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언어모델의 연구는 언어학자가 정의한 규칙을 근거로 한 문법 기반 언어모델과 언어의 사용성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통

계적 언어모델로 구성된다. 문법 기반 언어모델은 형태소분석, 구분분석 등을 위한 문법을 개발하는 것이고 통계적 기반 언어모

델은 매 단어의 사용성에 대한 통계를 구하고 그것을 bigram, trigram 등으로 구성되는 n-gram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최근에 신

경망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신경망을 이용해서 언어모델을 구현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신경망을 활용한 언어모델 

방식은 전통적인 feed forwad 신경망을 이용한 언어모델, LSTM(Long Short-Term Memory) 기반의 언어모델이 사용되고 있

다[1,2]. 특히 전통적인 통계기반 언어모델[3]과 신경망 기반의 언어모델의 비교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LSTM 기반의 언어모델의 

우수함이 증명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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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어텐션(atention)에 기반을 둔 한국어 언어모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어텐션 모델로 셀프 어텐션

(self-attention)이 가능한 트랜스포머(transformer)가 있다.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는데 언어모델로는 디코더를 일

반적으로 사용한다. 한국어에 적용 실험을 하기 위해서 기본 토큰 단위로 센텐스피스(SentencePiece)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AI-Hub 

한국어 평가 코퍼스 60만 문장을 이용하여 성능 비교를 한 결과 5,000개의 센텐스피스 토큰을 사용한 것이 10,000개의 센텐스피스 토

큰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였을 경우 33.4%의 복잡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어 음성인식 실험을 통하여 복잡도 성능이 우수한 5,000

개의 센텐스피스 토큰을 갖는 언어모델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였다.

In this paper, we make a study on the language model based on attention. The representative attention model is a transformer model, 

which enables a self-attention. Even though the transformer model consists of encoder and decoder, decoder is usually used for 

language model. We build a sentence-piece model for tokenizing. The experimental result yields that the token unit number of 5000 

gets the perplexity(ppl) reduction of 33.4% compared with that of 10,000 when AI-Hub corpus (https://www.aihub.org.kr) is used in 

the sentence-piece model. In order to prove the performance of language model with regard to perplexity, we make an experiment of 

speech recognition that the model with low perplexity yields better performance than that with high perplexity.

Keywords: Language model, Language model based on DNN, Transformer for language model, Sentence-piece toke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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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계번역에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모델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5]. 트랜스포머 모델의 장

점은 셀프 어텐션(self-attention)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어텐션은 seq-to-seq 모델에서 인코더와 디코더와의 관계에서만 

사용이 되었는데 셀프 어텐션은 인코더 혹은 디코더 단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인코더만 사용하

는 버트(BERT), 디코더만 사용하는 GPT2, GPT3 등이 제안되고 있다[6-8].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 기반 언어모델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제안된 모델을 통한 언어모델 성능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

성인식에 사용된 음성인식 성능까지 측정한다. 언어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언어 분석을 위한 기본 토큰 유닛이 정의되어야 

한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형태소가 언어처리의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word piece model(WPM) 등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9]. 특히 WPM을 사용하면 전 세계 모든 언어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다국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글에서는 WPM 기반으로 전 세계의 음성 인식기를 개발하고 있다[9]. 최근에는 자연어처리에 특화되고 기본 유닛을 구하는 데 

시간이 빠르고 문장에서 기본 유닛을 구하는 데 필요한 인코딩 시간과 반대로 기본 유닛으로부터 문장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디

코딩 시간을 줄인 센텐스피스(SentencePiece)가 제안되었다[10].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신경망 기반 언어모델은 자기 집중 기능이 있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 언어모델의 

기본단위로 센텐스피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언어모델을 위한 기본단위를 구하는 센텐스피스 모델 및 트랜스

포머 알고리즘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트랜스포머 언어모델 구조 설계 및 구현에 관해서 기술한다. 4장에서는 트랜스포머에 기

반한 언어모델 알고리즘 실험 결과 및 분석을 수행하고 음성인식 실험으로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언어모델을 위한 기본단위 구성 및 트랜스포머

2.1 언어모델을 위한 기본단위인 센텐스피스

언어모델을 위한 기본단위로는 형태소와 WPM이 있다[9]. WPM 모델은 음절을 기준으로 하여 통계적인 사용이 많으면 음절

이 확대되는 방법을 취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WPM 모델의 최대 크기는 어절이 되고 최소 크기는 하나의 음절이 된다. WPM을 

이용해서 기본 토큰 단어 유닛을 찾아내는 순서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9].

센텐스피스는 기계번역을 위한 기본 유닛으로 개발되었으며 문장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치면 원래의 문장이 되도록 즉, 손

실이 없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목표로 개발이 되었다. 또한 인코더, 디코더 시간을 단축하며 모든 언어에 적용하도록 개발되었다. 

Table 1에는 “Hello world”가 어떻게 센텐스피스로 인코딩이 되며 그것이 어떻게 원래의 문장으로 다시 디코딩되는 예제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며 실제로 훈련 및 인코딩, 디코딩 등 모든 SW가 구글의 공개 SW 사이트 (https://github.com/google/sentencepiece) 

에 공개되어 있다.

