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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어처리에서 임베딩이란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로 변환한 것으로 자연어처리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어 기반 임베딩인 Word2Vec, GloVe, fastText와 문장 기반 임베딩 기법인 BERT와

M-USE, RoBERTa를 사용하여 한국어 문장 임베딩을 만들어 NSMC, KorNLI, KorSTS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한 성능

을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태스크에 따라서 적합한 한국어 문장 임베딩 기법이 달라지며, 태스크에 따라서는 BERT의

평균 임베딩보다 GloVe의 평균 임베딩과 같은 단어 기반의 임베딩이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임베딩, 단어 임베딩, 문장 임베딩

1. 서론

자연어처리에서 임베딩이란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

할 수 있는 벡터로 변환하는 것으로, 임베딩은 자연어처리의

성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과거에 연구되

었던Word2Vec [1]이나 GloVe [2], fastText [3]등의단어기반

임베딩은 여러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다르게 판별하지

못하거나,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단어 임베딩 이후에 연구된 문장 기반 임베딩은 문장

전체를 이용하여 임베딩을 만들어 기존의 단어 임베딩의 한

계를 극복하였다. 그에 따라 문장 기반 임베딩 기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문장 기반 임베딩은 단어

기반 임베딩 기법들에 비해 계산 비용과 소요 시간이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 기반 임베딩 기법들이 정말 단어 기반

임베딩 기법보다 더 좋은 한국어 문장 임베딩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어 기반 임베딩 기법인

Word2Vec부터 문장 기반 임베딩 기법인 RoBERTa [4] 등에

이르기까지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문장 임베딩을 만들어 한국

어 말뭉치인 네이버 영화 리뷰(NSMC), KorNLI, KorSTS를

각각 활용하여 분류 문제와 문장 유사도 문제를 풀어보고 문장

임베딩 별 성능을 확인해보았다.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단어

기반 임베딩의 평균을 통해 문장 임베딩을 만드는 방법에 비해

문장 기반 임베딩 기법의 성능이 정말 우수한지, 그리고 각 태

스크 별로 어떤 문장 임베딩 기법이 높은 성능과 낮은 성능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분석해본다.

2. 관련 연구

2.1 Word2Vec

Word2Vec은 구글에서 2013년에 제안한 단어 임베딩 기

법이다. Word2Vec은 주변 단어로 현재의 단어를 예측하는

CBOW(Continuous Bag-of-Words) 모델과 현재의 단어로 주

변의 단어들을 예측하는 Skip-gram 모델 아키텍쳐를 사용하여

단어의 표현을 학습하게 한 임베딩 기법으로 큰 규모의 데이

터를 활용하여 고차원의 단어 벡터를 훈련시켜 단어 벡터가

단어들 간의 미묘한 의미적인 관계까지 표현할 수 있게끔 하였

다. Word2Vec 모델을 사용한 단어 임베딩은 서로 관계가 있는

단어 간의 거리가 가깝고, 먼 관계에 있는 단어 사이의 거리가

긴 것을 확인 가능하며, 단어 벡터 결과물이 단어 간 의미적

관계를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이나 질의응답 시스템과 같

은 다양한 NLP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2 GloVe

GloVe는 스탠포드에서 2014년에Word2Vec이 갖고 있는 단

점을 보완하여 발표한 단어 임베딩 기법이다. GloVe는 말뭉치

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인 말뭉치

내 단어의 출현 빈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GloVe는 두 단어 벡

터의 내적 값이 말뭉치 내 동시등장확률 로그 값이 되게끔 모

델을 설정하여 전역 동시 등장확률을 계산하여 단어 임베딩을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여

임베딩 하지 못하는 Word2Vec의 단점을 극복하고 임베딩의

유사도를 측정하기에도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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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astText

FastText는 2016년 facebook에서 발표한 단어 임베딩 기법

으로 이전의 연구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언어의 형태학적 요

소에 집중하여 제안되었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단어를 하나의

벡터에 할당하였다면 fastText는 캐릭터 레벨의 n-gram을 사

용하여 단어 임베딩을 계산하여, 문서 내 출연 빈도가 낮거나

한번도 보지 못한 단어들을 제대로 임베딩 하지 못했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fastText를 글자

단위로 나누거나, 자음 모음 단위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글자 단위로 나누는 것 보다 자음 모음 단위로

