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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언어모델 BERT의 한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국문 요약  

자연어 처리 분야에 심층 언어모델의 활용이 보편화 되고 있으나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언어모델의 학습 방식에 대한 연구사례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BERT 

언어모델의 구조와 학습방식의 범위안에서 한국어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양한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활용이 가능한 사전학습(Pre-Trained)심층 언어모델 BERT의 

학습방식을 제시하였다.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살리기 위해 세 가지 토큰화 

방식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형태소 기반의 토큰화(Tokenizing)를 통해 교착어의 

특징을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는 조사와 형용사 동사의 활용 어미인 기능어와 독립 

형태소인 실질어를 구분하여 별도의 토큰으로 처리 하였다 세 번째는  복합 명사의 

경우 명사의 위치에 따른 토큰 처리를 구분하여 자연어 처리 결과에서 원래의 

단어를 복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어 대용량 원문 코퍼스(Corpus)를 전처리 하여 실제 학습에 필요한 

학습데이터로 정제하고 이를 이용하여 언어모델의 학습과정 전체를 직접 수행하고 

학습의 결과를 활용한 파인 튜닝 Task(Fine Tuning Task)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학습된 한국어 심층 언어모델의 성능을 평가 하였다 그 결과를 네이버 

영화평 말뭉치(Naver Sentiment Movie Corpus)를 활용한 감성분석 Task 에서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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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 92.2로 구글의 다국어 버전의 87.07 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개한 BERT 언어모델인  KorBERT의 89.90 

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 또 다른 파인 튜닝 Task인 기계독해 자연어처리 에서는 

KoQuAD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과 F1스코어 92.93 으로 BERT 다국어 

버전의 90.75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한국어버트 , 언어모델 , 버트 , 자연어처리 , 학습방식 , 토큰화 ,기계독해 , 

파인튜닝 , 형태소분석 , 감성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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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입  

1.1. 연구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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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구현하는 인공지능의 주요 분야이다. 자연어처리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형태소 분석, 개체명 인식, 어휘 의미 분별, 구문 

분석, 의미역 인식, 상호 참조 해결,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검색,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 문서 자동 분류, 신문기사 클러스터링, 인공지능 

스피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위해 수학적 통계적 방법을 많이 활용하였으나 최근에서는 

자연어처리를 위해 딥러닝 및 기계학습 기법을 많이 사용 한다..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며 학습데이터의 구성과 그 

딥러닝(Deep Learning) 모델에 최적화된 학습의 방법에 따라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공학분야에서 다루는 자연어 처리는 인간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한 처리 과정 또는 기술을 말한다. 컴퓨터의 입장에서 언어 

역시 하나의 부호일 뿐이며 이러한 부호를 어떻게 구성하고 분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공학분야에서의 자연어처리 연구 분야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 

언어를 이해하고 발현하는 과정을 모델화 하여 이러한 모델의 입력과 출력을 기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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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딥러닝 기계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연구를 자연어 처리 연구라 

할 수 있다. 컴퓨팅 기술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자연어처리 분야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한 새로운 딥러닝 모델과 학습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나 고객센터용 챗봇 등 분야에서 연구실 수준을 

넘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 왔다. 또한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GPT-3(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3) 등 대규모 심층 언어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연어 처리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온 BERT라는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언어모델의 학습 방식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으며 각각의 요소에 

필요한 자연어 처리에 대한 기존 연구를 알아보고 학습된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 그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의 특징에 맞는 학습 

데이터의 구축 및 학습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BERT 모델에 제시된 학습 

방법에 따라 실제 학습을 실시하고 이렇게 학습된 심층 언어모델의 성능 평가를 

통해 한국에 특징 맞는 데이터 구축 및 학습방법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자연어처리 알고리즘 

1.2.1. 토큰화(Tokenizing)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자연어처리는 다양한 단계를 거처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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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이자 기본이 되는 부분이  단어 또는 문장을 기호화 하는 분야이다 그 

중 첫번째 요소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호화 할 때 그 단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있다. 특히 각 나라의 언어 구조와 문법 등이 달라 이러한 

기호화의 기본 단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전체 언어모델 및 자연어 처리의 

성능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자연어 처리에서 이렇게 언어를 분석, 처리하기 위한 

기호화의 단위 및 컴퓨터 계산의 대상이 되는 최소단위를 토큰(Token)이라 하며. 

자연어 처리 Task 의 대상이 되는 단어 혹은 문장은 여러 개의 토큰으로 구성이 

된다. 토큰은 뒤에 설명할 코드화, 백터화의 기본 단위가 되며 벡터화의 단위에 따라 

음소, 단어, 어절, 형태소, 서브 워드, 품사 등 여러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문장 전체를 벡터화 하는 것까지 그 방식이 다양하다. 이렇게 단어 또는 문장을 

분석의 기준이 되는 토큰으로 자르는 과정을 토큰화 혹은 토크나이징(Tokenizing) 

이라 한다. 이러한 토크나이징 기법에는 어절 토크나이징, 형태소 토크나이징, 

워드피스(WordPiece) 토크나이징 [1] 구글의 센텐스피스(SentencePiece) 토크나이징 

[2]등이 있다. 연구자나 연구분야에 따라 토큰화를 단지 언어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자르는 과정으로만 정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토큰화 이후 벡터화 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큰화 과정과  벡터화 과정을 구분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1.2.2. 사전(Vocab)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사전(Vocabulary or Vocab 이하 Vocab이라 함)은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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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사전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문장의 집합 또는 코퍼스로부터 토큰화를 

실시하고 이렇게 구성된 토큰의 집합에서 중복을 제거하거나 전체 토큰 집합에서 

일정 부분만을 취한 대상 토큰의 집합을 의미한다. Vocab의 선정은 전체 언어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사이즈가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학습의 대상이 되는 전체 코퍼스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Vocab으로 할 경우 

전체 모델의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계산이 오래 걸리고 너무 작게 하면 코퍼스에서 

학습이 되지 않는 토큰이 발생하여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적절한 Vocab 사이즈 뿐만 Vocab의 다양성 또한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의료 , 

법률,금융 등 전문적인 용어가 필요한 분야의 자연어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용어를 중심으로 Vocab를 구성하거나 약어,기호 등도 별도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주로 전체 코퍼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수를 중심으로 빈도가 많은 순서대로 

일정 수준 까지를 Vocab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언어모델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Vocab을 임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Vocab 구성의 도구가 되는 

토크나이저(Tokenizer)는 전술한대로 여러가지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 토큰 

단위로 많이 발생하는 빈도와 가장 긴 토큰을 선별하는데 그 이유는  Vocab의 

차원을 최소화 하면서도 전체 코퍼스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위를 선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BPE(Byte Pair Encoding , 이하 BPE) , 

