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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ERT는 사전 학습 단계에서 다음 문장 예측 문제와 마스킹된 단어에 대한 예측 문제를 학습하여 여러 자연어 다운스

트림태스크에서높은성능을보였다.본연구에서는 BERT의사전학습문제중다음문장예측문제에대해주목했다.

다음 문장 예측 문제는 자연어 추론 문제와 질의 응답 문제와 같이 임의의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문제들에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BERT의 다음 문장 예측 문제는 두 문장을 특수 토큰으로 분리하여 단일 문자열

형태로 모델에 입력으로 주어지는 cross-encoding 방식만을 학습하기 때문에 문장을 각각 인코딩하는 bi-encoding 방

식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BERT의 다음 문장 예측 문제를

확장하여 bi-encoding 방식의 다음 문장 예측 문제를 추가적으로 사전 학습하여 단일 문장 분류 문제와 문장 임베딩을

활용하는 문제에서 성능을 향상 시키는 Bi-Cross 사전 학습 기법을 소개한다. Bi-Cross 학습 기법은 영화 리뷰 감성

분류 데이터 셋인 NSMC 데이터 셋에 대해 학습 데이터의 0.1%만 사용하는 학습 환경에서 Bi-Cross 사전 학습 기법

적용 전 모델 대비 5점 가량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또한 KorSTS의 bi-encoding 방식의 문장 임베딩 성능 평가에서

Bi-Cross 사전 학습 기법 적용 전 모델 대비 1.5점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주제어: 사전 학습, 자연어 이해, 문장 임베딩, BERT, Pretraining

1. 서론

BERT는 양방향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한 사전 학습 언어

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이다[1]. BERT는 마스킹된

단어 예측 문제인 MLM(Masked language model) 문제와 다

음 문장 예측 문제인 NSP(Next sentence prediction) 문제를

학습한다. 이때 사용되는 NSP 학습 방식은 cross-encoding 학

습 방식이다[2]. cross-encoding 방식이란 비교 대상인 두 문장

을 SEP 토큰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BERT 모델에 넣어 비교

연산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이 cross-encoding NSP 학습은 자

연어 추론(Natural language inference)과 질의 응답(Question

answering) 문제들과 같이 두 문장 간 관계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한 문제들의 성능 향상을 위해 고안되었다. 하지만 BERT

의 사전 학습 문제에는 단일 문장에 대한 분류 문제나 문장

임베딩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위한 특별한 사전 학습 문제를

학습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감성 분석이나 의도 분석과 같은 단일 문장 분류

문제와 문장 임베딩을 활용하는 검색 문제에서는 CLS 토큰의

출력 임베딩을 문장 임베딩으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표 1과 같이 BERT의 사전 학습 문제에는 문장 임베딩

위한 사전 학습 문제가 없기 때문에 CLS 출력 임베딩은 문장

임베딩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3].

본 논문에서는 사전 학습된 BERT에 기존의 BERT 사전 학

표 1. 문장 임베딩 성능 [3]

STS12 STS13 STS14

Glove 임베딩 평균 55.14 70.66 59.73

BERT 토큰 임베딩 평균 38.78 57.98 57.98

BERT CLS 임베딩 20.16 30.01 20.09

습 문제인 MLM 문제와 cross-encoding NSP 문제와 더불어

bi-encoding NSP 문제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Bi-Cross 사전

학습기법을제안하고단일문장분류및문장임베딩문제에서

성능 향상함을 보인다.

2. 관련 논문

RoBERTa[4]와 Span-BERT[5]는 MLM 문제에 초점을 맞

춰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좀 더 잘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RoBERTa는 사전 학습 단계에서 NSP를 제거하고 더 긴 시

퀀스에 대해 MLM 학습을 하는 것으로 성능을 올렸다. Span-

BERT는 랜덤 토큰 마스킹은 단어의 일부가 노출 되고 일부가

가려진 경우 노출된 부분을 통해 가려진 부분의 마스킹을 예측

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스킹시

에는 단어 전체를 마스킹 하도록 마스킹 방법을 개선하여 성능

향상을 이뤘다. ALBERT[6]는 NSP 문제를 문장 순서 예측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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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Sentence Order Prediction)로 개선하여 NSP 보다 좀 더

어려운 문장 간 관계 문제를 풀게 함으로서 문장 간 비교가 필

요한 문제들에 대해 성능을 올렸다. 하지만 이런 방법론들은

MLM 문제를 개선하여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잘 이해하거나

cross-encoding 방식의 문장 간 비교 성능을 높이는 것에 집중

되어있다.

