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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BERT 와 같은 Transformer 기반의 선수 학습된 언어 모델 

(pre-trained language model) 은 다양한 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성능의 언어 모델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그 개선 방법 중 

태스크 조합 (task composition) 방법은 여러 태스크에서 학습된 

지식을 목표 태스크에 전이 학습 (transfer learning) 하여 해당 목표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리소스 환경인 (high-resource) 

영어 태스크에 학습된 어댑터 (Adapter) 네트워크를 조합하여 비교적 

적은 리소스 환경인 (low-resource) 한국어 태스크에 대해 태스크 

조합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때, 다국어 선수 학습 언어 

모델 (multilingual pre-trained language model)에서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은닉 표현 벡터 (hidden representation vector) 분포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 차이 이동 (mean difference shift)과 

회전 변환 (rotational transform) 방법을 통해 영어의 은닉 표현을 

한국어의 분포로 근사한다. 

이러한 제안된 방법론을 통해 KorSTS, KorNLI, NSMC 와 같은 

한국어 데이터셋에 대한 유의미한 성능 개선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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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자연어처리, 선수 학습된 언어 모델,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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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자연어처리는 인간의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를 컴퓨터가 처리하도록 

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다. 기존에는 통계학적 기법을 기반으로 한 

머신 러닝 기술 (machine learning)을 통해 언어 처리를 수행하였으나, 

최근 딥러닝 기술 (deep learning)의 발전으로 문장 분류, 번역, 

질의응답, 챗봇, 문서 요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딥러닝 모델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이다. 

높은 질의 풍부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좋은 

성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모든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학습 

데이터가 풍부한 것은 아니다. 학습 데이터의 부족은 학습된 모델의 

낮은 성능과 더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설명력 하락의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 중에서 전이 학습 (transfer 

learning)은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학습된 모델을 

재사용하여 비교적 적은 데이터 환경의 분야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킨다. 

여기서 태스크 A에 대해 학습된 모델을 태스크 B에 대해 전이하는 경우 

‘A->B’로 표시한다. 전이 학습의 예시로는, 자연어처리의 문장 

유사도 태스크에서 데이터 양이 많은 QQP 데이터셋에 학습된 모델을 

재사용하여 데이터 양이 적은 STS-B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개선시키는 것이 있다. 이 경우 ‘문장 유사도 QQP -> 문장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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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B’로 표시할 수 있다. 

전이 학습은 전이의 대상이 무엇인지와 그 전이 방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더 큰 효과를 위해, 단일의 분야만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분야를 전이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즉, 위 

표기 방법에 따라 ‘ABC->X’와 같은 형태의 전이 학습 방법을 

다루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순차적 학습 (sequential learning), 멀티 

태스크 학습 (multi-task learning) 그리고 태스크 조합 (task 

composition)이 있다. 순차적 학습은 데이터셋 X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델을 데이터셋 A, B, C에 대해 순차적으로 학습시킨 

후 X에 대해 재학습 하는 방법이다. 전이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셋에 

대해 순차적으로 모델을 학습시켜 각 데이터셋으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추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순차적 학습의 문제점으로는 학습을 

거듭할수록, 앞서 학습한 지식을 잊는다는 것이다. A, B, C, X 순으로 

모델을 학습할 때, 결과적으로 모델에는 A에서 학습된 지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멀티 태스크 학습은 A, B, C, X를 하나의 

모델에 같이 학습하는 방법이다. 학습에 있어서 손실 함수 (loss 

function)를 구성할 때 각 태스크에 해당하는 손실 함수를 가중 합 

(weighted sum) 하여,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 동시적으로 학습한다. 

하나의 모델에 여러 데이터셋을 같이 학습시키기 때문에, 그 모델은 

전체 데이터에 필요한 지식을 전부 갖고 있게 된다. 하지만 멀티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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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역시 문제가 있는데, 손실 함수를 구성함에 있어서 각 데이터셋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가중치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 

변화 폭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태스크 조합 방법은 A에서 학습된 모델, B에서 학습된 모델, 

C에서 학습된 모델을 조합하여 X에 대해 학습하는 방법으로, 순차적 

학습의 망각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와 멀티 태스크 학습의 

가중치 설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데이터셋에 대해 독립적인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망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합을 사람이 

구성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셋 X에 적합하도록 학습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가중치 설정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 

 
 

 

그림 1 태스크 조합 방법 예시 

 
 

[그림 1]에선 위에서 소개한 태스크 조합 방법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다. 태스크 조합 방법에서 태스크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유형이다. 

예시로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는 감정 분석, 문장 포함 관계 파악,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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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측정 그리고 질의 응답 등이 태스크에 속한다. 각 태스크에 

해당되는 데이터셋에 학습된 모델을 ‘Trained Model’으로 

표현하였다. 즉, 감정 분석 (sentiment analysis) 데이터셋 중 하나인 

SST-2에 대해 학습된 모델은 위 그림에서 ‘Model 1’이 된다. 학습 

과정을 통하여 ‘Model 1’은 긍정 표현 검출, 부정 표현 검출, 반어법 

파악 등의 감정 분석에 필요한 언어적 지식을 습득한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문장에서 ‘좋다’라는 긍정 표현을 

검출하여 해당 문장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T개의 학습된 모델은 각 태스크에 필요한 언어적 지식을 갖추게 

된다. 태스크 조합 방법은 이러한 T개의 모델을 목표 태스크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하게 조합한다. [그림 1]의 예시에서는 목표 태스크가 독해 

(reading comprehension) 태스크인데, 해당 독해 태스크에 도움이 

되는 언어적 지식을 각 모델 (Model 1 ~ Model T)로부터 추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조합하는 방법은 앙상블 (ensemble)과 같이 고정적으로 

조합하는 방식도 있고, 혹은 입력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동적으로 

조합하는 어텐션 (attention) 기법에 기반한 방식도 있다. 정리하자면 

태스크 조합 방법은 각 태스크에서 학습된 언어적 지식을 목표 태스크에 

적절하게 조합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스크 조합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한국어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조합에 있어서 한국어 태스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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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언어인 영어의 태스크 역시 조합에 

사용한다. 위의 전이 학습 표기법에 따라 ‘ABC->X’형태로 전이할 

때, X는 한국어 태스크이지만 A, B, C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 

태스크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비교적 적은 리소스 환경의 (low-resource) 

언어는 영어와 같은 많은 리소스 환경 (high-resource) 언어에서 

학습된 모델을 전이 학습시키는 형태로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예를 들어, 영어 감정 분석 데이터인 SST-2에서 학습된 

모델의 지식은 한국어 감정 분석 데이터인 NSMC에 대해 도움이 된다. 

언어가 달라도 모델에 학습된 지식은 언어를 넘어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A-

>B’에서 A와 B의 언어가 다른 환경인 언어 간 전이 학습을 교차 언어 

전이 학습 (cross-lingual transfer learning)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다국어 언어 모델인 Multilingual BERT 모델을 활용한 교차 언어 전이 

학습은 적은 리소스 환경의 언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큰 폭으로 

개선하였다. (Karthikeyan et al., 2019; Liu et al., 2020; Pires et al., 

2019; Wu & Dredze, 2019) 이러한 배경에서 태스크 조합 방법에 

있어서 전이되는 태스크의 언어가 전이의 대상이 되는 태스크의 언어와 

같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많은 리소스 환경의 언어를 활용했을 때 

전이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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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차 언어 태스크 조합 방법론 

 
 

[그림 2]는 제안하고자 하는 교차 언어 태스크 조합 방법론의 구조를 

설명한다. [그림 1]과의 차이점은 조합의 대상이 되는 태스크가 단일 

언어가 아닌, 영어 및 한국어로 두 언어라는 것이다. [그림 2]에서 

주황색은 영어 태스크 및 그에 학습된 모델, 파란색은 한국어 태스크 및 

그에 학습된 모델을 나타낸다. 즉, 감정 분석 태스크의 경우에는 영어 

데이터셋인 SST-2에 대해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며, 문장 포함 관계 

태스크에 대해서는 한국어 데이터셋인 KorNLI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 1절의 교차 언어 태스크 조합 방법을 통해 영어 데이터에 학습된 

모델을 한국어 데이터에 대해 전이 학습하는 과정에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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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태스크 조합 방법에서 각각의 태스크마다 개별 모델을 

학습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림 1]에서는 T개의 태스크를 조합하기 

위하여 총 T개의 모델을 조합하였다. 모델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각 

태스크 별 독립적으로 학습된 모델이 필요하며, 따라서 조합하는 태스크 

수가 많아질수록 전체 모델의 크기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모델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학습에 있어서 긴 시간이 걸리게 되며, 학습 및 

추론 과정에 있어서 많은 컴퓨터 리소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성능을 위해 각 태스크 별 모델로 BERT와 같은 선수 

학습된 언어 모델 (pre-trained language model)을 조정 학습하여 

(fine-tuning) 사용한다. 이러한 매우 큰 언어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합하는 태스크의 수가 많아지면 학습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BERT의 경우 베이스 모델의 매겨 변수 개수는 약 1억 7천만개로 

10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각 모델을 학습시키면 총 약 17억개의 매개 

변수가 학습에 이용되게 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적은 수의 매개변수를 가지는 어댑터 네트워크 (Adapter 

network) (Houlsby et al., 2019)를 사용한다. 이는 언어 모델의 각 

층마다 병목 구조의 네트워크를 삽입하여, 언어 모델의 매개 변수는 

고정한 상태로 어댑터 네트워크의 매개 변수만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이 어댑터 네트워크와 학습 방식을 통해 각 태스크에 대한 매개 변수를 

축소시켜 전체 모델의 크기를 줄이고 학습 및 추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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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교차 언어 전이 학습에 있어서, 언어 모델에서의 

언어별 은닉 표현의 (hidden representation) 분포가 다르다는 점이다. 

