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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단어 임베딩[1]은 자연어 처리 모델에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단어 임베딩을 얻는 모델은 Word2Vec[1]와 

GloVe[2]등이 있다. 이들은 모든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여 단어 임베딩을 얻으며 좋은 효율을 내고 있다. 하

지만 이들 모두 단어에 대해 독립적으로 벡터를 학습하

기 때문에 단어의 복잡한 특성, 다의성 등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3]의 논문은 이러한 문

제를 처리하기 위해 ELMo라고 불리는 Bi-LSTM Language 

Model을 제안했다. ELMo는 단어마다 고유 벡터를 가지지 

않고 Context에 따라 단어의 벡터가 달라진다. 이를 통

해 현재 단어 임베딩 모델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단어 임베딩에 대한 연구는 영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어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할 때에 문제가 발

생한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형태적으로 복잡한 언어

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단어가 파생될 수 있어서 영어

와 같이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 임베딩을 생성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형태소 정보

로부터 얻은 표상을 합성하여 합성된 단어 표상을 학습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ELMo를 한국어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

의 음절 표상의 합성을 통한 단어 표상을 형태소 표상의 

합성을 통한 단어 표상으로 바꾸었으며 현재 단어 표상

에서 다음 단어 표상을 예측하는 기존 모델과 같이 다음 

단어 표상을 예측할 때 한국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어 표상에서 다음 단어 표상을 예측할 때 다음 

단어 표상을 형태소 표상으로 분리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형태소와 마지막 형태소를 예측할 수 있게 확장하

였다.

2. 관련 연구
단어 임베딩 모델은 단어가 출현하는 빈도를 세는 모

델과 단어와 그 주변 단어들로부터 예측하는 예측 모델

로 나눌 수 있다. 예측하는 모델에는 [1]에서 제안한 주

어진 단어로부터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Skip-gram모델과 

주변 단어로 현재 단어를 예측하는 CBOW 모델이 있다. 

단어가 출현하는 빈도를 세는 모델은 corpus내에서 단어

의 동시 등장 확률을 계산하는 [2]가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각 단어에 대해 문맥 독립적인 벡터를 학습하기 때

문에 단어를 정확히 표상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근의 문맥 의존적인 표상을 반영하기 위해 machine 

translation기반의 [4]의 CoVe 모델이 제안되었지만 

machine translation이 가지고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길

이의 제한 때문에 단어 표상의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했

다. 가장 최근 [3]에서 제안한 ELMo는 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로 현재 다양한 NLP 문제에 

적용하여 뛰어난 성능 향상을 보였다.

3. Bi-Language Model(ELMo)
본 연구가 기존의 ELMo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ELMo는 단어 표상 을 얻어 다음 단어 표상  이나 

그 전 단어 표상  을 예측하는 모델이지만 본 연구에

서는  단어 표상 로부터 다음이나 이전의 처음 형태소

와 마지막 형태소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이는 미등록단

어(out of vocabulary)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3.1 음절 표상을 합성한 Language Model
기존 Elmo[3]는 음절 표상을 합성하여 단어 표상을 만

든다. 이때 합성은 Convnet을 이용하여 합성한다.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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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단어 표상은  로 나타낸다. forward language 

model은 단어 표상의 history 이 주어졌을 

때 의 확률을 계산하고 backward language model은 단

어 표상의 history 이 주어졌을 때 의 확

률을 계산한다.

