 절에서 보여줄 것이다.

3.2 실험 및 결과

3.2.1 학습 설정 및 구현

제안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MSR 챌린지[193] 데이터셋과 SAT(Scholastic Assess-

ment Test) 문장 완성 문제들을 이용했다. MSR 셋은 1040개의 5지선다 문장 완성

문제들로 구성되며, 정답 문장들은 코난 도일이 집필한 셜록 홈즈 시리즈 중 다섯 편

의 소설로부터 발췌되었다. 기존 연구들의 선례를 따라, 첫 520문제들을 개발용 셋으

로, 나머지 520문제들을 테스트셋으로 분할하여 실험에 사용했다[106, 103]. 미국의

수학능력평가시험인 SAT 시험의 읽기 영역에서도 문장 완성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각 문제들은 하나 또는 두 군데의 빈칸을 포함하고 이 빈칸들에 들어갈 만한 텍스트

에 대해 다섯 개의 보기를 제공한다. 본 실험에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College

Board(https://www.collegeboard.org/)에서 제공된 8개의 SAT 샘플 연습 시험지

로부터 152개의문장완성샘플들을수집했다.수집된 SAT셋은 [155]에서사용된셋을

포함하며, [173]에서 평가된 셋보다는 샘플 수가 약간 적다.

MSR 챌린지 문제 셋에 대해 기존 결과들과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 챌린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학습 말뭉치인 522개의 19세기 소설들을 이용해 제안한 단어 단위

신경망 언어 모형을 학습했다. 신경망 학습 시, 말뭉치로부터 공백과 구두점으로 단

어들을 토큰화하여 10단어 미만 또는 80단어 이상의 문장들은 제외했다. 말뭉치에서

6회 이상 출현한 단어들로 64K 크기의 어휘 집합을 구성했으며, 5회 이하로 출현한

단어들은 [UNK] 토큰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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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 기반 신경망 언어 모형의 크기는, de, dh, 그리고 do을 각각 200, 600, 그리

고 400으로 설정했다. LSTM 레이어들을 두 개 층으로 쌓았으며, 층 사이에는 신경망

학습 시 0.1 확률로 동작하는 드롭아웃을 배치했다[183]. 양방향 신경망 언어 모형의 순

방향과 역방향 임베딩 크기는 동일하게 설정했다. 신경망 파라미터는 SGD(stochastic

gradient descent) 기법으로 업데이트되며, 각 미니 배치(mini-batch)는 20개의 동일한

길이의 문장들로 구성된다. 총 10이폭(epoch) 동안 학습되며, 학습률(learning rate)은

0.5에서 시작하여 5이폭 업데이트 후부터는 매 이폭 시작마다 절반으로 낮추었다. 그레

디언트가 폭발(gradient explosion)하지 않도록, 최대 크기 5를 넘지 않도록 클립되었

으며(gradient clipping), 다시 미니 배치 크기로 나누어 정규화한다[183]. Transformer

기반 신경망 언어 모형의 경우, de, dh, 그리고 do를 동일하게 512개로 설정했다. 어

텐션 헤드 수는 8개, 레이어 층수도 8개로 설정했다. 초기 학습률은 0.1, 학습률을 절

반으로 감소시키는 주기는 2이폭으로 조정한 것 외에는, LSTM 기반 신경망과 동일

하게 Transformer 기반 신경망을 최적화했다. 이러한 학습 설정은 [157]의 세팅을 참

고했으며, 개발용 셋을 이용한 모형 검증을 통해 초매개변수들을 조정했다. 학습 코드

는 Pytorch(https://pytorch.org/)패키지를이용해작성되었다(https://github.

com/heevery/sentence-completion).

앞에 3.1.3절에서소개한미세조정방식은,방대한말뭉치에서학습한일반적인지식

을문장완성과업으로전이시킬수있는지알아보려는취지에서비롯되었기에,외부말

뭉치로사전학습된채로공개된신경망들을미세조정실험에이용했다. Hugging Face의

transformers 패키지[172]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모형들 (https://huggingface.

co/transformers/pretrained_models.html)중가장대표적인 BERT와GPT2[124],

이들을 경량화한 DistilBERT[135], 그리고 보다 강건하게 학습된 RoBERTa[98]와 이

에 다중어 데이터로 학습된 XLM-R(XLM-RoBERTa)[24] 신경망들을 실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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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했다. MSR 문장 완성을 위해서는 개발용 520개 문제 중 420개 샘플을 신경망 파

라미터 업데이트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100개 샘플을 검증용으로 두어 최적화 매개변수

조정 및 모형 선택에 이용했다. 신경망 업데이트에 가용한 샘플 수가 적다는 점과 실험

에 사용한 하드웨어(https://www.nvidia.com/en-us/geforce/graphics-cards/

geforce-gtx-titan-x/)의메모리제약을감안하여,배치크기는 1로설정했다. AdamW[99]

최적화 알고리듬을 채택하였으며, 첫 이폭 구간을 웜업 스텝(warm-up)으로 삼는 기울

어진 학습률(slanted learning rate)[48] 방식으로 5이폭 동안 학습한다. 최대 학습률은

사전학습 신경망별로 {1 · 10−4, 5 · 10−5, 2 · 10−5, 1 · 10−5, 5 · 10−6, 2 · 10−6, 1 · 10−6}

중에서 검증 성능을 비교하여 선택했다. 선택된 학습률로 랜덤 시드를 달리하여 5회씩

미세조정을 반복한 뒤, 검증 성능이 가장 뛰어난 신경망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SAT

셋은분할하기에는샘플이부족하기에,문제형식이비슷한 MSR샘플들을미세조정에

이용하여 전체 1040개 문제 중 940개 샘플을 신경망 업데이트용으로 나머지 100개를

검증용으로 사용했다.

3.2.2 제로샷 전이 실험

먼저,단어단위신경망언어모형들을세가지스코어링방식으로추가파라미터업

데이트 없이 문장 완성 과업에 적용한 성능을 비교했다(표 3.1). 각 모형은 랜덤 시드만

달리하여 학습한 5개의 신경망에 대해 MSR 문장 완성 셋에서의 정확도와 그 표준편

차를 평가 결과로 제시했다. 단방향 모형에서는 기대했던 대로 빈칸 스코어링에 비해

전체 스코어링이 월등히 유익했다. 또한, 양방향 모형에서도 전체 스코어링이 빈칸 스

코어링보다이로웠는데,이는전체스코어링이문장내모든단어들에대한각각의추론

결과들을 종합한다는 점에서 앙상블과 비슷한 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분

스코어링은, [158]의결과와는달리,전체스코어링에비해결과가훨씬안좋았다.이는

[158]의 목표 과업 데이터셋[87]에서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와 호응되는 특별한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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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이후 텍스트에 반드시 존재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이전 문맥이 조건으로 부과

될 때 특별 단어에 대한 확률이 보기에 따라 차이가 큰 특성이 있다. 반면, MSR 문장

완성 문제들은 그러한 특별 단어가 존재하도록 설계된 데이터셋이 아니므로 부분 스코

어링의 이점이 없었다. 스코어링 방식의 비교 결과를 토대로, 이후 실험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전체 스코어링으로 제로샷 전이를 수행했다. 한편, 마스크 언어 모형은

다른 언어 모형들에 비해 매우 열등했는데, 이는 MLM 목적으로 신경망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여러 번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요하는 반면[30], 이 실험에서는 학습

이폭 수를 모든 모형들에 대해 동일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추가 실험에서 마스크 언어 모형을 30이폭 이상 훈련하면 정확도를 65%

까지도 높일 수 있었으나, 여전히 단방향이나 양방향 모형의 결과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림 3.7에는 문맥화 레이어를 LSTM으로 구현한 신경망들과 Transformer로 구현한

신경망들에 대해 각각의 언어 모델링 방식에 따른 성능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학습

이폭 수를 x축으로, MSR 개발용 셋의 정확도를 y축으로 삼는 학습 곡선을 나타냈다.

Table 3.1: 스코어링 방식에 따른 문장 완성 정확도

언어 모형 문맥화 레이어 MSR 셋 정확도[%]

빈칸 스코어링 전체 스코어링 부분 스코어링

단방향 LSTM 50.5 (0.4) 69.4 (0.8) 56.4 (0.9)
Transformer 56.3 (1.6) 76.2 (1.8) 62.9 (0.9)

양방향 LSTM 69.8 (0.5) 72.3 (1.1) 63.7 (1.4)
Transformer 75.1 (0.8) 77.6 (0.9) 65.2 (0.9)

마스크 LSTM 58.2 (1.6) N/A N/A

표 3.2에서는 MSR 챌린지 셋에 대해 제안 기법의 정확도 결과를 기존의 것들과

비교했다. 표 상단에 기울임체로 표기된 값들은 기존에 발표된 결과들로, 만일 개발

셋과 테스트셋에 대해 구분하여 정확도를 측정한 경우, 사선 양쪽의 각각의 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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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제안한 신경망 언어 모형들의 학습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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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LSTM 기반 단방향 모형의 노드 수에 따른 문장 완성 정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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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MSR 챌린지에 대해 기존 결과들과의 정확도 비교

모형 (de-dh-do) 정확도[%]

RNNLMs [104] 55.4
Skip-gram [105] 48.0
Skip-gram + RNNLMs [105] 59.2 / 58.7
NPMI + Co-occ. Freq. + LSA + CBOW + CSKIP [155] 48
PMI using Unigrams + Bigrams + Trigrams [173] 61.44
Context2vec (300-600-600) [103] 66.2 / 64.0
LSTM (256-256-256) [157] 56.0
Unidirectional-RM (512-512-512) [157] 69.2
Bidirectional-RM (512-512-512) [157] 67.0

LSTM 기반 단방향 모형 (200-600-400) 69.1 (0.9) / 69.6 (0.8)
LSTM 기반 양방향 모형 (200-600-400) 72.5 (1.4) / 72.0 (2.0)
Transformer 기반 단방향 모형 (512-512-512) 76.2 (1.8) / 76.0 (0.9)
Transformer 기반 양방향 모형 (512-512-512) 77.6 (0.9) / 76.2 (1.0)

LSTM 기반 단방향 모형의 앙상블 72.0 / 71.5
LSTM 기반 양방향 모형의 앙상블 74.1 / 74.6
Transformer 기반 단방향 모형의 앙상블 76.9 / 78.5
Transformer 기반 양방향 모형의 앙상블 79.4 / 76.7

표기했다. 중단의 제안 모형들은 다섯 번 반복 학습하여 얻은 정확도의 평균을 대표

값으로 제시했으며, 괄호 안에는 표준편차 값을 기입했다. 하단의 앙상블들은, 랜덤

시드만 달리하여 학습한 5개의 신경망들로 각 보기에 대한 스코어링 점수들을 구하고,

그 합을 기준으로 답안을 택하는 모형이다. 대략적인 신경망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임베딩들과 은닉 상태의 차원을 모형 이름 뒤에 괄호 안에 표기했다(de-dh-do).

