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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BSTRACT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던 기계학습 분야에서 2000년대 중, 후반부터 딥러닝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고, 영상처리, 
음성 인식 분야에 이어 자연어 처리 분야에도 딥러닝이 적용되어 기존의 성능을 뛰어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한 태깅된 학습 데이터 구축 비용 및 시간이 딥러닝 적용에 있어서 장벽으로 가
로막고 있는 현실 때문에 단순히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사전 학습(pre-training)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 BERT 사례를 중심으로 딥러닝 사전 학습 현황에 대해서 
소개한다. 자연어 처리 분야는 인간이 겪는 언어 장벽과 비슷하게 한국어에 적용하려고 할 경우, 영어권 중심의 사전 
학습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해 사전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BERT를 한국
어에 적용한 사례와 함께 기존 사전 학습을 한국어에 적용하려 할 때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machine learning field, which has been stagnant for a long time, deep learning has emerged as a new topic 
since the late 2000s, and deep learning has been applied to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ollowing image processing and 
speech recognition. In the field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re-training that simply collects text data and utilizes it 
as learning data is overcome by the reality that the cost and time of tagging learning data for various application fields 
are blocking barriers in deep learning applications. It is getting attention as a way to do it. This study introduces deep 
learning pre-learning status based on Google BERT case. I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ield is to be applied to 
Korean, similar to the language barriers encountered by human beings, the pre-learning process must be conducted 
on Korean because the English-based dictionary learning model cannot be applied as it is.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an improvement direction when applying existing dictionary learning to Korean along with the case of applying 
BERT to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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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는 인간의 언어 현상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구현하는 인공지능의 주요 분야이다. 자연어처리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이해하기 위

해 형태소 분석, 개체명 인식, 어휘의미분별, 구문분석, 의미역 인식, 상호참조해결, 생략어 복원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검색,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 문서 자동 분류, 신문기사 클러스터링, 

인공지능 스피커 등 다양한 응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어처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수학적 통계적 방법을 많이 활용하며, 자연어처리 분야는 기

계학습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학

습 데이터가 필요하며 특히 교사 학습(supervised learning)은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

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영상 인식 분야에서부터 딥러닝 기법이 주목을 받

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학습 데이터 부족 현상은 심화되어, 데이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작은 

양의 학습 데이터로 학습이 되도록 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 연구하거나,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전 학습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2. 딥러닝 사전 학습(pre-training)

사전(事前) 학습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을 하기 전에 미리 일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학

습시켜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미리 만들어 놓는 학습 방법이다. 

2.1 사전 학습 현황

딥러닝 사전 학습은 딥러닝에서 weight와 Bias를 잘 초기화 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전 학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층(layer)을 쌓아서 여러 개의 은닉층(hidden layer)를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

다. 또한 사전 학습은 레이블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아서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블 되지 않은 빅 데이터를 넣어 훈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학습 만

으로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엔진이 완성이 되지는 않고 사전 학습에 기반한 파인 튜닝

(Fine Tuning)이 필요한데, 파인 튜닝이란 사전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목적(질의응답, 번역 

등)을 위해 이미 학습된 weight나 bias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전 학습-파인 

튜닝을 하는 학습 과정을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이라고 한다. 전이학습은 이미 잘 훈련된 모델

이 있고, 해당 모델과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사전 학습과 파인 튜닝 과정이 없는 기존 학습 방법은 같은 목적이라도 세부 목적이 다르다면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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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처음부터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문서를 스포

츠/연예로 자동 분류하는 엔진을 자동차/부동산으로 자동 분류하는 엔진을 만들자면, 스포츠/연예로 

구분된 학습데이터는 재활용하지 못 하고 다시 자동차/부동산으로 구분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

를 이용하여 새로운 자동 분류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사전 학습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문서

를 스포츠/연예 분류하든 자동차/부동산으로 분류하든, 기존에 한국어에 대해 사전 학습된 지식을 바

탕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학습 데이터만으로 원하고자 하는 엔진을 개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사전 학습은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초기에는 word embedding 기술이 사용되었다. 이는 단

