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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국어와 영어 코퍼스 93GB를 활용하여 구축한 대형 사전학습기반 언어모델인 KE-T5를 소개
한다. KE-T5는 한국어와 영어 어휘 64,000개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언어모델로 다양한 한국어처리와 한국
어와 영어를 모두 포함하는 번역 등의 복합언어 태스크에서도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KE-T5의 활
용은 대규모의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영어 수준의 복잡한 언어처리 태스크에 대한 연구들을 본격적으로 시
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제어: KE-T5, T5, 사전학습, 언어모델

1. 서론
최근 자연어처리 연구는 사전학습 기반 언어모델
(Pre-trained language model)을 통한 언어처리 모델의
성능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전학습 기반의
언어모델이란, 대규모의 비정형 텍스트를 깊은 트랜스포
머 (Transformer) 모델링 방식을 통하여 어휘 간의 범용
적인 의미와 그 차이를 학습시킨 대형 신경망 학습 모델
링 방식을 말한다. 해외 인공지능 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사전학습기반 언어모델 알
고리즘을 연구하여 발표하고, 학습된 모델의 규모를 주
기적으로 대형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대기
업들의 관심 언어가 아닌 비영어권 언어의 경우에는 공
개되는 모델의 구축 규모가 영어모델에 비교하여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언어를 위한 다양한 언어처리 성능의
고도화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한국어 언어처리 태스크를 범용
화하고 고도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형 언어모델인
KE-T5 (Korean-English T5)의 구축과정을 설명하고, 공
개된 모델의 성능을 소개한다.

2. 관련 연구
2.1. 사전학습기반 언어모델 구축 알고리즘
사전학습기만 언어모델은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가상 (Proxy task)를 통한 자기 지도 (Self-supervised)
학습으로 범용적 의미 표현을 사전학습 (Pre-training)
하고, 다양한 응용 태스크에 활용하는 언어처리를 위한
모델이다 [1]. 대형 언어모델 구축을 위한 사전학습 알

고리즘은 크게 언어이해를 위한 task들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진 인코더 (Encoder) 기반 모델링 방식,
생성을 위한 디코더 (Decoder) 기반 모델링 방식, 그리
고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포함하는 sequence to
sequence 구조 기반의 모델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모델링 알고리즘으로는 인코더 모델링을 위한
XLNet
[2],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3], RoBERTa ( A
Robustly Optimized BERT Pretraining Approach) [4],
ALBERT (A Lite BERT) [5], ELECTRA (Efficiently
Learning
an
Encoder
that
Classifies
Token
Replacements Accurately) [6], SpanBERT와 디코더 모델
링 알고리즘인 GPT [7, 8],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 모
델을 포함하는 BART [9], T5 (Text-To-Text Transfer
Transformer)등이 발표되어 활용되고 있다 [10].
2.2. 한국어를 위한 사전학습기반 언어모델
국내 학계에서는 기존 알고리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
술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며, 산업계에는 높은 성
능과 학습데이터 구축비용 절감으로 상용화에 대한 기대
가 높다. 인코더 모델로는 ETRI의 KorBERT1), SKT의
KoBERT2), 투블럭AI의 HanBERT3), 삼성전자의 KoELECTRA4),
금융도메인 데이터 처리 지원을 위한 KB-ALBERT5)가 공개
되고 기술이 이전되며 다양한 연구와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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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어 디코더 모델은 SKT에서 공개한 KoGPT26)가
널릴 활용되고 있고, 인디코더 모델의 경우 네이버와 SKT
에서 구축되어 공개한 T5 기반 한국어 언어모델7)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개된 한국어 언어모델의 경우는 구축
된 코퍼스의 규모와 모델 파라미터 수가 크지 않아서, 적
은 어휘 수와 어휘 별 참조하는 콘텍스트 규모로 인해 같
은 알고리즘으로 구축되어 공개된 영어모델과 비교하면 기
대 성능이 높지 않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학교 및 비영
리 연구기관의 경우는 구축을 위한 고비용의 한국어 코퍼
스 수집비용과 연산환경 확보 비용으로 양질의 대규모 모
델의 구축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한국어 언어처리 기반 성능 검증
4.1. 평가 환경
구축된 언어모델의 성능 검증을 위해 언어모델에 다양한
downstream 모델을 추가 학습하여, KE-T5의 성능을 간접적으
로 평가하였다. 평가에 활용한 학습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KLUE: 관계추출 (RE: Relational Extraction), 자연어 추

§

론 (NLI: Natural Language Inference), 토픽 인식 [12]
NIKL:

§

문장

연관성

(CoLA:

Corpus

of

Linguistic

Acceptability), 이진 의도분류 (NSMC), 유사 질문 인식, 요약,
자연어 추론, 유사텍스트 인식 (STS), 증오언설 인식

3. KE-T5 구축 방법

§

KorQuAD 1.010)

KE-T5는 구글에서 개발하여 발표한 T5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한국어와 영어 코퍼스를 이용하여 구축한 범용적인
한국어 사전학습 모델이다. KE-T5는 한국어 및 영어 약
64,000개의 어휘를 포함한 모델로 총 92.92 GB의 한국어
와 영어 코퍼스를 모델 규모 및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
하게 선택하여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
을 구축하여 공개하였다. 공개된 모델의 규모 또한
Small, Base, Large로 다양하다.