결과를 살펴보면, 제안한 LSTM 기반 단방향 모형조차도 기존의 발표된 가장 높은

정확도와비슷한결과를나타냈다.기존의최고성능을기록했었던 Unidirectional-RM

은 메모리 블럭 내에 추가적인 단어 임베딩 테이블이 두 개 더 필요한데다가 매 스

텝마다 주변 단어들에 대해 어텐션 분포를 계산해야 하므로[157], 이와 비교하면 제안

신경망이 단순하고 계산량이 적은 장점이 있다. 신경망 아키텍처가 Tran et al. [15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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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기반모형과크게다르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결과가나온까닭은,신경망

레이어마다 적절한 노드 수를 선택한 것과 검증용 셋을 활용해 정교하게 초매개변수를

조정한 것이 주요했다. 그림 3.8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기 다른 노드

수에 대해 LSTM 기반 단방향 신경망 언어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도표를

보면 dh의 변화에 따라 가장 극명하게 성능이 갈렸으며, dh보다는 de, do가 약간 작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임베딩 파라미터의 과적합 방지 효과 때문인 것으로 풀

이된다. 이는 Lan et al. [76]이은닉 레이어가 문맥에 따라 변화하는 표현을 학습하려면

문맥에 독립적인 단어 임베딩에 비해 더 큰 차원을 할당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주장하

면서, 임베딩 파라미터들을 보다 작은 행렬들의 곱으로 표현한(factorized embedding

parameterization)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추가로, 도표에서 비교된 노드 수보다 더 늘

려서도 실험해봤으나 정확도 상승폭은 미미했다.

제안한 양방향 모형, 그 중에서도 Transformer 구조를 문맥화 레이어에 사용한

모형이 단일 모형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방향 모형에 추가

로 단순히 노드 수를 늘리는 것은 성능 향상이 미미했기에, 양방향 모형의 우수성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수가 늘어난 것보다는 이후 맥락 정보를 함께 활용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양방향 모형(Bidirectional-RM)이 단방향 모형

(Unidirectional-RM)에 비해 성능이 하락했던 Tran et al.의 결과와 배치되는 점이

다. 추가로, 신경망들을 앙상블하여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Transformer 기반

신경망들의 앙상블을 이용해 MSR 셋에서의 최고 성능을 기록할 수 있었다. 다만 테스

트셋에서는, Transformer 기반 양방향 모형의 앙상블 효과가 크지 않아, Transformer

기반 단방향 모형의 앙상블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았다.

한편, MSR챌린지의공식지정훈련말뭉치는MSR문장완성문제들과문체라든가

작성된시기가비슷한반면에데이터크기는제한되어,챌린지세팅하에서는동일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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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로훈련된각기다른모형끼리공정한비교는가능하나달성할수있는성능에는한

계가있다.이번실험에서는방대한외부말뭉치로부터보다일반적인지식을학습한신

경망 언어 모형을 문장 완성 과업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사전학습 신경망으로는 Trans-

former기반신경망들과더불어, LSTM기반신경망언어모형중 Józefowicz et al. [60]

이 1B word benchmark[16] 데이터셋으로 훈련시켜 공개한 신경망(https://github.

com/tensorflow/models/tree/master/research/lm_1b;이하 LM1B)을대표로선

정하여비교했다. SAT데이터셋은 MSR챌린지에서처럼공식적인훈련말뭉치가지정

되지 않았기에, 별도의 훈련 없이 위에 선정한 외부 말뭉치로 학습한 신경망들을 문장

완성으로 제로샷 전이하여 성능을 비교했다.

MSR 데이터셋의 개발 셋(MSR-dev)과 테스트셋(MSR-test), 그리고 SAT 데이터

셋의정확도결과를표 3.3에나타냈다.단방향모형인 LM1B와 GPT2신경망들에대해

서는전체스코어링방식을,나머지마스크언어모형신경망들에대해서는빈칸스코어

링을 적용했다. MSR 셋에서는 전체 단어 마스킹(whole-word-masking) 기법을 학습에

사용한 BERT 신경망(‘-wwm’으로 표시)들이 가장 정확도가 높아, 공식 말뭉치로 학습

한 Transformer기반단어단위신경망언어모형의정확도와비등하였다(표 3.2참조).

전체 단어 마스킹은 마스크 언어 모형 학습에서 한 단어를 구성하는 서브워드 토큰

들은 반드시 함께 마스킹시키는 기법으로(https://github.com/google-research/

bert)[28], 이처럼 전체 단어 마스킹으로 학습한 신경망과 그렇지 않은 신경망의 성능

차이가확연하게드러난경우는드물게보고되었다.이같은차이는,빈칸스코어링시에

빈칸에 들어갈 보기 텍스트의 토큰 수만큼 [MASK] 토큰이 입력되는데, 전체 단어 마스

킹을 통해 학습 단계에서 미리 [MASK] 토큰이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상황에 신경망이

익숙해진 덕분으로 사료된다. 한편, SAT 셋에서는 LM1B의 정확도가 가장 좋았으며

이전 기법들의 결과에 비해[173, 155] 대폭 향상된 수치를 기록했다. LM1B가 최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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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사전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들의 제로샷 전이 방식을 이용한 문장 완성
정확도(%)

모형 MSR-dev MSR-test SAT

LM1B 70.19 67.69 71.05

bert-base-uncased 55.38 58.49 30.92
bert-base-cased 60.58 60.19 30.92
bert-base-multilingual-uncased 42.69 43.27 22.37
bert-base-multilingual-cased 41.54 41.92 23.03
bert-large-uncased 54.23 55.00 25.66
bert-large-cased 52.69 49.23 27.63
bert-large-uncased-wwm 77.69 77.12 63.82
bert-large-cased-wwm 75.19 77.12 59.87

gpt2 51.54 48.85 39.47
gpt2-medium 62.12 57.12 54.61
gpt2-large 67.88 63.03 57.89
gpt2-xl 69.42 69.62 63.16

distilbert-base-cased 57.12 58.27 28.95
distilbert-base-multilingual-cased 31.73 35.38 21.05
distilgpt2 43.65 40.00 34.21

roberta-base 37.50 34.62 26.32
roberta-large 36.73 31.73 26.32
xlm-roberta-base 51.35 46.73 23.68
xlm-roberta-large 51.15 48.27 32.24

확도를 달성한 이유는, SAT 문제 익숙지 않은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LM1B

는 800K에 달하는 크기의 어휘에 대해 출력 확률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스코어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방향 모형인 LM1B와 GPT2 모형이 여

타 마스크 언어 모형에 비해 MSR 셋과 SAT 셋에서의 성능차가 적었는데, 이는 보기

텍스트에 문자수가 많고 어려운 어휘가 등장할수록 마스크 언어 모형의 빈칸 스코어링

적합도가 더욱 심하게 부정확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3의결과를다각도로분석해보면, GPT2모형의경우,신경망의크기가커질수

록 정확도가 상승하는 것을 관찰했다. 반면 마스크 언어 모형의 경우, 전체 단어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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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용되지않으면 3배이상의파라미터를함유했음에도불구하고 large신경망이 base

신경망에 비해 성능 향상이 없었다. 기학습된 신경망의 크기를 지식 증류 기법을 이용

해 축소시킨 신경망들의 경우, 원래 신경망과 대비해서 정확도가 최대 15% 이상까지

도하락하여(bert-base-cased→ distilbert-base-cased: −5.1%, bert-base-multilingual-

cased → distilbert-base-multilingual-cased: −15.9%, gpt2 → distilgpt2: −15.6%),

문장 완성에 필요한 지식들이 증류 과정에서 상당히 손실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ROBERTa 모형은 오히려 BERT 모형에 비해 성능이 좋지 못했으며, 대소문자를 구

별하는 버전(‘-cased’로 표시)과 구별하지 않는 버전(‘-uncased’로 표시) 사이에는 딱히

일관된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다중어 BERT 신경망은 추가적인 언어 적응

없이 단일어 모형과 동일한 기법을 적용할 경우, 단일어 BERT 신경망에 비해 성능이

많이 뒤쳐짐을 확인했다. 참고로, gpt2, gpt2-medium, 그리고 bert-base-multilingual-

uncased의 결과값이 Park and Park [110]이 보고한 값과 다른데, 이는 transformers

패키지 버전 업데이트에 따라(v1.0.0 → v3.0.2) 구현이 수정되어 정확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3.2.3 미세조정 방식 실험

다음으로, 3.1.3절에서 제안한 문장 완성 과업으로의 미세조정 기법에 대한 실험 결

과를 살펴본다. 우선, 배치(batch) 크기가 고정된다면 학습률과 어느 신경망 파라미터

그룹을 동결(parameter freezing)시킬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하여[30, 148,

115] 이들에 대해 그리드 탐색(grid search)을 수행했다. 그림 3.9에는 MSR 개발 셋을

이용해 bert-large-uncased-wwm 신경망을 미세조정할 때 최대 학습률에 따른 검증 정

확도를 동결시키는 신경망 파라미터 그룹별로 비교했다. 그래프의 범례에서 위쪽부터

차례로, 모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시킨 신경망, 임베딩 파라미터만 동결시킨 신경망,

그리고 6, 12, 18, 24번째 Transformer 레이어까지 동결시키는 신경망들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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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마지막 설정의 경우 미세조정 시에 추가되는 선형 레이어만 최적화하게 된다.

비교 결과, 소수 상위 레이어만 업데이트시키는 설정이 아닌 이상, 최적의 학습률을

탐색하여 적용하면 동결시킬 파라미터 그룹 선택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실험에서는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되 학습률을 탐색하

는 방침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Howard and Ruder [48]가 제안한 파라미터 그룹별로

상이한 학습률 스케줄을 적용하는 방식보다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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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MSR 데이터셋으로 미세조정할 때 학습률과 동결시키는 파라미터 그룹에
따른 정확도 비교.