워드피스(Wordpiece)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문자열에서 글자 단위에서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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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자열을 병합해 가면서 가장 긴 서브워드(Subword)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Vocab 을 구성한다.  한국어의 경우 형태소 단위의 토큰화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형태소 결과를 다시 서브워드,BPE 등을 통해 Vocab을 

구성하는 경우와 형태소 분석의 결과를 통해 바로 Vocab을 구성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토큰화 방식을 통해 Vocab을 구성하였다 

1.2.3. 임베딩(Embedding)  

자연어 처리를 위한 세번째 중요한 개념은 토크나이징 된 언어의 단위 혹은 

이러한 단위들의 집합을 어떻게 기호화,벡터화 할 것 인가이다. 즉 백터화 할 대상을 

분류하고 각 분류된 대상을 기호나 숫자로 벡터화 ,코드화 해야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기호로 표현 및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분류 대상의 단위, 

종류, 크기 등이 문제가 되며 백터화 된 결과는 연산이 가능한 형태이어야 하며 

비로서 딥러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딥러닝 방식의 자연어 

처리에서는 토큰이 이러한 코드화의 대상이 된다. 자연어 처리분야에서의 벡터화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각각의 토큰에 대해 해당 토큰의 의미를 최대한 담아 의미가 

있는 최소차원의 벡터 공간안으로 벡터화 하는  방법이다. 이를 임베딩이라 한다.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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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는가? (Bag of the Words)이고 두번째는 단어가 어떤 

순서로 쓰였는가? 이다. 세번째는 어떤 단어가 같이 쓰였는가? 이다. 이러한 세가지 

방법 중에 두번째와 세번째 방식의 경우 단어의 앞 뒤 시퀀스를 통해 통계적 확률을 

부여하는 것으로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첫번쨰 방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검색 분야이며 벡터 표현인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사용하였다. TF-IDF 방식은 기존 빈도방식의 단점인 문서의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는 하였으나 단어의 등장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단어 

유사도 파악이 힘들고, 메모리 효율에서도 좋지 않다 [3]. 2003년 Yoshua Bengio의 

연구 [4] 이후부터 확률기반의 임베딩이란 개념이 도입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자연어 

처리에서는 확률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단어의 시퀀스에 확률을 부여하는 

언어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시도되었고 대표적인 방식이 앤그램(n-gram)언어모델이다.   

임베딩의 가장 단순한 구조는 그림 1처럼 “세상 모든 사람” 이란 문장을 코드화 

한다면 문장의 모든 단어를 각각 N차원 벡터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를 One - Hot - 

Encoding 이라 하며 이 경우에는  각각의 단어가 공간내에 드문드문 분포하게 되어 

단어 간의 관계나 의미관계를 코드로 표현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전체 Vocab 

벡터의 차원이 너무 커서 계산 량이 많아지게 되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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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원의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임베딩의 방식 역시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가장 초기에는 코퍼스 내에 등장하는 각 토큰(단어)들의 상대적인 등장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딥러닝 기술의 등장으로 단일 단어 수준에서 발전하여 이전 

단어 혹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형태의 딥러닝 학습을 통해 임베딩 값을 구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 다양한 언어모델이 연구발표 되고 워드투백 

(Word2Vec, 이하 Word2Vec) 글로브(GloVe) [5], 패스트텍스트(FastText) [6] 등의 

단어레벨 임베딩 기법에서부터  문장 레벨 임베딩이 적용된 엘모(ELMo), 버트(BERT) 

[7] [8]지피티 GTP) 모델이 발표되었다 [9]. 

딥러닝 방식의 단어수준 임베딩의 대표적인 기법은 구글이 발표한 Word2Vec 

알고리즘으로 CBOW(Continuous Bag Of Word, 이하 CBOW)와 Skip-gram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문맥단어들을 가지고 목표 단어 하나를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된다.  

그림 2와 같이 CBOW의 경우 학습데이터 쌍이 주변 문맥단어 4개와 타켓 단어 

1개로 구성이되는 반면 Skip -Gram은 타켓 단어를 중심으로 그 주변 4개의 쌍으로 

그림 1 On Hot- Encoding의 경우 단어 단어벡터가 공간내에 드물게 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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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되어 같은 코퍼스 로도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되어 임베딩 품질이 CBOW보다 

우수 하다. 

단어 수준의 임베딩 이후 문장 전체를 통해 개별 단어를 임베딩하는 Seq2Seq 

방식의 임베딩 기법들이 소개되었다 [10]. 단어수준 임베딩의 경우 한국어 배(먹는 

배) ,배 (타는 배) , 배 (사람의 신체) 모두 하나의 벡터로 임베딩 되어 다양한의미가 

뭉쳐져 표현이 된다면 문장 수준 임베딩에서는 문장 전체의 정보와 문자내의 개별 

단어들의 의미와 문법 정보 등이 한꺼번에 학습이 되어 주어진 단어가 나타난 

문장에서 주변 단어의 종류,어순에 따라 그 단어의 임베딩 값이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문장내의 위치,문맥에 따라 각각의 단어들이 다르게 임베딩이 

되어 임베딩 품질이 더욱 좋아지게 된다. 기본 개념은 그림 3과 같이 입력 문장의 

전체를 입력 받아 출력 전체를 학습하는 구조로 초기 LSTM(Long Short Term 

그림 2 CBOW 와 Skip-gram의 학습방식의 차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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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이하 LSTM)방식에서 이후 Encoder 와 Decoder 방식의 트랜스포머 

모델까지 발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BERT 모델 역시 문장 수준의 임베딩을 하는 언어 

모델이다. 

 

.  

1.3. 언어모델모서의 BERT 

언어모델은(Language Model)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고 인지하는 제반 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단어, 단어의 시퀀스, 문장, 문법적 

요소등에 확률을 할당하는 모델을 말한다. 이러한 언어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통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심층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 시퀀스에 확률을 할당하기 위해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는 언어 모델을 

심층 언어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구글이 2018년에 

발표한 BERT라는 모델이다 [7]. 

