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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언어 모델은 많은 데이터와 많은 파라미터로 오래 사전학습을 수행할수록 그 성능이 높아지지만, 그 크기가 큰 만큼

거대 언어 모델은 너무 큰 크기로 인해서 실사용에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거대 언어 모델

중 하나인 T5의 인코더-디코더 구조 대비 절반의 크기를 가지는 PrefixLM 구조에 기반한 한국어 모델을 학습하여

자연어 처리에서 중요한 태스크 중 하나인 텍스트 생성 요약 태스크에서의 성능평가를 하여 BART, T5와 비교하여

각각 0.02, 0.0859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주제어: 언어 모델, 텍스트 생성, 문서 요약, PrefixLM

1. 서론

최근 추세는 더 큰 모델을 더 많은 데이터로 더 오랫동안 학

습시키는 것으로, 언어 모델은 많은 데이터와 많은 파라미터로

오래 사전학습을 수행할수록 그 성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러한 거대 언어 모델은 학습에 필요한 많은 시간과

큰 크기만큼이나 사용하는데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1, 2]. 실제 서비스를 위해 제한된 하드웨어 리소스에서

작동해야 하는 경우(스마트폰 등 휴대 기기)에는 큰 규모와 복

잡한구조로사용이여의치않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지식증류(Knowledge Distillation)[3]를통해규모를줄이는연

구[4]가 있지만 결국 큰 모델을 먼저 학습해야 한다.

T5[5]에서 수행한 여러 모델 구조에서의 성능 비교 실험을

보면 PrefixLM 구조는 인코더-디코더 구조인 T5와 달리 인코

더와 디코더가 통합된 단일 구조로 모델 크기가 절반임에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refixLM을 구성하여 BART, T5와 생성 요

약 태스크에서 비교하고, 모델 초기화 방식과 초기화 후 사

전학습 여부, 생성 요약 미세 조정 방식(프롬프트 사용 등)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수행한다. 추가로 사전학습 모델에 대해

KorQuAD1.0으로 성능을 비교한다. 본 논문의 기여는 아래와

같다.

• BART, T5, PrefixLM을 이용한 생성 요약 성능 비교

• 사전 학습, 미세 조정 방식에 따른 생성 요약 성능 비교

• 프롬프트 유무에 따른 생성 요약 성능 비교

2. 관련 연구

2.1 언어 모델

transformer[6] 구조가 발표되고 난 뒤 GPT[7], BERT[8] 등

의 많은 언어 모델들이 발표되었다. transformer의 디코더 블

록만을 사용한 GPT1, 2, 3[7, 9, 10] 등은 AR(Auto Regres-

sive)모델로서 Language Modeling목적함수를사용하여언어

생성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transformer의 인코

더 블록만을 사용한 BERT[8], RoBERTa[11], SpanBERT[12]

등 AE(Auto Encoding) 모델은 Masked Language Modeling

목적함수를 통해 언어 이해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고,

BART[13], T5[5] 등 transformer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모델

은 언어 이해, 언어 생성 모두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였다.

UniLM[14] 모델은 단방향 언어 모델(GPT), 양방향 언어 모

델(BERT), 인코더-디코더 모델 구조를 일반화한 구조를 제시

하여하나의사전학습모델로미세조정을통해언어이해,언어

생성 태스크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T5[5] 모델은 UniLM 모델과는 반대로 정답추출, 문서 요약,

등의 여러 태스크들을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사용하는 text-

to-text 문제로 치환하는 방법으로 태스크 들을 통합하여 언어

이해,언어생성태스크모두에서좋은성능을달성하였다.또한

많은 비교 실험을 통해 많은 태스크에서 주어지는 입력에 대해

양방향 어텐션을 하였을 때 성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입력은 초깃값으로 주어지기에 순차적인 단방향 어텐션을 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UniLM[14] 모델을 기반으로 PrefixLM을 구

성하여 초기화 방법과 초기화 후 사전학습 여부로 3가지 사

전학습 모델을 학습하고, KorQuAD1.0으로 성능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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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refixLM Attention mask:파란색은 0이고회색은−∞
이다. −∞로 인해서 소프트맥스 후 어텐션 스코어가 0이 된다.