§

TED 번역 데이터: 영-한, 한-영

종류
자체
한 확보
국
어 NIKL
8)

합계

70 (3억 7천만 문장)
신문
15.6

문어
9.59

구어
7.2

메신저
0.638

웹
4.1

72
92.92

영 Real21
어 News9)
표 1 KE-T5 구축에 활용한 코퍼스 상세 (단위: GB)

모델 구축을 위한 한국어 비정형 텍스트의 전처리 과
정에는 정규 표현식을 기반으로 문서에 포함된 태그, 욕
설과 비속어, 문맥과 연관 없는 각주, 수식 표현 등을
삭제하였다. 패턴 기반 자동화된 전처리 과정 뒤에는 반
복적인 임의 추출을 통한 검토 과정을 통해 텍스트 전처
리를 수행하였다. 전처리 과정에 활용한 tokenizer는 구
글의 sentencepiece 기법을 활용하여 영어와 한국어 어
휘를 한꺼번에 처리하였다 [11].
모델의 학습을 위한 mini-batch 크기는 256으로 수행
하였으며, 각각의 모델 크기 별 학습한 step 수는 Small
모델은 60만에서 5백50만 번, Base 모델은 60만에서 2백
30만 번, Large 모델은 60만에서 2백 2십만 번의 학습을
통해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델의 학습은 구글의 TPU
(Tensor Processing Unit) 클라우드에서 수행하였으며,
8대의 TPU v3를 기반으로 모델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가
장 대규모 모델의 경우 2달을 소요하였다.

6)
7)
8)
9)

명시된 평가 데이터셋에서 언어이해 task들을 위한 학
습데이터들을 적용하여 finetuning을 수행한 KE-T5 기반
downstream 모델의 성능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sk

정규화
코퍼스규모

확보한 코퍼스 규모

4.2. 언어이해 분야 처리 성능

https://github.com/SKT-AI/KoGPT2
https://github.com/seujung/kolang-t5-base
https://corpus.korean.go.kr/
https://github.com/rowanz/grover/tree/master/realnews

CoLA
NSMC
유사질문인식
Mattew
’
s
[13]
정확도
F1
정확도
정확도
size
small
-3.72
87.9
87.9
91.5
base
12.51
88.95
93.7
91.49
large
13.31
89.7
89.74
92.52
task
NLI
STS
증오언설인식
정확도
Pearson [14] Spearman [15]
정확도
size
small
73.41
78.19
77.9
60.65
base
78.67
80.02
79.73
64.14
large
79.76
83.65
83.25
62.82
표 2 모두의 말뭉치 기반 downstream 모델 성능
task

RE
NLI
토픽 인식
F1
정
확
도
정확도
정확도
size
base
73.45
85
85.58
large
69.59
89.43
86.42
표 3 KLUE 기반 downstream 모델 성능

기존의 인코더 기반의 언어모델링 알고리즘과 달리,
KE-T5에서 활용한 T5 모델링 방식은 전이학습 파라다임
을 기반으로 하나의 모델로 다수의 task 학습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모든 평가 결과가 하나
의 모델로 다양한 task를 수행한 성능이다. 범용적인 하
나의 모델 구축이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task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3. 언어 표현 분야 처리 성능
수행한 성능평가 중 인코더를 포함한 언어 표현 관련
10) https://korquad.github.io/KorQuad%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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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를 통한 성능은 다음과 같다.

task

KorQuAD
EM
[16]
F1 정확도
size
small
88.39
87.9
base
91.11
88.95
large
92.06
89.7
표 4 발췌식 QA를 통한 downstream 모델 성능

모델 크기 기반 성능 추이를 살펴보면, base 쿠기의
모델에서 일부 태스크가 최고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large 크기 모델의 구축 시에는 모델의 규모에서 최
대한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비정형 코퍼스의 확
보가 더 좋은 성능의 대형 모델 구축에 필수요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task

영-한
한-영
Rouge-1 [17]
Rouge-2 [17]
Rouge-1
Rouge-2
size
small
10.02
2.07
39.19
19.78
base
12.03
2.81
44.12
19.76
large
11.45
2.96
44.52
20.21
task
summary
topic
Rouge-1
Rouge-2
Rouge-1
Rouge-2
size
small
38.85
18.65
48.79
32.61
base
40.86
19.58
50.71
35.43
large
40.54
20.04
55.52
37.72
표 5 TED 및 NIKL 기반 downstream 모델 성능

5. 결론
본 논문은 한국어 코퍼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T5 범용
언어모델인 KE-T5를 소개하였다. 본 모델은 githurb를
통해 apache 라이센스로 사전학습 모델과 downstream 모
델이 공개되었다.11) KE-T5는 현재까지 공개된 한국어 언
어모델 중 가장 큰 어휘수와 모델 규모로, 이를 통한 한
국어 처리 성능은 다양한 한국어 task에서 안정적이면서
도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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