언어 모델은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해당 텍스트의 언어적 정보를 

인코딩한 벡터 표현을 생성하게 되고, 이 은닉 표현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 학습시킬 때 사용된다. 따라서 영어와 한국어의 은닉 

표현 분포가 다르게 되면, 영어에 학습된 모델에 한국어 문장을 

입력으로 주었을 때,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영어 감정 분석 데이터셋인 SST-2에서 학습된 모델은 긍정 

표현과 부정 표현을 검출하기를 기대하지만, 한국어 데이터인 ‘이 

영화는 정말 재미있다’라는 문장을 입력으로 주었을 때 

‘재미있다’라는 긍정 표현을 검출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 데이터셋에 대해서 태스크 조합 방법을 적용할 때, 조합의 

대상이 되는 영어 모델에 학습된 지식을 올바르게 추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영어와 한국어의 

은닉 표현의 분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균 차이 이동 (mean 

difference shift; MDS) 와 회전 변환을 (rotational alignment; ROT) 

통해 은닉 표현의 분포를 조정한다. 

위 두 가지 문제의 배경과 그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2 장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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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구조인 선수 학습 언어 모델과 어댑터 네트워크, 그리고 

기존의 언어 모델에서의 언어별 은닉 표현의 분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소개한다. 제 3 장에서는 태스크 조합을 위한 모델 구조와 

평균 차이 이동과 회전 변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4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 구조 및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영어 데이터셋과 한국어 데이터셋을 소개하고 분포 차이 해결 

방법론이 적용된 태스크 조합 학습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태스크 조합 

방법론과 분포 차이 방법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이런 검증을 통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제안한 태스크 조합 

방법론을 통해 한국어 태스크 성능 향상의 정도를 확인하고, 영어와 

한국어의 분포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어 태스크에 대한 성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대한 의미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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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선수 학습된 언어 모델 및 다국어 언어 모델 
 
 

최근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트랜스포머 (Transformer) (Vaswani et 

al., 2017) 기반의 선수 학습된 언어 모델 (pre-trained language 

model; PLM)은 다양한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에서 사용 가능한 

벡터 표현으로 인코딩 (encoding) 과정이 필요한데, 해당 텍스트의 

의미, 문법 등 언어적 요소가 얼마나 잘 표현되었는지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위 배경에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선수 학습된 

언어 모델은 기존에 사용된 인코더인 (encoder) 고정 벡터 표현을 

생성하는 Word2Vec (Mikolov et al., 2013), GloVe (Pennington et al., 

2014)나 유동 벡터 표현을 생성하는 ELMo (Peters et al., 2018)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텍스트의 언어적 요소가 더욱 잘 반영된 벡터를 

생성한다. 특히 선수 학습 언어 모델 중 BERT, RoBERTa, XLM 등의 

오토 인코더 (auto-Encoder) 구조의 언어 모델은 자연어 추론 

(natural language inference; NLI), 문장 유사도 검사, 감정 분석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위 선수 학습된 언어 모델은 아주 많은 매개 

변수 (parameter)를 가지며, 역시 아주 큰 데이터에 대해서 마스크 

언어 모델링 (Masked Language Modeling; MLM) 등의 자가 지도학습 

(self-supervised learning) 방식을 통해 학습된다. 선수 학습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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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언어 모델은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며, 이는 곧 

다운스트림 태스크 (downstream task)에 대해 조정 학습시에 (fine-

tuning)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Transformer Encoder)  

Vaswani et al. (2017)에 의해 제안된 트랜스포머는 인코더-디코더 

(encoder-decoder) 구조의 네트워크이며, 기존 LSTM, GRU와 같이 

순환성 (recurrence)을 가지는 네트워크 구조와 달리 어텐션 기법 

(attention mechanism)만을 사용하였다. 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혹은 전체를 사용한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제안되었으며, 앞서 

서술하였듯이 자연어처리 분야 전반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 (classification) 혹은 회귀 (regression) 문제에 

적합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사용한 언어 모델만을 다룬다. 그 

모델의 예시로는 BERT, RoBERTa, XLM 등이 있으며 각각 구체적인 

구조 및 데이터, 학습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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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트랜스포머 인코더 아키텍처 

 
 

[그림 3]은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상세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의 좌측에는 인코더 전체의 구조를 묘사하며, 동일한 구조의 인코더 

층이 총 L개 쌓여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인코더 층에서는 

토큰 임베딩을 (token embedding) 입력으로 받아, 각 층을 거쳐서 토큰 

별 은닉 표현을 생성한다. 최종 인코더 층에서 생성된 은닉 표현을 

사용하여 분류, 회귀 등 다운스트림 태스크 학습을 진행한다. 그림의 

우측에서 인코더 층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전 층에서 생성된 은닉 

표현을 입력으로 받아 멀티-헤드 어텐션 (multi-head attention) 

연산과 전방향 (feed-forward) 연산을 수행하여 해당 층의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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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생성한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 선수 학습 언어 모델 (Transformer 

Encoder-based Pre-trained Language Model)  

Devlin et al. (2019)의 BERT를 시작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 모델을 설명한다. 선수 학습된 언어 모델은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의 모델을 레이블이 (label)이 존재하지 않는 

말뭉치 (raw corpus)에 대해서 자가지도학습 방식으로 학습된다. 

비지도학습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확보하기 쉬워, 매우 큰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 이 선수 학습 과정을 통해서 모델은 

특정 태스크에 한정되지 않은 언어 전반의 지식을 학습한다. 즉, 선수 

학습 과정은 [그림 3]의 생성된 은닉 표현, 𝑟𝑘 이 언어 전반 및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저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모델에 학습된 

언어 전반의 지식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조정 학습할 때 높은 성능을 

보이는 요인이 된다. 

선수 학습 언어 모델에는 대표적으로 BERT가 있다. 우선, BERT의 

기본 모델은 12개의 인코더 층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인코더 층은 

12개의 어텐션 헤드 (attention head)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데이터는 

전술된 내용과 같이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위키피디아 (Wikipedia) 

데이터를 활용한다. 학습 오브젝티브는 (training objective) 마스크 

언어 모델링 (MLM)으로 토큰을 마스킹 후 원래 토큰이 무엇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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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는 방법으로 학습한다. 이후 이 BERT를 발전시킨 RoBERTa (Y. 

Liu et al., 2019)의 경우 모델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학습 방법에서 

변화를 주어 BERT의 성능을 개선시킨다. 즉, 특정 모델 구조보다는 

BERT 구조와 동일하지만 학습 데이터, 배치 크기 (batch size), 학습 

오브젝티브의 변화, 동적 마스킹 사용 등의 학습 과정을 개선한 

형태이다. 

 

다국어 언어 모델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선수 학습 언어 모델 중 다국어를 지원하는 모델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는 Multilingual BERT (mBERT) 와 XLM 

(Conneau & Lample, 2019), XLM-RoBERTa (Conneau et al., 

2019)가 있다. 3개 모델은 전부 상기된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사용하며, 각 학습 오브젝티브와 데이터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mBERT는 앞에서 언급한 BERT 모델에서 학습 데이터를 다국어 

언어 데이터로 바꿔 학습한 모델이다. 주목할 점은 해당 다국어 학습 

데이터가 어떠한 언어 간 병렬 쌍 (parallel pair)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즉 언어 사이의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로 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예시로 학습 데이터에 ‘I am a 

graduate student . 나는 대학원생이다 . ’와 같은 문장 쌍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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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언어 사이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진 않지만 모델 

내에서 해당 정보를 인코딩한다는 점은 교차 언어 학습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연구에서 mBERT 모델이 제로샷 

교차 언어 전이 학습에 기본 방법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심지어는 특정 변환을 통해서 비지도 번역도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Liu et al., 2020; Wu & Dredze, 2019) 

XLM은 BERT와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지만 MLM 오브젝티브 이외에 

번역 언어 모델링 (translation language modeling; TLM)이라는 

오브젝티브로 추가 학습한다. 이 번역 언어 모델링은 기존 mBERT 

학습 데이터와는 다르게 언어 간 병렬 쌍 데이터를 추가한다. 즉, 앞서 

예시 문장인 ‘I am a graduate student . 나는 대학원생이다 . ’와 같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해당 문장을 학습에서 활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위 

문장에서 ‘대학원생’이 마스킹 된 경우, ‘graduate student’라는 

명사절을 통해서 해당 마스킹 된 토큰이 원래 ‘대학원생’이라는 것을 

모델이 유추하게끔 학습한다. 결과적으로 TLM이라는 추가 

오브젝티브를 통해 mBERT에 비해서 모델에 교차 언어 능력이 더 많이 

학습된다. 