그림 2. PrefixLM Layers: 파란색은 양방향 어텐션, 검은색은

단방향 어텐션, 주황색은 디코더가 인코더의 맥락을 참조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사전학습모델과 4가지설정의미세조정방식을조합하여

7가지 요약 모델을 학습하여 AIHub 문서 요약 텍스트의 신문

기사 요약으로 비교 평가한다.

3. 한국어 PrefixLM 모델

3.1 Prefix 언어 모델

PrefixLM은 기본적으로 BERT[8]와 같은 트랜스포머 인코

더구조를갖는다.다른점은인코더블록의어텐션레이어에서

self-attention mask (M)의 변형을 통해 그림 1과 같이 어텐션

할 부분은 0으로, 어텐션 하지 않을 부분은 −∞로 작성하여
어텐션 값(A)을 구함에 있어서 수식 (1)과 같이 어텐션 점수에

M을 더하여 최종 어텐션 점수를 얻어 계산한다.

표 1. 사전 학습 모델

초기화 사전 학습

모델1 RoBERTa 700MB

모델2 random 700MB

모델3 RoBERTa X

A = softmax

(
QKT

√
dk

+ M

)
V (1)

그림 2와 같이 양방향 어텐션을 하는 앞부분은 인코더의 역

할을 하고, 단방향 어텐션을 하는 뒷부분은 디코더의 역할을

한다. 또한 뒷부분은 앞 노드들까지 어텐션 하는데, 이는 인코

더의 맥락을 디코더가 참조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인코더-디코더 모델과 같은 역할을 수

행할 수 있게 된다.

3.2 사전 학습 모델

PrefixLM은 RoBERTa-base와 동일하게 인코더 레이어 12

개, 히든 레이어의 출력 차원은 768차원, 어텐션 헤드 12개로

구성하였다. 모델 초기화는 랜덤 초기화, 사전학습된 한국어

RoBERTa[15]로 초기화의 두 가지 방식을 취했으며, 초기화한

뒤 700MB한국어위키데이터로사전학습을진행하였다.추가

로 RoBERTa로초기화만진행한모델을포함하여표 1과같이

3개사전학습모델을구성하였다. VRAM 32GB인 Tesla V100

4대를 사용하여 병렬 학습하였다.

3.3 사전 학습 방식

한국어는 교착어로써 여러 형태소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룬

다. 일반적인 BPE 토큰화를 수행할 경우 무의미한 토큰으로

나뉘어정보손실이일어난다.따라서먼저형태소분석후토크

나이징하는 방법인 하이브리드 토크나이저[15]를 사용하였다.

PrefixLM은 문단의 75˜85%는 양방향 어텐션을 하도록 하

고, 나머지 25˜15%는 단방향 어텐션이 되도록 한다. BERT의

마스킹 방식을 따르며 Masked Language Modeling 목적함수

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저 하늘 의 하얀 구름 을 봐 .

[SOS] 저 [M] 의 [M] 구름 [EOS] 을 [M] . [EOS]

이를 통해 앞부분에서는 양방향 어텐션을 통해 Prefix를 이

해하도록학습되고,뒷부분에서는단방향어텐션을통해 Prefix

의 맥락과 이전 스텝의 토큰들로부터 현재 마스크 토큰이 무엇

인지 맞히도록 학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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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orQuAD1.0 미세 조정

표 2. 생성 요약 학습 및 평가 데이터 집합 구성

집합 타입 데이터 개수 평균 토큰 길이 최대 토큰 길이

학습 260,697 490.58 1,031

평가 10,000 488.92 1,140

4. 실험

4.1 질의응답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은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답

을 찾는 태스크로, KorQuAD1.0[16]는 질문이 주어지면 함께

주어진 문서에서 정답 스판을 추출하는 기계 독해(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태스크이다.

미세조정은 그림 3과 같이 양방향 어텐션과 단방향 어텐션

에 같은 입력을 주고 마지막 레이어의 단방향 어텐션 출력을

선형 레이어를 거쳐서 스판 시작점과 종료 지점의 확률을 도

출하였다. 입력은 아래와 같이 질문(Q)과 문서(doc)를 이어서

구성하였다.