그림 3 LSTM 방식에 적용된 문장단위 Seq2Seq2 네트웍의 구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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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T 등과 같이 심층 신경망 언어모델의 개념을 도입한 심층 언어 모델 등이 

다양한 자연어처리 Task에서 기존의 성과를 뛰어 넘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7]. 그 결과 많은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 심층 언어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나 [11] [12]  

이러한 심층 신경망 언어모델의 구체적인 학습 방식이나 학습데이터에 대한 비교 

연구나 논문 등은 공개되지 않거나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대한 연구들이 공개된 구글의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Task 모델에 

대하여 특정 분야나 목적에 대한 연구나 활용 결과 등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공개된 언어모델의 한국어 학습방식을 바꿔가면서 성능을 비교하거나 

한국어 언어모델 자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깊이 있게 참조할 한국어 

심층 언어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방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데표적인 심층 언어모델인 BERT에 대한  한국어의 특징을 고려한 

학습방식에 대한 연구로서 BERT 언어모델 자체보다는 우리말의 특징을 고려한 

학습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11월 구글이 공개한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BERT)는 대형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언어 모델로, 딥러닝 방식의 

자연어 언어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모델이다 [7]. 약 33억 개 단어로 이뤄진 

언어 자료를 학습한 BERT는 언어이해 쪽에 특화된 모델이며 비지도 방식의 

학습방식을 사용하여 코퍼스만 있다면 어떤 언어이든지 학습이 가능하다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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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전 학습된(Pre-trained) 언어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자연어 처리 Task 모델과 연결하여 파인튜닝 과정을 거치면 기계독해, 

감정 분석, 문답, 요약, 구문 분석 등 광범위한 자연어 연구 및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BERT를 전문 분야별 별도의 코퍼스로 학습시킨 분야별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는 생명과학 분야 BERT(BioBERT) [13],과학 분야 

BERT(SciBERT) [14], 법률, 금융 등 [15] 분야별로 특화되게 학습된 BERT등이 

개발되었고 최근까지 다양한 자연어 처리 관련 Task 처리에서 SOTA 성과를 보이는 

언어처리 모델들은 대부분  BERT에 기반한 모델이다. 

1.3.1. BERT 의 특징 - 문장레벨 임베딩  

BERT는 이전 언어모델에서 사용하던 단어단위의 임베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장 단위의 임베딩을 사용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방식의 

자연어처리에서는 LSTM구조의 모델을 활용하였으나 순차적인 처리방식으로 인해 

계산이 오래 걸리고 입력 값의 영향이 전체 문맥과 상관이 없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이를 개선한 것이 문장 전체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Seq2Seq 개념으로 이는 기존의 

LSTM을 인코더와 디코더 두개의 블럭으로 나누고 인코너로 입력되는 문장을 전체를 

한꺼번에 임베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문장의 단어 앞 뒤 모두의 문맥정보를 

임베딩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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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LSTM 방식의  Seq2Seq 방식 모델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 입력문장의 앞쪽 단어의 영향력이 뒤로 갈수로 적어져 출력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디코더단의 입력에 

입력문장의 중요한 단어에 어텐션(Attention)을 할 수 있도록 입력 문장에서의 

각각의 단어간의 어텐션 정보를 디코더단에 연결하는 구조로 변화하였고 이를 

이용한 어텐션 Seq2Seq 모델이 등장한다 [16]. 

아래 그림 4와 같이 apple 관점에서 eating 과 green은 서로 다른 어텐션 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정보를 출력모델에 전달이 되도록 어텐션 레이어를 추가 하여 

각각의 단어가 뒤의 단어에 미치는 영향력을 학습하게 된다. . 

1.3.2. BERT 의 특징 - 트랜스포머  

BERT에 적용된 다른 특징은  트랜스포머 레이어(Transformer layer)다. 트랜스포머 

레이어란 어탠션 기술(Attention technique)을 적용하는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의 대안 기술로, 입력문장만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간의 어텐션 값을 

만들어  입력 문장을 분석할 때 그 앞뒤로 오는 단어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단어에 

그림 4 문장내에서 각 단어가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어텐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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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There’s a crane outside the window(창밖에 크레인이 

있다)’라는 문장에서 크레인(Crane)은 문장 뒤에 ‘of the lakeside cabin(호숫가 

오두막)’이라는 구절이 있으면 ‘학’ 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of my office(사무실)’라는 

구절이 있으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BERT와 

같은 언어 모델은 양방향 인코딩, 또는 무지향성 인코딩(Bidirectional or 

nondirectional encoding) 기법을 활용해 각각의 상황에서 맥락을 보고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문맥기반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트랜스포머 기법을 이용하여 어탠션을 RNN(Recurrent Neural Network) 

그림 5 Transformer 구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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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LSTM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Self Attention [17] 기법이라 하며 BERT는 이 

트랜스포머의 구조에서 Encoder 만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모델이다. 

1.3.3. 한국어 BERT 언어모델 학습의 의미 

BERT는 그 구조상 특정 언어에 최적화하지 않은 모델이며 어떤 언어라도 코퍼스 

만 있으면 학습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 실제로 구글의 BERT도 영어 버전과 

다국어 버전으로 공개가 되었다.  

2018년 이후 국내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의 특징을 고려한 BERT 언어모델을 

공개하였고 대표적인 모델이 전자통신연구소가 공개한 KorBERT 모델이다[18]. 약 

46억 개의 형태소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한국어 교착어의 특성을 반영하기위해 명사, 

조사등의 어미를 분리하고 BERT이후 최신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전자통신연구소가 

연구한 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시킨 결과 다섯가지의 파인튜닝 Task 결과에서 구글의 

다국어 BERT 대비 평균 4.5%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19]. 

또 다른 공개된 모델은 SKT(SK Telecom)에서 공개한 KoBERT 모델이다 [20]. 이 

모델은 토크나이저로 서브워드 방식의 센텐스피스(Sentensepiece)를 사용하였고 

한국어 Wiki 5백만 문장과 5천4백만 단어를 사용하여 학습시킨 한국어 BERT모델이다.  

본 연구나 전자통신연구소대비 상대적으로 학습에 사용된 코퍼스가 적으며 Vocab 

크기 역시 약 8천개를 사용하여 언어모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최근 국립 국어원과 정부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등을 통해 방대한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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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한국어 코퍼스가 구축되고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는 

한국어의 특징을 반영하는 다양한 한국어 심층 언어모델의 학습이 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 기업에서 가능하게 되었고 한국어의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학습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외국에서 개발된 언어모델이라도 한국어의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학습방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외국에서 개발되어 공개된 언어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어 자연어 Task에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한국어의 특징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한국어 

언어모델의 학습방식에 대한 본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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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BERT 의 학습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BERT의 전체 학습 과정은 그림 6과 같이 총 여섯 

단계로 전체 학습과정을 나누어 실행하였다.  