XLM-RoBERTa (XLM-R) 모델은 현재까지 소개한 다국어 언어 

모델 중 성능 면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이며, 본 연구에서 기본 모델로서 

사용한다. 위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RoBERTa는 기존 모델을 개선하는 

경우 사용된다. 같은 맥락으로 XLM-R 모델 역시 XLM 모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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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아키텍처를 가지지만, 학습 데이터를 더욱 추가하고, 전체 단어 

수를 증가시키며, 또한 많은 리소스 언어에 편향 학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XLM-R은 교차 언어 추론 

(cross-lingual natural language inference; XNLI) (Conneau et al., 

2018)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교차 언어 데이터에 대해서 최고 성능을 

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어 데이터에 학습된 모델을 한국어 데이터에 

교차 언어 전이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차 언어 전이 학습 성능이 

가장 좋은 XLM-R 모델을 사용한다. 

 
 

제 2 절 어댑터 네트워크 
 
 

어댑터 네트워크  

어댑터 네트워크는 적은 수의 매개 변수로 이뤄진 병목 구조의 

네트워크로, 선수 학습 언어 모델의 각 층마다 삽입되어 언어 모델의 

매개 변수는 고정된 채 어댑터 네트워크의 매개 변수만 학습에 참여한다. 

즉, 언어 모델은 선수 학습 과정에서 학습된 언어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태스크에 관련된 지식은 어댑터 

네트워크에만 학습된다.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어댑터 네트워크는 Houlsby et al. (2019)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선수 학습 언어 모델의 전체 매개 변수를 조정 학습 

시에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로 제안되었다. 언어 모델의 전체 매개 변수를 학습시킬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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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 네트워크를 적용했을 때, 약 3% 정도 수의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 학습에 참여하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모델 전체를 학습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비슷한 

성능을 보이며, 학습 시간 면에서는 오히려 더 빠르게 최적점에 

(optimal)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어댑터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태스크 별 모델의 매개 변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0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BERT-base 모델을 전체 학습할 때는 

약 17억개의 매개 변수가 학습에 사용되는데, 이 BERT-base에 

어댑터 네트워크를 삽입 후 해당 어댑터만 학습시키게 되면 약 

5천만개의 매개 변수만 필요하게 된다. 위 이유로 본 연구에서 태스크 

조합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태스크에 대해서 독립 모델을 

학습시킬 때, 어댑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각 태스크 별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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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 네트워크의 구조  

 
 

 

그림 4 어댑터 네트워크의 구조 

 
 

[그림 4]는 어댑터 네트워크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좌측은 앞서 

[그림 3]에서의 우측의 인코더 층이며 원래의 인코더 층에 어댑터 

네트워크가 삽입된 형태이다. 해당 어댑터 네트워크는 [그림 4] 우측과 

같이 병목 구조 (bottleneck network) 형태로 되어 있다. 병목 구조의 

네트워크는 높은 차원의 벡터를 전방향 하향 투영하여 (feed-forward 

down-project) 낮은 차원의 벡터로 축소시킨 후, ReLU와 같은 비선형 

연산과 (nonlinearity) 다시 전방향 상향 투영 (feed-forward up-

project)를 통해 원래의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설명된 바와 같이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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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독립된 네트워크가 아닌 작은 병목 네트워크를 인코더에 

삽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댑터 모듈로도 불린다. 

어댑터 네트워크도 인코더의 어느 위치에 삽입할 것이며, 잔차 연결 

(residual connection)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압축 비율 (reduction 

factor)는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결정할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 (hyperparameter)는 Pfeiffer et al. (2020)의 

것을 따른다. 위 논문에서 탐색을 통해 태스크 전반에 있어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 해당 설정을 

사용하였다. 

 
 

제 3 절 태스크 조합 방법 
 
 

비교적 적은 리소스 환경의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순차적 학습과 멀티 태스크 학습이 있다. 최종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려는 태스크를 목표 태스크 (target task)라고 하며, 그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태스크를 근원 태스크 (source task)라고 한다. 

 

표기법  

 𝜃 : 모델의 매개 변수 

 𝑇𝑘 , 𝐷𝑘, 𝐿𝑘: 태스크와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셋, 손실 함수 

 𝑛: 근원 태스크의 수 

 𝑇𝑡𝑎𝑟𝑔𝑒𝑡, 𝐷𝑡𝑎𝑟𝑔𝑒𝑡, 𝐿𝑡𝑎𝑟𝑔𝑒𝑡: 목표 태스크와 그의 데이터셋, 손실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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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학습  

순차적 학습은 근원 태스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모델의 매개 변수를 

학습시켜 마지막에는 목표 태스크에서 학습시키는 방법론이다. 해당 

방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θ0→1 ← 𝑎𝑟𝑔𝑚𝑖𝑛 (𝐿1(𝐷1; 𝜃0)) 

θ0→1→⋯→𝑛 ← 𝑎𝑟𝑔𝑚𝑖𝑛(𝐿𝑛(𝐷𝑛; 𝜃0→1→⋯→𝑛−1)) 

θ𝑡𝑎𝑟𝑔𝑒𝑡 ← 𝑎𝑟𝑔𝑚𝑖𝑛(𝐿𝑡𝑎𝑟𝑔𝑒𝑡(𝐷𝑡𝑎𝑟𝑔𝑒𝑡; 𝜃0→1→⋯→𝑛)) 

 
 

즉, 근원 태스크에서 학습된 지식을 순차적으로 전이 학습하여 

최종적으로는 목표 태스크에서 활용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근원 태스크의 학습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와 네트워크의 망각 

(catastrophic forgetting)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인다. 

 

멀티 태스크 학습  

멀티 태스크 학습은 근원 태스크와 목표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론으로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𝜃𝑡𝑎𝑟𝑔𝑒𝑡 ← 𝑎𝑟𝑔𝑚𝑖𝑛 (𝑤𝑡𝑎𝑟𝑔𝑒𝑡 ∙ 𝐿𝑡𝑎𝑟𝑔𝑒𝑡(𝐷𝑡𝑎𝑟𝑔𝑒𝑡; 𝜃0) + ∑ 𝑤𝑖 ∙ 𝐿𝑖(𝐷𝑖; 𝜃0)
𝑛

𝑖=1
) 

(𝑤𝑖은 𝑇𝑖에 대한 가중치로, 손실 함수의 비중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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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과 같이 근원 태스크와 목표 태스크의 손실 함수의 가중 합 

(weighted sum)을 기준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근원 태스크로부터 목표 

태스크로의 전이 학습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방법론의 

문제점은 wi 로 표기된 태스크 별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새로운 목표 태스크가 나올 때마다 가중치를 새로 

설정하여 전체 모델 매개 변수를 재학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태스크 조합  

태스크 조합 방법은 위 서술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근원 태스크와 목표 태스크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학습된 모델을 

조합하는 조합 식을 찾는다. 

 
 

𝜃1 ← 𝑎𝑟𝑔𝑚𝑖𝑛(𝐿1(𝐷1; 𝜃0)), ⋯ , 𝜃𝑛 ← 𝑎𝑟𝑔𝑚𝑖𝑛(𝐿𝑛(𝐷𝑛; 𝜃0)) 

𝜃𝑡𝑎𝑟𝑔𝑒𝑡 ← 𝑎𝑟𝑔𝑚𝑖𝑛(𝐿𝑡𝑎𝑟𝑔𝑒𝑡(𝐷𝑡𝑎𝑟𝑔𝑒𝑡; 𝜃0)) 

𝜙𝑡𝑎𝑟𝑔𝑒𝑡 ← 𝑎𝑟𝑔𝑚𝑖𝑛 (𝐿𝑡𝑎𝑟𝑔𝑒𝑡 (𝐷𝑡𝑎𝑟𝑔𝑒𝑡; 𝜙(𝜃1, ⋯ , 𝜃𝑛, 𝜃𝑡𝑎𝑟𝑔𝑒𝑡))) 

(𝜙는 𝜃𝑖를 조합하는 조합 모델의 매개 변수) 

 
 

위 수식에서 근원 태스크와 목표 태스크 전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학습된 모델 𝜃𝑖 를 조합하는 모델, 𝜙 을 목표 태스크의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본 연구에서는 𝜃0 이 선수 학습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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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삽입된 어댑터의 초기 상태, 𝜃𝑖 는 𝑇𝑖 에 대해 학습된 어댑터, 

𝜙𝑡𝑎𝑟𝑔𝑒𝑡 이 목표 태스크에 대해 학습된 조합 모델 그리고 

𝜙𝑡𝑎𝑟𝑔𝑒𝑡(𝜃1, ⋯ , 𝜃𝑛, 𝜃𝑡𝑎𝑟𝑔𝑒𝑡) 이 최종 모델이 된다. 즉, 𝜃𝑖 는 [그림 1]에서 

‘Model 1’부터 ‘Model T’가 되며, 그를 조합하는 𝜙𝑡𝑎𝑟𝑔𝑒𝑡 은 

‘Model T’’이 된다. 