어의 의미를 다차원 공간에 벡터화하는 기술로, <그림 1>과 같이 단어들 간의 의미상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서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림1>  word embedding을 이용해 파악된  단어간 의미관계 예

가장 널리 알려진 word embedding 방법은 T.Mikolov et al. (2013)이 제안한 word2vec인데, 

딥러닝 초기에는 널리 사용된 방법이지만 파라미터를 초기화 할 때 랜덤하게 하지 않고 단어들 간

의 의미를 고려한다는 것 이상은 큰 효과를 보지는 못 했다. 이후로 기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OpenAI GPT(Generative Pre-Training)와 ELMo 등이 발표되었으나 2018년에 발표된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만큼 큰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 

했다. OpenAI에서 GPT의 단점을 보완하여 2019년 OpenAI GPT2를 공개하였다. 

위와 같이 딥러닝 기반의 사전 학습을 채택한 방법들은, 사전 학습을 위한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것

은 공통이지만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 특징(feature)에 기반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신경망을 위해 사전 학

습에서 사용하지 않은 특징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기계학습에서 중요한 특징(feature)

을 사용함에 있어 사전 학습용 특징과 특정 태스크를 위한 특징을 구분하여 학습을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신경망 구조를 갖기 때문에 2개의 신경망을 연결하여 사용하며, 대표적으로 ELMo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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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파인 튜닝에 기반한 방법이다. 태스크 의존적인 파라미터를 최소화하여 사전 학습된 파라

미터들을 특정 태스크를 위한 학습에서 조금씩 조정만 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OpenAI 

GPT와 다음에 설명할 BERT가 있다.

2.2 구글 BERT

구글의 Devlin(2018)이 제안한 BERT는 사전 학습된 대용량의 레이블링 되지 않는(unlabeled) 데

이터를 이용하여 언어 모델(Language Model)* 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 태스크를 위한 신경망

을 추가하는 전이 학습 방법이다. 기존의 전이학습 방법으로 ELMo, OpenAI GPT 등이 있었지만 <그

림 2>와 같이 ELMo는 전향, 후향 문맥을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접합한 형태이고, OpenAI GPT

는 단방향(전향)으로만 계산하여, 두 방법 모두 공통적으로 양방향 문맥 등을 보지 못 하여 충분히 언

어 표현을 하지 못 하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그림2>  사전학습 모델 구조 비교. 출처: Devlin J.(2018)

일반적으로 언어모델을 구축할 때는 문장 내에서 n개의 단어를 이용하여 n+1번째 단어를 순차적으

로 예측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BERT는 조금 다른 2가지 방법론을 채택하여 신경망의 모든 레이어

에서 전체 문맥 정보를 확인하여 언어 모델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첫째는 문장 내에서 순차적인 아닌 임의의 단어에 대해서 마스킹(masking)하고 이를 예측하는 

Masked Language Model(MLM)을 채택하였다. 실제로 학습 과정에서는 15%의 단어를 변경하였는

데 15% 중 80%는 [MASK] 토큰으로 변경하고, 10%는 임의의 단어로 변경하였고, 나머지 10%는 변

경하지 않은 채로 학습을 수행하였다. [Mask] 토큰은 사전학습에서만 사용되었고, 특정 태스크를 위

한 파인 튜닝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둘째는 문장 내에서 단어 단위가 아닌 문장 단위로 학습 단위를 확장하여 두 문장을 동시에 입력하

여 두 문장이 연속된 문장인지 여부를 학습하는 Next Sentence Prediction(NSP) 기법을 채택하였다. 

학습 문장은 50%는 실제 다음 문장을, 나머지 50%는 관계가 없는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아래는 BETR에서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학습할 때 문장의 예이다. MLM은 [MASK] 단어를 

* 언어 모델이란 특정 언어의 문장에서 앞 문장의 n개 단어를 기반으로 다음에 출현할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115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 영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한국어 위키피디아 문서 약 40여만건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측하고, NSP는 LABEL을 이진(binary)로 예측하기 위해 학습한다. 