표 3.4에는 bert-large-uncased-wwm 신경망을 미세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력

시퀀스 구성 방식을 적용하여 검증 정확도를 비교했다. 이때, 랜덤 시드를 달리하여 5

회 반복 미세조정해서 얻은 정확도들의 평균과 최댓값을 대표 결과로 제시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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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문장 완성 과업으로 미세조정할 때 입력 시퀀스 구성 방식에 따른 정확도
비교

입력 시퀀스 구성 방식 정확도[%] 비고

빈칸 내

보기 삽입

[SEP]

삽입

세그먼트

구분

평균 최대

X 7 7 84.2 87 제안 방식

X X 7 84.2 85
X 7 X 84.6 87
X X X 74.6 77
7 X X 69.8 81 Devlin et al. [30]

텍스트를 질문 내의 빈칸에 삽입했는지 혹은 질문 뒤에 이어 붙였는지, 지문과 보기

사이마다 [SEP] 토큰을 삽입하는지 여부와 입력 시퀀스의 각 세그먼트가 지문으로부

터 온 것인지 또는 보기로부터 온 것인지를 식별자로 구분하는지 여부를 비교 요소로

삼았다. 비교 결과, Devlin et al. 방식대로 질문 뒤에 보기를 입력하고 [SEP] 구분자와

세그먼트 식별자를 모두 사용 시 평균 정확도가 가장 낮았다. 보기를 빈칸에 삽입할

경우, [SEP] 구분자와 세그먼트 식별자를 모두 사용할 때, 제안 방식대로 어느 것도 사

용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사용할 때에 비해 성능이 악화되었다. 이는 빈칸에 삽입된

보기 텍스트를 그외 지문 텍스트와 구별하여 부각되게 만드는 것이 문장 완성으로의

과업전이에결코이롭지못함을시사한다. [SEP]구분자또는세그먼트식별자만사용

시에는, 미세조정 과정에서 이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학습되어 제안 방식과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표 3.5에미세조정된신경망들의 MSR테스트셋과 SAT셋에서의문장

완성 정확도를 나타냈다. 미세조정 효과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미세조정 전의 제로샷

전이 정확도를 표 3.3으로부터 w/o FT 열에 복제했으며, 미세조정 후의 정확도를 w/

FT 열에 나란히 기입했다. 참고로, gpt2-large와 gpt2-xl은 하드웨어 한계로 미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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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사전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들의 미세조정 전후 문장 완성 정확도(%)

모형 MSR-test SAT

w/o FT w/ FT w/o FT w/ FT

bert-base-uncased 58.49 68.65 30.92 42.11
bert-base-cased 60.19 73.27 30.92 52.63
bert-base-multilingual-uncased 43.27 45.19 22.37 35.53
bert-base-multilingual-cased 41.92 37.88 23.03 36.84
bert-large-uncased 55.00 79.23 25.66 73.03
bert-large-cased 49.23 79.42 27.63 73.03
bert-large-uncased-wwm 77.12 86.15 63.82 80.26
bert-large-cased-wwm 77.12 85.77 59.87 80.92

gpt2 48.85 41.73 39.47 34.87
gpt2-medium 57.12 70.77 54.61 62.50

distilbert-base-cased 58.27 56.35 28.95 42.11
distilbert-base-multilingual-cased 35.38 36.35 21.05 20.39
distilgpt2 40.00 35.00 34.21 26.32

roberta-base 34.62 62.88 26.32 50.66
roberta-large 31.73 82.69 26.32 84.21
xlm-roberta-base 46.73 52.88 23.68 40.79
xlm-roberta-large 48.27 78.85 32.24 75.66

실험을 수행하지 못했다. 비교 결과, 대부분의 사전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들이 미세

조정 후의 정확도가 상승했으며, 특히 large 신경망들에서 상승폭이 컸다. 제로샷 전이

결과가 좋았던 전체 단어 마스킹이 적용된 모형들 역시 미세조정으로 더욱 향상되어,

MSR 셋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SAT 셋에 대해서는 roberta-large 신경망이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됨에 따라 최고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덧붙여, SAT 셋의 결과는 미세조정

시에 MSR 문제 샘플들로 훈련시킨 신경망으로 달성한 것으로, SAT 셋의 훌륭한 결과

로부터 특정 문체나 출제 편향에 의존하지 않고 문장 완성 문제들의 공통적인 형식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식으로 미세조정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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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어 클로즈 기계 독해를 위한 타 언어 모형의
한국어 적응

전 세계 7천여 개의 언어에 대해 서로 독립적으로 단일어 모형을 학습하는 것은

분명 효율적인 접근은 아닐 것이다. 또한, 언어마다 기술된 정보의 양이나 표현할 수

있는 지식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일어 말뭉치로만 학습할 경우 모형의 잠재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언어로 쓰인텍스트 데이터로 훈련된 다

중어 언어 모형[30, 22, 24]을 목표 언어로 적응시키는 접근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리소스가풍부하면서목표언어와언어학적으로(linguistically)가까운언어로학

습된 단일어 모형을 전이 학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다중어 또는

타국어로 학습된 언어 모형을 한국어로 적응시키는 기법을 논의하며, 적응된 모형을

한국어 기계 독해에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타 언어로 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으로부터, 기존 어휘 임베딩을 한

국어 어휘 임베딩으로 대체한 후, 비교적 작은 크기의 한국어 말뭉치로 추가 학습한다

(그림 4.1).이때,기학습된어휘임베딩파라미터값들을활용해새로대체할어휘임베

딩을 초기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며, 이를 다양한 언어로 사전학습된 신경망들에

대해 비교 실험한다. 제안 방식은 단일어 신경망을 밑바닥부터 학습하는 것에 비해 훈

련에 소요되는 연산량과 시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넉넉한 크기의 말뭉치를 구하기

힘든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다중어 언어 표현 모형을 평가할 때 언급되는 제로샷 교차언어 전이는 입력

언어가 달라져도 목표 과업에 적합한 출력, 즉 교차언어 표현을 얻는 작업을 가리킨다.

보통, 목표 과업의 레이블 데이터가 풍부한 언어를 소스로 삼아, 소스 언어로 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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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데이터로 다중어 모형을 미세조정한 후, 소스 언어 이외의 사전학습에 사용된 언

어들에 대해 곧바로 목표 과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다중어 모형의 교차언어 성능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약간 다른 맥락으로, 서로 다른 언어의 말뭉치들로

사전학습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각 말뭉치에 함유된 지식과 정보를 혼

합 활용한다는 의미로써, 제안 방식을 교차언어 사전학습(cross-lingual pre-training)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소량의
우리말클로즈셋

리소스가풍부한
언어로사전학습

우리말말뭉치로
언어적응

미세조정교차언어사전학습

과업전이

Aα字あ 가나다

Figure 4.1: 교차언어 사전학습을 통한 한국어 적응.

4.1 한국어 클로즈 기계 독해 데이터셋

먼저,본절에서는한국어능력시험으로부터추출하여구축한한국어클로즈기계독

해데이터셋을소개한다.한국어능력시험또는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은,우리말을모국어로삼지않는재외동포및외국인의한국어구사력을평가하기위해

시행되는 국가공인 시험으로, 대학 입학이나 기업 또는 관공서 채용에 자격 요건으로

TOPIK 일정 등급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https://www.topik.go.kr/). 난이도에

따라 시험지가 구별되며 레벨의 숫자가 클수록 난이도도 높아진다. 어휘, 읽기, 쓰기 등

으로영역이구분되어있으며,객관식과주관식둘다출제되지만이중빈칸채우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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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선다형문제에서출제된다.본연구에서는국립국제교육원에서운영하는 TOPIK시

험 대비를 위한 웹사이트(https://studytopik.go.kr/index.asp)에서 제공하는 기

출시험 중 2018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시험들로부터 1823개의 클로즈 형식 문제들을 추

출했다. 수집된 데이터셋은 https://github.com/heevery/sentence-completion

상으로도 소개했으며 연구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Table 4.1: TOPIK 기출시험으로부터 수집된 클로즈 형식 문제 수

영역 유형 난이도별 문제 수

1급 2급 초급 I급 II급 전체

어휘 단문 30 28 175 233
대화 78 91 303 472
장문 6 14 48 68
장대화 32 12 102 146

소계 146 145 628 919

읽기 단문 26 19 100 36 12 193
대화 4 4
장문 19 13 65 49 66 212

소계 49 32 165 85 78 409

쓰기 단문 25 22 47
대화 109 94 129 332
장문 32 21 53
장대화 41 22 63

소계 175 170 150 495

총계 370 347 943 85 78 1823

표 4.1과 표 4.2에는 수집된 한국어 클로즈 기계 독해 데이터셋(이하 TOPIK 데

이터셋)의 영역, 유형, 난이도별 문제 수와 평균 길이를 나타냈다. 난이도는 2004년

이전까지는 1–6급으로, 2004–2014년에는 초/중/고급으로, 2014년 이후에는 I/II급으

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선다형 클로즈 형식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단계 시험지에

등장했으며, 예외적으로 II급에서 78개가 출제되었다. 영역별로 포함하는 클로즈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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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TOPIK 기출시험으로부터 수집된 클로즈 형식 문제 길이

영역 유형 지문 길이 빈칸 정답 길이

어절 수 문자 수 어절 수 문자 수

어휘 단문 5.9 14.7 1.0 2.0
대화 11.2 25.0 1.3 3.5
장문 42.4 107.7 1.7 4.2
장대화 30.5 69.7 1.4 3.9

소계 15.2 35.6 1.3 3.3

읽기 단문 9.7 25.3 1.0 3.3
대화 10.2 26.0 1.2 5.0
장문 52.4 139.1 2.3 6.6

소계 31.8 84.3 1.7 5.0

쓰기 단문 14.0 35.9 3.7 10.1
대화 10.9 24.5 3.4 8.7
장문 45.3 117.0 4.0 11.1
장대화 41.4 93.1 3.4 8.5

소계 18.8 44.2 3.5 9.1

총계 19.9 48.9 5.0 5.2

문제의 개수나 평균 길이가 상이했으며, 특히 쓰기 영역의 문제들이 길었다. 각 문제

는 지문의 길이와 화자 수에 따라, 세 문장 이하이고 화자가 한 명이면 단문, 세 문장

초과이면서 화자 한 명이면 장문, 세 문장 이하인데 화자가 둘이면 대화, 세 문장을

초과하면서 화자가 둘 이상이면 장대화로 유형을 태깅했다. 어절 수는 먼저 구두점과

일반 문자열 사이에 공백을 삽입하고 공백 단위로 단어를 분리하여 집계했다. 수집된

문제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7할 이상의 질문들이 단문 또는 대화로 태깅되었으며, 이

문제들의 지문 길이는 어절 수가 평균 10개 내외로 상당히 짧았다. 수집된 데이터셋의

일부 샘플들을 참고용으로 영문 번역과 함게 표 4.3에 나타냈다.

