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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한국어자연어처리과제에서대형언어모델을통해다양한언어처리작업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특히 동형이의어를 구분하는 작업은 문장의 문법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다. KE-T5

는 큰 규모의 한국어를 통해 학습된 한국어 대형 언어 모델로 대부분의 자연어처리 과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언어처리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큰 규모의 한국어를 통해 학습된 KE-T5를 활용하여

동형이의어 구별 문제를 수행하고 평가한다.

주제어: 한국어 사전학습모델, KE-T5, 동형이의어 구별

1. 서론

최근 한국어 자연어처리 과제에서 대형 언어 모델을 통해 다

양한 언어처리 작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트랜스포머 모델이 언어처리 작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

면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다양한 사전학습 언어 모델의 등

장으로 자연어처리 분야가 크게 발전되고 있다. 특히 T5(Text-

to-Text Transfer Transformer)는텍스트-텍스트프레임워크로

처리하여 기계 번역, 문서 요약, 질문 응답 및 분류 작업을 포

함한 대부분의 언어처리 작업을 수행이 가능하며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1].

동형이의어 구별은 문장의 문법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비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다 [2]. 동형이의어는 형태는

같지만 동시에 의미가 다른 말을 뜻한다. 예를 들어, “그 사

람이 문단에 데뷔를 언제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와 “한 편의

글은 문단이라는 작은 묶음들로 구성된다.” 라는 문장은 모두

“문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는 다르다. 첫 번째로 사

용된 “문단”의의미는문인들의사회를뜻하고,두번째로는긴

글을 내용에 따라 나눌 때, 하나의 짧은 이야기 토막을 뜻한다.

이렇게 사용된 “문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같은지 구별하는 것

이 바로 동형이의어 구별이다. 이러한 동형이의어 구별은 트랜

스포머 모델 기반의 모델로 동형이의어 구별에 사용되었다 [3].

본 논문에서는 T5 모델에 대규모의 한국어를 사전학습한

KE-T5 모델을 사용하여 동형이의어 구별문제를 수행하고 평

가한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동형이의어 구별 데

이터셋을 KE-T5에 활용하여 새로운 동형이의어 구별 모델을

학습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정확도를 계산하고 [4] KE-T5

를 통해 동형이의어 구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2. 동형이의어 구별 모델

2.1 T5(Text-to-Text Transfer Transformer)

T5는 대부분의 자연어처리 과제를 입력 및 출력이 항상 텍

스트 문자열인 텍스트-텍스트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학습한다.

텍스트-텍스트 프레임 워크는 기계 번역, 문서 요약, 질문 응답

및 분류 작업을 포함한 모든 자연어처리 과제에서 동일한 모

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은 사전 교육과 미세 조정

모두에 대해 일관된 학습 목표를 제공한다.

2.2 KE-T5

KE-T5는 대규모 한국어 사전학습 모델로 대부분의 한국어

자연어처리 과제를 학습할 수 있으며 복잡한 언어처리 작업에

대한연구에서높은성능을기대할수있다.우리는동형이의어

구별 문제를 텍스트-텍스트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KE-T5 모델

을 활용한다.

3. 실험 환경

3.1 한국어 동형이의어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는 동형이의어 구별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제

공한 동형이의어 데이터를 활용한다.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

터의 크기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형태의 단어 하나

당 이를 포함한 두 문장이 존재한다.

우리는 학습 모델에 하나의 입력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 표 2

와같이전처리과정을수행한다.주어진두문장의구별을위해

각각의 문장에 접두사(“sentence1”, “sentence2”)를 추가한다.

또한 각 문장에서 비교할 동형이의어에 각각 다른 구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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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형이의어 데이터 셋의 통계정보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

단어 수 7,748 1,166

문장 수 15,496 2,332

표 2. 동형이의어 데이터 셋의 전처리 예제

Target 문단

Sentence1 그 사람이 문단에 데뷔를 언제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Sentence2 한 편의 글은 문단이라는 작은 묶음들로 구성된

다.

전처리된

데이터셋

sentence1: 그 사람이 *문단* 에 데뷔를 언제 했

는지 확실하지 않다. [SEP] sentence2: 한 편의

글은 #문단# 이라는 작은 묶음들로 구성된다.

#)를 추가하여 표 2의 전처리된 데이터셋과 같이 하나의 입력

문장으로 구성한다.

기존의 동형이의어 데이터셋은 각 문장에서 나타난 단어가

같은 의미를 지니면 1, 아니면 0의 레이블로 구성된다. KE-T5

에서 학습을 위해 1을 “True”, 0을 “False”와 같이 텍스트-텍

스트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3.2 하이퍼 파라미터

본 논문에서는 small, base, large의 서로 다른 크기의 생성

모델을 사용한다. 각 모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small: 512차원의 모델 크기, 6개의 레이어, 8개의 헤드

• base: 768차원의 모델 크기, 12개의 레이어, 12개의 헤드

• large: 1024차원의 모델 크기, 12개의 레이어, 16개의 헤드

모델 학습을 위해 학습률 0.0003과 가중치 감쇠 0.01인

AdamW 최적화 방법을 사용했으며, 32의 배치 크기에 반복

횟수는 50이다.

4. 결과

4.1 평가 방법

동형이의어 구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정확도를 계산한

다. 정확도는 올바르게 예측된 데이터의 수를 전체 데이터의

수로 나눈 값이다:

Accuracy =
(TP + TN)

(TP + TN + FP + FN)
.

TP = True Positives, TN = True Negatives,

FP = False Positives, FN = False Negatives.

표 3. 동형이의어 데이터 셋의 성능(accuracy)

small base large

0.7041 0.7084 0.8336

4.2 모델 평가

표 3과 같이 large 모델에서 small, base 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동형이의어 구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

다. 따라서 KE-T5는 복잡한 언어처리 작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동형이의어 구별을 위해 대규모 한국어 데이

터를사전학습시킨 KE-T5를사용하였다.우리는성능평가를

위해정확도를사용하였으며 KE-T5가성공적으로동형이의어

구별을 수행하면서 복잡한 언어처리 작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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