본 논문의 Bi-Cross 사전 학습 기법은 기 사전 학습된 사전

학습 모델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전 학습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는 MTDNN[7]과 유사하다. 하지만 MTDNN은 사전 학습을

위해 추가적인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한 것에 비해 Bi-Cross

사전 학습 기법은 기존 BERT 사전 학습에 사용되던 말뭉치

만 사용하고 라벨링 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i-Cross 사전 학습 기법은 문장 임

베딩 관련 연구들과도 관련이 깊다. Skip thought vector[8]는

어떠한 임의의 문장이 주어졌을때 디코더를 통해 그 문장의

이전 문장과 이후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여 문장 인코더를 학

습하였다. [9]에서는 Skip thought vector의 생성 방식의 문장

예측 방식을 분류 문제로 변환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혔다.

본 논문에서 제안 Bi-Cross 사전 학습 기법은 문장 임베딩에

사용되는 다음 문장 예측 방식을 BERT 구조에 맞게 적용하여

BERT의 사전 학습에 사용되도록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ERT를 이용한 bi-encoding 문장 임베딩을 학습한다는 측

면에서 BERT를 이용한 문장 임베딩 학습 기법인 Sentence-

BERT[3]과 비교해 볼 수 있다. Sentence-BERT는 지도 학습

데이터인 자연어 추론 데이터와 자연어 유사도 데이터를 활용

하여문장임베딩을학습하였다.본논문의 bi-encoding학습은

NSP를 통한 비지도 학습인데 비해 Sentence-BERT는 지도 학

습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Bi-Cross사전학습기법의 bi-encoding NSP문제학습은대

조학습(Contrastive learning)으로도볼수있다[10].대조학습

임베딩 공간상에서 유사한 샘플 쌍은 서로 가깝게 유지시키고

유사하지 않은 샘플 쌍은 멀리 떨어지도록 임베딩을 학습시키

는방법론이다. SimCSE[11]는대조학습기법을적용한비지도

문장임베딩학습기법중하나로임의의한문장에대해드롭아

웃(dropout)한문장을긍정문장으로두고랜덤샘플링된부정

문장들 사이에서 그 긍정 문장을 찾도록 학습하였다. SimCSE

는 bi-encoding만을 위해서 학습하는 방법론인 반면 본 논문

은 NSP 문제를 학습하고 cross-encoding, bi-encoding을 모두

학습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 학습된 BERT에 기존의 BERT의 사전

학습 문제인 MLM 문제, cross-encoding NSP 문제와 더불어

bi-encoding NSP 문제를 추가적으로 학습하여 단일 문장 분

류 문제와 문장 임베딩 활용 문제들에 대해 성능이 향상되는

Bi-Cross 사전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3. BERT의 사전 학습 문제

BERT는사전학습을위해두가지문제,마스킹된단어예측

문제 MLM 문제와 NSP 문제를 학습한다[1].

3.1 MLM 문제

MLM 문제는 주어진 토큰화된 문장 x = (x1, x2, ..., xT )을

마스킹하고 또 다른 일부 토큰은 랜덤하게 다른 토큰으로 변한

한 뒤 해당 토큰들의 원 토큰을 찾는 문제이다. [1]에서는 각

토큰들에 대해 각각 15%의 확률로 변환할 토큰들을 선별한다.

선별된 토큰들에 대해 80%는 MASK 토큰으로 치환 시키고,

10%는 토큰을 치환하지 않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전체

토큰 사전에서 랜덤하게 토큰을 샘플링하여 치환하여 xc를 만

든다. MLM 문제는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수식 (1)이

최대화 되도록 학습한다. 수식 (1)에서 MLM의 대상으로 마스

킹되거나 치환된 토큰은 xc로 표기했다.

P (xi|..., xci , ...) = P (xi|xc) (1)

3.2 NSP 문제

NSP 문제는 주어진 임의의 문장에 대해 임의의 다른 문장이

이어지는 다음 문장인지 아닌지 예측하는 이진 분류 문제이다.

[1]에서는 NSP문제의데이터에대해연결되는긍정문장쌍의

비율이 50%,연결되지않는부정문장쌍에대해 50%의비율이

되도록 하여 수식 (2)를 학습했다. 수식 (2)에서 x+는 문장 x

의 이어지는 정답 다음 문장을 의미한다. 부정 문장 쌍은 다른

문서에서 랜덤하게 문장을 샘플링하여 구성한다.

P (x+|x) (2)

4. 문장 비교를 위한 인코딩 방식

두 문장이 주어졌을때 BERT를 이용하여 두 문장을 비교 연

산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cross-encoding 방식과 bi-encoding

방식 두 가지가 있다[2].