Pfeiffer et al. (2020)의 연구에서 태스크 조합이 영어 태스크 성능 

개선에 효과적이며, 특히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제 4 절 은닉 표현 분포 차이 문제와 정렬 방법 
 
 

다국어 언어 모델에서의 언어별 은닉 표현 분포 차이  

다국어 언어 모델에서는 모든 언어가 공유된 임베딩 공간을 가지며 

어떠한 언어 표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공유된 임베딩 공간을 

가진다는 것은, ‘I am a graduate student .’라는 문장과 ‘나는 

대학원생이다.’라는 문장을 mBERT 혹은 XLM-R 모델의 입력으로 

주었을 때 두 문장 모두 동일한 임베딩 층을 통해서 토큰 임베딩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 표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은 

‘I am a graduate student.’라는 입력을 모델에 줄 때 ‘<en> I am a 

graduate student’와 같이 영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모델은 공통된 임베딩 공간을 사용하고 

언어에 대한 단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입력 텍스트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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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델에 입력을 주었을 때, 언어별로 임베딩 및 은닉 

표현이 군집화 되며 서로 다른 언어는 그 벡터 분포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Keung et al., 2020; Libovický 

et al., 2019; Liu et al., 2020; Singh et al., 2019) Singh et al. 

(2019)에서는 언어 모델이 생성하는 은닉 표현이 언어별 요소와 언어와 

상관없는 요소의 합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하였다. 전체 언어 입력을 

주었을 때 생성되는 은닉 표현이 평균이 언어와 독립적인 요소이며, 이 

값을 어떤 텍스트에 대한 은닉 표현에서 빼면 언어별 요소가 구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닉 표현 내 언어별 구성 요소로 인해 언어를 구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병렬 문장 추출 (parallel sentence retrieval)과 

단어 정렬(word alignment)을 비지도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병렬 문장 쌍을 동일한 다국어 언어 

모델에 입력으로 주었을 때 생성되는 은닉 표현의 유사도를 조사하였다. 

임베딩 층부터 시작하여 상위 층으로 갈수록 은닉 표현의 유사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특히 언어학적 차이가 클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위 서술된 다국어 언어 모델에서 언어별 은닉 표현 분포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교차 언어 전이학습을 할 때 문제가 된다. Keung et al. 

(2020)에서는 영어 데이터에서 학습 및 검증된 모델은 다른 언어에 

대해 추론할 때 최적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제로샷 전이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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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영어 언어 추론 데이터인 SNLI (Bowman et al., 

2015)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을 이용해서 다국어 언어 추론 데이터인 

XNLI에서 추론 과정을 거치면, 나오는 결과가 최적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5 이진 분류 문제에서의 은닉 표현 차이 

 
 

본 연구에서도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전이 학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해당 영어와 한국어의 은닉 표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된다. 위 사실에 따르면 영어 데이터에 대해 학습된 어댑터 네트워크에 

한국어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으면 예상하는 바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5]에서 은닉 표현 공간에서의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묘사하였다. 는 영어 

데이터 샘플, 는 한국어 데이터 샘플을 의미하고, 레이블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였다. 분류 경계 (decision boundary)는 영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결과이며, 따라서 영어 데이터 샘플이 잘 이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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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classification)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데이터 

샘플의 경우 영어와 은닉 표현에서의 분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어 

데이터에 기반한 분류 경계에 의해 잘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서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 간 은닉 표현을 정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닉 표현 정렬 방법  

위 서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별 은닉 표현을 정렬 

(alignment)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Cao et al., 2019; Kulshreshtha 

et al., 2020; Q. Liu et al., 2019; Schuster et al., 2019; Z. Wang et al., 

2019)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첫 번째는 Cao et al. (2019)과 같이 언어 

모델의 매개 변수를 변화시켜 다양한 언어의 은닉 표현을 중앙화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언어 모델의 매개 변수는 고정한 채 특정 연산을 

통해 은닉 표현을 변환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모델의 

매개 변수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 

두 번째 방법인 특정 연산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평균 차이 이동과 

회전 변환이 있다. 둘 다 단어에 대한 은닉 표현을 선형 연산을 통해 

보정하는 방법으로, 근원 언어 (source language)의 단어 은닉 표현을 

목표 언어 (target language)의 은닉 표현 공간으로 투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단어의 은닉 표현을 한국어의 은닉 표현 공간으로 

근사하는 과정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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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표현 정렬 방법 (표기법)  

 𝐿1, 𝐿2 : 언어 1, 언어 2 

 𝑟𝑤𝑘,𝐿
𝑙  : 언어 𝐿의 단어 𝑤𝑘 에 대한 언어 모델의 𝑙번째 층의 은닉 

표현 

 �̂�𝑤𝑘,𝐿
𝑙  : 언어 𝐿의 단어 𝑤𝑘 에 대한 언어 모델의 𝑙번째 층의 은닉 

표현을 다른 언어의 은닉 표현으로 근사한 값 

 �̅�𝐿
𝑙  : 언어 𝐿 의 단어들에 대한 언어 모델의 𝑙 번째 층의 은닉 

표현의 평균 (=
1

|𝑉|
∑ 𝑟𝑤𝑘,𝐿

𝑙
𝑡 , 𝑉: 단어 집합, |𝑉|: 전체 단어 수) 

 

은닉 표현 정렬 방법 (평균 차이 이동)  

평균 차이 이동 (mean difference shift; MDS)은 언어 𝐿1 의 은닉 

표현은 선형 이동하여 언어 𝐿2 의 은닉 표현으로 근사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서 이동치는 (shift value) �̅�𝐿1

𝑙 와 �̅�𝐿2

𝑙 의 차이다. 즉, 언어 사이의 평균 

거리만큼 이동하면 목표 언어의 은닉 표현 공간으로 근사할 수 있다는 

직관이다. 

 
 

𝑚𝑑𝐿1→𝐿2

𝑙 = �̅�𝐿2

𝑙 − �̅�𝐿1

𝑙  

(𝑚𝑑𝐿1→𝐿2

𝑙 는 언어 1에서 언어 2로의 근사 이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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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𝑤𝑘,𝐿1

𝑙 = 𝑟𝑤𝑘,𝐿1

𝑙 + 𝑚𝑑𝐿1→𝐿2

𝑙

= 𝑟𝑤𝑘,𝐿1

𝑙 + (�̅�𝐿2

𝑙 − 𝑟𝐿1

𝑙 ) 

 
 

위 수식에서 𝐿1 의 단어 𝑤𝑘 에 대한 은닉 표현을 𝐿2 의 공간으로 

근사하기 위하여 근사 이동치인 𝑚𝑑𝐿1→𝐿2

𝑙 를 원래의 은닉 표현인 𝑟𝑤𝑘,𝐿1

𝑙 에 

더해준다. 그렇게 구해진 �̂�𝑤𝑘,𝐿1

𝑙 은 정렬된 단어 은닉 표현 (aligned 

token representation)으로 불린다. 

해당 방법의 장점은 변환 연산인 𝑚𝑑𝐿1→𝐿2

𝑙 을 구하기 위하여 ‘은행, 

bank’와 같은 병렬 단어 쌍 데이터 (parallel word pair data)가 

필요하지 않아, 각 언어에 대한 말뭉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법 기저에 있는 단순 이동을 통해서 근사할 수 있다는 가정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5]에서 영어 은닉 표현과 한국어 은닉 

표현은 비슷한 평균 값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회전을 통해 정렬이 

더욱 적합하다. 

 

은닉 표현 정렬 방법 (회전 변환)  

평균 차이 이동에서 시사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전 변환을 

추가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Q. Liu et al., 2019) 즉, 𝐿1의 은닉 표현을 

𝐿2로 근사하기 위해서는 둘 다 정상화 (normalization) 후 회전 변환을 

하면 된다는 직관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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𝑊𝑟𝑜𝑡,𝐿1→𝐿2
: 𝐿1 에서 𝐿2로 근사하는 회전 행렬 (𝑊𝑟𝑜𝑡𝑊𝑟𝑜𝑡

𝑇 = 𝐼) 

𝑟𝑤𝑘,𝐿2

𝑙 − �̅�𝐿1

𝑙 ≈ 𝑊𝑟𝑜𝑡,𝐿1→𝐿2

𝑙 (𝑟𝑤𝑘,𝐿2

𝑙 − �̅�𝐿2

𝑙 ) 

�̂�𝑤𝑘,𝐿1

𝑙 = 𝑊𝑟𝑜𝑡,𝐿1→𝐿2

𝑙 (𝑟𝑤𝑘,𝐿1

𝑙 − 𝑟𝐿1

𝑙 ) + �̅�𝐿2

𝑙  

 
 

위 수식에서 정상화 과정은 각 단어의 은닉 표현에서 은닉 표현의 

평균을 빼는 것으로 𝑟𝑤𝑘,𝐿
𝑙 − �̅�𝐿

𝑙 으로 표현된다. 즉, 보정된 단어의 은닉 

표현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상화된 단어 은닉 

표현을 회전 행렬 𝑊𝑟𝑜𝑡 을 통해 정렬시키는데, 그 기저의 가정은  𝐿1 의 

정상화된 은닉 표현을 회전시키면 𝐿2의 은닉 표현으로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전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병렬 단어 쌍 데이터가 