Input = [CLS] the man went to [MASK] store [SEP] he bought a gallon [MASK] milk [SEP]           

LABEL = IsNext

Input = [CLS] the man [MASK] to store [SEP] penguin [MASK] are flight ##less birds [SEP]       

LABEL = NotNext

BERT는 특정 태스크 처리를 위해 새로운 신경만을 추가할 필요없이 모델 자체의 파인 튜닝

을 통해 해당 태스크의 State-Of-The-Art 성능을 달성하였다. 또한 사전학습과 파인 튜닝시 구조

(architecture)를 다르게 하여 전이 학습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학습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

존의 사전학습 방법에 비해 학습 데이터가 좀더 대용량으로 필요하고 이로 인해 학습 시간도 증가하

게 되었다. 

3. 사전 학습 한국어 적용

무선 통신기술이나 전기 배터리 기술과 다르게 언어를 다루는 자연어처리는 1개의 모델로 세계 공

통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구글 BERT가 아무리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도 한국어 처리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한국어로 된 사전 학습을 하여 한국어 모델을 구축하여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구

글 BERT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영어와 한국어는 언어 특성이 서로 다르게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1 한국어 특성

BERT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기본 단위를 만들고 이를 숫자로 표현하여 다차원 공간에서 벡

터화하여 학습시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Word Piece Model(WPM)을 생성해야 하는데 

이는 인간이 생각하는 언어의 기본 단위와 같지만 공백으로 단순하게 분리되는 단어와는 개념이 다르

다. 문장에서 모든 단어를 글자 단위로 분리하고, 분리된 글자를 앞 뒤로 자주 출현하는 글자끼리 기본 

단위로 인식한다. 이런 방식은 언어의 다양함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

개됐을 때 언어처리 11개 분야에서 많은 성능 향상을 이뤄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WPM은 영어와 같은 띄어쓰기로 단어가 구분되는 언어에는 적합하지만 한국어와 같은 조

사/어미/접사 등이 부착된 교착어에서는 양상이 좀 달라진다. 기존 구글의 다국어 모델 중 한국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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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로 영어와 같은 방법으로 WPM이 생성되었다. 

한국어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여 단순히 공백으로만 단위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단어가 학습된 리스트에서 존재하지 않는 OOV(Out Of Vocabulary)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대용량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BERT를 한국어에 적용하여 실제 BERT가 의도한 충분한 학습 효과를 위해서인 교착어인 한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공백이 아닌 형태소로 구분된 단위를 고려해야 하며, 가급적 많은 양의 한국

어 문서를 수집하여 이를 사전 학습에 이용하여야 한다. 

3.2 한국어 적용 사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9)에서 2019년 6월에 공개한 한국어 BERT 모델(KorBERT)는 웹에

서 수집한 10년간의 뉴스 및 위키피디아 문서 등 약 23.5기가 바이트를 한국어 사전 학습에 사용하였

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습의 기본 단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백이 아닌 형태소 분석 결과를 이용

하였다. 데이터와 학습의 기본 단위 변경을 고려하여 학습 과정에서 한국어에 최적화된 학습 파라미

터가 학습되었다.

이러한 한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 학습이 된 모델이라도 의존구문분석 같은 특정 태스크에서는 

분석의 단위가 다시 달라져서 어절 단위로 분석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사전학습을 다

시 하는게 아니라, 사전 학습 시에 이를 고려하여 어절 범위 자질과 형태소 범위 자질을 병행하여 사용

하면 단위가 달라져서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3>  ETRI 형태소 기반 언어모델과 구글 언어모델 비교, 출처: ETRI(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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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처리를 위한 딥러닝 사전 학습 현황 및 이를 한국어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최근 구글에서 발표하여 기존 성능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인 BERT를 중심으로 살펴 보

았으며, BERT가 기존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BERT를 한국어에 적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한국어 적용하기 위해서 

교착어라는 한국어 특징과 좀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TRI에서 한국어에 적용하여 공개한 KorBERT 구축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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