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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을 활용하여 텍스트로 표현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딥러닝을 통해 특정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해당 도메인의 충분한 데이터에 대해 오랜 시간 학습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

을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학습 결과인 사전 학습 언어 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을 다른 도메인의 학습에 적용하는 방법이 딥러닝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접

근법은 사전 학습을 통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학습하고, 이후에 단어가 특정 도메인에서 갖는 의미를 파

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한다. 추가 학습에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인 BERT

의 MLM(Masked Language Model)이 다시 사용되며, 마스크(Mask) 되지 않은 단어들의 의미로부터 마스

크 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전 학습을 통해 의미가 파악되어 있는 

단어들이 마스크 되지 않고, 신조어와 같이 의미가 알려져 있지 않은 단어들이 마스크 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단어 의미의 학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MLM은 무작위로 마스크 대상 단어를 선정

하므로, 사전 학습을 통해 의미가 파악된 단어와 사전 학습에 포함되지 않아 의미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조어가 별도의 구분 없이 마스크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 학습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조어

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마스킹(Masking)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신조어의 의미 학습이 더

욱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학습 결과를 활용한 후속 분석의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화 정보 제공 사이트인 N사로부터 영화 댓글 12만 건을 수집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

과, 제안하는 신조어 표적 마스킹(NTM: Newly Coined Words Target Masking)이 기존의 무작위 마스킹

에 비해 감성 분석의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표적 마스킹(Target Masking),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딥러닝(Deep Learning), 

BERT, 추가 사전 학습(Further Pre-training), 신조어(Newly Coined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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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성 및 유통되는 텍스트 데이터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딥러닝(Deep Learning)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통해 텍스트로 표현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딥러닝을 통해 특정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해당 도메인의 충분한 데이터에 대해 오랜 시간 학습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해 미리 학습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사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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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을 다른 도메인의 특정 

과제(Task)에 맞춰 미세 조정(Fine Tuning)하여 적용하는 전이학습

(Transfer Learn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이 꾸준히 고안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1]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BERT는 기존의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의 단점인 단방향의 한계를 

양방향 구조로 보완한 모델로, BERT의 MLM(Masked Language 

Model)은 입력 문장 내의 단어를 임의로 선정하여 마스킹(Masking) 

한 후, 주변 단어들로부터 해당 단어를 예측하는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텍스트 표현을 효과적으로 학습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분석 대상 도메인의 특수한 어휘 표현을 

더욱 정교하게 학습하기 위해, 사전 학습과 미세 조정의 사이에 추가 

사전 학습(Further Pre-training)을 진행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추가 사전 학습의 목적 및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단계 수행 목적
도메인 

의존성

과제 

의존성

사전 학습 일반 어휘 학습 X X

추가 

사전 학습

특정 도메인 어휘 

추가 학습
O X

미세 조정 특정 과제 수행 O O

Table 1. Characteristics of Further Pre-training

추가 사전 학습 역시 일반적으로 BERT의 MLM을 활용하여 수행되

며, 가중치의 초기값으로 BERT 사전 학습 모델의 최종 가중치를 

사용한다. MLM에서 어휘 표현의 학습은 마스크(Mask) 되지 않은 

단어들의 의미로부터 마스크 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사전 학습을 통해 의미가 파악되어 있는 단어들이 

마스크 되지 않고, 도메인 특화 단어, 또는 신조어와 같이 의미가 

알려져 있지 않은 단어들이 마스크 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단어 의미의 

학습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MLM은 무작위

(Random) 방식으로 마스크 대상 단어를 선정하므로, 사전 학습을 

통해 의미가 파악된 단어와 사전 학습에 포함되지 않아 의미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메인 특화 단어, 또는 신조어가 별도의 구분 없이 

마스크에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의 한계는 신조어인 “극혐”이 마스크 

되지 않은 경우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1>에서 입력 문장에 대해 무작위 마스킹을 진행하는 경우, 

“재미없는”, “공포영화”, “너무나도”, 그리고 “극혐”의 모든 토큰

(Token)들이 마스킹 될 기회를 얻게 되어 Case(A)와 Case(B)의 

경우가 모두 발생한다. 이때, Case(A)의 경우 의미가 알려진 “재미없는”

으로부터 [MASK]를 예측하기 때문에 [MASK] 단어는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는 형태로 학습될 수 있다. 하지만 Case(B)의 경우 의미가 

알려지지 않은 신조어인 “극혐”으로부터 [MASK]를 예측하기 때문에, 

[MASK] 단어의 의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물론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사전 학습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의미의 모호성이 제거될 수 있지만, 소량의 특정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 학습이 수행되는 추가 사전 학습의 경우에는 

이러한 무작위 마스킹의 특성이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Fig. 1. Limitations of Random Masking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사전 학습에서 의미가 

파악되지 않은 어휘, 즉 신조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마스킹을 

수행하는 신조어 표적 마스킹(NTM: Newly Coined Words Target 

Masking)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신조어가 다수 포함된 영화의 

댓글을 수집하여 감성 분석을 수행하는 실험을 통해, 기존의 무작위 

마스킹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NTM 방법론의 성능을 비교한다.