가장 먼저 한국어 대용량 원시 코퍼스를 다양한 자연어 기법을 통해 전처리 및 

정제를 하였다. 수집된 원시 코퍼스는 그 형태도 다양하고 오탈자, 띄어쓰기, 글자 

인코딩등이 매우 다양하여 반드시 전처리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제된 코퍼스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특징에 맞는 토크나이징 

방식을 사용하여 토큰화를 실시하고 만들어진 각각의 토큰의 빈도수와 학습의 

목적에 따라 두 가지 크기의 Vocab을 구성하였다.  만들어진 각각의 Vocab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학습용 코퍼스로부터 심층 언어모델에 사용할 학습용 

데이터셋의 입력 데이터를 구성하여 Tensor Flow Record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었다.  

그림 6 본 연구에 적용한 한국어 BERT 학습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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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모델의 학습은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세가지 크기의 모델별로 각각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언어모델 뒤에 사전 학습된 언어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두 

종류의 파인튜닝 딥러닝 모델을 연결하고 공개된 한국어 자연어처리 평가용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킨 후에 각각의 파인 튜닝이 완료된 모델에 대해 그 성능을 

평가 하였다. . 

2.1. 코퍼스의 준비 및 정제   

원시 코퍼스로는 한국어 Wiki, 소설, 뉴스기사, 특허, 전자공시, 블로그, 기업 

공시자료 등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한 약 800 GByte의 PDF, XML 등의 문서를 

사용했다. 이렇게 수집된 원시 코퍼스 데이터는 총 300 GByte에 해당한다.  

원시 코퍼스는 그대로 학습에 사용하기는 어려운 데이터이므로 반드시 전처리를 

해야 하는데 사전 전처리로는 수집된 문서에서 단어 혹은 문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제목, 목차 리스트등 학습에 사용하기 어렵거나 의미가 부족한 텍스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일일이 전처리를 통해 제거해주었다.  한 개의 문장이 두개의 

라인으로 잘린 것을 붙이고 학습에 불필요한 문장 부호 이외의 기호, 한자 등을 

제거하고 자료 원문에서 띄어쓰기 오탈자 등에 대해 최대한의 보정을 실시했다. 

또한 수집된 코퍼스 에서 XML, PDF문서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단순 텍스트로 

변환을 하였다. 수집된 문서들의 인코딩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모두 완성형 코드 

(KSC 5601)로 변환을 했다. 이렇게 정제된 문장의 수는 6.7억 문장이며 총 1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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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으로 데이터 크기는 약 70 GByte 데이터에 해당한다. 코퍼스 정제 및 토큰화를 

위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에는 ㈜투블럭에이아이에서 만든 형태소 분석기 Moran를 

사용하였다.  

2.2. 한국어의 특징을 반영한 토큰화  

한국어는 교착어로써 다양한 어미와 조사가 존재하고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문법적, 의미적 표현을 하는 언어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띄어쓰기의 단위인 어절이 여러 개의 단어가 붙여진 형태로 

사용된다. 만일 모든 띄어쓰기 단위를 단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특허는’, ‘특허의’, 

‘특허를’ 등에서 ‘특허’라는 명사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그대로 

심층언어모델의 학습데이터로 만들 때 영어와 같은 어절단위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모두 다른 단어로 토큰화가 진행이 되고 동시에 다른 의미로 학습 및 

임베딩이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분석 방식을 사용하되 일반적인 언어학 관점에서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심층 딥러닝 언어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특화된 한국어 

표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 BERT 심층 언어모델을 학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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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딥러닝에 특화된 토큰의 표기   

본 연구에서 적용한 첫번째 한국어 특징에 맞는 학습방식은 토크나이징 단계에서 

형태소 단위의 토큰을 사용하는 것이다. 영어의 경우에는 어절과 단어가 비교적 

일치하여 서브워드 단위의 WordPiece 토크나이징이 사용되며 구글의 BERT 역시 

Wordpiece 토크나이징 방식을 영어 및 한국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에 적용한 

모델이다. 한국어에서는 토큰을 만들 때 기존 구글의 다국어 BERT에 사용한 어절 

단위의 토큰에 적용한 방식을 활용할 경우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를 하더라도 한국어는 동일한 글자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가에 따라 그 기능이나 문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곧 같은 

형태소라도 문법적 기능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그림 7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딥러닝을 위한 한국어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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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방식의 토큰화 이후에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공개된 심층 언어모델인 전자통신연구소의 KorBERT 모델은 모든 토큰의 형태소 

분석결과에 품사를 표시하여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든 

토큰에 품사정보를 직접 표시하지 않는 대신에 일부 토큰에 대해 별도의 기호를 

통해 딥러닝 학습에 최적화된 토큰화의 효과를 구현하였다. 이 방식은 기존의 

공개된 BERT 언어모델의 딥러닝 학습방식을 추가적인 변환이나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품사표시 방식에 비해 Vocab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2.2.2. 기능와 실질어의 구분    

두 번째 한국어 특징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 방식에 적용한 방식은 정제된 

코퍼스에 대해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토큰화를 실시한 이후 형태소 중에서 한국어의 

특성상 문장내에서 특별한 의미적 역할을 수행하는 품사인 조사와 어미 등과 같이 

문장내에서 의미와 관련하여 기능적 역할을 하는 기능어인 형식 형태소에 대해서는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에서 문장내의 기능어와 실질어를 

구분하여 같은 형태의 형태소라도 문장이나 단어내의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토큰으로 임베딩이 이루어져 좀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은’(Silver)과 ‘물은 액체이다’ 에서의 ‘은’(조사)의 경우 대부분의 형태소 방식의 

토큰화에서 하나의 토큰으로 분류하는 형태소이다. 그러나 ‘물은 액체이다’에서 의 

‘은’은 조사로서 전자의 ‘은’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전자를 실질여, 후자를 



 

21 

 

기능어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분석 이후에 후자의 기능어 ‘은’에 대해 

별도의 기호를 삽입하여 품사정보 표시 없이도 다른 토큰으로 임베딩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2.2.3. 복합명사의 처리    

세 번째 특징으로는 ‘울산대학교’ 등과 같은 복합 명사 경우 두 개의 명사로 

구분하면서 복합명사에서 뒤에 오는 명사에는 토큰에 ‘~’기호를 삽입하여 위치에 

따라 동일한 단어라도 별도의 토큰이 되도록 하였다.  즉 ‘나는 울산대학교에 다닌다.’ 