      
  



      

      
  



      

3.2 형태소 표상을 합성한 Language Model
기존 Elmo[3]는 음절 표상을 합성하여 단어 표상을 만

들었다면 한국어를 적용할 때에는 그림 2에서와 같이 형

태소 표상(고향과 은)을 합성하여 단어 표상 를 만든

다. 이때 합성은 Convnet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표상을 Bi-LSTM에 적용해 양방향의 은닉 표상 

  


을 얻는다. L은 Bi-LSTM의 layer의 수를 뜻한다. 이

때 은닉 표상의 결과는 다음 단어 표상   또는  

을 예측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형태학적으로 복잡한 언어

에 속해 무수히 많은 단어 표상이 만들어져 예측하기 힘

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단어 표상으로 합성되기 전의 형태소의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예측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1은 Forward방향의 

예측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의 다음의 처음 형태소인 

“서울”과 마지막 형태소인 “입니다”를 예측한다. 은

닉 표상   


에 다층 신경망 MLP를 적용하여 처음 형태

소를 나타내는 표상   


, 마지막 형태소를 나타내는 

표상   


을 얻어 처음과 마지막 형태소를 예측한다. 기

존의 딥러닝 모델들은 마지막 Layer의 은닉 표상만을 사

용했지만 현 모델은 Layer마다 가중치를 적용해 가중치

가 적용된 Layers 표상을 사용한다.

3.3 학습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로 Crawling을 하여 얻은 Wiki data를 활

용하였다. 단어장 크기는 1,437,890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문서의 토큰 수는 114,537,345로 [3]논문의 토큰 

수인 768,648,884의 비해 적은 양의 문서에서 학습하였

다. 

3.4 Fine tuning
Fine tuning은 두가지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1) SPMRL’14 데이터 셋으로 ELMo만 학습
그림 2 형태소 표상 합성

그림 1 형태소 표상을 합성한 Language Model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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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RL’14 데이터 셋은 학습 데이터인 Wiki dataset보

다 훨씬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overfit를 방지하기 위

해 학습 epoch를 수를 조절하여 학습시켰다.

2) SPMRL’14 데이터 셋으로 ELMo와 파싱 모델을 함께 

학습

4. 실험
실험은 SPMRL’14 데이터셋으로 진행하였고 모델은 

Biaffine attention[5-6]을 이용한 그래프 기반 파싱 모

델을 사용하였다. 이때 단어 표상을 위한 형태소 합성은 

CNN으로 합성한 모델과  LSTM으로 합성한 모델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위의 두 기본 모델의 형태소 임베딩은 사전 

학습된 형태소 임베딩을 사용하였다. 사전 학습된 형태

소 임베딩을 얻기 위해 형태소로 이루어진 한국어 코퍼

스에 Glove[2]를 적용하여 학습하였다. 학습된 ELMo 

embedding의 적용은 합성된 단어 표상에 결합하여 진행

하였다. 1) fine tuning은 fine tuning을 SPMRL’14 데

이터 셋으로 ELMo만 학습한 후 학습된 ELMo를 적용한 모

델이고 2) fine tuning은 fine tuning을  SPMRL’14 데

이터 셋으로 ELMo와 파싱 모델을 함께 학습하는 모델이

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UAS LAS
Biaffine Parsing(CNN) 90.95% 90.33%
1) fine tuning(CNN) +

KoELMo
91.16% 90.60%

2) fine tuning(CNN) +

KoELMo
91.07% 90.52%

Biaffine Parsing(LSTM) 91.13% 90.54%
1) fine tuning(LSTM) +

KoELMo
91.39% 90.79%

2) fine tuning(LSTM) +

KoELMo
91.27% 90.70%

표 1. Biaffine Parsing에서의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KoELMo를 합성한 모델이 기본 모델의 

성능보다 성능 향상을 보였다. 그 중에서 1) fine 

tuning이 2) fine tuning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2) fine tuning은 파싱 모델과 같이 학습하면서 ELMo가 

과적합(overfitting)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를 ELMo에 적용하기 위하여 형태

소를 합성한 단어 표상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된 단어 임 

베딩을 얻었다. 실험 결과, SPMRL’14 데이터 셋을 이용

한 Biaffine Parsing에서 기본 성능보다 향상된 성능을 

얻었다. 향후 학습된 단어 임베딩을 개체명인식, 의미역 

결정, 질의응답 등에 적용하여 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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