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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Multi-Head Attention 대신 Spatial Gating Unit을 사용하는 GMLP[1]에 작은 Attention 신경망

을 추가한 모델을 구성하여 뉴스와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사전학습을 실시하고 한국어 다운스트림 테스크(감성분석,

개체명 인식)에 적용해 본다. 그 결과, 감성분석에서 Multilingual BERT보다 0.27%높은 Accuracy인 87.70%를 보였

으며, 개체명 인식에서는 1.6%높은 85.82%의 F1 Score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GMLP가 기존 Transformer Encoder

의 Multi-head Attention[2]없이 SGU와 작은 Attention만으로도 BERT[3]와 견줄만한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ERT와 추론 속도를 비교 실험했을 때 배치사이즈가 20보다 작을 때 BERT보다 1에서 6배 정도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GMLP, BERT, Spatial Gating Unit, 한국어 자연어처리

1. 서론

최근한국어자연어처리는대부분 Transformer구조[2]에기

반한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Transformer구

조는 Multi-head Attention을 통해 양방향의 문맥을 반영한

표상을 잘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본 논문에

서는 이와 다르게 단순한 MLP에 기반하여 자연어의 공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Spatial Gating Unit에 기반한 GMLP[1]

에 작은 Attention 신경망을 추가한 모델을 구성하여 한국어에

맞게 사전학습을 하고 미세조정을 통해 기존의 BERT모델과

다운스트림 테스크(감성분석, 개체명인식)에서의 성능을 비교

해보고자한다.또한 BERT와 GMLP의추론속도를측정하여

비교 실험을 해보도록 한다.

2. 관련연구

Multi-head Attention은 Transformer의 핵심 구조로 입력

토큰들에 대한 여러 번의 Attention으로 토큰들 서로 간의 정

보를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RNN 계열 모델과는 달리

효율적인 병렬 연산을 통해 수행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

다. Transformer 구조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BERT, GPT는

여러 자연어처리 테스크들에서 SOTA를 달성하였고 현재는

RoBERTa[4], ALBERT[5], T5[6], GPT3[7] 등 학습방법, 구

조, 모델의 크기 등을 달리한 변형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추세이다. 이런 모델들의 특징은 Attention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Attention 없이 MLP만을 이용해 모델

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1][8]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MLP와 아주 작은 Attention만을

이용해 모델을 구성하고 한국어로 사전학습 후 다운스트림 테

스크에 대한 파인튜닝을 거쳐 BERT와 성능 비교를 해보도록

한다. 또한 추론 속도 차이는 어떠한지 비교 실험을 해보도록

한다.

2.1 Spatial Gating Unit(SGU)

그림 1. Spatial Gating Unit(SGU)

SGU는 아주 간단한 MLP와 Gating을 이용한 구조이다.

SGU(X) = X1 � LayerNorm(WX2 + b) (1)

X1과 X2는 X를 반으로 쪼갠것이고 �은 Element-Wise

product 연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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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r에서의 MLP는 XW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른

모델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SGU는 반대로 WX

와 같이 X앞에서 가중치 행렬을 곱하면서 입력 텍스트(X)의

토큰들 사이의 정보를 얻어낸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W(len,len)X(len,hidden) 다음과 같이 연산한다고 하였을 때 가

중치 행렬의 행들은 입력 텍스트의 열(토큰들의 첫 번째 히든)

의 정보를 뽑는 것이 되므로 토큰들 사이의 정보를 얻을 수 있

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위 같은 연산의 특징은 가중치가 입력

텍스트 길이에 영향을 받기에 미세조정 시 단문의 텍스트를 입

력한다고 하였을 때 가중치 벡터는 짧아지는 길이만큼 잘라서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

2.2 GMLP

GMLP는 BERT의 Multi-head Attention을 SGU로 대체했

다는 점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다. BERT와 또 다른 특징은

GMLP는 포지션 임베딩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SGU에서 토

큰들 사이의 순서 정보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 GMLP

3. GMLP를 이용한 한국어 자연어처리

3.1 한국어 사전학습

GMLP만으로도 괜찮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Attention을

추가하면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사전학습에 작은

Attention 층을 추가하여 SGU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전학습을

진행했다. 데이터 셋은 위키피디아, 모두의 말뭉치 뉴스 데이

터를 이용했고, 토크나이저는 [9]에서 사용된 형태소+자소 단

위 BPE 토크나이저(형태소 태그 제거)를 사용하였다. 모델의

레이어 개수는 36, 히든사이즈는 512, 최대 문서 길이는 512,

어텐션 차원은 64(BERT-base모델의 Multi-head Attention의

경우 64*12이다.[3])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총 모델 파라미

터 수는 약 1억 1천만개로 BERT-base모델과 비슷하게 구성되

었다. 학습은 RoBERTa[4]와 동일하게 FULL-SENTENCES,

동적 마스킹, NSP를 제외한 MLM으로 진행하였으며, TITAN

RTX(24G) 4기를 이용해 학습률 1e-4, 옵티마이저 AdamW,

56 배치사이즈로 90만 스텝 사전학습을 진행하였다.