에서의 ‘대학교’ 와 ‘나는 울산에서 대학교를 다녀’ 에서 ‘대학교’ 를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양한 자연어 처리 Task에서 전자의 ‘울산대학교’를 하나의 토큰으로 

다루어야 유리한 경우도 있고 ’울산’ + ‘대학교’ 두개의 토큰으로 다루어야 할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합명사의 경우에 뒤에 나오는 명사와 혼자 나오는 

명사를 구분하여 Vocab으로 처리함으로써 Task에 따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자연어 처리 모델의 출력단에서 토큰으로부터 원래의 문장을 

복원하는 역할도 고려 하였다. Q&A, 기계 독해, 문장 요약과 같이 자연어 처리 Task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경우 원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재현해야 

하는데 복합명사의 경우 형태소 단위의 단순한 토큰화만으로는 이후 원문의 

복합명사를 그대로 복원하기가 어렵게 된다. 본 연구의 방식을 적용하면 복합명사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의 경우 Voca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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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복합 명사의 처리는 언어 모델이 목적에 따라 이후 Task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새로운 단어들이 출현이 대부분 복합명사의 형태로 출현하고 또한 

목적에 따라 두개의 명사로 분리하거나 합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단순히 하나의 토큰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따로 그 표시를 함으로서 학습된 

언어모델과 이후 이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어떤 Task를 수행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도록 염두에 둔 토크나이징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국어의 특징을 반영한 심층 언어모델의 학습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딥러닝 학습에 최적화된 한국어 표기법의 특징은 세가지이다. 

기본적인 BERT의 학습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으며 같은 글자가 기능어로 

쓰일 때와 실질어로 쓰일 때를 구분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며 딥러닝에 의해 생성된 

결과를 쉽게 원래 문장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한국어특징을 반영한 토큰화의 예시  

    “한국어 코퍼스를 형태소단위로 딥러닝에 사용하면 성능이 좋습니다 “  

    ➔ “한국~어 코퍼스~~를 형태소~단위~~로 딥러닝~~에 사용~~하면 성능~~이             

더 좋~~습니다 “  

본 연구의 이러한 한국어 특징을 이용한 방식에 대해서는 딥러닝 학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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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표현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하였다[21]. 이러한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토큰화를 수행하는 시간은 1M Byte의 데이터에 대해 약 2초 정도가 소요되어 

100GByte 변환에 약 15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한국어 한 개의 어절 당 평균 2.2개의 

토큰이 생성되었다.  

2.3.  Vocab 

정제된 코퍼스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토큰화를 실시한 다음에는 

학습에 사용할 사전인 Vocab을 만들어야 한다. 전체 코퍼스에서 분석된 토큰 및 

나타난 빈도수를 기준으로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 학습코퍼스에 나타난 토큰별 빈도수 

토큰 수  코퍼스에서 나타난 빈도수 

129,830 1000 ~1999  

89,393 2000 ~2999  

71,746 3000 ~3999  

61,134 4000 ~4999 

53,803 5000 ~5999  

48,576 6000 ~  

한국어 심층 언어모델 BERT 학습용으로 두가지 사이즈의 Vocab을 선정하였다. 

대화 분석용 모델에 사용할 Vocab으로는 5만 단어 수준으로 하였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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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석용 모델의 Vocab으로는 9만 단어수준의 Vocab을 사용하였다. 구글의 영어 

버전의 경우 3만개정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한국어 토큰화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보다는 큰 사이즈의 Vocab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어의 경우 영어보다 그 표현이 다양하고 전술한 대로 어절 단위가 아닌 

형태소 단위이며 같은 형태소 토큰이라도 복합명사의 처리, 기능어, 실질어의 

구분으로 인해 토큰의 수는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표 2 학습에 사용한 모델 및 모델의 Vocab 사이즈 

학습모델명 Vocab 사이즈 코퍼스에 나타난 빈도 모델의 용도 

HanBERT(90K) 89,393 (90K) 2000 번 이상  대화 분석용  

HanBERT(54k) 53,803( 54K) 5000 번 이상  문서 분석용  

Vocab의 선정은 전체 언어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문장내의 단어 간의 문맥상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문장분석시 

발생하는 UNK(Unknown Token)이 적으면서도 전체 사이즈는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호 등의 특별한 토큰 역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독해 등의 Task 에서 문서내의 표 인식을 높이기 위해 

HTML Tag 등도 Vocab에 인위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를 포함을 시켜 학습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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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Vocab의 사이즈가 크다고 무조건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VOCAB 의 선정기준이 중요하다.  

2.4. 학습용 데이터   

Vocab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학습데이터 세트를 만들었다. BERT 언어 모델의 

입력층에는 총 세가지의 각기 다른 목적의 임베딩(Embedding)정보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전체 모델의 일부로 학습이 되는 영역이다.  

토큰 임베딩(Token Embedding)은 Masked Learning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각의 토큰이 학습과정에서 임베딩 벡터화 되고 위치 임베딩(Position Embedding) 

은 해당되는 토큰이 문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정보에 따라 임베딩 벡터화 

한다. 마지막으로 세그먼트임베딩(Segment Embedding)은 입력에 사용한 토큰벡터가 

어떤 문장에 포함되는지 두 개의 문장을 기준으로 첫번째 문장에 포함된 것인지 

두번째 문장에 포함된 것인지를 벡터화 한다. 이러한 세개의 임베딩 벡터는 각각 

모델크기에 따라 768 , 1024 차원의 벡터로 구성하였다. 만들어진 세가지 벡터는 

그림 8 BERT input Layer의 임베딩 방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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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합하여. 그림 8과 같이 학습용 입력 데이터로 구성했다. BERT에서는 미리 

정해진 토큰인 CLS(문장의 시작), SEP(문장의 끝)등의 특수 토큰도 단어 토큰과 같은 

기준으로 토큰화 한다 입력 문장의 최대 길이는 512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경우 한 개의 문장에 평균적으로 20개 내외의 토큰이 

사용되므로 두 개 문장이나 하나의 문단이 한번에 학습의 입력문장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기계 독해 등의 여러 문장이 입력되는 것을 고려 512 

길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입력데이터는 그림 9와 같다.  

토큰 임베딩은 앞서 설명한대로 1개의 토큰에 대해 벡터를 할당하여 이 벡터가 

BERT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같이 학습이 되어 결과적으로 학습이 끝난 후에 해당 

토큰의 임베딩 의미를 지니게 되는 학습의 과정이다.  이때 총 Vocab 사이즈를 N 

이라 할 경우 토큰 임베딩 벡터의 총 임베딩 차원은 N * 768 사이즈가 된다. 

그림 9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한국어 BERT 모델의 학습용 input 데이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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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입력문장이 ‘나는 빵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라면 입력으로 그림 10과 같이 

구성이 된다. 이때 각각의 입력 토큰 벡터는 토큰 임베딩 층의 모델 벡터로부터 

참조 되어 계산된다.  

위치 임베딩(Position Embedding)은 입력되는 문장에서 각 각의 토큰이 위치하는 

정보를 나타낸다. BERT모델의 경우 학습 시 입력 토큰데이터의 최대 길이를 512로 

하고 있어 총 512 * 768 사이즈의 포지션 임베딩 데이터 행렬이 필요하며 이 역시 

학습이 되는 층이다.    