나눌 경우 오탈자 등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2.4 BERT

BERT [5]는 NLP 연구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키며 등장

한언어모델로대규모의데이터를비지도학습방법으로학습한

사전 학습 모델이다. BERT는 Transformer [6]의 인코더(En-

coder),디코더(Decoder)블락중인코더만을사용한다. BERT

는 사전 학습 모델을 만들 때 비지도학습인 MLM(masked lan-

guage model)과 NSP(next sentence prediction)를 할 수 있

도록 훈련하는데, 이를 양방향으로 문장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성능이 좋은 사전 학습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

다. BERT는 이러한 양방향 훈련 방법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통해 양 방향의 컨텍스트가 모두 중요한 태스크에 적용하기 위

해 미세 조정을 할 때에 한쪽으로만 학습되었기에 맞닥뜨렸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BERT의 언어 모델은 이전의 연구

결과들의 GLUE score를 크게 앞지르며 11개의 태스크에서 기

록을 세웠다.

2.5 RoBERTa

RoBERTa는 BERT가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으며(under-

trained),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 등을 수정하고 학

습 데이터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성능을 개선시킬 여

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RoBERTa는 BERT

를 더 오래 더 큰 배치 사이즈로, 그리고 더 큰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시켰으며, BERT에서 사전 학습을 할 때 사용한

목적 함수 중 하나인 NSP를 제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

한 더 긴 시퀀스로 학습시켰으며, 모델에 시퀀스를 적용할 때

동적으로(dynamical) 마스킹을 적용하도록 하여 BERT 보다

개선된 성능을 확인하였다.

그림 1. 단어 기반 임베딩의 평균을 통한 문장 임베딩 계산

3. 문장 임베딩

3.1 단어 기반 임베딩을 이용한 문장 임베딩

단어 기반 임베딩 기법인 Word2Vec 과 GloVe, fastText 등

을 활용하여 문장 임베딩을 만드는 방법에는, 문장 별로 단어

임베딩의 평균을 내서 문장 임베딩을 구하는 방법, TF-IDF

등을 통해 문장 임베딩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본 논

문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문장 별로 단어 벡터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단어 임베딩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각 단

어 기반 임베딩 모델로 단어 임베딩을 계산한 후, 문장 별로

단어 임베딩의 총합을 문장 내 단어의 개수로 나누어 평균을

계산하였다.또한좋은성능의문장임베딩을만들기위해서한

국어 임베딩 [7] 책의 저자가 공개한 한국어 위키백과, NSMC,

KorQuAD 로 사전 학습된 단어 임베딩 모델을 사용했으며,

Komoran 토크나이저를 사용했다.

3.2 bert-as-service를 이용한 문장 임베딩

Bert-as-service [8]는 BERT를사용해서문장임베딩벡터를

계산할 수 있도록 개발된 툴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조정 하

지 않은 상태의 문장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여 태스크의 성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툴을 사용하여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은닉층의

평균 값을 BERT의 문장 임베딩 벡터로 사용하였다.

Bert-as-service에서는사전학습이된텐서플로 ckpt파일을

통해 다양한 BERT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 텐서플로 허브

에 등록되어 있는 BERT의 다국어 모델(mBERT)을 사용하여

한국어 문장 임베딩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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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BERT 기반 문장 임베딩

Sentence-BERT(SBERT) [9]는 BERT의 네트워크를 변형

하여샴네트워크(siamese network)와트리플네트워크(triplet

network) 구조를 사용하여 의미적으로 의미 있는 문장 임베

딩을 도출해 수 있도록 한 문장 임베딩 연구이다. SBERT는

BERT와 RoBERTa에 풀링(pooling) 연산을 추가해서 고정된

길이의문장임베딩을출력할수있도록하였으며,샴네트워크

와 트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문장 임베딩이 코사인 유

사도계산을통해유의미한임베딩값을가질수있도록 BERT

와 RoBERTa를 미세조정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RoBERTa의 문장 임베딩을 계산하기 위해서

SBERT에서 제공하는 사전학습 모델 중 RoBERTa의 다국어

모델인 XLM-RoBERTa 기반으로 사전 학습이 완료된 stsb-

xlm-r-multilingual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4 M-USE 기반 문장 임베딩

Universal Sentence Encoder(USE) [10]는 구글에서 2018년

에 발표한 것으로 문장을 인코딩하여 임베딩 벡터로 변환할

수 있는 모델이다. USE는 Transformer와 DNN을 사용하여

문장 임베딩을 만들어서 전이 학습 등의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문장 단위의 임베딩이 단일 단어 단위의 임베딩보

다 성능이 좋음을 확인했다. 본 논문에서는 1년 뒤 2019년에

구글에서 다시 발표한 USE의 다국어 버전의 모델인 Multilin-

gual Universal Sentence Encoder(M-USE) [11]의 universal-

sentence-encoder-multilingual v3를 사용하여 문장 임베딩을

진행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4.1 말뭉치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v1.0(NSMC) [12]는 네이버

