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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oBERT는 한국어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과 확장성으로 인해 높은 위상을 가진다. 하지만 내부에서 이

뤄지는 연산과 패턴에 대해선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소명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BERT의

핵심 요소인 self-attention의 패턴을 4가지로 분류하며 특수 토큰에 가중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조명한다. 특수 토큰의

attention score를 층별로 추출해 변화 양상을 보이고, 해당 토큰의 역할을 attention 매커니즘과 연관지어 해석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어 분류 작업에서의 실험을 수행하고 정량적 분석과 함께 특수 토큰이 갖는 의미론적 가치를

평가한다.

주제어: 자연어처리, 언어모델, Attention

1. 서론

최근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는 BERT[1]를 필두로 사전 학습

된 언어모델이 우수한 성능과 확장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초기에 영어 기반의 다국어 언어모델이 지원되었으나, 높은 수

요에 따라 국내 자체적으로 사전 학습된 한국어 언어모델이

개발되었고 현재까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량에 비해 한국어 언어모델의 매커니즘에

대해밝혀지지않은영역이여전히남아있다.언어모델의복잡

도에 비례하여 해석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핵심 모듈인 self-attention이 연산될 때 어떤 패턴을

보이며 어떻게 최종 언어 표현을 생성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까지 한국어 언어모델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한국어

언어모델의 attention 연산에 대한 패턴 분석을 수행한다. 3.1

절에서연산의패턴을 4가지로분류하며특정토큰에가중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조명한다. 그중 인접한 토큰에 높은 가중치를

가져 attention행렬이대각행렬과유사한형태를보이는경우,

특정 토큰에 attention이 쏠려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층별로추출된특수토큰의 attention score를이용하여

해당 토큰의 역할을 해석한다. 입력값을 대표하는 특수 토큰은

낮은 층에서, 분절을 구분하는 특수 토큰은 중간 층 이후에서

높은 attention score를 보인다. 3.2절에서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한국어 분류 작업에서의 성

능 비교를 3.3절에서 수행한다.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를 이

용한 간단한 실험으로, 언어모델의 학습을 제한하고 오직 특정

토큰의표현만을특질(feature)으로설정했을때의성능을관측

한다. 이를 통해 특수 토큰의 attention score이 높은 상황에서

그 토큰이 갖는 의미론적(semantic)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2. 배경

한국어 언어모델의 전신인 BERT는 유형에 따라 다른 개수

의 인코더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인코더 층은

self-attention과 feedforward층으로구성되어있다.예를들어,

bert-base-cased 유형의 모델은 12개의 반복된 인코더 층을 가

진다. 단, 일반적인 self-attention 기반 언어모델은 각 인코더

층끼리 매개변수를 공유하지 않는다.

여기서 self-attention은 하나의 입력 문장 내에서 수행되는

attention 연산이다. 예를 들어, ”스승과 그의 제자”라는 하나

의 문구 내에서 ”스승”과 ”그”는 서로 강한 attention score를

가질 확률이 높다.

BERT에는 입력 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 토큰이

있다. [CLS]는 입력값 전체를 대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

어진 토큰으로서 입력값의 가장 앞에 위치한다. [SEP]는 분절

(segment)의구분을위해만들어졌고각분절의뒤에위치한다.

BERT는 2가지 작업을 통해 대용량의 말뭉치를 사전 학습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각각 Masked Language Mod-

eling(MLM)과 Next Sentence Prediction(NSP)이다. MLM은

문장 구분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토큰을 제외한 일반 단어에

확률적으로 마스킹(masking)을 취하고 주변 단어를 이용해 마

스킹된 단어를 예측하는 클로즈 테스트(cloze test)이다. 한편

NSP는 두 문장이 이어지는 관계인지 분류하는 작업이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 부정하는 후속 연구들[2, 3]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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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oBERT 내에서 관측되는 self-attention 유형 4가지

3. 실험

SKT Brain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KoBERT를 이용했다.1

인코더층의개수가 12개인 base 타입모델이다.본연구에서는

KoBERT가 미세조정(fine-tuning)되지 않도록 모두 매개변수

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실험했다.

3.1 Attention 유형 분류

KoBERT에서관측되는 attention행렬의유형을크게 4가지

로분류할수있다. [4]우선인접한토큰에높은 attention score

를 보여 attention 행렬이 대각 행렬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그림 1의 Diagonal)이다. 이 경우 소스 토큰과 타겟 토큰

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바로 옆 인덱스의 토큰을 가리키는

경우도 관측된다.

두 번째는 특정 토큰에 높은 attention score가 몰려 있는 경

우(그림 1의 Vertical)이다. 이때 [CLS], [SEP] 등 특수 토큰에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문장의 말미에 위치한 마침표에 몰리

는 경우도 보인다. 주로 문장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토큰에 집중되는 경우가 잦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가 혼재하는 경우(그림 1

의 Diagonal+Vertical)이고, 마지막은 특정 위치나 토큰에 가

중치가 쏠리지 않고 attention score가 여러 토큰에 분산된 경

우이다. 만약 입력된 분절이 2개이고 두 분절의 연관성이 아주

낮을경우같은분절에속한토큰간가중치가높고다른분절의

토큰과는 낮아 박스 모양을 형성하는 경우도 관측된다.