마지막으로 세그먼트 임베딩(Segment Embedding)은 학습 시 입력되는 두 개의 

그림 10 입력문장에 대한 토큰임베딩 

그림 11 위치 임베딩 벡터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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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중에 해당 토큰이 위치한 문장을 나타내며 이 역시 학습이 되는 층이다.  

모든 입력 데이터는 이렇게 세개의 입력 임베딩 층으로부터 참조되어 학습 시 

입력 값으로 합쳐져서 사용된다. 그 결과 입력 데이터의 크기는 512(L) * 768 이 된다. 

이러한 입력 데이터가 트랜스포머 층 까지 학습되는 구조는 그림 13와 같다 

 

트랜스포머 층은 두가지 Vocab 사이즈에 대해 각각 세가지 사이즈(Normal, Small, 

Medium, Large)로 구성하여 각각 학습을 하였다. 각 모델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 

그림 12 세그먼트 임베딩 벡터의 크기 

그림 13 BERT 모델의 Layer별 입력 및 출력 데이터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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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2.5. 모델 학습 

한국어 BERT의 학습은 기존 BERT 논문에 제시된 방식과 동일하게 두 가지를 

수행하였다. 첫번째 방식인 Masked Language Model(이하 MLM) 학습방식은 그림 

14와 같이 전체 토큰의 15%에 대해서 이중 80%는 마스크를 하고 10%는 다른 

임의의 토큰으로 치환한다. 나머지 10%에 애해서는 원래 토큰을 그대로 두고 문장을 

입력 하여 원래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이다.   

 Next Sentence Prediction(이하 NSP)학습은 그림 15와 같이 MLM 과 달리 두개의 

이어진 문장에서 뒤의 문장을 원래의 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으로 바꾸었을 때 

그림 15 Masked Language Model의 학습방식 

그림 14 Next Sentence Prediction 학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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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이를 이어지는 문장으로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학습은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매 스텝마다 모델 전체에 대해 딥러닝 

학습이 이루어진다. 각 모델별로 학습 스텝은 약 5백만 스텝 정도까지 학습을 

진행했다. 그림 16은 BERT 모델안의 각 변수들의 변화량이 학습 스텝에 따라 학습이 

진행 되면서 안정화 되어 가는 것을 10만 스텝 단위로 시각화 한 것이다. 초반에는 

변수들의 변화량이 매우 크게 변하나 학습 스텝이 4백만을 넘어서면서 부터는 그 

변화량이 적어지며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모델별로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 하면서 3백만~5백만 스텝 사이 적당한 시점에 학습을 종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Vocab의 사이즈와 모델의 크기를 바꾸어 가면서 총 5가지 

학습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으며 각 모델의 학습과 관련한 정보를 요약하면 표 3 과 

그림 16 스텝에 따라 모델내 값들의 변화량이 수렴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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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Vocab 크기에 따른 차이와 트랜스포머 층의 크기를 달리했을 때의 차이 등을 

알아보고자 구글의 BERT 모델과 같은 Normal 사이즈의 모델 외에 추가로 모델의 

사이즈를 임의로 바꾸어 가면서 5가지 모델에 대해 학습을 하였다. 모델의 사이즈는 

임베딩의 차원을 768과 1024로 변경하면서 높은 차원의 임베딩이 더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트랜스포머의 층을 6층에서 18층까지 바꾸어 

보았다. 표4는 구글 BERT의 모델 사이즈를 표시한 것이다  

.    

표 4 구글 BERT의 모델 사이즈[7] 

표 3 본 연구에서 학습한  5가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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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 모델의 크기와 Vocab 사이즈를 바꾸어 가면서 학습을 시킨 사전학습 

모델 5가지 한국어 BERT 심층언어모델에 대하여 각각 평가목적의 자연처처리 Task에 

따라 추가 모델을 파인 튜닝 하여 5가지 언어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일부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초기치 설정의 문제가 발생하여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언어모델은 그 자체로서는 자연어 처리 Task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언어모델 자체의 성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사전 학습된 

언어모델의 출력단에 수행하고자 하는 Task인 기계독해, 감성분류, 문장분석, 요약 

등에 필요한 파인 튜닝 모델을 연결하고 전체 모델을 학습시켜 결과적으로 언어모델 

기반의 자연어 처리 Task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파인 튜닝으로 연결하는 딥러닝 

Task 모델의 자체 성능 그리고 파인 튜닝 학습데이터의 품질, 학습 방식 역시 전체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처리 Task 파인 튜닝 자체가 성능 평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BERT모델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파인 튜닝 모델과 공개된 학습데이터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어 심층 언어모델의 학습방식에 따른 언어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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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한국어 평가용 데이터 셋의 종류가 많지 않아 언어모델 및 자연어처리 

딥러닝 모델의 성능 비교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인용되는 것 중 하나인 네이버 

영화평 데이터인 NSMC(Naver Sentiment Movie Corpus)와 LG-CNS가 공개한 

KorQuAD(Korea Question and Answering Dataset) 1.0 과 2.0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2. NSMC 데이터셋 평가 결과  

파인 튜닝 모델로는 그림 17과 같이 입력 문장마다 구분자(Class Classifier)로 긍정, 

부정에 대한 레이블링을 하여 입력 문장에 대해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실시하였다.   

NSMC데이터는 총 16만개의 영화평에 대한 공개된 데이터이다. 각각의 데이터는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화평에 대해 긍정과 부정으로 레이블이 되어 

있다. NSMC 데이터셋의 구조는 그림 18 예시와 같이 각각의 사용자의 영화평 

그림 17 NSMC 평가에 적용한 Fine Tuning 모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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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대해 긍정에는 1 부정에는 0 이라는 레이블이 붙어있는 구조이다.  

언어모델에 파인 튜닝 모델을 연결하여 학습한 과정과 결과는 그림 19와 같다. 