75



Table 4.3: 수집된 TOPIK 문제 샘플들

유형 문제 영문 번역

단문 돈을 찾으러 에 갑니다.
1. 은행 2. 운동장 3. 경찰서

4. 백화점

I’m going to the to find the
money.
1. bank 2. playground 3. police
office 4. department store

대화 아침에 다 같이 식사하세요?
우리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같

이 못 먹어요.
1. 쉬는 2. 끝나는 3. 일어나는
4. 내는

Do you eat together in the morning?
No, we can’t eat together because
the times we are different.
1. rest 2. finish 3. wake up
4. pay

장문 친절은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마

음과행동입니다.친절한사람은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

다. 그리고 남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
로 도와줍니다. 친절한 말과 행동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1. 좋은 2. 기쁜 3. 나쁜 4. 착한

Kindness is a warm heart and ac-
tion for others. Kind people do not
act others. And they actively
help when others are in trouble.
Kind words and actions make this
world more beautiful.
1. well with 2. happy with 3.
bad to 4. nicely to

장대

화

경찰관: 어디에서 잃어 버리셨어요?
아주머니: 택시 안에 놓고 내렸어요.
경찰관: 가방이
아주머니: 까만 색 큰 가방이에요.
경찰관: 뭐가 들어 있습니까?
아주머니: 지갑이요. 꼭 찾아야 하는
데요.
경찰관: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꼭 좀 부탁드립니
다.
경찰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
에 가서 기다리세요.
1.어떻게생겼어요? 2.어떤가게에
서 샀어요? 3. 어떻게 만들었어요?
4. 어디에서 샀어요?

Officer: Where did you lose it?
Ma’am: I left it in the cab.
Officer: Your bag,
Ma’am: It’s a big black bag.
Officer: What do you have in it?
Ma’am: My wallet, I must find it.
Officer: I’ll see what I can do.
Ma’am: Please, officer.
Officer: Don’t worry too much, go
home and wait.
1. what does it look like?
2. what store did you buy it from?
3. how did you make it? 4. where
did you bu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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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차언어 사전학습을 통한 한국어 적응

본 절에서는 한국어가 아닌 리소스가 풍부한 언어 데이터로 사전학습한 언어 모형

을 소스 모형으로 삼아, 비교적 적은 양의 한국어 말뭉치 데이터로 추가 학습하여 언어

적응된 문맥화된 언어 표현 모형을 얻는, 교차언어 사전학습 기법을 소개한다. 이때,

한국어를 포함하는 다중어 언어 모형으로부터 한국어로 특화하여 적응하는 과정 또한

큰 틀에서 교차언어 사전학습이라고 간주했다. 그 이유는 보통 다중어 모형이 훈련에

사용하는 웹 텍스트 데이터에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의 주요 언어에 비해 한국어

비중이 낮으며[176], 곧바로 비주류 언어의 후속 과업에 적용할 경우 주요 언어에서의

결과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한편[147, 132], 추가적인 언어 적응을 통해 모형을

개선할여지또한존재한다[72, 38].교차언어사전학습을위해,한국어토큰들로어휘를

새로 구성하며, 기존의 사전학습된 토큰 임베딩을 활용해 새로 구성된 토큰 임베딩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소개한다.

토큰화 토큰화는 주어진 텍스트의 단어들을 분리하여 단어열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

하며, 이때 단어는 반드시 언어학적으로 정의된 낱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일반적인의미에서토큰이라고부르기도한다.통계적언어모형에서각단어혹은

토큰을 범주형 변수 값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 이 범주형 변수가 취할

수있는값의집합,즉언어모형이취급하는토큰들의집합을어휘라고하며,이에따라

어휘를 구성하는 작업은 토큰화 과정에 의존하게 된다. 타국어로 학습된 소스 모형은

국어의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되었으므로, 교차언어 학습을 위해 새로이 어휘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중어 언어 모형의 경우, 제한된 어휘 내에서 여러 문자로

된 다국어 토큰들이 공존하고 있어 리소스가 넉넉지않은 언어의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

이 높지 않다. 일례로, mBERT에서 어휘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93K개가 로마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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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토큰이고, 단 2%에 해당하는 3.2K개만이 한글로 되어있다(http://juditacs.

github.io/2019/02/19/bert-tokenization-stats.html). 다중어 언어 모형의 토

큰화를 한국어에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UNK] 토큰 비율이 높아지고 의미 형태소의

경계와 무관한 부분에서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82, 6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한국어가 포함된 다중어 언어 모형에 대해서도 한국어 말뭉치로부터 토크나이저를

학습하고 이를 이용해 어휘를 새로 구성한다.

토큰화 기법으로는, 사전학습 언어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한된 어휘로

원래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인코딩하는 BPE(Byte Pair Encoding)[138] 기반 방식을

이용한다. BPE 기법은 우선, 로마자 집합 같이 문자 언어의 기본 원소들로 초기 어휘

집합을 구성하고 텍스트를 원소들의 나열로 변환한 다음,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접

원소 쌍끼리 병합하여 병합된 새로운원소를 어휘에 추가하는 작업을,임의의횟수만큼

반복하여 원하는 크기의 어휘 집합을 얻는다. BPE 알고리듬 구현상 띄어쓰기 공백을

넘어병합하지않도록하여,도출되는최종어휘집합의원소들은대부분어절보다짧은

토큰들로 이를 서브워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새로 입력되는 텍스트에 대한 디코딩은,

반복 병합을 통해 얻은 어휘를 이용하여 전방에서부터 그리디(greedy) 방식으로 토큰

화한다. 기본 원소 집합은, 영어 같은 경우 로마자로 초기화되고, 중국어와 일본어는

음절 단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한국어는 음절 단위와 자모 단위 모두

고려해볼 수 있다. 음절 단위부터 병합을 시작하게 되면,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음절을 표

현하기 위해 해당 음절을 포함하는 서브워드 토큰이 반드시 할당되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되며, 자모 단위로도 형태소가 쪼개어지는 국어의 특성이 무시된다. 자모 단위부터

시작하면, 병합 작업과 디코딩 시의 계산량이 증가하며, 국어의 음절문자적 특성이 덜

반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말뭉치를 활용하여 적응하는

것을 목표하기에, 작은 말뭉치로 적당한 크기의 어휘 집합을 생성해도 대부분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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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을 표현 가능하도록 자모 단위로 기본 원소들을 구성한다.

어휘 임베딩 초기화 소스모형이함유하고있는지식을교차언어전이시키기위해,먼

저 토큰 임베딩들을 제외한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사전학습된 값들로 초기화한다. 토큰

임베딩들의 경우, 소스 모형의 어휘(기존 어휘)와 교차언어 학습을 위해 새로 구성한

어휘와의 교집합에 대해서는 사전학습된 토큰 임베딩 값으로 초기화한다. 이때 토큰

중에서 자연어 텍스트에는 원래 없었으나 신경망 언어 모형 학습에 필요하여 추가된

특수 토큰들([UNK], [MASK], [CLS] 등)은 언어 적응 과정에서 의미가 변하지 않도록

임베딩 값이 업데이트되지 않게 고정한다. 특수 토큰 외의 중첩 어휘에는 구두점, 숫자,

특수문자, 그리고 고유명사나 외래어 표기에 사용된 토큰 등이 주로 포함된다. 해당

토큰들은, 특수 토큰들이 신경망 언어 모형 학습에서 부여된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

과는 달리, 언어마다 쓰임의 빈도나 맥락이 다를 수 있기에, 추가 학습 과정에서 토큰

임베딩 파라미터를 고정하지 않고 업데이트한다.

새 어휘 중에서 기존 어휘와 중첩되지 않는 토큰은, [72]에서처럼 기존 어휘의 토큰

들의합성으로표현가능한경우,해당기존토큰들의기학습된임베딩벡터의평균으로

새 토큰의 임베딩을 초기화한다. 구현상으로는, 새 어휘의 토큰을 기존 어휘를 이용해

디코딩, 즉 BPE 토큰화를 수행하여 일대다 토큰 대응 관계를 구성한다. 이때, 새 어

휘에 대한 토큰화가 너무 잘게 나누어진다면 합성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첫

토큰이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성 토큰 초기화 대상에서 제외했다.문자를

공유하지 않는 언어 간에는 이 방식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토큰 임베딩 양이 많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한편,중화권과일본,그리고우리나라는한자문화권으로,한글로표기된국어단어

더라도 한자에 기초한 한자어가 많으며 이 단어들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국어, 일본어, 또는 이들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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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 언어 모형으로부터 한국어로 교차언어 전이하는 경우, 한자어를 독음하여 중첩

어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기존 어휘 중의 한자로 구성된 토큰을 한글로

독음하여토큰끼리대응시킴으로써임베딩을초기화시키는한자독음방식을제안한다.

이때, 한자와 독음된 한글이 대응된 사전 또는 변환 프로그램이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상이한 한자 토큰이 동일하게 독음될 수 있으며, 하나의 한자가 여러 우리말 발음을

갖는 경우에는 제일 대표적인 발음을 선택한다. 일반적인 번역 대신 독음을 활용한

이유는, 문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브워드 단위의 토큰끼리 대응시켜야 하기에 독

음에 기반하지 않는 대역어 사전을 구축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알고리듬 1에 독음에

기반한 초기화 방법을 나타냈다. 입력으로는 새로 대체할 한국어 어휘 V , 소스 모형의

기존 한자 어휘 W , 소스 모형이 학습한 임베딩 파라미터들 {ws|s ∈ W}, 그리고 독음

사전이 주어진다. 각각의 기존 한자 토큰에 대해 사전을 이용해 독음된 한글 토큰이

만약 V 중 존재하면 대응 관계를 구성한다(4-9번째 줄). 한자 독음을 통해 연결 지 새

어휘와 기존 어휘와의 일대다 토큰 대응 관계로부터, 대응된 기존 토큰들의 기학습된

임베딩 벡터의 평균으로 새 토큰 임베딩을 초기화한다(10-14번째 줄).

종합적으로 토큰 임베딩 초기화 과정은, 특수 토큰 초기화, 중첩 어휘 초기화, 한자

독음 초기화, 합성 토큰 초기화 순으로 진행되며, 선행 순서에서 한번 초기화된 임베딩

은이후순서에서중복하여초기화되지않도록한다.한자독음을합성하여한글토큰을

표현할 수 있더라도 국어에서는 드물게 조합되는 한자들끼리 결합될 위험이있기에, 한

자 독음으로 초기화한 임베딩들을 다시 평균하는 식으로 합성된 토큰을 초기화하지는

않았다.제안한 방식으로 기존 어휘와 대응되지 않는 토큰들의임베딩은 무작위값으로

초기화한다.

교차언어 학습 한국어 말뭉치로 새로이 어휘를 구성하고 새 어휘 임베딩들을 초기화

한 후에는, 소스 모형이 타국어 말뭉치를 학습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한국어 말뭉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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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Embedding initialization based on hanja reading sound

Input: New Korean vocabulary V , the hanja vocabulary of the source model W ,
the pre-trained embeddings of the source model {ws|s ∈W}, hanja dictionary han-
jaDict

1: for t ∈ V do
2: Rt ← ∅; . Initialize the set of source tokens related to token t
3: end for
4: for s ∈W do
5: Convert hanja token s to hangul token c using hanjaDict;
6: if c ∈ V then
7: Rc ← Rc ∪ {s}; . Update the set related to token c
8: end if
9: end for

10: for t ∈ V do
11: if Rt 6= ∅ then
12: Initialize the embedding of t with 1

|Rt|
∑

s∈Rt
ws, where ws is the source

embedding of s;
13: end if
14: end for

추가 학습한다. 실험에서는 BERT 구조의 신경망들을 소스 모형으로 이용했기에, 언

어 적응을 위한 추가 학습도 BERT 신경망 훈련에 사용된 MLM 목적으로 최적화했다.

