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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절을 통한 양질의 입력 자질을 구성하는 것은 언어모델의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분절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문장 분류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어의 특징에 맞는 분절 기법을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해, 우리는 한국어

문장 분류 태스크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절 기법이 무엇인지 감성 분석, 자연어 추론, 텍스트 간 의미적 유사성 판단

태스크를 통해 검증한다. 이 때 비교할 분절 기법의 유형 분류 기준은 언어학적 단위에 따라 어절, 형태소, 음절, 자모

네 가지로 설정하며, 분절 기법 외의 다른 실험 환경들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분절 기법이 문장 분류 성능에 미치는

영향만을 측정하도록 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자모 단위의 분절 기법을 적용한 모델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반복 실험 간 편차가 적어 일관적인 성능 결과를 기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언어학적 분절, 토큰화, 문장 분류, 언어모델

1. 서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다.”,하나의문장을분절하는방법에따라그의미가달라질수

있다. 문장의 분절은 주어진 문장을 이해하는데에 직접적인 영

향력을 가지는 요소이다. 이처럼 언어모델이 하나의 혹은 여러

문장을 가지고 세부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문장 분절에

따른입력자질의구성방법은문장의의미파악과직결된다.문

장에서의 효과적인 분절 방법을 통한 자질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은 세부 태스크에서의 모델 성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양질의 입력 자질을 구성하는 것은

필수적이고,이를위해문장을적절하게분절해야한다.문장을

적절하게분절하는것은,분절과정에서해당언어의특징을고

려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어처리 세부 태스크에서

대상 언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분절 전략에 집중

하고자 한다. 즉, 문장의 분절 관점에서 한국어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기법을 찾아내기 위해 분절 기법들 간의 비교

실험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 문장 분류를 위한 적절한 분절 기법에 대한 객관적 결과를

제시하는 언어학적 분석이 가미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한국어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분절 전략을 찾기 위해, 먼저

한국어가 갖는 특징, 그리고 그 특징 중에서 입력 자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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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장의 의미 파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어가 갖는 교

착어적 특성 및 음소문자로서의 특성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분류하는 태스크에서 어려움으로 작

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분절

전략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언어학적 분절의

필요성과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문장을 언어학적

단위로 분절하는 기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4장에서

는 세부 태스크 및 실험에 관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관해 논의한다.

2. 연구 배경 및 관련 연구

2.1 연구 배경: 한국어에서의 언어학적 분절의 필요성

한국어 문장 분류 태스크에서 문장의 의미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특징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첫번째로, 한국어는

알파벳을 사용하는 영어나 라틴계 유럽어와 같은 굴절어와는

달리 교착어적 특성을 가진다. 즉, 접사의 역할을 하는 조사 혹

은 어미가 어근과 결합하여 어절의 의미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조사나어미에의해어절의의미가달라지므로,접사에

따라 서술어의 역할이 능동, 피동 혹은 사동으로 변화하기도,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 간의 관계가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덜미를 잡았다.’와 ‘덜미를 잡혔다.’라는 두 문장은 선어

말어미 ‘-히-’의 존재로 인해 문장의 의미 즉, 능동과 피동의

여부가 달라진다. 또한, ‘나’라는 체언 뒤에 ‘-는’이 오는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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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를’이 오는지에 따라 해당 어절이 주어 ‘나는’인지, 목적어

‘나를’인지가 좌우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한국어는 음소문자로서 형태소 혹은 음

절 하나가 초성, 중성 그리고 종성의 결합으로 이뤄진다는 점

이다. 이는 이미 문자 하나가 최소의 단위이자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알파벳 언어나 혹은 같은 교착어인 일본어,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자모 체계의 존재로 인해 초성, 중성, 혹은

종성의 변화에 따른 음절 혹은 형태소의 의미 변화까지 고려해

야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강’의 초성이 변화하여 ‘상’이 되

거나, 중성이 변하여 ‘공’ 혹은 종성이 변하여 ‘감’이 되면 모두

원래의 음절인 ‘강’의 의미는 사라지고, 다른 의미를 가지게된

다. 이렇게 자모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 음절이 또 다른

음절과 결합하여 각각 ‘공상하다’, ‘공공하다’ 혹은 ‘공감하다’

로구성될때,문장의핵심인서술어의의미가서로달라지므로

결국 문장의 의미도 서로 달라지게 된다.