4.1 Cross-encoding

cross-encoding은 수식 (3)과 같이 임의의 토큰화된 두 문

장 x1과 x2가 주어졌을 때 두 문장을 SEP 토큰으로 구분하고

연결하여 BERT에 입력으로 넣어 연산된 CLS 출력 임베딩을

이용해 분류하는 인코딩 방식을 뜻한다. 이때, 수식 (3)의 W

는 분류 할 라벨 갯수로 맞추기 위한 투영 행렬이다. W는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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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 행렬이 아닌 MLP(Multi-layer perceptron)로 대체 될 수

있다. pcross는 분류 라벨의 확률에 대응하는 확률 벡터이다.

x = (x1; [SEP ];x2)

pcross = Softmax(W ·BERT (x)[CLS])
(3)

4.2 Bi-encoding

bi-encoding은 수식 (4)와 같이 두 문장을 각각 BERT에 입

력으로 주어 각 문장에 대한 임베딩 벡터 hx1 , hx2를 만든다.

두 문장 임베딩 벡터 hx1 , hx2를 유사도 계산 함수 Sim으로

두 문장의 유사도 sbi를 계산 할 수 있다. 두 문장 임베딩 벡

터의 유사도 계산 함수로서 사용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측정법

은 점곱 유사도(dot product similarity), cosine 유사도(cosine

similarity),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 등이 있다.

hx1 = W1 ·BERT (x1)[CLS]

hx2 = W2 ·BERT (x2)[CLS]

sbi = Sim(hx1 , hx2)

(4)

5. Bi-Cross 사전 학습

본 논문에서는 다음에 서술하는 BERT의 MLM 문제와

cross-encoding NSP문제와제안하는 bi-encoding NSP문제를

함께 학습하는 Bi-Cross 사전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Bi-Cross

사전 학습 기법은 기존 BERT에서 배제된 bi-encoding 형식의

사전 학습 문제를 풀게함으로써 CLS 출력 임베딩에 문장 임베

딩 학습 효과를 주어 단일 문장 분류 문제와 문장 임베딩 관련

문제들에 대해 성능을 개선을 목표한다.

5.1 Bi-encoding NSP 문제

본논문에서는 BERT의 cross-encoding방식의 NSP문제학

습을 bi-encoding 방식으로 확장하여 bi-encoding NSP 문제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bi-encoding NSP 문제는 수식

(5)와 같이 임의의 어떤 문장 x에 대해 자신의 다음 문장인 x+

와 랜덤 샘플된 부정 문장들 X− = (x−1 ,x
−
2 , ...,x

−
n ) 사이에서

x+를 찾는 문제이다. 이때, 수식 (5)에서 hx는 임베딩된 문장

x, hx
+

는 임베딩된 x의 정답 다음 문장, hx
−
는 임베딩된 부정

문장을 뜻한다.

P (x+|x, X−) =
eSim(hx,hx+)

eSim(hx,hx+ ) +
∑

x−∈X−
eSim(hx,hx− ) (5)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부정 문장 X−은 배치 내 부정 문장

샘플링(in-batch negative sampling)[12, 13, 14]을통해구성하

였다. 유사도 계산 함수 Sim은 점곱 유사도를 사용하였다.

그림 1. Bi-Cross 사전 학습

5.2 학습

Bi-Cross 사전 학습은 수식 (6)과 같이 MLM 손실 함수

LMLM와 cross-encoding NSP 손실 함수 LcrossNSP와 bi-

encoding NSP 손실 함수 LbiNSP 합하여 최종 손실 함수 L(θ)

로정의하고학습말뭉치 D에대해 L(θ)이최소화하도록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을 통해 모델의 파라미터 θ를 업데이

트하여학습한다.수식 (6)에사용된표기법 P (·|Enc)의 Enc는

모델의인코딩방식을뜻하고 Cross, Bi는각각 cross-encoding,

bi-encoding을 지칭한다. 그림 1은 Bi-Cross 사전 학습을 도식

화하였다.