Transformer구조기반신경망이입력으로함께받는위치임베딩(position embedding)

도특수토큰임베딩들처럼의미가변하지않도록값을고정했으며,그외나머지신경망

파라미터들은 별도의 제약 없이 업데이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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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및 결과

4.3.1 학습 설정 및 구현

교차언어 사전학습을 통한 언어 적응 실험을 위해, 신경망 아키텍처는 동일하되 학

습한 데이터만 다른 여러 BERT 구조의 신경망들을 이용해 제안한 방법을 적용했다.

Hugging Face의 transformers 패키지를 통해 접근 가능한 BERT 신경망들을 다운

로드하여 사용했다. 먼저, 유럽어 중에서는 BERT 논문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공개된

영어 BERT(bert-base-uncased)[30]를 비롯해, 로마자를 차용했으나 인도유럽어족이

아닌 우랄어족에 속하는 핀란드 BERT(bert-base-finnish-uncased-v1)[161]를 비교 대

상으로삼았다.이때,대소문자를구별하지않는신경망(‘-uncased’로표현)들을선택한

이유는 첫째, 우리글에는 대소문자 개념이 없으며, 둘째는 모형이 제공하는 토크나이저

구현 상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경우 자모 단위가 아닌 음절 단위로 BPE 디코딩을 수행

하도록설정되어,제안하는토큰화방법과호환되기어려운문제가있기때문이다.다음

으로, 한자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와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깊숙이 유하는 동아시아의

중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학습된 bert-base-japanese, bert-base-chinese 또한 비교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 언급한 언어들과 한국어가 모두 포함된 104개 다중어 데이터로

학습한 mBERT 모형의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Cased mBERT(bert-base-multilingual-

cased)와 구별하지 않는 Uncased mBERT(bert-base-multilingual-uncased)를 대상으

로 채택했다.

국어에특화된새로운어휘집합을구성하기위해, BERT모형과동일하게 BPE기

반Wordpiece토큰화[177]기법을이용했으며,구현체로는Hugging Face의 tokenizers

(https://github.com/huggingface/tokenizers) 패키지를 활용했다. 세종 말뭉치

(https://ithub.korean.go.kr/user/total/database/corpusManager.do웹사이

트에서 다운로드)로부터 Wordpiece 토크나이저를 학습했으며, 최소 두 번이상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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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개 토큰들로 어휘를 구성했다. 교차언어 적응 과정에서 Cased mBERT를 제외한

신경망들은 앞에 언급한대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자모 단위 BPE로

얻은 어휘로 대체했으며, 예외적으로 Cased mBERT는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음절 단

위 BPE로 새 어휘를 구축함으로써, 비록 완전히 동등한 조건은 아니지만 음절 단위와

단어 단위 BPE의 차이도 살펴보고자 했다.

한자 독음 시에는 한자의 발음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의 가장 보편적인 발음으로 변

환하는 것과 뿌리가 같은 한자를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시 일치시키는 이슈가 있다. 일본어의 경우, 신자체라 하여

복잡한일부한자들에대해원형대신손으로필기하기편하도록축약된형태를공식적

으로지정하여쓰고있다.본실험에서는,일본어 BERT어휘에나타난신자체를대응되

는 정자체로 목록(https://namu.wiki/w/신자체/목록)을 활용하여 변환하고, 정자체

한자로 구성된 토큰에 대해 한자어를 국어로 대응한 목록(https://kldp.org/node/

78343)을활용해독음한다.또한중국어에서는획수를대폭줄인간체자를사용하는데,

전통문화연구회(https://hanjaro.juntong.or.kr/)에서제공하는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어 BERT 어휘에 등장한 토큰을 한글로 독음했다.

교차언어 사전학습을 위한 한국어 데이터로는 세종 말뭉치를 사용했다. 말뭉치를

텍스트 파일 크기로 환산하면 100MB 이내로, 교차언어 전이 없이 밑바닥부터 언

어 모형을 학습할 때는 최소 GB 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작은 크기다.

BERT 신경망은 언어 적응 과정에서 MLM 목적으로 최적화하며, 다음 문장 예측

과업은 [22, 98, 59, 61]에서 보고된 대로 효과가 미미하여 제외했다. 실험에 사용한

하드웨어 한계에 따라, 입력 텍스트의 시퀀스 길이는 256, 학습 배치(batch) 크기는

16으로 설정했다. AdamW[99] 최적화 알고리듬을 채택하여, 최대 학습률 10−4, 초

기 1K 반복을 웜업 스텝으로 삼는 기울어진 학습률[48] 방식으로, 10이폭 동안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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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업데이트를 수행했다. 구현은 transformers 패키지에서 언어 모형 학습을 위

한 예제 스크립트(https://github.com/huggingface/transformers/blob/v3.0.

2/examples/language-modeling/run_language_modeling.py)를기반으로삼았다.

교차언어 학습된 신경망을 TOPIK 데이터셋으로 미세조정할 때는 1823개 샘플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910개를 개발용으로 할당하여 이 중 810개는 신경망 업데이트용,

100개는검증용으로분할했으며,남은 913개샘플은테스트용으로두었다.미세조정성

능은 최대화하면서 연산에 필요한 리소스는 절약하기 위해 Transformer 하위 3개 층과

임베딩들의 파라미터를 동결시켰으며, 나머지 파라미터는 10이폭 동안 업데이트했다.

최종 성능은 서로 다른 랜덤 시드로 미세조정 과정을 10회 반복하여 검증 셋에서 제일

정확도가 높은 신경망을 채택하여 테스트셋에 평가했다. 이외의 따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앞 장에서 문장 완성 데이터셋으로 미세조정할 때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4.3.2 토큰화 방식에 따른 비교

먼저, mBERT 모형의 토큰나이저와 세종 말뭉치로 학습한 토크나이저가 한국어

텍스트를 토큰화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 TOPIK 클로즈 문제의 지문들

에 대해 각각의 토크나이저로 토큰화했을 때의 토큰 수를 그림 4.2에서 비교했다. 세종

말뭉치로 학습한 토크나이저를 이용했을 때 mBERT 토크나이저를 사용할 때보다 토

큰 수가 현저히 감소했으며,공백과 구두점에 의해 구분되는 어절에 가까운 서브워드로

토큰화됨을알수있었다.자모단위로분절할수있는 Uncased mBERT토큰화가음절

단위로만 분절하는 Cased mBERT 토큰화에 비해서 잘게 나누었으나, 세종 말뭉치로

학습한 자모 BPE와 음절 BPE 간 토큰 수 차이는 미미했다.

tokenizers 패키지 구현 상, 입력되는 어절이 토크나이저가 알고 있는 어휘로 표

현하지 못하면 [UNK]를 반환하게 된다. [UNK] 비중이 높아질수록 손실되는 텍스트

정보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UNK] 비중 또한 토크나이저의 품질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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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토크나이저에 따른 TOPIK 클로즈 문제 형태별 토큰 수 비교.

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표 4.4에서는 서로 다른 토크나이저가 TOPIK 클로즈 문제의

지문 텍스트를 토큰화했을 때 반환되는 [UNK]의 비중을 비교했다. 자모 단위로 분절

할 수 있는 Uncased mBERT 토크나이저와 세종 말뭉치로 학습한 자모 BPE가, 음절

단위로만 분절하는 다른 토크나이저들에 비해 [UNK]의 비중이 낮았으며, 특히 한국어

데이터로만 학습한 자모 BPE의 결과가 더 바람직했다.

Table 4.4:토큰나이저에따른 TOPIK클로즈문제에서 [UNK]로토큰화되는단어비율

(%)

유형 mBERT 토크나이저 세종 말뭉치로 학습한 토크나이저

Unased Cased 자모 BPE 음절 BPE

단문 0.20 2.38 0.13 3.30
장문 0.12 1.06 0.01 1.20
대화 0.02 0.96 0 1.13
장대화 0 0.78 0 0.95

전체 0.08 1.12 0.0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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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토큰화 결과 예시

지문 아주 춥습니다. 옷을 많이 입습니다.

Uncased
mBERT

ᄋ ##ᅡ주 ᄎ ##ᅮ ##ᆸ ##스 ##ᆸ니다 . ᄋ ##ᅩ ##ᆺ을 많이

이 ##ᆸ ##스 ##ᆸ니다 .

Cased
mBERT

아 ##주 [UNK] . 옷 ##을 많이 입 ##습 ##니다 .

자모 BPE 아주 추 ##ᆸ ##습니다 . 옷을 많이 입 ##습니다 .

음절 BPE 아주 [UNK] . 옷을 많이 입 ##습니다 .

지문 여기에 앉으시겠어요? 아니요. 저쪽에 앉을게요.

Uncased
mBERT

ᄋ ##ᅧ ##기에 ᄋ ##ᅡ ##ᆬ ##ᄋ ##ᅳ ##시 ##게 ##ᆻ ##어

##요 ? ᄋ ##ᅡ ##니 ##요 . ᄌ ##ᅥ ##쪽에 ᄋ ##ᅡ ##ᆬ ##을

##게 ##요 .

Cased
mBERT

여 ##기에 앉 ##으 ##시 ##겠 ##어 ##요 ? 아 ##니 ##요 . 저

##쪽에 앉 ##을 ##게 ##요 .

자모 BPE 여기에 앉 ##으시 ##겠어요 ? 아니요 . 저쪽 ##에 앉을 ##게요 .

음절 BPE 여기에 앉 ##으시 ##겠어요 ? 아니요 . 저쪽 ##에 앉을 ##게요 .

지문 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실 때 저
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슬픕니다.

Uncased
mBERT

ᄋ ##ᅥ ##제 할 ##아 ##버 ##지 ##ᄁ ##ᅦ ##서 ᄃ ##ᅩᆯ ##

아 ##가 ##ᄉ ##ᅧ ##ᆻ ##스 ##ᆸ니다 . 할 ##아 ##버 ##지

##ᄁ ##ᅦ ##서는 ᄉ ##ᅡᆯ ##아 ᄀ ##ᅨ ##실 때 ᄌ ##ᅥ ##

를 ᄆ ##ᅮ ##처 ##ᆨ ᄉ ##ᅡ라 ##ᆼ ##하 ##ᄉ ##ᅧ ##ᆻ ##

스 ##ᆸ니다 . 이 ##제 할 ##아 ##버 ##지를 다시 ᄆ ##ᅡᆫ ##

날 수 ᄋ ##ᅥ ##ᆹ ##어 ##서 ᄂ ##ᅥ ##무 ᄉ ##ᅳᆯ ##프

##ᆸ니다 .

