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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특허분야에서 자연어처리 태스크는 특허문헌의 언어적 특이성으로 문제 해결의 난이도가 높은 과제임에 

따라 한국 특허문헌에 최적화된 언어모델의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량의 한국 특허문헌 

데이터를 최적으로 사전 학습(pre-trained)한 Korean Patent ELECTRA 모델과 tokenize 방식을 제안하며 

기존 범용 목적의 사전학습 모델과 비교 실험을 통해 한국 특허문헌 자연어처리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특허(Patent), ELECTRA, 사전학습(pre-training), 자연어처리(NLP), 토크나이저(toke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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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특허문헌은 과학기술의 기술적이고 창조적 행위에 기반을 둔 언어

들도 융합된 텍스트로 서술됨에 따라 일반적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와 

다르다[1]. 언어적 특이성에 따라 자연어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난이도

가 높기 때문에 특허문헌에 최적화된 언어 모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

다. 최근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이게 되었는데 양방향성을 가진 트랜스

포머로 학습한 사전학습 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의 등장

으로 자연어처리 기술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특정분야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하였을 때 해당 분야의 자연어처리 문제 해결에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량의 한국 

특허문헌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Korean Patent ELECTRA(이하 

KorPatELECTRA)와 tokenize 방식을 제안하며 사전학습 과정을 

설명하고 BERT 및 일반상식분야의 모델과 비교 실험을 통해 가능성

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 Related Work

최근 BERT[4]와 같은 사전학습 모델은 입력 데이터의 일부 토큰을 

masking하여 모델이 원본 토큰으로 맞추는 Masked Language 

Modeling(MLM) 방식을 사용하면서 사전학습의 중요한 학습 방식으

로 알려졌다.

생물의학 문헌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BioBERT[5]는 생물의학 

텍스트 마이닝에서 성능 향상을 보고 하였고, 특허상담분야 기계독해

[6] 연구에서도 사전학습을 통해 기계독해 태스크에서 성능이 향상됨

을 보고 하였다.

ELECTRA[3]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Replaced 

Token Detection(RTD) 방식을 제안하면서 BERT[4]와 동일한 조건

에서 BERT의 성능을 능가한 모델이다. 우리말 말뭉치 등 일반상식분

야의 한국어 데이터로 학습한 KoELECTRA1)가 KorSTS, 

KorQuAD와 같은 일반상식분야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 

사전학습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tokenizer는 BERT, 

ELECTRA에서 사용한 언어적 특성의 제약이 적은 WPM tokenizer

와 특허문헌 데이터로 최적 tokenizer를 연구한 MSP[7] tokenizer를 

적용하여 KorPatELECTRA를 사전 학습하고 기존 모델들과 성능 

비교를 제시했다.

1) https://github.com/monologg/KoEL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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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ethod

Data. 한국 특허문헌 분류체계인 CPC코드에서 산업분야를 구분하

는 섹션 단위로 데이터를 균등하게 수집하여 학습 과정에서 특정분야

로 편향되지 않도록 하였다. 특허 텍스트 필드 추출, 사전 학습용 

데이터 포맷 등으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여 87.8GB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Section Documents Section Documents

A 460,000 F 367,676

B 460,000 G 460,000

C 416,332 H 460,000

D 69,896 Y 664

E 185,017

All Documents 2,879,585

Table 1. Result on sentence classification

Models. 본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 크기에 따른 모델 비교를 

위해 전기전자 기술 분야의 G, H 섹션만 사전 학습한 

KorPatELECTRAGH (32.5GB), 전체 데이터를 학습한 

KorPatELECTRAALL (87.8GB) 2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Tokenizer/Vocab. 특허문헌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용자 사전이 

적용된 Mecab-ko와 sentencepiece 방식을 결합한 MSP[7] 

tokenizer를 사용하여 15,330건의 vocabulary를 구축하였고, WPM 

방식과 비교 실험하였다.

Model Tokenizer Vocab size

BERT WPM 119,547

KoELECTRA WPM 35,000

KorPatELECTRA
WPM 32,000

MSP 15,330

Table 2. Tokenizer and vocab size according to model type

Ⅳ. Experiments

Pre-training. Google에서 공개한 사전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데이

터 특성에 맞는 MSP tokenizer와 vocab을 적용하여 사전 학습하였다. 

또한 train batch size가 클수록 학습 속도와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Multi-GPU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ELECTRA-base[3] 버전에 해당하는 768개의 Embedding size, 

12개의 Attention head와 최대 512의 Sequence length 등 동일한 

파라미터로 설정하였고, 100M 스텝까지 사전 학습을 진행(7d on 

4 V100 GPUs)하였다. 이후 연구에는 최소의 값으로 수렴하는 학습 

loss구간과 높은 MLM 결과를 가지는 구간의 파라미터와 학습 스텝을 

반영하여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Verification. KorPatELECTRA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3가지 

데이터 셋으로 비교 평가 하였다. 특허분야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과제인 특허문헌 CPC코드 분류(144 labels)를 위한 데이터 

셋과 과학기술표준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보고서 데이터 

셋(86 labels) 및 영화리뷰 감성분류 데이터 셋(NSMC2), 2 labels)을 

2) https://github.com/e9t/nsmc

대상으로 성능 비교 실험하였다. 동일한 파라미터로 실험하였고, 

결과는 Table 3와 같다.

Model Tokenizer Patent Paper NSMC

BERT WPM 62.92 46.26 85.76

KoELECTRA WPM 67.88 51.11 89.49

KorPatELECTRAGH
WPM 68.53 54.46 88.02

MSP 69.01 52.84 85.07

KorPatELECTRAALL
WPM 71.04 57.68 87.59

MSP 72.33 53.79 86.20

Table 3. Result on sentence classification

특허문헌 데이터 실험에서는 특허문헌에 특화되어 학습한 

KorPatELECTRAALL의 성능이 가장 좋았고, 특히 MSP tokenizer를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과학기술분야의 데이터 실험에서도 KorPatELECTRAALL이 여전

히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MSP tokenizer 보다 WPM tokeiner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특정분야의 태스크에서는 분야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tokenizer로 사전학습 하였을 때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KorPatELECTRA 모델로 한국 특허문헌 

자연어처리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 향후 연구에는 특정 산업분

야로 더 세분화하고 다양한 태스크로 실험하여 특허분야 자연어처리 

연구 및 문제 해결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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