언어 모델의 사이즈에 따라 안정화되기까지 학습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습 스텝 횟수는 일정 수준 이후부터는 안정화되어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분류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은 그림 20의 수식인 

그림 18 NSMC 학습데이터의 구조 

그림 19 모델별 학습스텝에 따른 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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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을 이용한 F1 스코어를 사용하였다  

54K 모델이 90.3, 90K 모델이 90.2로 두 모델 모두 큰 차이 없이 좋은 성능결과를 

보였다. 또한 임베딩 차원과 트랜스포머층을 달리한 모델의 크기에 따른 성능차이는 

90K Small Model이 89.84로 낮게 나온 것에 비해 Middle 모델과 Large 모델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NSMC에 데이터에 대해 전자통신연구소가 공개한 심층 언어 모델인 KorBERT를 

이용하여 감성분석 파인 튜닝을 진행한 전북대학교의 F1 스코어 결과인 [22] 86.57, 

국민대학교에서 전자통신연구소 KorBERT 를 이용하여 감성분석용 파인 튜닝 한 

결과 [23] F1 스코어 89.90에 비해 본 연구에서 학습시킨 한국어 BERT의 성능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북대에서 사용한 KorBERT 모델은 학습에 사용한 

코퍼스가 적고 입력 문장의 길이도 128로 학습을 진행 하였기에 이번 결과를 

언어모델 자체의 성능의 절대적인 비교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NSMC 학습 환경이 

다른 것 역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전술한 대로 언어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파인 튜닝 환경에서 언어모델만 변경하여 테스트를 해야 

그림 20 Fi 스코어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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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표 5 BERT 언어모델기반의 여러 기관의 NSMC Task 성능[21] 

Model F1 

BERT(다국어 버전) 

 

 

 

87.43 

KorBERT[21] 86.57 

KorBERT[22] 89.90 

HanBERT(54k) - Normal 90.3 

HanBERT(90k) 90.2 

3.3. KorQuAD 데이터셋 평가 결과  

KorQuAD1.0(Korea Question and Answering Dataset)은 질문답변 60,407개의 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학습데이터와 5,774개의 테스트용 질문 답변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2.0은 1.0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20,000개 이상의 질문 답변을 포함 100,00개 이상의 

쌍으로 구성된 한국어 기계 독해(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데이터셋으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SQuAD(Stanford Question Answering Dataset) 영어 

데이터셋과 함께 기계 독해(Machine Reading and Comprehension) 분야의 성능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한국어 공개 데이터 셋이다.  Wiki의 코퍼스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질의 응답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의 데이터의 형태는 그림 2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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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파인튜닝 모델은 사전학습 된 한국어 BERT 의 출력단에 다시 기계 독해를 위한 

별도의 파인튜닝  모델을 연결하여 KoeQuAD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 학습을 시켜 그 

성능을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파인튜닝 학습  방식은 BERT의 첫번째 

입력문장으로 질문을, 두번째 입력 문장으로 지문을 주고 학습을 위한 레이블링은 

그림 21과 같이 출력단에 지문내 정답의 시작 토큰과 끝나는 토큰의 위치를 

레이블링 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 데이터로는 KoQuAD1.0 데이터와 2.0 

그림 22 KoQuA의 학습 데이터 구조 

그림 21 기계독해 파인튜닝 모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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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두를 사용하였다.  

KoQuAD2.0 의 평가용 데이터 셋에 대해 검증을 한 결과는 표 6에서와 같이 

Vocab 사이즈가 작음에도 54k Model이 90모델 보다 더 높게 나왔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표 6 KorQuAD 2.0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결과 

Model F1 

Han_BERT(90k) 71.19 

Han_BERT(54) 70.44 

2021년 5월 SOTA 

 

89.82 

본 연구 결과 이후 많은 기관에서 KoQuAD 데이터에 대해 최적화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 기계 독해 모델의 경우 성능을 검증하는 데이터셋에 특화 시켜 파인 

튜닝 모델을 다양하게 학습을 하여 특정 데이터 셋에 성능을 최적화 시키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전 학습된 언어모델의 성능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계 

독해 파인 튜닝 Task에 대해서는 BERT논문에서 제시한 기본 방식을 적용하였다.  

KoQuAD 1.0 데이터를 이용한 성능 평가에서는 표 7과 같이 공개 모델인 Google 

BERT의 다국어 버전 모델 및 타 연구의 결과보다 그 성능이 우수하게 나왔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한국어에 특화된 학습방법이 영어식 학습방식보다 

언어모델 자체의 성능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KorQuA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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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서는 본 연구에 적용한 두 가지 Vocab 사이즈 모델이 KoQuAD2.0에서와 같이  

Vocab 사이즈가 다른 54K 모델과 90K 모델이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모델 사이즈에 따른 결과는 NSMC 결과와는 다르게 표8과 같이 모든 모델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8 모델 크기에 따른 KorQuAD1.0 성능비교 

Model F1 

Han_BERT(54K) -Normal 92.93 

Han_BERT(54K) -Medium Large 92.65 

Han_BERT(90K) -Normal 92.48 

Han_BERT(90K) -Medium Large 92.41 

     

표 7 KoQuAD 1.0 데이터에 대한 여러 모델의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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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4.1. 한국에 특징에 맞는 토큰화 

 언어모델은 기본적으로 토큰의 분석 방식과 단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진다. 한국어의 경우 어미 및 조사의 다양한 활용으로 인해 같은 

문자라도 그 위치에 따라 문장내에서의 문법적 기능은 물론 의미적 변화까지 

일으키는 교착어의 특성으로 인해 어떻게 토큰을 정의하고 찾아내는가에 따라 많은 

성능의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한국어 언어모델을 학습시킨 기관마다 동일하게 

토큰화에는 형태소분석기를 사용하나 사용한 형태소 분석기의 성능이나 적용한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시킨 언어모델이 다른 성능 역시 차이를 보인다.  

표 9는 동일한 문장에 대해 형태소 분석기 마다 다른 형태소 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문장이라도 형태소 분석기의 성능에 

표 9 여려 형태소 분석기의 다른 결과들 



 

41 

 

따라 형태소 분석에 따른 결과 토큰이 달라진다. 이러한 결과는 1차적으로는 

Vocab의 구성에 영향을 주고 2차적으로는 언어모델의 임베딩 벡터에 영향을 주게 

되어 전체 언어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부분의 국내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는 상업화된 형태소 분석기가 거의 없어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공개된 형태소 분석기인 Mecab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형태소 분석 레벨에서부터 연구 또는  

수행하고자 하는 Task에 따라 분석 방식의 최적화를 시도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독창적으로 제시한 딥러닝 전용 한국어 형태소 표기법이 심층 

언어모델에 최적화된 것 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형태소 분석이후 

토큰 레벨에서 변화를 시도 한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형태소 분석 만으로 원래 모델에 적용된 영어에 특화된 딥러닝 언어모델 

학습원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한국어의 특징을 살린 언어모델을 학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형태소분석 방식이나 그 결과에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한국어만의 특징을 반영한 문법적인 요소를 추가로 고려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양한 형태소 분석기의 성능에 따라 언어모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된다면 좀더 발전된 한국어 토큰의 구성방식에 대한 여러 방식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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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Vocab 구성 및 크기   