Table 1. Examples of commands for SentencePiece 

            훈련 명령어 : 기본 유닛 1,000개를 input.txt에서 추출

             %spm_train –input=data/input.txt   --model_prefix=spm –vocab_size =1000

            인코딩 명령어 : ”Hello World”를 인코딩

            %echo “Hello world.”| spm_encode –model=spm.model

           결과: _He ll o_ world .

           디코딩 명령어 : _He ll o_ world 를 디코딩

           %echo “_He ll o_ world” | spm_dncode –model=spm.model

          결과:. Hell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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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랜스포머

LSTM은 시간 축으로 변하는 패턴을 모델링하는데 우수한 결과를 제시하므로 단어와 단어간의 연결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언어모델에 적용될 수 있다[10]. Fig. 1에는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표현되어 있다. Fig. 1의 트랜스포머는 입력을 처리하는 인코더

와 출력을 처리하는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다. 인코더는 N개의 레이어로 구성되며 각 레이어의 입력은 이전 레이어의 출력으로 

연결되고 각 레이어의 출력은 그 위의 다음 레이어 입력으로 연결되어 있다. 맨 아래의 레이어 입력은 인코더의 입력 문장을 기

본 유닛 단위로 나누고 그것을 벡터값으로 표시하는 임베딩 과정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즉 인코더 입력 문장은 시간 축으로 연결

되는 벡터의 열, 즉 매트리스로 변경된다.

Fig. 1. The architecture of transformer

각 레이어는 어텐션 관계를 Q(query), K(key),V(value) 매트리스로 표시하는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scaled dot-product 

attention)과정과 그것을 이용한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2는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의 구조도이며 

Q,K,V 계산 흐름도로 표시되어 있다. 기본 개념은 Q,K,V 를 매트리스로 구성시키고 그것을 수식 (1)과 같이 계산해 주면 전통

적인 곱셈 어텐션(multiplicative attention)이 된다는 것이다[5].

    





  (1)

어텐션의 종류는 덧셈 어텐션[11]과 곱셈 어텐션으로 나누어지는데 프랜스포머는 곱셈 어텐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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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of computation for Q,K,V

Fig. 3은 각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QKV로 이루어진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

텐션을 h개로 구성하고 이것을 모아 W 매트릭스로 곱한 것이 멀티 헤드 어텐션이 된다는 것을 보인다. 수식 (2)는 멀티 헤드 어

텐션을 Q,K,V 및 W로 표시하였다.

  


   AttentioQWi

Q KW
i

K  VW
i

V 
 (2)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특징은 셀프 어텐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Q,K,V를 모두 입력 혹은 출력으로 정하면 Q와 가장 연관

이 깊은 K를 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적당한 K값으로 스케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인코더의 출력을 디코더의 입력으로 정

하면 전통적인 seq2seq의 어텐션이 되는 것이다. 특히 Fig. 3의 디코더에서는 셀프 어텐션의 Q에 관련이 있는 K를 구할 때 미래

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코절리티(causality)가 될 수 있도록 마스크드 멀티 어텐션이 구성되도록 하였다.

Fig. 3. The architecture for multi-head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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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모델 구조 설계

Fig. 4에는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언어모델의 적용 개념도가 그려져 있다. Fig. 4는 Fig. 1의 트랜스포머 기본 구조도에서 디코

더만 사용한 것이고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 적용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훈련 코퍼스로 AI-Hub에 있는 코퍼스만 사용하

였는데 만약 코퍼스를 한국어에 대한 많은 코퍼스로 대처를 할 경우에는 GPT2가 되는 것이다[7].

Fig. 4. An example of a language model based on transformer in Korean

Fig. 4에는 입력이 특정 시간 t에서 “_나는” 이 트랜스포머에 입력될 때 출력이 “_학교에” 가 되고 그 단어가 특정 시간 t+1에 

트랜스포머의 입력이 되면 출력이 “_간다”가 되어 언어모델이 예측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softmax 는 출력 단어에 대한 

최고 확률을 구하기 위한 정규화 수식을 나타낸 것이다. Emb.는 “_나는” 등과 같이 기본 토큰 단위를 단어표현 벡터로 변경시키

는 임베딩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에서는 단어표현 벡터 차원이 정해지면 임의 값으로 초기화를 한다.

4. 한국어 언어모델 알고리즘 시물레이션

4.1 한국어 코퍼스 분류

AI Hub(https:// aihub.or.kr)에는 자연언어, 음성, 영상 등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자유 발화 학습데

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조용한 환경에서 623명이 발성한 한국어 대화 음성 622,545문장으로 구성되며 두 사람이 일상, 

쇼핑,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음성을 녹음하고 전사한 것을 사용하였다. Table 2에는 본 논문에서 사용

하고 있는 한국어 코퍼스 구성을 나타내었다. 

