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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은 다양한 응용 태스크에 적용되어 성능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일반

적인 말뭉치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의 경우 중공업 분야처럼 전문적인 분야의 응용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

못한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공업 말뭉치를 이용한 RoBERTa 기반의 중공업 분

야에 특화된 언어 모델 HeavyRoBERTa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중공업 말뭉치 상에서 Perplexity와 zero-shot 유의어

추출 태스크에서 성능을 개선시켰다.

주제어: 언어 모델, HeavyRoBERTa, 중공업

1. 서론

최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사전 학습 된 언어 모델은 다양

한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최근 연구된 언어 모델로는

BERT [1], RoBERTa [2], SpanBERT [3] 등이 있는데 이러한

모델들은 위키피디아 문서나 뉴스처럼 특정 언어의 일반적인

말뭉치를 사용하여 학습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말뭉치로 학습된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은 의

학 분야, 중공업 분야 등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분야

에 특화된 BioBERT [4], SCIBERT [5] 등이 출시되었다. 특정

분야의 말뭉치로 사전 학습한 모델은 각 분야에서 기존 사전

학습 언어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공업 분야의 말뭉치가 사전 학습에 충분하

지않고부족한상황에서중공업분야에특화된언어모델을학

습하기 위해 중공업에서 사용되는 문서들을 수집하여 중공업

특화 말뭉치를 구축하고 RoBERTa [2]모델을 기반으로 사전

학습하여 중공업 말뭉치에서 Perplexity 및 zero-shot 유의어

추출 태스크 성능을 개선하였다.

2. 관련 연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 훈련 언어 모델로는 BERT와

RoBERTa등이있고최근의학분야와중공업분야,과학분야

등한가지분야에특화된언어모델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

있다.

BERT는 대용량 말뭉치로 사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언어의 문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입력 문장에서 임의의 토큰

을 마스킹 후 예측하는 Masked Language Model(MLM) 방식

과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두 문장의 순서를 예측하는 Next

Sentence Prediction(NSP)을 통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이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 여러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후

제안된 RoBERTa는 BERT의 NSP를 제거하고 더 긴 시퀀스

로학습하며마스킹을다이나믹하게바꿔줌으로써기존 BERT

의 성능을 능가함을 보여줬다.

BioBERT [4]는기존의언어모델은생의학분야의응용태스

크에서는좋은성능을내지못하여 BioBERT는생의학분야의

말뭉치를 구축하였고 이것으로 사전 학습한 뒤 응용 태스크에

적용하였다. 이는 기존 언어 모델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SCIBERT [5]는 과학 분야의 말뭉치로 사전 학

습언어모델을훈련하여과학분야의여러태스크에대해최고

성능을 경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공업 말뭉치가 사전 학습하기에 부족한 상

황에서 기존 사전 학습 언어 모델에 추가 학습을 진행하여 중

공업 분야의 말뭉치에서 기존 언어 모델들 보다 더 나은 Per-

plexity를 얻었다.

3. HeavyRoBERTa

중공업말뭉치는표 1에서나타나듯이영어와한국어가섞여

있어 이중 언어 모델(Bilingual Language Model)이 필요하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중공업말뭉치로학습전영어 RoBERTa

로 초기화 하고 한국어 위키피디아 문서를 추가 학습 하여 이

중언어모델을학습한다.이후중공업말뭉치를추가학습하여

중공업 특화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

이중 언어 모델(Bilingual Language Model)은 기존 영

어토크나이저(Tokenizer)와한국어위키피디아문서로학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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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공업 말뭉치 예시

영어

If the sensor must be installed in a horizontal pipeline

drainage is accomplished by air purge evacuation of

the pipeline circuit.

혼용

Effect는 Cause로 인한 작동 값으로 Alarm 펌프

Start Damper close 장비 동작중단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는 Cause Effect라는 Chart(도면)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림 1. HeavyRoBERTa 학습 흐름도

한국어 토크나이저 두 개를 사용하여 듀얼 토크나이저를 구축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 토크나이저는 모두 Byte-level BPE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였다. 또한 학습 데이터 구축 시 한국어

문서 양의 약 10%의 영어 문서를 추가하여 한국어 학습 시에

영어의 문맥 정보를 잃는 것을 방지하였다.

HeavyRoBERTa는 이중 언어 모델에 중공업 말뭉치를 추

가 학습한다.

3.1 학습 방식

학습 방식은 RoBERTa [2]와 동일하게 최대 시퀀스 길이에

맞춰 문장들을 이어주고 다이나믹 마스킹(Dynamic Masking)

을 적용한다. 각 시퀀스의 15%를 마스킹하는데 이 중 80%는

마스크토큰(Mask Token)으로, 10%는단어사전(Vocabulary)

내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토큰으로 치환한다. 그리고 남은 10%

는 원래 토큰을 그대로 유지한다.