LMLM = −log
∑
i∈C

P (xi|xc)

LcrossNSP = −logP (x+|x;Enc = Cross)

LbiNSP = −logP (x+|x, X−;Enc = Bi)

L(θ) =
∑
d∈D

LMLM + LcrossNSP + LbiNSP

θ̂ = argmin
θ

L(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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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평가 데이터

데이터 학습 검증 평가

NSMC 135,000 15,000 50,000

MR5 470,343 50,000 130,087

QS 120,617 13,000 9,866

PAWS-X 49,401 2,000 2,000

KorSTS 5,749 1,500 1,379

6. 실험 및 성능 평가

6.1 모델 학습

모델의 학습은 자체 구축한 사전 학습된 한국어 BERT를 사

용하였고 학습 말뭉치는 BERT 사전 학습에 사용된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이때, 정성적으로 데이터를 검수하여 품질이 낮았

던 말뭉치 중 일부를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학습에 사용된 정

제된 말뭉치의 크기는 47GB이다. 본 실험에서는 기본 BERT

base 모델에 대해 학습 스텝 수에 따른 성능 차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2 에폭(epoch)에 해당하는 스텝 수 만큼만 추가

학습하였다. 학습 스텝 수 차이에 대한 공정한 비교를 위해 문

장 분류 실험과 문장 간 관계 분류 실험에서 기존 BERT base

모델에 대해 BERT의 사전 학습 문제로 2 에폭을 추가 학습한

모델과 함께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BERT의 모델 파라미

터는 [1]에서제안한 12레이어의트랜스포머블록을가진 base

모델과 같다. 모델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위한 최적화 알고리

즘은 Adam을 사용하였다. 학습률(learning rate)는 1.0×10−5

를 사용하였다. 웜업 비율(warmup ratio)는 0.1로 학습하였다.

배치 사이즈(batch size)는 128로 설정하였다.

6.2 평가 데이터

제안한 모델을 평가 위해서 표 2와 같이 총 5개의 데이터 셋

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단일 문장 분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NSMC(Naver Sentiment Movie Corpus)와 MR5(Movie

Review 5)를 사용하였다. NSMC는 영화 리뷰에 대해 긍정, 부

정으로라벨링된이진분류데이터셋이다. MR5는영화리뷰에

대해 1점에서 5점 사이의 5개의 정수형 점수를 부여한 데이터

셋이다.

QS와 PAWS-X[15]는 임의의 두 문장의 의미가 유사한지 다

른지를 분류하는 이진 분류 데이터 셋이다. QS는 네이버 지

식iN 질문 유사도 데이터로 임의의 두 질의가 유사한지 라벨

링한 데이터 셋이다. PAWS-X는 [16]에서 제작된 영어 데이터

셋을 한국어로 번역한 데이터 셋이다.

KorSTS[2]도임의의두문장에대해의미가유사한지비교하

는데이터셋이다.다만 QS와 PAWS-X와달리 KorSTS데이터

셋은 두 문장의 유사도 점수에 대해 0에서 5점 사이의 연속된

점수가 부여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NSMC와 MR5 데이터를 이용해 제안 모델의

단일 문장에 대한 문장 분류 성능을 실험하고 QS와 PAWS-

X 데이터 셋을 이용해 cross-encoding 방식의 문장 간 관계

분류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KorSTS 데이터를 사용해 bi-

encoding 방식의 문장 임베딩 성능 실험을 진행하였다.

NSMC, MR5, QS 데이터 셋은 학습셋과 평가셋만으로 구성

되어 있다. 검증셋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 셋의 학습셋

에서 10% 가량을 샘플링하여 검증셋으로 활용하였다.

6.3 문장 분류 성능 평가

Bi-Cross사전학습기법은기사전학습된 BERT에대해추

가적으로 2 에폭 가량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한 비교를

위해 기존 BERT에 대해 BERT의 사전 학습 문제로 2 에폭을

추가한 모델을 함께 실험하여 표 3에 BERT base+2ep으로 표

기하였다. 표 3와 같이 NSMC, MR5 데이터 셋에 대해 전체

데이터의 0.1% 부터 데이터를 늘려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분류 성능 평가 지표는 정확도(Accuracy)이다. NSMC와 MR5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가 적은 구간에서 더 큰 성능 향상 폭을

보였다. 제안 모델은 데이터가 적은 구간의 실험과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실험에서 모두 높은 성능을 보였다.

6.4 문장 간 관계 분류 성능 평가

QS와 PAWS-X 데이터에 대해 cross-encoding 방식으로 미

세 조정하여 문장 간 관계 분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4

에서와 같이 전체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에서 QS에서는 제안

모델의 성능이 더 높았고 PAWS-X에서는 기존 BERT 모델의

성능이 더 높았다. 분류 성능 평가 지표는 정확도이다.

반면, PAWS-X에서 BERT base+2ep와 제안 모델만을 비

교 했을 때는 0.1%에서 5%까지 샘플링된 데이터 셋 내에서는

제안 모델이 성능이 더 높았다.

NSMC, MR5, QS에서는 기존 BERT base 모델에 2 에폭을

추가 학습한 BERT base+2ep 모델이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반면 PAWS-X 데이터 셋에서는 오히려 BERT base+2ep

모델이 BERT base 모델에 비해 성능이 낮았다.