Table 2. Corpus in Korean

훈련 문장 검증 문장 실험 문장

592,545

(593화자)

15,000

(15화자)

15,000

(15화자)

4.2 센텐스피스 기반 언어모델

4.1절에 기술한 한국어 코퍼스를 활용하여 먼저 그래픽 기반 전처리를 수행한 후에 2.1절에 기술한 센텐스피스 SW를 활용하

여 5,000개 및 10,000개의 기본 유닛을 만들었으며 실험 문장에 대한 언어모델 복잡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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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는 한국어 실험 코퍼스 내의 동일 문장에 대해서 5,000개 및 10,000개의 기본 유닛 사전을 활용해서 어떻게 기본 유

닛으로 인코딩이 되는지를 보여 준다.

Table 3. Experimental result for corpus in Korean

훈련 코퍼스의 센텐스피스 개수 복잡도

5,000 70.15

10,000 103.62

Table 4를 보면 5,000개의 유닛은 개수가 적기 때문에 문장을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생긴다. 예를 들면 “쿠팡”일 경우 

10,000개의 사전에는 “_쿠팡”이 하나의 기본 유닛으로 인식이 되지만 5,000개의 사전을 사용할 때 “_쿠” , “팡”이 되어서 두 개

의 기본 유닛으로 인식되고 있다. 

Table 4. Examples of encoding for sentencepiece in Korean experimental corpus

기준 문장(6어절) 지금쯤 뭐 하고 있었을까 쿠팡에 있었을까

5,000 개 유닛(11 유닛) ▁지금 쯤 ▁뭐 ▁하고 ▁있었 을까 ▁쿠 팡 에 ▁있었 을까

10,000 개 유닛(10 유닛) ▁지금 쯤 ▁뭐 ▁하고 ▁있었을 까 ▁쿠팡 에 ▁있었을 까

4.3 언어모델 기반 음성인식 실험

복잡도가 작은 언어모델이 음성인식 실험 결과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음성인식 실험도 수행하였다. 

음성인식의 성능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기본 유닛의 단위로 측정이 되는데 기본 유닛이 다르면 성능의 차이 비교가 어려워지

므로 인식 결과에서 센텐스피스로 디코딩된 것을 활용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센텐스피스로 디코딩되면 띄어쓰기 단위로 결과

가 나오기 때문에 WER(word error rate)는 어절 단위의 오인식률이 된다. Table 5에는 5000개, 10,000개 단위에 따른 기본단위 

오인식률, 어절 오인식률을 나타내었다.

Table 5. Performance in speech recognition according to basic units

기본단위 개수 기본단위 WER 어절 WER

5,000 14.0 % 16.7 %

10,000 30.2 % 31.6 %

Table 5를 보면 언어모델 복잡도가 작은 5,000 단위 개수가 음성인식 성능도 좋음을 알 수 있다. Fig. 5에는 기본 유닛 단위로 

인코딩된 문장이 5,000 및 10,000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인식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5(a). Speech recognition result using basic units(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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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b). Speech recognition result using basic units(10,000)

Fig. 6(a)는 Fig. 5(a)의 기본 단위 유닛을 어절로 디코딩한 후의 인식 성능의 예를 보여준다. Fig. 5(a)는 12개의 기본단위 유닛

을 모두 정확히 인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6(a)는 6개의 어절이 정확히 인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Fig. 6(b)에서는 

6개의 어절에서 1개의 어절 “지금쯤”이 “그거랑”으로 오인식이 되었다는 것을 보인다. 이렇게 동일 한국어 텍스트를 다른 기본 

유닛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언어모델의 복잡도가 달라지고 그것은 곧 음성인식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복잡도가 

작은 언어모델의 설계가 언어처리뿐만 아니라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Fig. 6(a). Final speech recognition result using basic units(5,000)

Fig. 6(b). Final speech recognition result using basic units(10,000)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 기반 언어모델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제안된 모델을 통한 언어모델 성능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

성인식에 사용된 음성인식 성능까지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어텐션 기반 신경망을 이용한 한국어 언어모델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는 승합적 어텐션이고 매트리스 단위로 처리가 되므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를 활용한 한국어 어텐션 기반 언어모델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한국어 언어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한국어에 대한 기본 토큰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영어의 경우에는 단어를 기본 토큰 단위로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어는 단

어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띄어쓰기 단위는 어절로 되어있으나 어절을 기본 단위로 사용하면 너무 개수가 많아지므로 서브워드 

단위로 분할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에 기계번역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센텐스피스 모델을 활용하여 기본 단위 사전을 

구축하였다.

AI-hub에 공개된 한국어 음성 코퍼스를 활용하여 5,000개와 10,000개의 사전을 구축하였고 그것을 이용하여 언어모델 복잡

도를 구하였다. 5,000개의 센텐스피스 모델이 10,000개의 센텐스피스 모델과 비교해 언어모델 복잡도가 33.4% 감소하였다. 또

한 한국어 음성인식 실험을 통하여 복잡도 성능이 우수한 5,000개의 센텐스피스 토큰을 갖는 언어모델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

을 입증하였다. 최종적인 음성인식 성능은 어절 오인식률 16.7%를 얻었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한국어 언어모델 연구를 최초

로 수행하였으나 향후 좀 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한국어 기본 단위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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