3.2 특수 토큰의 층별 Attention 패턴

3.1절에서 다루었듯 [CLS], [SEP]과 같은 특수 토큰에 at-

tention이 몰리는 경우가 존재한다. Self-attention 매커니즘을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토큰에 높은

가중치가부여되어야하기에이상한현상으로보일수있다.이

에대한분석을위해각층마다특수토큰과마침표의 attention

score를 측정했고, 실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1https://github.com/SKTBrain/KoBERT

그림 2. 특수 토큰의 층별 평균 attention score 변화

그림 2중위쪽그래프에서볼수있듯낮은층에선 [CLS]에,

중간 층 이후로는 [SEP] 토큰에 높은 attention score가 부여

된다. 이는 낮은 층에서 입력값 전체에 대한 이해가 수행되고,

중간 층 이후로는 각 분절에 대한 이해가 수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두 특수 토큰 모두 Masked Language Model-

ing(MLM) 작업에서 마스킹되지 않고 모든 입력에 대해 고정

적으로 등장하는 토큰이기에 입력값의 의미를 대표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특수 토큰들은 attention heads가 특정 기능을

완수한 이후 attention을 부여하는 고정점(anchor poin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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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량적 근거는 3.3절에서 다

룬다.

그림 2 중 아래 그래프는 마침표에 대한 attention score를

기록한 그래프이다. BERT에서 영어 데이터에 대해 실험한 연

구[5]의 결과와 달리 높은 층에서 attention score가 몰리지 않

는다. 입력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마친 뒤 고정점(anchor

point)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토큰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은 [SEP ] 토큰과 일반 단어 토큰 사이의 attention

계산을 묘사한다. 그래프의 ”s-t” 표시는 소스 토큰이 s, 타겟

토큰이 t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SEP]로 향하는 attention

은층이높아질수록커지고,일반토큰으로향하는 attention은

층이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마지막 층에서 other-to-sep은 급격히 감소하고 sep-to-

other는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는데 이는 MLM 작업

을 수행하기 위해 마스킹되는 각 토큰에 attention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달리 말해 KoBERT는 층마다 담당

하는 기능이 다르며 마지막 층은 디코더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SEP]에 attention이 몰리는 현상이 직관적으로는 대부분의

토큰으로부터 의미를 전달받아 segment를 대표하는 토큰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일반 토큰에 대해선 고려할

것이 많지 않을 때 모든 입력에 공통적으로 등장해 의미론적

으로 중요하지 않은 [SEP]로 향하는 attention이 높아진다고

해석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3.3절에서 설명한다. 조사

(probing) 실험을 통해 [CLS]와 [SEP] 토큰을 이용한 분류 작

업에서의성능을측정하여해당토큰의의미론적(semantic)가

치를 가늠한다.

3.3 특수 토큰의 의미론적 가치 평가

KoBERT의 매개변수는 고정한 상태로 특수 토큰을 특질로

하여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에서의 성능을 각 층마다 실험하

였다. 공통적으로 에폭은 1, 학습률은 1e-4로 설정하였다.

그림 4에서 보이듯, 낮은 층에선 [CLS]를 특질으로 사용했

을 때가 [SEP]를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낮았지만 중간 층

이후론 [CLS]가 [SEP]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그림

2의 위쪽 그래프와 반대되는 패턴이다. 즉, 특수 토큰에 대한

attention score가 높을 때(그림 2), 해당 토큰이 갖는 의미론적

가치(그림 그림 4)는 낮다. 높은 attention score를 갖는 토큰은

의미론적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직관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특수 토큰에 attention이 몰리는 현상은 해당 토큰이 의미론적

으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각 층의 attention heads의 역할 수행

이어느정도끝나중요하지않은토큰에 attention을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 소스 토큰에서 타겟 토큰으로 향하는 평균 attention

그림 4. 특수 토큰 특질을 이용한 조사 실험에서의 층별 정확

도 변화. Avg.는 모든 토큰의 평균 풀링(average pooling) 값을

특질로 사용한 결과이다.

4. 결론

KoBERT의 높은 성능과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부 attention이 동작하는 패턴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다뤄지

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ttention 패턴을 4

가지로 분류하여 특정 토큰에 attention이 몰리는 현상을 조명

하였다. 특수 토큰과 일반 토큰 사이의 attention 연산 패턴을

층별로 분석하였고, 특수 토큰에 대한 층별 attention score와

의미론적 가치의 상반되는 관계를 밝혔다. 본 연구가 한국어

언어모델을 이용한 실험과 해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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