[SOS] Q [EOS] doc [EOS] [EOS] Q [EOS] doc [EOS]

4.2 생성요약

요약 태스크에는 추출 요약(Extractive Summarization)과

생성 요약(Abstractive Summarization)이 있다. 추출 요약은

요약하고자 하는 문서로부터 구나 절 혹은 문장에 대한 점수를

평가하여 추출해 문서의 요약으로 삼는 방식이다. 이는 추출한

문장들이 조합되면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원문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는 등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생성 요약은 원문을 이해하여 그 정보로부터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생성 방식이기에 원문에 없

는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잘 학습된 모델은 매끄러운 문장을

생성해 낸다.

그림 4. 생성요약 미세 조정

표 3. KorQuAD1.0 Dev.

EM F1

모델1 0.8414 0.9221

모델2 0.7854 0.8788

모델3 0.8429 0.9273

생성요약에대한성능을평가하기위해 AIHub문서요약텍

스트내신문기사생성요약데이터를사용하였다.학습데이터

26만 건, 평가 데이터 1만 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데이터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미세조정은양방향어텐션에문서(doc)를 Prefix로써입력하

고, 단방향 어텐션에 랜덤 마스킹한 요약을 배치하여 마스크를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이때 모든 토큰을 마스킹하지 않고

70%확률로마스킹하여 [MASK]토큰([M])사이에 gold token

이 아래와 같이 섞여 있는 형태이다.

[SOS] doc [EOS] [M] 을 [M] [M] [M] 가 [M] [M] [EOS]

[MASK] 노드의 출력은 입력의 맥락과 이전 토큰들

(mask&gold)로부터 attention을 통해 계산된다. 마스크를 맞

추는 작업이므로 MLM Loss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프롬프트는 문서(doc) 앞과 뒤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

으로 적용하였다.

Front: [SOS] 이 글을 요약하시오 [EOS] doc [EOS]

Back: [SOS] doc [EOS] 앞 글을 요약하시오 [EOS]

5. 실험 결과

5.1 질의응답

질의응답이 언어 이해 태스크인 만큼 큰 데이터로 사전학습

된 모델1과 모델3이 700MB만 사용한 모델2보다 각각 0.0533,

0.0485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모델3은 모델1보다 0.005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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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약 데이터 샘플

기사 원문 ▲ 필경사 및 심훈기념관 일원에서 2017 심훈문학제가 열린 가운데, 심훈 선생에 대한 음악극 공연이 펼쳐졌다.

심훈상록문화제집행위원회(위원장한기흥)와심훈문학연구소(소장심천보)가 2017심훈문학제를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송악읍 부곡리 필경사 및 심훈기념관 일원에서 개최했다. 심훈문학제에서는 중앙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회 심훈 ·중앙대 청소년문학상 행사가 함께 열렸다. 이날 본선에 입선한 32명의 고등학생들이 소설

<상록수>의 배경이 된 당진지역의 문학 현장을 탐방했으며, 해나루황토감자축제가 열린 상록초등학교 일원에서

농촌 체험활동도 진행했다. 또한 황인찬 시인의 특강과 작품 합평을 비롯해 백일장이 열렸다. 이번 백일장에서는

시 부문 추성은(경북여고 3) 학생과, 소설 부문 이희정(안아예고 3) 학생이 장원으로 당선돼 중앙대학교 입학

특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후략]

요약 정답 심훈상록문화제집행위원회와심훈문학연구소가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송악읍부곡리필경사및심훈기념관에

서 2017 심훈문학제를 개최한 가운데 제4회 심훈 ·중앙대 청소년문학상, 황인찬 시인의 특강, 백일장 등을 함께

진행했다.

표 5. 미세조정 방식에 따른 요약 결과

파란색은 정답과 일치하는 구문이고, 빨간색은 정답에 있지만 생성되지 않은 구문

모델 생성 요약

모델1-1 심훈상록문화제집행위원회와 심훈문학연구소가 17 17일 17 훈 17 를 일 일 일 읍 읍 악 읍 읍 읍 사 및 훈 훈 에서

에서 훈 훈 훈 회 훈 훈 청소년 훈 훈 문학 청소년 문학 문학 문학 행사 문학 문학 의 문학 문학 훈 문학 문학

모델1-2 심훈상록문화제집행위원회와 심훈문학연구소가 2017 심훈문학제를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송악읍 부곡리 필경사

및 심훈기념관 일원에서 개최했으며 본선에 입선한 32명의 고등학생들이 소설 <상록수>의 배경이 된 당진지역의

문학 현장을 탐방하고 황인찬 시인의 특강과 작품 합평을 비롯해 백일장이 열렸다.