언급한 두 가지 특징에 의해 작은 차이가 문장의 의미가 변

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들을 잘 반영한 입력 자질을

언어모델의 입력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를 위해 입력 자질의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는 분절의

관점에서, 영어와 같은 단순히 단어 단위의 분절이 아닌, 보다

언어학적으로세분화된분절전략의적용이필요하다.특히,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 문장 분류 태스크에서 ‘언어학적 분절’의

중요성을확인한다.본연구에서언어학적분절의범주는어절,

형태소, 음절, 자모 네 가지의 기법으로 나누어 고려한다.

2.2 관련 연구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OOV(Out-Of-Vocabulary) 문제 해결

을위해,단어를보다더작은단위인서브단어단위로분절하여

토큰화하는기법인서브워드알고리즘이출현하였으며,대표적

인 알고리즘으로는 BPE[1], Wordpiece[2], Sentencepiece[3]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분야에서도 OOV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제안된 토큰화 전략에 관한 연구가 있다[4,

5, 6]. 이러한 토큰화 단계의 효과적인 구성을 위하여 개별 분

절기법의적용을시도한연구들이있는데,자모단위의토큰화

기법이 OOV 문제의 발생 확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검증

한 연구[7], 한국어 어절의 분해 혹은 음절의 분해 및 재조립에

주목한 연구[8, 9]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여러 개별 단위의

토큰화 전략을 구성한 연구가 있다[10, 11].

하지만, 이러한 개별 연구들의 결과들로는 문장 분류 태스

크에서 분절 기법 간의 성능 차이만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즉, 문장 분류를 대표하는 태스크들에서, 분절 기법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동일 하게 맞추고, 분절 기법 간의 비교

검증만을 진행한 종합적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분절 기법에

표 1. 해당 표는 각 언어학적 분절 기법에 따른 예시 문장 “세

종은 조선의 국왕이다.”의 분절 결과를 보여준다. 서브워드 알

고리즘을 통해 토큰화가 진행되기 이전의 상태이다.

분절 기법 분절 결과

세종은 조선의 국왕이다.

어절 세종은/조선의/국왕이다/.

형태소 세종/은/조선/의/국왕/이/다/.

음절 세/종/은/ /조/선/의/ /국/왕/이/다/.

자모 ㅅㅔㅈㅗㅇㅇㅡㄴ/.../ㄱㅜㄱㅇㅘㅇㅇㅣㄷㅏ/.

따른 태스크의 성능 결과를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정성적인 분

석을 통해 현상의 규명과 연구자의 이해를 돕는 연구는 존재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국어 도메인 연구자들이 문장 분류

태스크 수행을 위한 입력 자질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분절

기법을 사용할지에 관한 객관적 비교 지표 및 언어학적 분석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어

문장 분류 태스크에서의 효과적인 분절 기법 간의 명확한 비교

연구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력 문장의 분절 기법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

고, 각 분절 기법이 세부 태스크에서 가지는 효과성의 차이에

대해서만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객관적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다.

3. 한국어 문장 분류에 효과적인 분절 전략

분절 유형의 분류 기준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네 가지 단위로

나누어, 표 1의 예시와 같이 각각 어절 단위, 형태소 단위, 음절

단위, 자모 단위로 설정한다. 각 분절 단위는 어떤 단위의 분절

기법이 한국어의 특성들을 잘 고려하여 문장 단위 분류 태스크

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구분한다.

또한,네가지언어학적분절과함께토큰화단계에서이미기존

연구들에 의해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서브워드 알고리즘을 적

용한다.그중 Sentencepiece알고리즘은언어에구애받지않는

토큰화 기법으로써, 교착어적 특성을 가진 소위 CJK(Chinese,

Japanese, and Korean) 언어 즉,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에도

적합하다는 것이 기 검증 되었으므로[3] 한국어 도메인 연구인

본 연구에서 이 서브워드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어절 단위 어절 단위로 분절한 뒤 서브워드 알고리즘을 적용

한다. 서브워드 알고리즘을 한국어에 적용하는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다.

형태소 단위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실질 형태소로부터 조사,

어미 등의 다양한 문법 요소를 분절한 뒤 서브워드 알고리즘

을 적용한다. 즉,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로 분리한 후에 서브워드 알고리즘을 적용

하는방식이다.형태소단위의문법적정보를사전에제공한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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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학습하는 것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음절 단위 음절 단위로 분절한 뒤 서브워드 알고리즘을 적용

한다. 단, 띄어쓰기도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로 분절된다. 각각의 음절을 하나의 인코딩

단위로 보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자모 단위 자모 단위 분절은 각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리한 뒤 서브워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 기법을 통해 모

델이 자모 체계를 학습하는 것이 문장 단위 태스크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한다.