필요한데, 수식에서 𝑟𝑤𝑘,𝐿2

𝑙 − 𝑟𝐿1

𝑙 ≈ 𝑊𝑟𝑜𝑡,𝐿1→𝐿2

𝑙 (𝑟𝑤𝑘,𝐿2

𝑙 − 𝑟𝐿2

𝑙 )  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𝑟
은행,𝑘𝑜
𝑙 − �̅�𝑘𝑜

𝑙 ≈ 𝑊𝑟𝑜𝑡,𝑒𝑛→𝑘𝑜
𝑙 (𝑟𝑏𝑎𝑛𝑘,𝑒𝑛

𝑙 − �̅�𝑒𝑛
𝑙 ) 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회전 행렬은 

 
 

𝑊𝑟𝑜𝑡,𝑒𝑛→𝑘𝑜
𝑙 = min

𝑊𝑟𝑜𝑡

1

|𝑉|
∑ (‖𝑊𝑟𝑜𝑡(𝑟𝑤,𝐿1

𝑙 − �̅�𝐿1

𝑙 ) − (𝑟𝑤,𝐿1

𝑙 − 𝑟𝐿1

𝑙 )‖
2

)

𝑤∈𝑉

 

𝑙 =
1

|𝑉|
∑ (‖𝑊𝑟𝑜𝑡(𝑟𝑤,𝐿1

𝑙 − �̅�𝐿1

𝑙 ) − (𝑟𝑤,𝐿1

𝑙 − 𝑟𝐿1

𝑙 )‖
2

)

𝑤∈𝑉

 

 
 

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때, 특이값 분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Kulshreshtha et al. (2020)의 방법을 따라 학습을 통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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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습 과정의 손실 함수은 위 수식의 𝑙 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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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모델 설명 

 

 

제 1 절 태스크 조합 모델 아키텍처 
 

 

AdapterFusion (Pfeiffer et al., 2020)은 여러 태스크에 대해 학습된 

어댑터 네트워크를 조합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독립적으로 학습된 

태스크 어댑터 (task adapter; 𝑇𝐴𝑡𝑎𝑠𝑘 𝑛𝑎𝑚𝑒 )를 어텐션 층을 통해 

조합하여 목표 태스크에 대해 학습시킨다. 

 
 

 
그림 6 AdapterFusion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림 6]는 AdapterFusion 모델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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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그림 4]의 어댑터 네트워크 구조와 동일한 트랜스포머 인코더 

내부 위치에 태스크 어댑터 ( 𝑇𝐴𝑡𝑎𝑠𝑘 𝑛𝑎𝑚𝑒 )와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는 

Fusion 층 (Fusion layer)이 삽입되어 있다. 각 태스크 어댑터는 제 2 

장 2 절의 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된 어댑터 

모듈이며, Fusion 층에서 그 태스크 어댑터들이 생성하는 은닉 표현을 

종합하여 목표 태스크에 적합한 은닉 표현으로 변환시켜 준다. 즉, 

태스크 어댑터는 각 태스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Fusion 층은 그 

지식을 목표 태스크에 적합하게 조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목표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 어댑터는 [그림 6]에서 𝑇𝐴𝑘 로 다른 근원 

태스크의 태스크 어댑터와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Fusion 층에서 

수행되는 어텐션 연산을 보면, 목표 태스크 어댑터인 𝑇𝐴𝑘 에서 생성되는 

은닉 표현이 query이며, 각 태스크 어댑터에서 생성되는 은닉 표현을 

key, value로 사용한다. 

어댑터 네트워크 학습과 동일하게, AdapterFusion 네트워크 역시 

언어 모델의 매개 변수와 이미 학습을 마친 각 어댑터 모듈의 매개 

변수는 고정한 채, Fusion 층의 매개 변수만 학습에 사용한다. 따라서 

각 태스크에 대한 정보는 고정한 채, 그 정보를 목표 태스크에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는 연산만 학습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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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은닉 표현 정렬 적용 방법 
 

 

본 절에서는 제 2 장 4 절에서 소개한 평균 차이 이동과 회전 변환을 

통한 은닉 표현 정렬 방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두 방법 모두 변환 연산을 학습하기 위하여 Korean Parallel Corpus 

라는 영어-한국어 병렬 문장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Park et al., 2016). 

해당 데이터는 95,562개의 영어-한국어 병렬 문장 쌍의 학습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병렬 단어 쌍이 아닌 병렬 문장 쌍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이전 연구에서의 방식과 같이 단어의 은닉 표현을 

변환하는 것이 아닌, 문장 단위의 은닉 표현을 정렬하는 연산을 

학습한다. 이렇게 학습된 문장 은닉 표현 정렬 방법은 다시 단어의 은닉 

표현 변환에 사용된다. 문장 단위의 변환을 학습하고 학습된 변환을 

단어 단위의 변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문장의 은닉 표현이 단어의 

은닉 표현의 평균으로 표현되어, 문장과 단어의 은닉 표현이 같은 

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표기법  

 𝑒𝑛, 𝑘𝑜 : 각 영어, 한국어 

 𝑟𝑡𝑘,𝐿
𝑙  : 언어 𝐿 의 토큰 𝑡𝑘 에 대한 언어 모델의 𝑙 번째 층의 은닉 

표현 

 �̂�𝑡𝑘,𝑒𝑛
𝑙  : 영어의 토큰 𝑡𝑘 에 대한 언어 모델의 𝑙 번째 층의 은닉 

표현을 한국어의 은닉 표현으로 근사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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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𝑟𝑠𝑖,𝐿
𝑙  : 언어 𝐿 의 문장 𝑠𝑖 에 대한 언어 모델의 𝑙 번째 층의 은닉 

표현, 문장 𝑠𝑖내의 토큰의 은닉 표현의 평균 (=
1

|𝑠𝑖|
∑ 𝑟𝑡,𝐿

𝑙
𝑡∈𝑠𝑖

, |𝑠𝑖|: 

문장 𝑠𝑖내 단어 수) 

 �̅�𝐿
𝑙  : 언어 𝐿 의 문장들에 대한 언어 모델의 𝑙 번째 층의 은닉 

표현의 평균 (=
1

|𝐷|
∑ 𝑟𝑠𝑖,𝐿

𝑙
𝑖 , |𝐷|: 데이터셋의 전체문장 수) 

 

평균 차이 이동 방법 적용 (MDS)   

평균 차이 이동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이동치 𝑚𝑑𝑒𝑛→𝑘𝑜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𝑚𝑑𝑒𝑛→𝑘𝑜
𝑙 = �̅�𝑘𝑜

𝑙 − �̅�𝑒𝑛
𝑙

=
1

|𝐷|
(∑ 𝑟𝑠𝑖,𝑘𝑜

𝑙

𝑖

− ∑ 𝑟�́�𝑗,𝐿
𝑙

𝑗

)

=
1

|𝐷|
(∑ (

1

|𝑠𝑖|
∑ 𝑟𝑡,𝑘𝑜

𝑙

𝑡∈𝑠𝑖

)

𝑖

− ∑ (
1

|𝑠𝑗|
∑ 𝑟�́�,𝑒𝑛

𝑙

�́�∈�́�𝑗

)

𝑗

) 

 
 

이렇게 구해진 𝑚𝑑𝑒𝑛→𝑘𝑜
𝑙 를 이용하여 영어 토큰의 은닉 표현을 

근사하는 방법은 아래 수식과 같다. 

 
 

�̂�𝑡𝑘,𝑒𝑛
𝑙 = 𝑚𝑑𝑠(𝑟𝑡𝑘,𝑒𝑛

𝑙 )

= 𝑟𝑡𝑘,𝑒𝑛
𝑙 + 𝑚𝑑𝑒𝑛→𝑘𝑜

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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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차이 이동 방법을 적용하여 영어 토큰의 은닉 표현을 한국어의 

것으로 근사하는 연산을 𝑚𝑑𝑠(𝑟𝑡𝑘,𝑒𝑛
𝑙 ) 으로 표현한다. 

 

회전 변환 방법 적용 (ROT)   

회전 변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전 변환 행렬인 𝑊𝑟𝑜𝑡,𝑒𝑛→𝑘𝑜 을 

구해야 한다. 앞서 정의한 손실 함수를 본 연구에 적용시키면, 

 
 

𝑊𝑟𝑜𝑡,𝑒𝑛→𝑘𝑜
𝑙 = min

𝑊𝑟𝑜𝑡

1

|𝐷|
( ∑ ‖𝑊𝑟𝑜𝑡(𝑟𝑠𝑖,𝑒𝑛

𝑙 − �̅�𝑒𝑛
𝑙 ) − (𝑟�́�𝑖,𝑘𝑜

𝑙 − 𝑟𝑘𝑜
𝑙 )‖

2

(𝑠𝑖,�́�𝑖)∈𝐷

) 

((𝑠𝑖, �́�𝑖) ∈ 𝐷 는 각각 데이터 𝐷의 영어와 한국어 병렬 문장 쌍) 

𝑙 =
1

|𝐷|
∑ (‖𝑊𝑟𝑜𝑡(𝑟𝑠𝑖,𝑒𝑛

𝑙 − �̅�𝑒𝑛
𝑙 ) − (𝑟�́�𝑖,𝑘𝑜

𝑙 − 𝑟𝑘𝑜
𝑙 )‖

2
)

(𝑠𝑖,�́�𝑖)∈𝐷

 

 
 

위 손실 함수 𝑙을 최소화하는 𝑊𝑟𝑜𝑡,𝑒𝑛→𝑘𝑜
𝑙 를 주어진 영어-한국어 병렬 

문장 쌍 데이터셋 𝐷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이렇게 구해진 𝑊𝑟𝑜𝑡,𝑒𝑛→𝑘𝑜
𝑙 을 

이용하여 영어 토큰의 은닉 표현을 근사하는 방법은 아래 수식과 같다. 