표 6. 생성요약에 대한 성능평가

마스크 Rouge F1

확률 Prefix 1 2 L

BART - X 0.5003 0.3364 0.4191

T5 - Front 0.3945 0.2340 0.3545

모델1-1 1.0 X 0.4040 0.1113 0.3258

모델1-2 0.7 X 0.5335 0.3335 0.4409

모델1-3 0.7 Front 0.5383 0.3398 0.4446

모델1-4 0.7 Back 0.5387 0.3406 0.4458

모델2-1 0.7 Front 0.5325 0.3335 0.4404

모델2-2 0.7 Back 0.5323 0.3336 0.4412

모델3-1 0.7 Front 0.5375 0.3375 0.4420

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1의 경우 RoBERTa로 초기화 후

모델3과 달리 추가로 PrefixLM을 위한 사전학습을 하였는데,

단방향 어텐션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2 생성요약

Rouge-score[17]를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여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rouge-1, rouge-2, rouge-L을 평가했으며 F1 점

수를나타내었다.성능비교는최장일치를평가하는 rouge-L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BART와 T5는 모두 모델2와 동일하게 무작위 초기화 후 한

국어 위키 데이터(700MB)로 사전 학습 수행 후 각각 BART는

프롬프트 없이 문서를 입력으로 요약을 생성하도록 미세 조정

하였고, T5는문서뒤에프롬프트를붙인뒤요약을생성하도록

미세 조정하였다.

X: [SOS] doc [EOS]

Back: [SOS] doc [EOS] 앞 글을 요약하시오 [EOS]

모델2는 BART보다 0.02 가량 성능 차이를 보인다. 모델2-1

은같은방식으로프롬프트를사용한 T5와비교했을때 0.0859

의 성능 차이를 보인다.

초기화 여부에 따라 사전 학습된 RoBERTa로 초기화 후 사

전학습한경우(모델1-3,4)가무작위초기화후사전학습한경우

(모델2-1,2)보다평균 0.0044정도성능이높게나타나고,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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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여부에따라 RoBERTa로초기화(모델1-3,모델3-1)후추

가로 사전학습을 진행(모델1-3) 시 0.0026의 성능 차이가 있다.

이는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양이 많을수록 성능이 높다는 점을

보여 주며, 또한 700MB 정도의 적은 데이터로도 사전학습이

잘 이루어졌음을 보인다.

미세 조정 방식을 비교하면 100% 마스킹의 경우(모델1-1)

0.32라는 성능이 나오지만, 표 5와 같이 무의미하고 반복되는

토큰 사이에 짧은 문구들이 생성되어서 실제로는 온전한 문장

이아니다.이에반해 70%마스킹을한경우(모델1-2)매끄러운

문장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미세 조정 시 100% 마스킹의

경우 첫 레이어에서 어텐션을 통해 각 노드들이 얻는 정보는

입력의 맥락과 이전 노드들이 [MASK] 토큰이라는 것뿐이다.

입력에 가까운 노드일수록 적은 노이즈([MASK])를 어텐션 하

기에,레이어를거치면서점점노이즈가줄어들게된다.그러나

입력에서 먼 노드일수록 많은 노이즈가 주어지고 불충분한 정

보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프롬프트 사용방식에 대해 비교하면 프롬프트를 사용한 경

우(모델1-3,4)가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모델1-2)보다

0.005정도 성능이 높게 나타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단일 구조인 PrefixLM 구조

에 기반한 한국어 생성요약 성능을 비교하였다. 적은 데이터

로 학습한 모델에서 BART, T5와 비교하여 각각 0.02, 0.0859

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프롬프트 사용을 통해 0.005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여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모델인 T5, GPT 등과

같이 프롬프트 사용이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로는

PrefixLM 구조를 확장하여 생성 요약뿐 아니라 여러 태스크에

적용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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