BERT base 모델과 Bert base+2ep 모델의 차이는 6.1장에

서술한 바와 임의적으로 품질이 낮다고 판별한 일부 말뭉치를

제거하여 추가 학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거한 말뭉치에 대한

영향이 PAWS-X 데이터 셋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6.5 문장 임베딩 성능 평가

KorSTS 데이터 셋에 대해 bi-encoding 방식으로 문장 임

베딩 성능을 평가를 진행하였다. 고정 차원의 문장 임베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 5에 기록된 임베딩 pooling 전략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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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장 분류 성능 평가, 단위: 정확도 %

NSMC MR5

모델 0.1% 0.5% 1% 5% 10% 100% 0.1% 0.5% 1% 5% 10% 100%

BERT base 73.48 80.09 82.67 85.50 86.65 89.74 64.72 64.72 70.16 71.78 73.09 75.36

BERT base+2ep 74.18 80.97 82.61 85.39 86.69 89.81 64.72 68.15 69.64 71.97 72.28 75.48

제안 모델 78.83 82.41 83.68 85.94 87.15 89.87 67.12 70.43 70.75 69.44 72.73 75.63

표 4. 문장 간 관계 분류 성능 평가, 단위: 정확도 %

QS PAWS-X

모델 0.1% 0.5% 1% 5% 10% 100% 0.1% 0.5% 1% 5% 10% 100%

BERT base 69.09 83.16 82.60 84.93 84.65 85.88 55.10 55.85 57.95 69.25 74.30 83.00

BERT base+2ep 71.92 82.45 83.03 84.15 85.75 85.76 53.65 52.80 56.65 65.95 74.05 82.20

제안 모델 72.56 82.83 81.68 84.79 85.41 86.25 54.65 54.45 55.70 67.40 72.25 81.85

두 가지다. CLS pooling은 CLS 토큰의 출력 임베딩을 문장 임

베딩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MEAN pooling은 모델의 모든

출력 임베딩을 평균한 평균 임베딩 벡터를 문장 임베딩으로서

활용한다.아래문장임베딩실험들에서임의의두문장의유사

도 계산은 두 문장의 문장 임베딩에 대한 cosine 유사도 점수에

대해 스피어만 순위 상관 계수(Spearmans’s rank correlation)

로 예측 점수와 정답 점수를 비교하였다.

6.5.1 비지도 모델 문장 임베딩 성능 평가

KorSTS의비지도모델의문장임베딩성능평가를위해 Ko-

rSTS에 대해 제안 모델을 미세 조정하지 않고 실험하였다.

표 5와같이제안모델은 BERT base의 CLS pooling전략에

대비하여 22.28점의 점수가 상승되었다. 하지만 동일한 사이즈

의 Korean SRoBERTa base 모델[2]의 MEAN pooling 전략에

비해 점수가 근소한 차이로 낮았다.

비지도 환경에서 bi-encoding NSP를 추가로 학습하는 것이

기존 BERT목적함수만사용하는것대비 CLS출력임베딩이

더 좋은 문장 임베딩으로 학습됨을 보였고, 학습된 CLS 출력

임베딩은 토큰 임베딩 평균을 사용한 문장 임베딩과 비등한

성능을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6.5.2 지도 모델 문장 임베딩 성능 평가

제안 모델을 KorSTS 데이터 셋에 미세 조정한 후 점수는

82.55점으로 표 5의 전체 모델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제

안 기법을 사용하기 전의 BERT 모델 대비 1.5점 가량 성능이

향상 되었다. KorNLI[2]로 먼저 학습 된 후 KorSTS를 학습

한 SXLM-R large 모델에 비해서도 0.7점 가량 성능이 향상이

있었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BERT 모델의 사전 학습 문제에서 cross-

encoding 방식의 문장 간 관계 분류 성능 향상을 위해서만

NSP가 사용된 것을 주목하여 bi-encoding NSP 문제를 기존

의 BERT 사전 학습 문제에 추가하여 학습하는 Bi-Cross 사전

학습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i-Cross 사전

학습 기법은 사전 학습된 BERT에 대해 추가적으로 Bi-Cross

사전 학습을 진행하여 단일 문장을 사용하는 분류 문제와 문장

임베딩을 사용하는 문제에서 성능 개선을 이뤘다.

여러연구에서어려운부정샘플(hard-negative)이모델의성

능 향상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향후 연구로는

bi-encoding NSP, cross-encoding NSP의 문제에 대해 어려운

부정 샘플들을 사용 할 수 있도록하여 더욱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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