 
 

�̂�𝑡𝑘,𝑒𝑛
𝑙 = 𝑟𝑜𝑡(𝑟𝑡𝑘,𝑒𝑛

𝑙 )

= 𝑊𝑟𝑜𝑡,𝑒𝑛→𝑘𝑜
𝑙 (𝑟𝑡𝑘,𝑒𝑛

𝑙 − �̅�𝑒𝑛
𝑙 ) + �̅�𝑘𝑜

𝑙   

 
 

회전 변환 방법을 적용하여 영어 토큰의 은닉 표현을 한국어의 것으로 

근사하는 연산을 𝑟𝑜𝑡(𝑟𝑡𝑘,en
𝑙 )  으로 표현한다. 특이점으로는 영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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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문장 데이터셋 𝐷 에 대해서 구해진 �̅�𝑒𝑛
𝑙 , �̅�𝑘𝑜

𝑙 을 고정 값으로 다른 

데이터셋에 𝑟𝑜𝑡(𝑟𝑡𝑘,en
𝑙 ) 을 적용할 때도 사용한다는 것이다. 𝑟𝑜𝑡(𝑟𝑡𝑘,en

𝑙 ) 를 

학습할 때 사용된 영어와 한국어의 평균 문장 은닉 표현 값을 다른 

태스크에 적용할 때도 유지하여 사용해야 올바른 변환이 되기 때문이다. 

 

은닉 표현 정렬을 적용한 영어 태스크 어댑터 학습  

제 1 장과 제 2 장에서 서술한 은닉 표현 정렬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하자면, 영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된 어댑터 네트워크에 한국어 

데이터를 입력으로 줄 경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영어의 은닉 표현에 학습된 어댑터 네트워크 내의 

연산이,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는 한국어 은닉 표현에 대해서는 올바른 

연산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은닉 표현의 분포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닉 표현 정렬 방법론인 평균 차이 이동과 회전 변환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어로 근사한 영어 

태스크 어댑터 학습 과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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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은닉 표현 정렬을 적용한 인코더 층 아키텍처 

 
 

 [그림 7]는 [그림 4]에서 설명한 기존 어댑터가 삽입된 트랜스포머 

인코더 아키텍처에서 은닉 표현 정렬을 적용한 구조를 나타낸다. 기존 

구조에서 달라진 점은 으로 표현된 은닉 표현 정렬 방법이 인코더 

층의 가장 아래에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학습된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은닉 표현 정렬 방법인 평균 차이 이동 (MDS) 혹은 회전 

변환 (ROT)을 사용하여 인코더 입력으로 들어온 영어 은닉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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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은닉 표현으로 근사한다. [그림 7]에서 해당 과정은, 𝑙 번째 

인코더 층의 입력으로 들어온 원본 은닉 표현 𝑟tk,𝑒𝑛
𝑙  ( 으로 표시됨)이 

은닉 표현 정렬 층 을 지나서 �̂�tk,𝑒𝑛
𝑙  ( 으로 표시됨)으로 근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은닉 표현 정렬이 적용된 인코더 아키텍처는 영어 태스크 

어댑터를 학습시킬 때만 적용되며, 따라서 기존 영어 태스크 학습과는 

다르게 한국어 공간으로 근사 된 은닉 표현을 사용하여 영어 태스크를 

학습시킨다. 이렇게 학습된 정렬된 영어 태스크 어댑터는 𝑇�̂� 로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𝑇𝑎𝑠𝑘1 부터 𝑇𝑎𝑠𝑘𝑘−1 까지는 영어 태스크이고, 목표 

태스크인 𝑇𝑎𝑠𝑘𝑘가 한국어 태스크라고 할 때, 은닉 표현 정렬을 적용하여 

학습된 𝑇�̂�1~𝑇�̂�𝑘−1 를 목표 태스크의 태스크 어댑터 𝑇𝐴𝑘 와 태스크 

조합하는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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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렬된 영어 태스크 어댑터 태스크 조합 아키텍처 

 
 

[그림 8]은 [그림 6]의 AdapterFusion 아키텍처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지만, 앞서 가정한 𝑇𝑎𝑠𝑘1 부터 𝑇𝑎𝑠𝑘𝑘−1 까지는 영어 태스크인 

상황에서 𝑇𝐴1~𝑇𝐴𝑘−1 를 조합하는 것이 아닌 𝑇�̂�1~𝑇�̂�𝑘−1 를 조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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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    험 

 

 

제 1 절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성능 검증에 사용된 영어 데이터셋은 

GLUE benchmark (A. Wang et al., 2019)에 속하는 CoLA, MNLI, 

MRPC, QNLI, QQP, RTE, SST-2, WNLI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어 

데이터셋으로는 KorSTS, KorNLI, NSMC를 사용하였다. 각각 어떤 

태스크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GLUE benchmark  

GLUE (The 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benchmark는 질의 

응답 (question answering), 감정 분석 (sentiment analysis) 그리고 

텍스트 포함 관계 분석 (textual entailment) 등의 자연어이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 평가 방법,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벤치마크에서 제공하는 9가지 데이터셋을 

본 연구의 영어 태스크로 사용한다. 

CoLA (Corpus of Linguistic Acceptability) (Warstadt et al., 

2019)은 분류 태스크로, 문장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분류해야 한다. 원본 데이터셋에는 [-1,1] 값을 레이블로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문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이진 분류 형태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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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2 (Stanford Sentiment Treebank) (Socher et al., 2013)은 

감정 분석 데이터셋으로, 영화 리뷰 문장에 대해 긍정(1)/부정(0)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다. 

MRPC (Microsoft Research Paraphrase Corpus) (Dolan & Brockett, 

2005)은 온라인 뉴스로부터 추출된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 동일한지 

파악하는 데이터셋이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셋은 문장 쌍에 대해 

의미적으로 동일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레이블 되어 있다. 

QQP (Quora Question Pairs)은 질의 응답 사이트인 Quora에서 

추출된 문장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RPC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해당 

문장 쌍이 서로 의미적으로 동등한지 파악하는 태스크이다. 

STS-B (Semantic Textual Similarity Benchmark) (Cer et al., 

2017)은 뉴스 헤드라인, 비디오와 이미지 캡션 (caption) 그리고 

자연어추론 데이터로부터 문장 쌍을 추출하였다. 이전의 MRPC와 

QQP와는 다르게, STS-B의 경우 두 문장이 얼마나 의미적으로 

유사한지 회귀 분석하는 태스크이다. 즉, 유사도가 1~5으로 레이블 

되어 있고, 모델은 학습을 통해 해당 유사도 값을 예측해야 한다. 

MNLI (Multi-Genre Natural Language Inference Corpus) (Williams 

et al., 2018)은 크라우드 소스 (crowd-source)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문장 포함 관계인 ‘포함/중립/모순’ 관계가 레이블 되어 있다. 

QNLI (Stanford Question Answering Dataset) (Rajpurkar et al., 

2016)은 질의 응답 데이터셋으로, 질의-문단 쌍으로 이뤄져 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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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을 문단 내의 문장에서 찾는 태스크이지만, GLUE 

benchmark에서는 태스크이 형태를 질의-문장 쌍으로 변형하여, 해당 

문장에 질의에 대한 답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였다. 

RTE (Recognizing Textual Entailment)은 여러 문장 포함 관계 

대회의 데이터셋을 모아 구축하였다. RTE1부터 RTE5까지의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는 뉴스와 Wikipedia로 구성되어 있다. 

MNLI와 동일한 문장 포함 관계 데이터셋이지만, RTE는 ‘포함/포함이 

아니다’ 로 이진 분류를 수행한다. 

WNLI (Winograd Schema Challenge) (Levesque et al., 2012)은 

독해 읽기 (reading comprehension) 태스크로 대명사에 해당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장 쌍이 주어지며, 첫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대명사의 주체를 두 번째 문장에서 잘 찾은 경우 1, 

아닌 경우 0으로 레이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이 ‘Jane 

knocked on Susan's door but she did not answer.’인 경우, 여기서 

대명사인 ‘she’에 해당하는 주체는 ‘Susan’이 된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이 ‘Susan did not answer.’이면, 해당 문장 쌍에 대한 

레이블은 1로 대명사의 주체를 잘 찾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데이터셋  

KorSTS (Korean Sematic Textual Similarity) 와 KorNLI (Korean 

Natural Language Inference) (Ham et al., 2020)는 카카오브레인에서 



 

42 

 

공개한 데이터셋이며, 각각 STS-B와 SNLI, MNLI, XNLI 데이터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만들었다. 따라서 KorSTS의 경우 STS-B와 

동일하게 문장 유사도를 회귀 분석하는 태스크이며, KorNLI 역시 

MNLI와 동일하게 문장 포함 관계를 분류하는 태스크이다. 