4. 실험

4.1 세부 사항

본논문에서는이중언어모델학습시한국어위키피디아문

서 580MB(Mega Byte)와 영어 위키피디아 문서 60MB(Mega

Byte)를 사용하였고 단어 사전 크기는 기존 영어 단어 사전

50265개에 한국어 단어 27304개를 합쳐 77569개이다.

HeavyRoBERTa 학습 시엔 중공업 말뭉치 237MB(Mega

Byte)를 이중 언어 모델에 추가 학습 시켰다. 이때 이미 한국

어와 영어로 사전 학습 된 이중 언어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중 언어 모델 사전 학습보다 학습률을 낮춰 중공업 말뭉치

에 미세 조정 해주었다. 학습은 32GB의 VRAM 용량을 가진

Tesla V100 8대로 진행하였고 하이퍼파라미터는 표 2과 같다.

표 2. 하이퍼파라미터 설정

하이퍼파라미터 이중 언어 모델 HeavyRoBERTa

인코더 레이어 수 12 12

히든 사이즈 768 768

어탠션 헤드 수 12 12

배치 사이즈 256 128

최대 학습률 1e-4 3e-5

Warmup proportion 0.06 0.06

Weight Decay 0.01 0.01

Max Steps 98K 22K

Learning Rate Decay Linear Linear

Adam ε 1e-6 1e-6

Adam β1 0.9 0.9

Adam β2 0.98 0.98

4.2 Perplexity 평가

표 3. 이중 언어 모델 Perplexity 평가

이중 언어 모델 영어 RoBERTa 한국어 RoBERTa

한국어 5.59 N/A 4.37

영어 4.99 3.91 N/A

이중언어모델평가에는한국어,영어위키피디아문서데이

터 각각 2MB(Mega Byte)를 사용하였다. 이때 평가 데이터는

영어 RoBERTa에 한국어 추가 학습 시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

터를 사용한다. 기존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 비교 평가에 사용

된 모델은 영어 RoBERTa base 모델 [2]과 한국어 RoBERTa

모델 [6]이다.표 3에서보여주듯이이중언어모델은각각의언

어 모델보다 Perplexity가 약 1 정도 떨어지는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각 언어의 평가 데이터는 위키피디아 문서로 각 언어

모델의 학습 시에 사용되어졌을 확률이 높다. 또한 이중 언어

모델은 한국어, 영어 두 언어의 문맥 정보를 가진다. 이를 감안

했을 때 한국어와 영어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인다.

HeavyRoBERTa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는 중공업 문서

2MB(Mega Byte)를 사용하였고 HeavyRoBERTa 학습 시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로 평가하였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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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HeavyRoBERTa Perplexity 평가

이중 언어 모델 HeavyRoBERTa

중공업 말뭉치 12.80 8.17

이 HeavyRoBERTa는 이중 언어 모델보다 Perplexity가 4.63

정도 낮은 개선된 성능을 보여준다.

4.3 zero-shot 유의어 평가

zero-shot 유의어 평가에서는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을 미세

조정없이 사용하여 두 단어가 유의어 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 학습이 올바르게 되었다면 문장에서 어떠한

단어를 마스킹하면 해당 위치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은 단어

를 예측하게 된다.

T는 단어 집합, w,w′ ∈ T는 단어, S(w)는 w가 나타난 문장

집합, sw ∈ S(w)는 w가 나타난 문장, sw
′

w 는 sw에서 w를 w′

으로 치환한 문장이라고 정의한다. 두 단어간 거리를 식 1을

사용하여 얻는다.

distance(w′|w) =
1

|S(w)|
∑

s∈S(w)

perplexity(w′|sw
′

w ) (1)

식 1에서 perplexity(w′|sw′

w )는문장 sw
′

w 에서 w′을마스크토큰

으로 치환하고 마스크 토큰에 대한 Perplexity를 계산한 점수

이다. 이때 마스크 토큰 개수는 w′의 토큰 개수와 일치한다.

표 5. 유의어 평가

이중 언어 모델 HeavyRoBERTa

MRR 1.94% 2.25%

표 5에서 사용한 평가 지표는 검색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MRR(Mean Reciprocal Rank)이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유의어 판별 태스크에서도 HeavyRoBERTa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공업 분야에 특화된 언어 모델 Heavy-

RoBERTa를 제안하였다. HeavyRoBERTa는 중공업 말뭉치

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사전 학습 언어 모델에 추가

학습을 한 중공업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HeavyRoBERTa는 일반적인 말뭉치에서 사전 학습한 이중

언어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추후 연구에선 Heavy-

RoBERTa를 중공업 응용 태스크인 전문 용어 추출, 유의어

추출, 검색 등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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