영화의 리뷰에서 스크랩한 한국어 말뭉치이다. NSMC는 총

200000개의 영화 리뷰들이 각각 100000개씩 동일하게 긍정 혹

은 부정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을 분류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KorNLI와 KorSTS [13]는카카오에서 2020년에발표한한국

어 말뭉치로 역시 자연어 이해 분야의 대표적인 태스크들인 자

연어 추론(Natural language Inference, NLI)과 의미론적 텍스

트 유사도(semantic textual similarity, STS)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말뭉치이다. KorNLI 말뭉치는 전제(Premise)와 가설

(Hypothesis)두개의문장과두개의문장의관계에대한라벨

(label)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라벨은 포함 관계(Entailment),

반대 관계(Contradiction) 그리고 중립 관계(Neutral) 로 분류

되어 있다. KorSTS 말뭉치는 A 와 B 한 쌍의 문장과 해당

문장들의 의미적 유사도가 얼만큼 인지 그 점수로 구성되어져

그림 2. KorNLI 태스크 수행 모델

있다.

4.2 실험 환경

NSMC 말뭉치에는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문

장 내 오타가 있는 경우도 많아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데이터

를 정제한 후 문장 임베딩을 계산을 진행하였다. 실험 진행을

위해본연구에서는분류를하기위한고정된길이의문장임베

딩과 라벨의 개수를 입력으로 받아 손실 함수(linear function)

에 넣어 라벨에 따라 로스(loss)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학습률

(Learning rate)은 1e-5, 옵티마이저(optimizer)는 RAdam으

로 설정하였으며 배치 크기(batch size)는 64 로 설정하였고

정확도(accuracy) 측정을 통해 성능을 판단하였다.

KorNLI의경우 [그림 2]과같이실험을위해두개의문장을

고정된 길이의 문장 임베딩으로 입력 받아 각각 LSTM을 통과

한후에합쳐서로스를계산하도록하였다.손실함수는범주형

교차 엔트로피(categorical crossentrophy)를 사용했으며 옵티

마이저는 adagrad를 사용했고 배치 크기는 64로 설정하였고

정확도 측정을 통해 성능을 판단하였다.

KorSTS 실험은 두 개의 문장을 각각 고정된 길이의 문장

임베딩으로 임베딩 한 후, 상관 관계(correlation) 점수를 측정

하였다. 또한 스피어만(spearman)의 상관 관계 점수 * 100 을

한 점수로 문장 임베딩의 성능을 판단하였다.

실험은 모두 Google Colab 에서 GPU Tesla P100 를 사용

하여 진행하였다.

4.3 실험 결과 분석

실험결과는 [표 1]와같다.실험결과 NSMC의경우 SBERT

의 XLM-RoBERTa 기반 사전학습 모델인 SRoBERTa가 가장

높은 정확도(accuracy)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GloVe의 평균

을 이용한 문장 임베딩인 avg. GloVe가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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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장 임베딩 성능 실험 결과

Model

Task

NSMC KorNLI KorSTS

accuracy accuracy spearman

avg. Word2Vec 70 43 42

avg. GloVe 74 44 33

avg. fastText 71 41 50

avg. mBERT 58 39 20

M-USE 71 50 67

SRoBERTa 76 59 79

표 2. 문장 임베딩 계산 소요 시간

Model Sentence Per Sec

avg. Word2Vec 17817

avg. GloVe 59832

avg. fastText 10698

avg. mBERT 132

M-USE 68

SRoBERTa 133

그리고 avg. mBERT의 문장 임베딩은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

했다. avg. GloVe는 avg. mBERT 모델에 비해서 계산 비용이

매우 적게 소요되는 모델이지만 NSMC 분류 문제에 있어서 강

한모습을보였다. avg. GloVe와같은단어기반임베딩이보다

최신의 기법인 avg. mBERT 모델보다 더 태스크에 맞는 좋은

문장 임베딩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vg. Word2Vec과 avg. GloVe, avg. fastText가 모두

M-USE 와 성능을 나란히 하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은 avg.