실험에 앞서, 한국어 문장 분류 태스크에서 어려움을 야기

하는 한국어의 특징들에 대해 각 분절 기법이 가지는 효과를

언어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문장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가 가지는 교착어적 특성,

즉 조사와 어미라는 문법 요소에 따른 어절의 의미 변화를 잘

포착하고, 또한 음소문자의 특성, 즉 자모의 결합에 따른 음절

혹은 형태소의 의미 변화를 잘 고려해야한다. 이 두 가지 특성

을 모두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분절 기법이 좋은 성능을

낼것으로기대하며,특히문장의핵심성분인주어와서술어를

두 관점에서 포착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형태소 단위의 분절은 실질 형태소로부터 문법 형태소를 분

리하여 고려 가능하나, 형태소 분석기에 의존하므로 잘못된 분

석 결과로 입력 자질을 구성할 경우 오히려 성능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 또한, 자모의 변화 역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음절단위분절의경우,모든음절을분리하므로 ‘-은’

과 같은 조사나 ‘-다’와 같은 어미를 완벽하게 분리 및 고려 가

능하지만, 동시에 오히려 의미 파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어말어미 ‘-았/-었’에 의해 시제만 달라질 뿐 행위 자

체의 의미는 같은 동사 ‘하다.’와 ‘했다.’를 ‘하-’에 ‘-ㅆ’이 붙어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와 ‘했’ 음절에 대해 상관

성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자모 단위 분절을 활용할 경우,

자음과 모음의 결합 유형에 따른 음절 혹은 형태소의 의미 변

화를포착할수있다.예를들어,사전학습시단어사전의형성

과정에서 ‘-ㅆ다’와 같이 앞 음절의 종성과 함께 구성된 형태가

출현하는 것은 문장의 핵심 성분인 서술어의 의미 변화를 포

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음절의 초성, 중성, 종성으로의

분해 및 재결합에 의해 ‘-는’과 ‘-은’이 공통적인 역할을 하면서

초성만 ‘ㄴ’에서 ‘ㅇ’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파악 가능하므로,

조사나 어미에 따른 교착어적 특성도 포착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모 단위 분절 기법은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이

나 음소문자의 특성을 둘 다 포착 가능하므로, 문장의 이해 및

분류 태스크에 효과적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림 1. 언어학적 분절 기법에 따른 모델 구조

4. 실험 및 실험결과

4.1 데이터셋

4.1.1 네이버 NSMC 데이터셋

주어진 하나의 문장을 긍정적인 피드백인지, 부정적인 피드

백인지 밝혀내는 태스크인 감성분석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로공개된네이버영화리뷰데이터셋1이다.입력된문장

을 0에 해당하는 부정적(Negative), 1에 해당하는 긍정적(Pos-

itive) 두 가지 표지로 분류한다. 150,000개의 훈련 데이터와

50,000개의 평가 데이터로 이루어져있다.

4.1.2 KorNLI 데이터셋

영어로 된 SNLI, MNLI, XNLI 데이터셋을 기계 번역하여

구성한 한국어 자연어 추론 데이터셋이다[12]. 주어진 두 문

장 간의 관계를 함의(entailment), 모순(contradiction), 중립

(neutral) 세 가지 유형으로 의미 관계를 분류하는 태스크인

자연어 추론 태스크에 활용한다.

4.1.3 KorSTS 데이터셋

KorNLI 데이터셋과 동일한 논문에서 공개된 데이터셋[12]

으로, 해당 데이터셋은 텍스트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평가하는

태스크에 활용하며, 주어진 두 문장 간의 의미적 유사성의 정

도를 0.0에서 5.0 사이의 실수로 산출한다. 0.0에 가까울수록

불일치, 5.0에 가까울수록 일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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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음 표는 미세 조정 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보여준다.