II. Preliminaries

BERT는 트랜스포머[2]의 인코더 구조와 MLM 및 NSP 방식의 

비지도 학습을 통해 양방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단어의 풍부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BERT의 학습 방식 중, MLM은 문장 내의 전체 토큰의 15%만 

마스킹을 적용하며 해당 단어를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

지며, 또 다른 학습 방식인 NSP(Next Sentence Prediction)는 첫 

문장 이후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BERT의 

성능이 입증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BERT를 활용한 연구가 이어지

고 있으며, 특히 BERT를 활용하여 특정 도메인 또는 과제에 특화된 

단어의 표현을 추가로 학습하는 추가 사전 학습에 대한 연구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추가 사전 학습은 사전 학습에 사용되는 MLM을 다시 적용하여, 

특정 도메인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전 

학습된 BERT 모델들은 뉴스 기사 또는 위키백과와 같은 문서를 

통해 단어의 일반적인 표현을 학습하기 때문에, 도메인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포함하는 문서의 경우 OOV(Out of Vocabulary)와 같은 

문제로 텍스트 표현을 온전히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추가 사전 학습을 통해 사전 학습된 BERT를 기반으로 도메인 데이터

를 추가로 학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 금융 데이터 

및 법률 문서를 추가 사전 학습한 연구[3, 4], 과학 지식 및 임상 

정보를 학습한 연구[5, 6] 등이 수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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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조어 표적 마스킹의 원리에 대한 전체 

개요를 <Fig. 2>를 통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포털 사이트, 

Wikipedia, 블로그 등에서 신조어 리스트를 수집한 후, 수집된 신조어 

중 사전 학습된 BERT의 말뭉치에 없는 단어들을 마스킹 타겟 후보

(MTC: Masking Target Candidates)로 지정한다. 다음으로 사전 

학습된 BERT를 활용하여 MLM 방식의 추가 사전 학습을 진행하는

데, 이때 마스크 단어 선정 시 무작위 마스킹이 아닌 표적 마스킹, 

즉 앞에서 선정된 MTC에 포함된 단어 중에서만 마스크 단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조어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을 도출하게 된다.

Fig. 2. Overview of the Proposed Methodology

IV. Experiments & Result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조어 표적 마스킹 기법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소개한다. 실험 데이터 

및 환경, 그리고 학습 모델 및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Table 2>와 

같다.

우선 신조어 사전 구축을 위해 N사 오픈 사전, 블로그, 그리고 

Wikipedia에서 신조어 목록을 수집한 후, 이들을 취합하고 중복을 

제거하여 338개 어휘로 구성된 신조어 사전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감성 분석을 위해 N사에서 제공하는 영화 리뷰 약 70만 건을 수집한 

후, 이 가운데 신조어를 포함한 문장 8만 건을 추출하여 이에 대해 

추가 사전 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감성 분석의 정확도

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제안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Table 2. Experimental Environments

제안 기법의 성능을 타 기법과 비교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 사전 

학습을 수행하지 않고 순수 사전 학습만 사용한 모델(A), 추가 사전 

학습을 수행하되 기존의 무작위 마스킹을 적용한 모델(B),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인 신조어 표적 마스킹을 적용하여 

추가 사전 학습을 수행한 모델(C)의 감성 분석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감성 분석에는 Kim CNN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평가 지표로는 분류 

정확도를 사용하였다. 각 모델마다 손실 값(Loss Value)이 가장 

낮을 때의 에폭(Epoch)을 채택하여 이 단계에서의 정확도를 측정하였

으며, 제안 모델과 비교 모델의 분류 정확도는 <Fig. 3>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Fig. 3. Performance Evaluation (Accuracy)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조어 표적 마스킹을 적용한 

(C) 모델의 감성 분석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동일한 

환경에서 세 가지 모델의 감성 분석을 수행한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성능의 향상은 신조어 표적 마스킹을 적용한 추가 사전 학습을 통해 

분석 도메인의 텍스트 표현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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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nclusions

최근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사전 학습을 통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학습하고, 이후 단어가 특정 도메인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이 딥러닝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

고 있다. 추가 학습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BERT의 무작위 

MLM 방식의 경우, 기존 단어와 신조어가 별도의 구분 없이 마스크에 

포함되기 때문에 텍스트의 표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 학습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조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마스킹을 수행하는 신조어 

표적 마스킹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N사 영화 리뷰에 대한 감성 분석 

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론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텍스트 딥러닝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주제인 

추가 사전 학습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관련 분야의 

SOTA(State of the ART)급 모델인 BERT의 학습 방식인 무작위 

MLM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는 제안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텍스트 

요약, 분류, 질의응답 등 다양한 텍스트 응용 분야에서 각 과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마스킹 

대상을 신조어로 한정하지 않고 각 도메인의 전문어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방법론을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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