Cased
mBERT

어 ##제 할 ##아 ##버 ##지 ##께 ##서 돌 ##아 ##가 ##셨 ##습

##니다 . 할 ##아 ##버 ##지 ##께 ##서는 살 ##아 계 ##실 때 저

##를 무 ##척 사 ##랑 ##하 ##셨 ##습 ##니다 . 이 ##제 할 ##

아 ##버 ##지를 다시 만 ##날 수 없 ##어 ##서 너 ##무 [UNK] .

자모 BPE 어제 할아버지 ##께서 돌아가 ##셨습니다 . 할아버지 ##께서는

살아 계실 때 저를 무척 사랑 ##하셨 ##습니다 . 이제 할아버지

##를 다시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슬프 ##ᆸ니다 .

음절 BPE 어제 할아버지 ##께서 돌아가셨 ##습니다 . 할아버지 ##께서는

살아 계실 때 저를 무척 사랑 ##하셨 ##습니다 . 이제 할아버지

##를 다시 만날 수 없어서 너무 [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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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각각의 토크화 방법으로 교차언어 사전학습한 이후, TOPIK 셋으로 미세
조정한 결과 비교.

표 4.5에는 토큰화 결과 예시를 보여준다. 토큰화에 의해 텍스트가 분절되는 부분은

공백으로 표현했으며, ‘##’이 앞에 붙으면 해당 토큰이 어절의 시작이 아님을 의미한

다. mBERT 모형의 경우 cased 버전이든 uncased 버전이든 두 글자 미만의 토큰으로

분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전적 형태소와 판이한 서브워드로 토큰화되었다. 세종

말뭉치로 학습한 자모 BPE와 음절 BPE의 토큰화 결과는 대부분 일치했다. 다만 자모

단위 분절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춥습니다’와 ‘슬픕니다’에서 ‘춥’이나 ‘풉’처럼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음절을 포함할 때 해당 어절을 [UNK]로 변환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교차언어 추가 사전학습 시에 세종 말뭉치로 학습한 토크나이저를 이용

해 새로이 어휘를 구성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한다. 그림 4.3에서는 중첩 어휘

초기화 방식을 이용해 교차언어 학습된 신경망들을, TOPIK 셋으로 반복하여 미세조

정시켜 구한 검증셋 정확도 값들을 상자그림으로 나타냈다. Uncased mBERT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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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 BPE 기반 어휘로 대체하여 교차언어 학습한 신경망이, 평균으로나 최댓값으로나

최고정확도를달성했다. Cased mBERT에대해서는,세종말뭉치로학습한음절 BPE

로 어휘를 대체하여 교차언어 적응하는 것이,토크나이저와 어휘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한국어를 추가 학습하는 것에 비해, 정확도의 평균은 높아졌으나 분산도 줄어들어 최

댓값은 낮았다. 다만, 중첩 어휘 초기화와 더불어 합성 토큰 초기화까지 적용하면 음절

BPE로 대체한 Cased mBERT 성능이 더 좋아지며, 이어지는 절에서 자세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4.3.3 초기화 방식에 따른 비교

교차언어 사전학습에서 한국어에 특화된 어휘로 대체할 때, 앞 절에서 전술한 어휘

임베딩초기화방법들을비교하고자한다.먼저,세종말뭉치로새로이 3만개토큰으로

어휘를 구성했을 때, 초기화 방법별 적용 가능한 어휘 크기를 표 4.6에 소스 모형별로

나타냈다.비교된소스신경망모형들은모두 BERT구조를사용하고있어특수토큰은

5개([UNK], [MASK], [CLS], [PAD], [SEP])이며, 중첩 어휘는 이들 특수 토큰을 제

외하고 집계했다. 한자 독음과 합성 토큰 초기화는 중첩 어휘 초기화가 적용되지 않는

어휘에만 적용되므로, Uncased mBERT의 한자 독음 어휘와 합성 토큰 어휘 간을 제외

하면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자 독음과 합성 토큰 초기화를 단순히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어 이후 실험에

서 제외했다. Cased mBERT의 경우, 한자 독음 어휘가 모두 중첩 어휘에 포함되어,

중첩 어휘 초기화를 수행하고 나면 한자 독음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임베딩이 없었다.

다중어 모형에서 합성 토큰 초기화 방식마저도 적용될 수 없는 토큰이 많은 이유는,

합성 토큰을 구성할 때 첫 토큰의 길이가 2 이상일 때만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편, 영어 BERT에도 한자 토큰이 어휘에 존재하나, 영어 말뭉치로부터 한자에 대해

유의미한 표현을 학습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하여, 영어 BERT는 한자 독음 초기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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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세종 말뭉치로 학습한 어휘에도 로마자로 된 토큰이

존재하여이를영어합성토큰으로표현이가능한경우도있으나,외국어 BERT는합성

토큰 초기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Table 4.6: 임베딩 초기화 방법별 초기화할 수 있는 토큰 수

소스 모형 초기화 가능한 어휘 크기

특수 토큰 중첩 어휘 한자 독음 합성 토큰

영어 BERT 5 1108 - -
핀란드어 BERT 5 597 - -
중국어 BERT 5 2346 874 -
일본어 BERT 5 1967 4555 -
Uncased mBERT 5 3625 587 9466
Cased mBERT 5 4841 - 1501

Table 4.7: 한자 독음 초기화 시, 소스 모형 어휘별 한글 토큰당 대응되는 한자 토큰 수
통계

소스 모형 Mean Std. 20% 40% Med. 60% 80% Max.

일본어 BERT 2.24 3.71 1 1 1 1 2 48
중국어 BERT 16.27 16.16 4 8 11 14 25 95
Uncased mBERT 14.39 14.76 4 7 10 13 22 102

한자 독음 초기화는, 일본어와 중국어, 그리고 Uncased mBERT의 어휘를 세종

말뭉치로 학습한 자모 BPE 기반 어휘로 대체하여 교차언어 학습할 때 적용하였으며,

소스 모형별로 한글 토큰당 대응되는 한자 토큰 수를 집계하여 표 4.7와 그림 4.4에

나타냈다. 표 4.7에서는 한자 독음 초기화가 가능한 어휘에 대해서만 통계량을 계산했

으므로 최솟값 통계량은 모두 1이다. 중국어 BERT와 Uncased mBERT의 어휘에는

글자 수가 하나인 한자 토큰만 포함되어, 독음 시 일대다로 대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일본어 BERT 어휘에는 두 음절 이상의 한자 토큰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한국어

어휘로 일대일 대응되는 비중이 70%에 달했다(그림 4.4 참조). 일본어 BERT 어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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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한자 독음 초기화 시, 소스 모형 어휘별 한글 토큰당 대응되는 한자 토큰 수
분포.

이용하여 한자 독음 초기화 시 적용 가능한 토큰들 중, 음절 수를 기준으로 샘플하여 표

4.8에 나타냈다.

Table 4.8: 일본어 BERT 어휘로부터 한자 독음 방식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어휘 중
음절이 3개 이상인 토큰들

네 글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문화방송 고등학교

세 글자 대통령 자동차 민주당 주인공 불가능 비교적 청소년 대학생 고구려 최소한

기독교 부동산 자전거 무조건 중학교 지하철 유전자 분위기 최대한 일요일

광범위 교과서 변호사 일본인 토요일 무의식 비행기 공무원 백화점 농산물

기원전 국내외 태평양 박물관 소규모 연구소 반도체 대학원 도서관 원주민

구석기 자동차 문화재 승용차 냉장고 정신병 해수욕 천문학 증후군 경찰관

유학생 십자가 주제가 중학생 공산당 부작용 생방송 중공업 미술관 유치원

국민당 월요일 결혼식 불규칙 의약품 백화점 공화국 일부분 원자력 결정적

대도시 비공식 적십자 금요일 불안정 불투명 사생활 과대학 행정부 장기간

차세대 중국인 항공기 방사선 삼국지 대사관 무소속 일반인 정반대 불완전

최우수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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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에는 합성 토큰 초기화 방식을 적용했을 때, 한국어 토큰 하나당 몇 개의 기존

어휘 토큰들로 분해되어 대응되는지 나타냈다. 한국어 어휘 토큰들은 대개 음절로나

자모로나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 만큼, 대부분 두 개의 토큰들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음절 단위가 기본이 되는 Cased mBERT 어휘로 합성 토큰을 구성할 때 더욱

강화되었다. Cased mBERT 어휘와 Uncased mBERT 어휘 각각으로 모두 표현할 수

있으면서 길이가 긴 대체 어휘 토큰들을 선택하여, 토큰들의 합성으로 표현된 결과를

표 4.10에서 예시로 제시했다.

Table 4.9: 합성 토큰 초기화 시, 한국어 토큰당 구성되는 소스 모형 어휘의 토큰 수
통계

소스 모형 Mean Std. 20% 40% Med. 60% 80% Max.

Uncased mBERT 2.67 0.85 2 2 2 3 3 8
Cased mBERT 2.04 0.45 2 2 2 2 2 4

Table 4.10: 대체 어휘 토큰이 소스 모형 어휘의 합성으로 표현된 결과 예시

초기화 대상 소스 모형 어휘를 이용한 합성 토큰 구성

Cased mBERT Uncased mBERT

것이었습니다 것이 ##었 ##습 ##니다 것이 ##어 ##ᆻ ##스 ##ᆸ니다

이야기하는 이야기 ##하는 이 ##야기 ##하는

어머니께서 어머니 ##께 ##서 어머니 ##ᄁ ##ᅦ ##서

기자회견을 기자 ##회 ##견 ##을 기자 ##회 ##겨 ##ᆫ을

대부분이다 대부분 ##이다 대 ##부 ##분이 ##다

다음으로, 소스 모형을 교차언어 추가 사전학습 시, 제시한 초기화 방법들이 얼마나

언어 적응에 도움을 주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그림 4.5에는 학습 반복 스텝에 따른

TOPIK 셋에서의 제로샷 정확도를, 교차언어 적응에 사용된 소스 모형별로 나누어 각

초기화 방식의 효과를 비교했다. 이때, 제로샷 기법으로는 이전 장에서 전술했던 마스

크 언어 모형에 대한 빈칸 스코어링 전략을 사용했으며, TOPIK 데이터셋의 개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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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교차언어 사전학습 시에 어휘 임베딩 초기화 방법에 따른 학습 곡선을 소스
모형별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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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각각의 어휘 임베딩 초기화 방법으로 교차언어 사전학습한 이후, TOPIK
셋으로 미세조정한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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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들에 대해 정확도를 측정했다. 그래프의 범례에서 구조만 공유하는 방식은 소스

모형이 말뭉치로부터 습득한 지식을 전혀 전이하지 않고 모든 파라미터들을 무작위로

초기화시킨 베이스라인이다. 실험에 사용한 소스 모형들은 모두 같은 신경망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조만 공유하는 베이스라인의 학습 곡선은 소스 모형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결과를 살펴보면, 세 소스 모형 모두 특수 토큰들만 초기화할 때보다 중첩