NSMC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Park, 2015)는 

네이버에서 공개한 감정 분석 데이터셋이며, SST-2와 동일하게 영화 

리뷰에 대해서 긍정/부정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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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셋 분포  

각 데이터셋의 크기를 알아보고, 영어와 한국어의 데이터 크기를 

비교한다. 

 
 

표 1 전체 데이터셋 분포 

 언어 Train Validation 

CoLA En 8,551 1,043 

SST-2 En 67,349 872 

MRPC En 3,668 408 

QQP En 363,849 40,430 

STS-B En 5,749 1,500 

MNLI En 392,702 9,815/ 9,832 

QNLI En 104,743 5,463 

RTE En 2,490 277 

WNLI En 635 71 

KorSTS Ko 5,749 1,500 

KorNLI Ko 942,854 2,490 

NSMC Ko 150,000 50,000 

 
 

[표 1]에 각 데이터셋에 대한 언어와, 학습 데이터 크기 그리고 검증 

데이터 크기를 정리하였다. 한국어 데이터셋의 경우 공개된 유명한 

데이터셋은 KorSTS, KorNLI, NSMC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제외된 

KorQuAD가 있으며, 그 중 분류 및 회귀 태스크인 3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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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3개의 데이터셋 중에서는 KorNLI가 가장 크며, 이는 학습 데이터 

기준 가장 작은 KorSTS에 비해 164배 정도의 크기이다. 영어 

데이터셋은 GLUE benchmark 이외에도 공개된 많은 데이터셋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GLUE benchmark 만을 사용한다. 9개의 영어 데이터셋 

중 학습 데이터 기준으로는 QQP, MNLI 그리고 QNLI가 큰 크기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영어와 한국어 데이터의 총 크기를 비교하면, 

한국어 데이터가 약 1.15배 정도로 더 크다. 물론 GLUE benchmark 

이외의 다른 영어 데이터를 추가한다면, 영어 데이터의 총 크기가 

한국어의 데이터 크기보다 더 커질 것이다. 

 

 

제 2 절 학습 방법 
 

 

태스크 어댑터 및 AdapterFusion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은 

Pfeiffer et al. (2020)을 따른다.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각 태스크에 대해서 태스크 어댑터 학습 

A. 한국어 태스크 어댑터 학습 (𝑇𝐴𝑘𝑜) 

B. 영어 태스크 어댑터 학습 (𝑇𝐴𝑒𝑛) 

C. 은닉 표현 정렬을 적용한 영어 태스크 어댑터 학습 (𝑇�̂�𝑒𝑛) 

2. 목표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 조합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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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순 태스크 조합 - 𝑇𝐴𝑘𝑜, 𝑇𝐴𝑒𝑛 조합 

B. 은닉 표현 정렬된 태스크 조합 - 𝑇𝐴𝑘𝑜, 𝑇�̂�𝑒𝑛 조합 

 
 

‘1-B’에서는 은닉 표현 정렬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태스크 

어댑터를 학습하고 ( 𝑇𝐴𝑒𝑛 ), ‘1-C’에서는 제 3장 2절의 MDS와 

ROT를 적용해 영어 은닉 표현을 한국어의 은닉 표현 공간으로 

근사하여 영어 태스크 어댑터를 학습한다 ( 𝑇�̂�𝑒𝑛 ). 따라서 ‘2’에서 

목표 태스크인 한국어 태스크에 대해서 조합할 때, 은닉 표현을 

정렬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위 모든 학습 과정은 Tesla V100 GPU 3대를 사용하였으며, PyTorch 

(Paszke et al., 2019)을 기반으로 작성된 코드를 발전시켜 진행하였다. 

 

 

제 3 절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총 3가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한국어에서도 

태스크 조합이 효과적인지 한국어 태스크끼리의 조합을 통해 검증한다. 

두 번째로 은닉 표현 정렬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주성분 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과 제로샷 전이학습을 통해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영어 태스크와 한국어 

태스크를 조합할 때 은닉 표현 정렬을 적용하는 것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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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태스크 조합  

Pfeiffer et al. (2020)에서는 GLUE benchmark의 태스크 조합 

방법론을 영어 태스크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태스크 조합 방법론이 마찬가지로 다국어 언어 모델에서 한국어 

태스크에 대해 적용되었을 때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표 2 한국어 태스크 조합 

 KorSTS KorNLI NSMC 

Fine-tuning 82.66 78.13 89.70 

Task Adapter 82.78 (+0.12) 78.12 (-0.01) 89.68 (-0.02) 

Task Composition 83.11 (+0.45) 78.14 (+0.01) 89.88 (+0.18) 

 

 

[표 2]에서 KorSTS는 spearman correlation 값으로, KorNLI와 

NSMC는 accuracy 값을 기준으로 성능을 보고하였다. 각 행을 

살펴보면, Fine-tuning 방법은 XLM-R 모델 전체 매개 변수를 학습에 

사용한 결과이며, Task Adapter는 제 2 장 2 절에서의 내용과 같이 

태스크 어댑터를 학습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Task Composition은 각 

행에 해당하는 태스크가 목표 태스크인 설정으로 3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태스크 조합 학습한 결과이다. 

먼저 Fine-tuning과 Task Adapter를 비교하면, KorSTS에 대해서는 

태스크 어댑터를 학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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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태스크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  

태스크 조합 방법론을 적용한 Task Composition 행을 확인해보면, 

3개 태스크 모두에 대해서 Fine-tuning 그리고 Task Adapter에 비해 

성능이 개선되거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데이터셋 크기가 작은 

KorSTS의 경우에 가장 높은 성능 향상 폭을 보였으며, 데이터셋 

크기가 압도적으로 큰 KorNLI의 경우에는 Fine-tuning과 Task 

Adapter과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이를 통해 다국어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어 태스크에 대해서 태스크 조합을 하는 방법은 Pfeiffer 

et al. (2020)의 결과와 동일하게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또한 

KorSTS처럼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은닉 표현 정렬 방법 검증  

태스크 조합 방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은닉 표현 정렬 방법 자체가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주성분 분석 (PCA)를 통해서 실제로 영어와 한국어의 

은닉 표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시각화 한다. 이를 통해 은닉 표현 

정렬 방법 학습에 사용한 Korean Parallel Corpus 데이터셋에서의 

영어와 한국어 은닉 표현 분포 차이를 알아보고, 그 분포 차이가 다른 

병렬 데이터셋에서도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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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Korean Parallel Corpus 에 대한 PCA 분석 결과 

 
 

[그림 9]은 Korean Parallel Corpus의 영어-한국어 병렬 문장 쌍에 

대해서 주성분 분석을 실행 후 시각화한 결과이다. 전체 문장 쌍 중에서 

랜덤으로 1만개의 문장 쌍을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은닉 표현은 분류 

및 회귀 모델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XLM-R의 가장 마지막 

층인 12번째 층의 은닉 표현을 사용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 

‘axis1’의 분산 계수는 0.47, ‘axis2’의 분산 계수는 0.04로 

주성분 분류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어와 

한국어의 은닉 표현은 각 언어별로 잘 군집화 되어, 그 분포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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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TS-B 와 KorSTS 에 대한 PCA 분석 결과 

 
 

[그림 10]은 [그림 9]의 Korean Parallel Corpus에서 얻은 주성분 

‘axis1’과 ‘axis2’을 이용하여 STS-B와 KorSTS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이다. 확인하고자 한 것은 Korean Parallel Corpus에서 

구한 주성분 2개가 다른 병렬 데이터인 STS-B와 KorSTS 쌍에 

대해서도 유지가 되는지, 비슷한 분포를 띄는지 여부이다. KorSTS가 

STS-B를 번역해서 만든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역시나 병렬 문장 쌍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분석 결과 영어와 한국어 문장에 대해서 [그림 

9]과 비슷하게 군집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군집화 여부와 

더불어, STS-B와 KorSTS 데이터 샘플 군집의 중심점과 기울기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성분에 대한 분산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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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0.03으로 앞서 [그림 9]의 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이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의 은닉 표현을 정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Korean Parallel Corpus에 학습된 정렬 연산이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STS-B를 번역한 KorSTS, MNLI를 번역한 KorNLI에 

대해, 각각 영어 데이터셋에 대해 학습된 모델을 제로샷 전이 학습한 

결과를 보고한다.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는, STS-B에 대해 학습된 

모델을 KorSTS 데이터에 대해 제로샷 추론을 했을 때의 성능과, STS-

B에 대해 은닉 표현 정렬된 모델을 KorSTS 데이터에 대해 제로샷 

추론을 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다. 