3.2 한국어 감성분석

감성분석은 입력 텍스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분류

하는 텍스트 분류 테스크이다. 데이터 셋은 네이버 영화 평점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 셋은 긍정, 부정으로 분류

하는이진분류를위한데이터셋이다.감성분석을위한 GMLP

미세조정을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는 배치사이즈 256, 최대 문

서 길이 50, 학습률 5e-5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3.3 한국어 개체명인식

개체명인식은입력텍스트에서인물,시간,장소등의미를가

지고 있는 개체명을 인식하는 시퀀스 레이블링 테스크이다. 데

이터셋은네이버 NER데이터셋을사용하였다.개체명인식을

위한 GMLP 미세조정을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는 배치사이즈

256, 최대 문서 길이 80, 학습률 5e-5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4. 실험결과

4.1 한국어 감성분석

표 1. 한국어 감성분석 실험결과

Model Accuracy

LSTM[10] 79.79

BERT(형태소-태그)[10] 86.57

BERT(Multilingual)[10] 87.43

GMLP + Tiny Attention 87.70

RoBERTa[11] 89.88

감성분석에서 GMLP + Tiny Attention은 Multilingual

BERT보다 0.27%높은 Accuracy인 87.70%를 보였다. 하지만

RoBERTa 보다 2.18%낮은 Accuracy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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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국어 개체명인식

표 2. 한국어 개체명인식 실험결과

Model F1 Score

CNN-BiLSTM-CRF 74.57

BERT(Multilingual) 84.20

GMLP + Tiny Attention 85.82

KoBERT 86.11

RoBERTa 87.58

개체명 인식에서 GMLP + Tiny Attention은 Multilingual

BERT보다 1.6%높은 85.82%의 F1 Score를 나타내었다. 하지

만 KoBERT보다 0.29%낮은 Accuracy를보였으며 RoBERTa

보다 1.76% 낮은 Accuracy를 보였다.

5. GMLP와 BERT의 추론 속도 비교 실험

본 논문에서 제시한 GMLP + Tiny Attention(레이어수:

36, 히든사이즈:512, 어텐션 크기: 64)과 파라미터 수가 비슷

한 BERT-base(레이어수: 12, 히든사이즈: 768, 어텐션크기:

64x12) 모델을 추론 속도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 실험을 위해

GPU는 TITAN XP 1기를 사용하여 추론 속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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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GU + Tiny attention vs Multi-Head attention

SGU + Tiny Attention
Multi-Head Attention

다음은 SGU에 Tiny Attention을추가한구조와Multi-Head

Attention 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하이퍼파라미터로 설정한 배

치사이즈에 따른 예제당 소요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SGU + Tiny Attention 구조가 Multi-Head Attention보다 빠

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배치사이즈가 커질수록 Multi-

Head Attention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Multi-Head Attention

이 GPU 병렬 연산에 최적화된 연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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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MLP + Tiny Attention vs BERT

GMLP + Tiny Attention
BERT

다음은 GMLP + Tiny Attention과 BERT 추론 속도를 비

교한 것이다. 배치사이즈가 20보다 작을 때는 GMLP + Tiny

Attention이 약 1에서 6배 가량 빨랐고, 그보다 클 경우에는

속도 차이가 미미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GMLP가

적은 배치사이즈에서는 추론 속도가 BERT보다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GMLP에 작은 Attention 신경망을 추가한 모델을 구성하

여 뉴스와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사전학습을 실시하고 한국어

다운스트림 테스크(감성분석, 개체명 인식)에 적용해 본 결과,

감성분석에서 Multilingual BERT보다 0.27%높은 Accuracy

인 87.70%를 보였으며, 개체명 인식에서는 1.6%높은 85.82%

의 F1 Score를나타내었다.따라서 GMLP가기존 Transformer

Encoder의Multi-head Attention없이 SGU와작은 Attention

만으로도 BERT와 견줄만한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배치사이즈를 20보다 작게 하여 추론 시 BERT

보다 추론 속도가 빠른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미세조정성능평가결과를보면 RoBERTa, KoBERT

에 못 미치는 걸로 보아 SGU가 Multi-Head Attention을 완

전히 대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금껏 많은

모델들에서 잘 작동해왔던 Multi-Head Attention을 사용하지

않는것보다잘활용하면서 SGU의장점을더해새로운구조의

모델을 구성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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