어휘나 한자 독음도 초기화할 때 빠르게 적응했다. 중국어 BERT와 일본어 BERT의

경우, 한자 독음 초기화까지 수행했을 때 가장 학습 종료 시점에서 제로샷 성능이 우

수했으며, 특히 한자 독음로 초기화 가능한 어휘가 많았던 일본어 BERT에서 효과가

제일 컸다. Uncased mBERT의 경우, 한자 독음 방식에 비해 초기화 가능한 어휘가

월등히 많았던 합성 토큰 초기화 방식이 학습 초기부터 언어 적응 속도가 빨랐으며,

최종 제로샷 성능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어휘임베딩초기화방법들을이용해교차언어사전학습된신경망을 TOPIK

셋으로 미세조정했을 때 성능을 비교한다. 각기 다른 초기화 방법을 통해 교차언어 적

응된 신경망으로부터, 서로 다른 랜덤 시드로 10회 반복 미세조정하여 얻은 검증 셋의

정확도 값들을 상자그림으로 나타냈다(그림 4.6). 그림 4.5의 제로샷 결과와 마찬가지

로,구조만공유하는방식이가장열등했으며,특수토큰이나중첩어휘까지만초기화할

때보다 한자 독음 또는 합성 토큰 초기화도 수행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었다. 다중어 모

형을 소스 모형으로 사용 시 기존 어휘를 세종 말뭉치로 학습한 어휘로 대체하지 않는

어휘 유지 방식은, 한자 독음 또는 합성 토큰 초기화에 비해 미세조정 후 정확도가

뒤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4.3.4 최종 성능 비교

최종적으로, 여러 신경망 언어 모형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의 교차언어 사전학습을

수행한 후, TOPIK 셋으로 미세조정하여 평가한 성능을 표 4.11에 비교했다. 세종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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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다양한 교차언어 사전학습 방식에 대한 TOPIK 테스트셋 정확도

소스 모형 한국어

추가 학습

신경망

전이

어휘

대체

어휘 임베딩 초기화 TOPIK
정확도(%)

특수

토큰

중첩

어휘

한자

독음

합성

토큰

제로

샷

미세

조정

영어 X 30.34 30.12
BERT X X X X 38.12 32.97

X X X X X 37.02 43.26

핀란드어 X X X X 42.94 44.58
BERT X X X X X 43.59 49.51

중국어 X X X X 41.73 38.55
BERT X X X X X 43.37 39.98

X X X X X X 43.92 48.63

일본어 X X X X 41.40 45.78
BERT X X X X X 43.59 47.32

X X X X X X 46.55 55.86

Uncased 71 29.13 35.05
mBERT X X 35.60 50.16

X X X X 45.02 45.89
X X X X X 46.99 50.81
X X X X X X 46.00 54.22
X X X X X X 46.88 47.32

Cased 71 28.92 37.35
mBERT X X 39.21 52.03

X X X X 43.92 44.03
X X X X X 46.66 54.78
X X X X X X 41.84 50.38

1다중어 모형을 세종 말뭉치로 추가 사전학습하지 않고 바로 TOPIK 셋으로 제로샷 전이 또는 미세조정

뭉치로 추가 학습했는지 여부를 교차언어 추가 학습 열에 표시했다. 신경망 전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BERT 구조만 공유한 채 소스 모형의 파라미터를 무작위로

초기화한 후에 세종 말뭉치로 학습하는 것으로, 그림 4.5, 4.6의 구조만 공유와 동일

하다. 소스 모형의 어휘를 대체할 경우, 소개한 네 가지 어휘 임베딩 초기화 중 최소

95



하나 이상의 초기화 방법을 적용했다. 표에 제시된 TOPIK 정확도는 테스트셋에서 측

정되었으며, 미세조정 방식의 경우, 서로 다른 랜덤 시드로 10회 반복 수행하여 검증

셋 정확도가 제일 높았던 신경망으로 평가했다. 참고로, 기법 설계나 초매개변수 조정

단계에서는 테스트셋이 전혀 활용되지 않았으며, 아래의 결과 산출에만 이용되었다. 각

소스 모형별로 최고 정확도 값을 진한 글씨로 표현했다.

결과를차례차례분석해보면,미리한국어데이터를포함한말뭉치로기학습되었던

다중어 모형을 세종 말뭉치로 추가 학습했을 때(Uncased mBERT와 Cased mBERT

에서 첫 행과 나머지 행들 비교), 기존 어휘를 유지하든 또는 대체하든 정확도가 크게

상승했다. 이는 한국어에 대해서는 mBERT 모형이 기계 독해에 곧바로 적용될 만큼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한국어 추가 학습 시에는, 앞서 그림 4.6에서 나타

낸 검증 셋 결과와 대체적으로 경향이 일치했으며, 특히 한자 독음 초기화를 수행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았다. 일본어 BERT를 한자 독음을 이용해 교차언어 적응 시, 이미

한국어로 학습한 다중어 모형을 추가 학습할 때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기도 했

다. 핀란드어 BERT는, 동일한 초기화 기법을 적용했을 때 같은 유럽어인 영어 BERT

뿐만 아니라 중국어 BERT보다 한국어 기계 독해 성능이 우수하였으며 일본어 BERT

와 비등한 결과를 보였다.핀란드어 또한한국어처럼 교착어라는 점이 교차언어 전이에

도움주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한편, 합성 토큰 초기화 방식의 테스트셋에서의 성능은

검증 셋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냈던 것에 비해 저조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그림 4.7

에서 테스트셋과 검증 셋의 정확도를 산점도로 표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대체적

으로는비례관계에있으나,최대 10%p이상의차이가나기도하며,합성토큰초기화를

이용하여제일높은검증정확도를달성한경우가이에해당되어표 4.11과같은결과가

발생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검증 셋 샘플을 100개만 사용했기 때문으로,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로 신경망 모형 개발 시에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이슈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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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TOPIK 테스트셋과 검증 셋 정확도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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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나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추후 과제로 남긴다.

추가적으로, TOPIK 테스트셋에 대해 형태별, 그리고 난이도별로 교차언어 사전

학습 방식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다(그림 4.8). 이때 소스 모형은

Uncased mBERT를 사용했으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랜덤 시드를 달리하여 반복적

으로 미세조정한 후 검증 셋 정확도가 제일 높았던 신경망으로 평가했다. 교차언어

추가 사전학습을 수행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문제 그룹에서

정확도가 높아졌으나, 쓰기 영역에서 지문이 짧은 대화나 단문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

다. 이들 문제는 지문 길이에 비해 빈칸 영역이 넓어, 독해보다는 텍스트 생성 과업에

가깝기 때문에, 여타 문제들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Uncased

mBERT 어휘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교차언어 적응 시에는 특화 어휘로 대체할 때보다

덜 쉬운 난이도(2급)의 어휘 문제의 정확도가 많이 뒤쳐졌다. 끝으로, 한자 독음 초기

화된 모형은 어휘 영역의 단문에서, 중첩 어휘 초기화된 모형은 어휘 영역의 장문에서

각각 최고의 정확도를 나타냈음에도 80%를 넘지 못했다. 실험에 사용한 소스 모형이

비교적 작은 크기의 신경망임을 감안해도 수집한 문제의 절대적 난이도가 높지 않기에,

이전 장의 영어 문장 실험 결과에 비해 저조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교차언어 전이 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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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교차언어 사전학습 방식에 따른 TOPIK 클로즈 문제 그룹별 정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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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기계 학습과 이를 포함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기존의 정형화된 문

제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산업 시스템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전체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주요하게 다루는 산업공학 분야에서, 인간에 가까운 사고 능력을 보유하면서 사람을

월등히 능가하는 속도로 대규모의 작업 처리가 가능한 기술은 분명히 매력적인 탐구

대상이다[201, 202, 195, 198]. 그중에서도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람과 문답하는 기술은

범용적이면서도 지향점 자체가 인간중심적이기에 시스템을 혁신할 잠재력을 풍부히

지니고 있다[129].

본 논문은 간단한 문제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도 복합적인 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기법적으로는 일반 텍스트

말뭉치로 미리 학습해 놓은 신경망 언어 모형을 전이 학습시키는 접근을 차용함으로써,

막대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습득된 지식들을 활용하여 소량의 목표 과업 데이터와

연산 리소스만으로 효과적인 기계 독해 모형을 얻고자 했다. 이러한 접근은 새로운

모형 구축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기존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유지 보수를

통한지속적인개선이용이할뿐만아니라대상에따라세분화된맞춤형모형들을보다

수월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를 위한 신경망 언어 모형의 전이 학습에 관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법을 제안했다. 첫째, 모형 학습 과정에서 샘플 문제들을 접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양방향 신경망 언어 모형을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 과

업에 대해 비지도적으로 학습된, 텍스트의 적합도를 스코어링하는 모형으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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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샷 전이 방식을 제시했다. 둘째,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 데이터셋이 훈련 과정에서

가용할 때, 사전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의 파라미터를 샘플들을 이용해 업데이트하는

미세조정 기법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가 풍족한 다중어 또는 타국어로 학습된

신경망 언어 모형을 비교적 작은 크기의 한국어 말뭉치로 추가 학습하여 언어 적응시

키기 위해, 어휘를 한국어 단어들로 새로 구성하고 단어 임베딩을 기존 어휘 임베딩을

활용해 초기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 중 지문이 문장 하나인 문장 완성 과업의 MSR 셋과 SAT 셋

으로 먼저 제안 기법을 검증했다.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MSR

챌린지세팅하에서, LSTM기반양방향단어단위신경망언어모형을학습하고제로샷

전이했을때, LSTM기반단방향언어모형보다우수했을뿐만아니라기존의결과들을

모두 뛰어넘는 정확도를 달성했다. 또한, LSTM 구조를 Transformer 구조로 대체했을

때 정확도가 더욱 상승하여, 앙상블의 도움이 없는 단일 모형의 경우 기존의 최고 성능

과 대비하여 정확도를 7%p 가량 끌어올렸다. MSR 챌린지 세팅에서보다 방대한 외부

말뭉치로사전학습된신경망언어모형들을제로샷전이했을때는,신경망크기,최적화

방식, 학습 말뭉치에 따라 성능 편차가 심했으며, 그중 전체 단어 마스킹 기법이 적용된

BERT-large 신경망이 챌린지 세팅하의 최고 결과와 비등한 정확도를 기록했다. 외부

말뭉치로 기학습된 신경망에 대해 MSR 문제 셋을 분할하여 일부 샘플들로 미세조정

시,제로샷 전이와 대비하여 정확도가 대폭 향상되어 습득된 지식이 미세조정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전이됨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미세조정 후 MSR 셋과 SAT 셋에서 테스

트 정확도가 최대 85% 전후를 달성하여, 9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된 인간의

정확도[194]에 근접하였다.