본 연구에서 성능 평가 시에 사용한 기계독해 Task 평가용 KoQuAD2.0 데이터 

셋에는 테이블 구조가 있어 언어모델이 테이블을 이해 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 문자가 아닌 HTML 문서에 나타나는 Tag 정보를 

Vocab에 일부 포함 시켜 파인 튜닝 단계에서 학습을 시도해보았다. 이 경우 기존 

텍스트만을 Vocab으로 사용하여 학습을 한 경우와 HTML TAG와 같이 학습을 시도한 

경우 Tag등이 학습이 되고 기계독해 Task의 F1 스코어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현상을 

발견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어 심층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때 그 사용 목적에 

따라 Vocab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준다면 동일한 코퍼스를 가지고 학습한 같은 

언어모델이라도 Vocab구성을 통해  서로 다른 학습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학습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과정에서 사전학습 이후에 파인 

튜닝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추가한 Tag 등이 그림 23과 같이 자연스럽게 기존의 

언어모델에 학습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후 Vocab 구성과 Task의 상관 관계에 

대한 분석을 연구 주제로 삼는다면 좋은 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부수적인 결과로 Vocab을 도메인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조정하여 

수학이나 과학분야애 사용하는 기호나 특수한 도메인에 특화된 약자 등을 Vocab에 

인위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특정 도메인에 최적화된 전용언어모델 또는 특화된 

Task를 수행하는 언어모델에 대한 학습 방식을 연구할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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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의 크기에 따른 성능 측면에서는 54K 모델과 90K 모델의 경우 Vocab 

사이즈가 언어모델 및 Task 성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현상에 대해 

모델이 커질 경우 좀더 많은 학습 Corpus 가 필요한가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이나  

연구할 가치가 있다. GPT 이후 나오는 언어모델들이 점점 더 큰 규모의 모델과 

학습데이터로 진화하는 추세로 보아 모델의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가설은 여전히 유효한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   

 

4.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한국어의 특성을 살린 BERT 언어모델의 학습방식에 대한 연구이다. 

그림 23 좌측 첫번째 HTML Tag 영역으로 학습이 되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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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한국어 학습방식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학습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환경의  비용 

부담으로 순수 학문적인 연구 과제로는 다양한 실험을 하기 어려운  과제였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식이 기존의 다른 오픈 소스 한국어 BERT 

모델과 파인 튜닝 결과의 비교를 통해 서로 다른 학습 방식에 따른 BERT기반의 

한국어 언어모델의 성능 비교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른 연구기관의 

언어모델의 구체적인 학습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학습 방식의 차이에 따른 

언어모델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Task 모델의 성능 역시 언어모델 자체의 성능을 상징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학습방식으로 학습된 언어모델이 더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서로 다르게 

학습된 동일한 언어모델에 대해 같은 파인 튜닝 방식과 다양한 데이터 셋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  

Vocab구성에서 인위적으로 HTML Tag 를 넣었을 경우 기계독해 Task에서 성능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Vocab에 있는지 아닌지 혹은 파인 튜닝 학습의 문제인지 

등의  분석 및 Tag 종류를 어느 정도까지 추가해야 테이블의 정보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와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Vocab 의 유형에 대한 효과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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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본 연구의 활용 방안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국어 자연어 처리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두가지의 

활용 방향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한국어의 토큰화가 최종 자연어 처리 Task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분야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토큰화 방식을 통해 연구자가 의도하는 토큰 및 

Vocab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전체 자연어 처리 시스템에서 목표로 하는 Task의 

성능을 비교 검증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는 도메인별 

언어모델 구축에 이러한 방식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두번째로는 BERT라는 언어모델을 비롯하여 다양한 언어모델이 등장하고 있고 

충분한 학습용 코퍼스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여러 언어모델에 대해 

한국어의 특징을 실린 학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계기로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어 심층 언어모델을 이용한 한국어의 특징을 

살린 학습방식 및 자연어 처리 연구가 이루어 지길 바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특징을 반영한 심층 언어모델의 학습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딥러닝 학습에 최적화된 학습데이터 구성방식을 제시하고 

한국어의 특징을 반영한  BERT 언어모델의 학습과정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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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교착어로서의 특징을 보이는 언어이므로 어절, 단어 단위의 

토큰화 보다는 형태소 단위의 토큰화가 더 적절한 방식이며 이 경우 토큰화에 

사용하는 형태소 분석기의 성능 역시 언어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가지 학습데이터의 토큰화 방식이 기존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바로 Vocab을 구성하는 방식과 성능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Vocab의 크기와 모델의 크기가 다른 모델들에 대해 공개된 데이터셋으로 한국어 

자연어 Task를 파인 튜닝하여 그 성능을 평가해 본 결과 Vocab 의 크기 및 모델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언어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의미는 한국어 심층 언어모델에 대한 학습 방식에 대한 연구로 

언어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학습방식 외에 한국어의 특징에 맞는 학습데이터의 

준비 방식에 대한 연구로 기존의 다른 연구와는 다른 관점의 연구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BERT , GTP , T5등 새로운 언어모델이 빠르게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언어모델이 도메인 별로 특화되어 학습되거나 거대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별 Task 모델도 빠르게 그 성능을 개선하고 있어 좀더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어에 특화된 언어모델 및 이에 대한 학습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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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field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he use of deep learning based  

language models is becoming more common, but there are few research cases on 

learning methods of language model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In this study, a learning method of a pre-trained deep learning based language 

model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of Korean language 

by reflecting the an agglutinating languag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 structure and learning method of the BERT language model was 

proposed. To make use of the grammatical features of Korean, three tokenization 

methods were proposed. The first wa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berrant words 

through morpheme-based tokenization, and the second was to reflect the features of 

the conjugated words and the meaning as an independent morpheme. Words were 

classified and processed as separate tokens. Third, in the case of compound nouns, 

token processing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noun was classified so that the 

original word could be restored at the result stage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addition, this study pre-processes the Korean large-capacity original text corpus, 

refines it into learning data necessary for actual learning, and uses it to directly perform 

the entire learning process of the language model, and is viewed through the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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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ng Task using the results of learning. We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deep learning language model learned by the method proposed in the study.  

The result was an F1 score of 92.2 in the sentiment analysis task using the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which was higher than the 87.07 of Google's multilingual 

version. For the same data, it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89.90 of KorBERT, 

the BERT language model released by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In machine read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other fine-

tuning task, performance was evaluated using KoQuAD data, and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F1 score of 92.93, it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90.75 of the BERT multilingual version. 

Keywords: Korean BERT , Language Model , BERT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Fine 

Tuning, Machine Reading and Comprehension , NSMC , KorQu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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