Word2Vec과 avg. GloVe, avg. fastText의 사전 학습 모델의

경우 NSMC 데이터로 사전 학습이 완료된 단어 기반 임베딩

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사전학습이 태스크에 맞춰

잘되어 있는 모델일 경우 단어 기반 임베딩이 문장 기반 임베

딩만큼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rNLI의 문장 임베딩 성능 실험 결과 역시 SRoBERTa

모델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avg. mBERT가 최하위

정확도를 기록했다. SRoBERTa와 M-USE가 가장 높은 성능

을보인이유는물론두모델이문장임베딩을만드는데적합한

모델이기도하지만, SRoBERTa와 M-USE모두 NLI데이터를

학습 또는 미세 조정 과정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이라 분석된다. 또한 NSMC에서 좋은 성능을 기록했던

avg. GloVe가 단어 기반 임베딩 기법 중에서는 역시 가장 좋

은 성능을 보였는데, avg. GloVe 또한 NLI 데이터로 미세조정

그림 3. SRoBERTa PCA 분석 결과

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KorSTS의 경우 다른 실험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결

과가 도출되었다. SRoBERTa와 M-USE의 경우 높은 유사도

점수를 기록하며 문장 임베딩이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SRoBERTa의 경우 STS-B 데이터에 대해 미세 조정된 모델

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 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단어 임베딩 중에서는 avg. fastText가 가장 높은 유사도 점

수를 기록하였다. FastText 의 경우 캐릭터 레벨의 n-gram 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 기반 임베딩 기법 보다 OOV(Out

of Vocabulary)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

터가 세 가지 태스크 중 가장 적고, 단어 하나의 차이로 유사도

점수가 달라지는 KorSTS 태스크에서 avg. fastText 가 단어

기반 임베딩 기법 중 가장 좋은 성능을 거둔 것이라 분석된다.

그리고 avg. mBERT 모델은 다른 태스크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점수를 기록하여, mBERT의 평균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법은 한국어 임베딩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그리고 기본 for문을 사용하여 각 모델 별로 문장 임베딩을

계산한 소요 시간을 측정하여 [표 2] 와 같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KorNLI의 경우 test 데이터가 9만개가 넘기 때문에

단어기반임베딩모델과문장기반임베딩모델들은많은시간

차이가있었으며,데이터가많을수록계산비용의차이는커질

것이다.계산시간이오래걸리는 avg. mBERT보다가장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avg. GloVe 가 모든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거둔 것으로 볼 때, 보다 복잡한 최신의 기법이 아닌 태스크

에 적합한 임베딩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SRoBERTa와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인 avg. mBERT 모델의 문장 임베딩을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로 분석하여 시각화 했을

때차이를확인해보기위해 NSMC말뭉치중 1000개를이용하

여 TensorBoard Embedding Projector를 이용하여 PCA 분석

을 수행해보았다. [그림 3] 과 [그림 4] 에서 각각 SRoBERTa와

avg. mBERT모델을 PCA분석한후에문장 ’전정말재미있게

봤습니다’와 ’최고’를 선택했을 때 코사인(cosine) 거리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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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vg. mBERT PCA 분석 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 할 수 있다. avg.

mBERT의 ’최고’ 문장의 경우 ’내 생의 최고의 영화’ 와 같은

긍정적인 리뷰 외에도 ’더빙이 똥이야 ....’나 ’별로다’과 같은

부정적인 문장들의 거리가 가깝다고 평가되었으며, ’전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문장의 경우에도 ’진짜 짜증나는 영화..’와

같은 부정적인 문장의 거리가 가깝다고 평가되는 등의 문장

임베딩이 제대로 되지 못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SRoBERTa의 경우 두 문장 모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0

개의문장들이모두긍정적인문장들인것을확인할수있었다.

5. 결론

본논문에서는단어기반임베딩기법인Word2Vec과GloVe,

fastText 부터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BERT, M-USE 와

SBERT기반 RoBERTa모델에이르기까지의임베딩기법들을

통해 한국어 문장 임베딩을 만들어 한국어 태스크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고 비교해보았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SRoBERTa 모델이 세 가지 태스크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

록했으며, avg. mBERT 모델이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하여

한국어 문장 임베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장 임베딩을 위한 모델인 SRoBERTa와 M-USE가 모

든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NSMC의 경우

NSMC 데이터로 사전 학습되어 있던 avg. GloVe가 M-USE의

성능을 앞지른 것을 통해 한국어 사전 학습 모델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스크와 미세 조정 유무에 따

라 문장 임베딩 모델의 순위가 달라지므로 보다 최신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어 임베딩 보다

문장 기반 임베딩 기법들이 계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

산 비용과 성능을 고려하여 문장 임베딩 기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이번에 계산 비용의 문제로 XLM-RoBERTa

의 문장 임베딩을 SBERT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추후

SBERT를 쓰지 않고 계산하여 비교해볼 예정이다. 또한 더 최

신의 임베딩 모델들을 더 다양한 한국어 태스크에 적용하여

한국어 임베딩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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