다중어 또는 타국어 신경망 언어 모형의 한국어 적응 기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한국

어능력시험으로부터 직접 1823개 선다형 문제들을 추출하여 한국어 클로즈 기계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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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을구축했다.수집된셋에대해,기학습된다중어 BERT신경망을별도의언어

적응 없이 제로샷 전이나 미세조정했을 때 정확도가 저조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차언어 추가 학습 과정을 수행하면,세종 말뭉치로만 단일어 모형을 학습한

다거나다중어모형의어휘를제안방식대로대체하지않고추가학습할때보다성능이

개선됨을 보였다. 일본어 또는 중국어를 포함한 말뭉치로 학습된 신경망의 경우, 새로

구성한 한국어 어휘 중 한자어들의 임베딩을 한자 독음을 활용하여 기학습된 임베딩

파라미터로 초기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국어와 공유하는 한자어 어휘가

많은 일본어 BERT 신경망에 적용했을 때, 한국어를 포함한 다중어 말뭉치로 이미

학습한 mBERT 신경망과도 엇비슷한 성능을 보여줬다.

본논문에서는신경망언어모형을후속자연어처리과업으로전이하는접근방식이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 데이터셋들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방법

을 탐구했으며, 포괄적인 실험을 통해 해당 접근이 유효함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입력 텍스트의 가짓수가 무궁무진하고 맥락에 따라 정답 레이블이

달라질 수 있는 자연어 이해 과업의 특성상, 모형의 성능을 수리적인 증명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치 성능과 모형

출력의 시각화 및 통계 분석 등의 실증적 결과물 또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새로이 수

집된 한국어 데이터셋을 소개함으로써, 상이한 언어와 출제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셋

간에 모형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130].

본 논문에서 언어 모델링별로 텍스트 적합도 스코어링에 기반한 제로샷 전이 방법

을 소개했으나, 마스크 언어 모형에 대해서는 문장 내의 모든 단어들에 대해 가능도를

합산하는 전체 스코어링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134, 154]

의스코어링방식과유사하게응용할수도있었으나신경망연산량이단어수만큼배가

되기 때문에 고려치 않았다. 마스크 언어 모형에 대해 연산량을 배가시키지 않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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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링기반의제로샷전이와이를활용한미세조정에대한탐구를추후과제로남긴

다. 또한 교차언어 추가 학습 과정에서, 한국어 어휘로 대체 시 임베딩 초기화 방법으로

초기화 가능한 토큰 수가 많았을 때 언어 적응 효과가 컸던 만큼, 초기화 가능한 어휘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처럼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로

신경망 모형을 개발할 때 충분한 크기의 검증 셋을 할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도

높은 모형 선택 절차에 관하여도 연구가 요구된다. 클로즈 형식 기계 독해 과업에 대해

Brown et al. [11]이 제시한 것처럼 퓨샷 전이 방식으로 거대한 신경망 언어 모형을

활용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다. 비단 위의 언급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관련 내용이

현재 전산 언어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새로운 연구 성과들과 결부시킨다면 다방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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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mbert: a tasty french language model. In ACL, pages 7203–7219. Asso-

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20.

[103] Oren Melamud, Jacob Goldberger, and Ido Dagan. context2vec: Learning

generic context embedding with bidirectional LSTM. In CoNLL, pages 51–61.

AC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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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e Naudin. Pre-training is (almost) all you need: An application to com-

monsense reasoning. In ACL, pages 3878–3887.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20.

[155] Eugene Tang.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corpus-based methods in solving

SAT sentence completion questions. JCP, 11(4):266–279, 2016.

[156] Ian Tenney, Dipanjan Das, and Ellie Pavlick. BERT rediscovers the classical

NLP pipeline. In ACL (1), pages 4593–4601.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19.

[157] Ke M. Tran, Arianna Bisazza, and Christof Monz. Recurrent memory networks

for language modeling. In HLT-NAACL, pages 321–331.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16.

[158] Trieu H. Trinh and Quoc V. Le. A simple method for commonsense reasoning.

CoRR, abs/1806.02847, 2018.

[159] Niels van der Heijden, Samira Abnar, and Ekaterina Shutova. A comparison

of architectures and pretraining methods for contextualized multilingual word

embeddings. In AAAI, pages 9090–9097. AAAI Press, 2020.

[160] Ashish Vaswani, Noam Shazeer, Niki Parmar, Jakob Uszkoreit, Llion Jones,

Aidan N. Gomez, Lukasz Kaiser, and Illia Polosukhin. Attention is all you

need. In NIPS, pages 5998–6008, 2017.

[161] Antti Virtanen, Jenna Kanerva, Rami Ilo, Jouni Luoma, Juhani Luotolahti,

127



Tapio Salakoski, Filip Ginter, and Sampo Pyysalo. Multilingual is not enough:

BERT for finnish. CoRR, abs/1912.07076, 2019.

[162] Eric Wallace, Jens Tuyls, Junlin Wang, Sanjay Subramanian, Matt Gardner,

and Sameer Singh. Allennlp interpret: A framework for explaining predic-

tions of NLP models. In EMNLP/IJCNLP (3), pages 7–12.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19.

[163] Alex Wang and Kyunghyun Cho. BERT has a mouth, and it must speak:

BERT as a Markov random field language model. In Proceedings of the Work-

shop on Methods for Optimizing and Evaluating Neural Language Generation,

pages 30–36, Minneapolis, Minnesota, June 2019. Association for Computa-

tional Linguistics. doi: 10.18653/v1/W19-2304. URL https://www.aclweb.

org/anthology/W19-2304.

[164] Alex Wang, Yada Pruksachatkun, Nikita Nangia, Amanpreet Singh, Julian

Michael, Felix Hill, Omer Levy, and Samuel R. Bowman. Superglue: A stickier

benchmark for general-purpose language understanding systems. In NeurIPS,

pages 3261–3275, 2019.

[165] Alex Wang, Amanpreet Singh, Julian Michael, Felix Hill, Omer Levy, and

Samuel R. Bowman. GLUE: A multi-task benchmark and analysis platform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In ICLR (Poster). OpenReview.net, 2019.

[166] Ruize Wang, Duyu Tang, Nan Duan, Zhongyu Wei, Xuanjing Huang, Jianshu

Ji, Guihong Cao, Daxin Jiang, and Ming Zhou. K-adapter: Infusing knowledge

into pre-trained models with adapters. CoRR, abs/2002.01808, 2020.

128

https://www.aclweb.org/anthology/W19-2304
https://www.aclweb.org/anthology/W19-2304


[167] Wei Wang, Bin Bi, Ming Yan, Chen Wu, Jiangnan Xia, Zuyi Bao, Liwei Peng,

and Luo Si. Structbert: Incorporating language structures into pre-training

for deep language understanding. In ICLR. OpenReview.net, 2020.

[168] Yuxuan Wang, Yutai Hou, Wanxiang Che, and Ting Liu. From static to

dynamic word representations: a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Machine

Learning and Cybernetics, pages 1–20, 2020.

[169] Zirui Wang, Jiateng Xie, Ruochen Xu, Yiming Yang, Graham Neubig, and

Jaime G. Carbonell. Cross-lingual alignment vs joint training: A comparative

study and A simple unified framework. In ICLR. OpenReview.net, 2020.

[170] Alex Warstadt, Yu Cao, Ioana Grosu, Wei Peng, Hagen Blix, Yining Nie,

Anna Alsop, Shikha Bordia, Haokun Liu, Alicia Parrish, Sheng-Fu Wang, Ja-

son Phang, Anhad Mohananey, Phu Mon Htut, Paloma Jeretic, and Samuel R.

Bowman. Investigating bert’s knowledge of language: Five analysis methods

with npis. In EMNLP/IJCNLP (1), pages 2877–2887. Association for Com-

putational Linguistics, 2019.

[171] Adina Williams, Nikita Nangia, and Samuel R. Bowman. A broad-coverage

challenge corpus for sentence understanding through inference. In NAACL-

HLT, pages 1112–1122.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18.

[172] Thomas Wolf, Lysandre Debut, Victor Sanh, Julien Chaumond, Clement De-

langue, Anthony Moi, Pierric Cistac, Tim Rault, Rémi Louf, Morgan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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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fer Learning of Neural Language
Models and Language Model Adaptation to
Korean for Cloze-Style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Heewoong Park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MRC), a subfield of natural language understand-

ing, aims to make an artificial intelligence or computer algorithm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content of a given passage. A typical application of MRC is information

retrieval through natural language queries from a document. It contributes to en-

hancing search efficiency, building an automated response system, and reducing the

data processing cost by directly answering questions on unstructured text data.

Cloze-style MRC refers to a task of a specific form in which some part of a passage

is removed, and the objective is to infer an appropriate text for the missing con-

tents. It has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since many questions can be converted into

cloze-style form by simple heuristics, having been frequently used to assess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owing to its straightforward problem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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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discusses methods for the cloze-style MRC task based on transfer

learning of neural language models (LMs) learned from a plain-text corpus. By

exploiting knowledge acquired from a lot of texts, this study aims at training an ef-

fective MRC model with a small amount of target task data and less computational

resources.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methods are suggested. First, for the case

where no sample questions are available in the development stage, a zero-shot trans-

fer method that utilizes a bidirectional neural LM to score the acceptability of texts

by regarding language modeling as an unsupervised training objective is presented.

Second, a fine-tuning method that updates the parameters of a pre-trained LM by

using some cloze-style question samples is introduced. Lastly, how to adapt an LM

that was pre-trained on multiple languages or another high-resource language to Ko-

rean language by additionally training with a relatively small size of Korean corpus

is explored.

The proposed methods are first validated with the Microsoft Research (MSR)

challenge sentence completion set and a Scholastic Assessment Test (SAT) sentence

completion dataset in which the passage length of a cloze-style question is just one

sentence. When trained with the official standard dataset of the MSR challenge, the

proposed bidirectional word-level neural LM with the zero-shot transfer achieved the

accuracy surpassing all the previous results. Besides, various LMs pre-trained with

massive external text data are also compared in zero-shot transfer and fine-tuning

experiments. The accuracy was improved through the fine-tuning process, leading

to the state-of-the-art results for both the MSR and SAT sets. To test the cross-

lingual adaptation approach, this work introduces a Korean cloze-style MRC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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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xtracting 1823 multiple-choice questions from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xams. Through conducting the adaptation experiment with several neural

LMs that pre-trained in different languag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adapting a

pre-trained LM with a Korean corpus in the cross-lingual manner can be beneficial

than learning a monolingual LM from the corpus as well as simply updating a pre-

trained multilingual LM with the added data.

Keywords: Crosslingual adaptation, Korean dataset, Machine comprehension of

text,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eural network finetuning, Pretrained lan-

guage models, Task transfer, Text infilling

Student Number: 2013-2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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