 
 

표 3 영어 모델을 한국어 데이터에 제로샷 추론한 성능 

 KorSTS KorNLI 

Zero-shot 81.69 72.32 

Aligned zero-shot 81.72 (+0.03) 73.89 (+1.57) 

 
 

[표 3]은 각 병렬 데이터에 학습된 영어 모델을 한국어 데이터셋에 

대해 제로샷 추론한 성능이다. KorSTS의 경우, STS-B에서 학습된 

어댑터 네트워크를, KorNLI는 MNLI에서 학습된 어댑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일단 KorSTS와 KorNLI 모두 번역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도메인 (domain)과 형태가 동일하여 제로샷 추론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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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높게 나온다. 다만, KorNLI의 경우 MNLI 뿐만 아니라 XNLI와 

SNLI를 번역한 데이터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KorSTS보다는 제로샷 

추론의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Aligned zero-shot’은 영어 데이터셋에 대해 어댑터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회전 변환 정렬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KorSTS와 

KorNLI 둘 다 성능이 개선됨을 보였으며, 특히 KorNLI에서의 성능 

향상이 더 크다. 해당 결과에 대한 가설로는 MNLI에서 KorNLI으로의 

제로샷 추론 성능이 [표 2]의 KorNLI에 대해 학습된 모델 성능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능 향상의 여지가 더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태스크 조합 방법론을 적용할 때 영어 태스크에 학습된 

어댑터가 한국어 은닉 표현 공간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해당 영어 

어댑터가 목표 태스크에 대해 더 좋은 은닉 표현을 생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성분 분석과 제로샷 추론 성능 비교를 통해, 영어의 

은닉 표현을 한국어의 은닉 표현 공간으로 정렬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은닉 표현 정렬 방법을 적용한 태스크 조합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목표인 은닉 표현 정렬 방법을 적용하여 

영어와 한국어의 태스크 어댑터를 조합하여 목표 태스크에 대해 학습한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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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한국어 태스크는 앞서 서술한 내용과 같이 KorSTS, KorNLI 

그리고 NSMC가 있으며, 태스크 조합에 사용되는 근원 태스크로는 위 

3개의 한국어 태스크와 더불어 9개의 영어 태스크를 사용한다. 

 
 

표 4 영어와 한국어 태스크 조합 결과 

 KorSTS KorNLI NSMC 

Task Adapter 82.78 78.12 89.68 

TC w/ Korean 83.11 (+0.33) 78.14 (+0.02) 89.88 (+0.20) 

Naïve TC 82.76 (-0.02) 77.68 (-0.44) 89.42 (-0.26) 

TC w/ MDS 83.21 (+0.43) 78.23 (+0.11) 89.94 (+0.26) 

TC w/ ROT 83.28 (+0.50) 78.21 (+0.09) 89.96 (+0.28) 

 

 
 

[표 4]는 목표 한국어 태스크에 대해, 영어한국어 태스크를 조합한 

성능을 보고한다. 해당 표의 모든 결과는 5번 반복 실험한 이후 평균한 

값이다. 먼저 행을 설명하자면, ‘TC’는 태스크 조합을 나타내는 

‘Task Composition’의 약어이다. 

- Task Adapter: 해당 한국어 태스크에 대해 학습된 태스크 

어댑터의 성능 ([표 3]의 결과와 동일) 

- TC w/ Korean: 근원 태스크로 한국어 태스크만 사용한 성능 ([표 

3]의 결과와 동일)  

- Naive TC: 전체 영어한국어 태스크를 조합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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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w/ MDS: 전체 영어한국어 태스크를 조합하며 영어 태스크의 

경우 평균 차이 이동 (MDS) 방법을 적용 

- TC w/ ROT: 전체 영어한국어 태스크를 조합하며 영어 태스크의 

경우 회전 변환 (ROT) 방법을 적용 

 

[표 4]를 보면 영어 어댑터를 정렬하지 않고 조합한 ‘Naive TC’ 

결과의 경우 ‘Task Adapter’에 비해서도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특히 이런 경향은 목표 태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극대화되며, 

정렬되지 않은 영어 어댑터로부터 나오는 은닉 표현이 오히려 목표 

태스크에 대한 성능 하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닉 표현 정렬 방법을 적용한 ‘TC w/ MDS’ 과 ‘TC w/ 

ROT’의 경우 ‘Naive TC’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태스크끼리 조합한 ‘TC w/ Korean’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고하는데, 이는 3개 태스크의 지식을 전이 학습하는 것보다 

11개 태스크 지식을 전이 학습하는 것이 더 도움되기 때문이다. 또한 

목표 태스크 별 성능 향상치를 비교하면, [표 3]의 결과와 동일하게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 향상이 극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orSTS의 ‘TC w/ ROT’성능의 경우 카카오브레인의 한국어 

RoBERTa 모델의 성능보다 0.28만큼 높은 성능을 보인다. 반면 

KorNLI의 경우, 한국어 RoBERTa 모델에 비해 XLM-R 모델 자체의 

성능이 큰 폭으로 낮기 때문에, 그 82.75의 성능보다 낮은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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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평균 차이 이동 (MDS)과 회전 변환 (ROT)를 비교하자면,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만 회전 변환을 적용한 결과가 조금 더 우세한 성능을 

보인다. [그림 9]과 [그림 10]의 주성분 분석 시각화 결과를 보면 단순 

선형 이동보다 회전 변환이 분포 정렬에 있어 더욱 적절해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회전 변환이 미세하지만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주성분 분석과 제로샷 추론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와 

동일하게, 영어의 은닉 표현을 정렬한 후 태스크 조합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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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리소스 환경인 영어의 태스크를 

한국어 태스크와 함께 조합하여 다양한 한국어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적용한 교차 언어 태스크 조합 방법론에 

있어서 영어와 한국어의 은닉 표현 분포 차이로 인해 성능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않음을 파악하였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 차이 

이동과 회전 변환이라는 언어 간 은닉 표현 정렬 방법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언어 간 은닉 표현 정렬 방법을 도입한 태스크 

조합 방법론을 문장 유사도 검사, 자연어 추론 그리고 감정 분석 

태스크의 한국어 데이터셋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 

유의미한 성능 개선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제 4 장의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된 방법 및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3가지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로, 언어 간 은닉 표현 분포 차이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한 유효성을 조사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 영어와 

한국어는 다른 은닉 표현 분포를 가지며, 언어 별로 군집화 됨을 

확인하였다. 해당 경향은 서로 다른 병렬 문장 쌍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따라서 영어와 한국어의 은닉 표현을 정렬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제로샷 추론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두 

번째로는, 본 논문에서 적용한 방법론인 어댑터 모듈을 이용한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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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방법론이 한국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지 알아보았다. 교차 언어 

태스크 조합을 하기 전, 단일 언어 환경에서도 유의한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결론적으로 한국어 태스크끼리의 조합을 통해 목표 한국어 

태스크의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은닉 표현 정렬 

방법이 적용된 교차 언어 태스크 조합 방법론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앞서 한국어 태스크의 조합을 통해서 성능 개선이 됨을 확인하였고, 

여기에 은닉 표현이 정렬된 영어 태스크까지 같이 조합하면 성능이 더욱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은닉 표현 정렬 방법은 유의미하며, 

해당 정렬 방법을 적용한 교차 언어 태스크 조합을 통해 한국어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제 2 절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영어 태스크 9개와 한국어 태스크 3개를 조합 

학습하여 목표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보고 하였다. 여기에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조합하는 영어, 한국어 태스크 수를 늘리는 것이다. 

조합의 대상이 되는 태스크의 수를 늘리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태스크로부터 추출하는 지식의 다양화와 양적인 측면에서의 증가이다. 

예를 들어, 자연어 추론 태스크에 해당하는 KorNLI에 대해서 질의 응답 

태스크의 지식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계 번역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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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태스크의 지식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합의 대상이 되는 태스크가 문장 유사도 측정과 자연어 

추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표 태스크와 다양한 근원 태스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즉, 다양한 유형의 태스크를 

조합하여 목표 태스크의 성능에 대해서 태스크의 유형 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조합하는 태스크의 수를 늘릴수록 

목표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할 수 있다. 현재는 총 

12개의 태스크를 조합하고 있지만, 그 수를 늘려갈수록 목표 태스크의 

성능이 더 향상될 수도 혹은 오히려 연관 없는 지식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성능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추출되는 지식의 양에 따라서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언어의 태스크를 조합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태스크만을 조합하였으나, 영어를 포함하여 데이터가 

많은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의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각 언어 별로 한국어로의 은닉 표현 

정렬을 학습하는 것이 아닌 확장성이 있는 통합된 은닉 표현 정렬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통합된 은닉 표현 정렬 외에도 각 언어와 

한국어와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대상이 되는 태스크의 수와 언어를 늘리는 것이 

향후 연구 방향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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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sk Composition with Adapter 

Module Using Cross-lingual 

Alignment from English to Korean 
  

 

 

Jaeyoul Shin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ransformer-based Pre-trained Language Models 

(PLM) such as BERT have shown high performance in variou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fields. However, despite the advent of 

such a language model with high performance,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performance for relatively small datasets. Among the 

proposed methods dealing with this problem, the task composition 

method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target task 

by transferring the knowledge learned in several tasks.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uses the task composition method by 

combining Adapter networks learned in high-resource language, 

English, in order to improve performance of Korean tasks which are 

in relatively lower-resource setting. At this time,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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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shift (MDS) and rotational transform method are applied 

to approximate hidden representations of English to Korean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stribution of 

hidden representation vector between English and Korean. 

Through these proposed methodologies, we have reported 

reasonable performance improvements for Korean datasets such as 

KorSTS, KorNLI, and NSMC. 

 

Keywords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re-trained Language 

Model, Adapter Network, Cross-lingual Alignment, Mean 

Difference Shift, Rotational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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