Hyperparameters NSMC KorNLI KorSTS

Max. epochs 5 10 15

Learning rate {1e-5, 3e-5, 5e-5}
Train batch size 128

Test batch size 64

Max seq. length 128

Weight decay 0.1

4.2 실험 환경

사전 학습을 진행한 모델은 BERT 모델[13]의 학습 기법 중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Next Sentence Prediction 기법을 제외

하고, 정적으로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하는 Masked Language

Model 기법을 동적 마스킹으로 대체한 사전 학습 언어모델인

RoBERTa 모델[14]이다. RoBERTa 모델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국어위키피디아데이터셋2으로학습을진행하였다.사전학

습 시의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Batch size는 8K, Learning rate

는 1e-6, Max seq. length는 256, Total update steps는 100K,

Warmup steps는 6K로 설정하였다.

미세 조정 시에는 사전 학습을 통해 생성된 네 가지 모델을

각각 {1e-5, 3e-5, 5e-5} 세 가지의 학습률과 네 가지의 랜덤
시드의 조합을 통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하나의 분절 기법

이 적용된 모델 당 총 12회의 실험 성능을 측정하였다. Train

batch size는 128, Test Batch size는 64, Weight Decay는 0.1,

Max seq. length는 128로 설정하였다. Max. epochs는 각각의

데이터셋에 따라 NSMC 데이터셋에서는 5회, KorNLI 데이터

셋은 10회, KorSTS 데이터셋은 15회로 설정하였다.

4.3 실험 결과

우리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자모 단위로 언어학적 분절을

진행한 모델이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세 태

스크에서 모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 특히, 문장 간 유사도

를 평가하는 STS 태스크에서는 평균 정확도(%) 점수가 79.52

점으로가장높다.이는어절단위의분절을적용한모델보다도

약 1점 가량 높고, 음절 단위의 분절을 적용한 모델에 비해서는

2점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형태소 단위의 분

절과음절단위의분절이적용된모델은자모단위분절은물론

어절단위분절에비해서도다소뛰어나지못한성능을보인다.

그중음절단위분절은가장저조한성능을보였는데, KorNLI

데이터셋에서는 어절 단위 분절과 자모 단위 분절 기법 보다

1https://github.com/e9t/nsmc
2https://dumps.wikimedia.org/kowiki/latest/kowiki-latest-

pages-articles.xml.bz2

표 3. 각 태스크에서의 분절 기법 별 성능. NSMC, KorNLI 데

이터셋의 점수는 정확도(accuracy, %)를, KorSTS 데이터셋의

점수로는 100 * 스피어맨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를

사용하였다. 각 모델 별로 학습률 및 시드에 따른 최대값들의

평균 점수를 기록하였다.

분절 기법 NSMC KorNLI KorSTS

어절 89.66 80.23 78.57

형태소 89.13 79.64 78.49

음절 89.36 77.89 77.11

자모 89.75 80.27 79.52

성능이 2.3점 이상 낮고, KorSTS 데이터셋에서는 어절 단위

기법보다 1.4점이상, 자모 단위 분절 보다 2.4점 이상 낮음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한국어 문장 분류 태스크에서 입력

자질을 구성할 때, 한국어 문장을 어절 단위 혹은 자모 단위로

분절하여 서브워드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것이 태스크에 관계

없이 일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 가능하며, 그 중

에서 특히 자모 단위의 분절 기법을 활용할 때 한국어가 가진

음소문자만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고려하여 최고의 성능을 기

록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장 분류 태스크의 성능 결과에 영향

을미치는입력자질의품질제고의관점에서,이를위한효과적

인 언어학적 분절 기법은 무엇인가라는 핵심 주제에 대답하고

자하였다.이과정에서문장의의미이해에어려움을야기하는

한국어의 특징들을 두 가지 제시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에 가장

일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분절 기법을 검증하였

다. 이를 위해 보통 공백 단위로 분절하는 영어와는 달리, 보다

더 세밀한 분절 기법을 필요로 하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어절, 형태소, 음절, 자모 단위의 각 분절 기법을 적용한 네 가

지 모델들 간의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자모 단위의 분절 전략이 적용된 모델이 음절 혹은 형태소의

문맥 상의 의미 변화를 포착해냄으로써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편차가 크지 않고 일관적인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문장 분류에 대해 자모 단위 분절 기반의 모델이

일관적으로 가장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효

과적인 언어학적 분절 기법의 관점에서 문장 단위 뿐만 아니라

단어 혹은 어절 단위의 분류 태스크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문장 및 어절 단위 태스크’, 즉 서로 다른 두 태스크 그룹 내

에서의 경향성 발견 및 그룹 간의 경향성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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