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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졸업프로젝트21. 작품 소개

# 작품명: 리뷰 해체 분석기

# 설명:

문화체육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공동 주최하는 국어 정보처리 시스템 경진대회의 2020년도

주제인 ‘딥러닝 기반 영화평 감성 분석’ 주제를 바탕으로, 구글의 AI 언어모델 BERT 기반

영화평 분석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한다. 한글로 작성된 영화평을 읽어들여 해당 영화평의

긍정/부정을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며, BERT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키텍쳐를 융합하여 성능

및 정확도를 향상시킨 새로운 파생 언어모델의 완성을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로 한다.



2020 졸업프로젝트21. 작품 소개(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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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연어로 쓰여진 영화평 데이터에 대해 ②ELMo(Word Embedding)를 통해 ③부정/긍정의 도출



2020 졸업프로젝트21. 작품 소개(구조)

Fine-Tuning Architecture

Respected Result(Positive/Nagative)

▲ Overall Structure

Natural Language Film Review(Korean)



2020 졸업프로젝트22. 사용 SW/HW

# 새로 만들 SW:

BERT 모델로부터 생성한 데이터들을 Fine-Tuning하여

성능 및 효율성을 높이는 아키텍쳐 및 인터페이스

# COTS SW:

BERT, PyTorch 또는 TensorFlow

# HW: Windows 10 OS 기반 Computer



2020 졸업프로젝트23. 최종 산출물의 형태 및 기능

# 형태: 

BERT 기반 RNN을 이용한 언어모델

# 기능:

한글로 작성된 영화평을 읽어들여

해당 영화평의 긍정/부정을 분류

출처: BERT 기반 Variational Inference와 RNN을 이용한 한국어 영화평 감성
분석(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33106)



2020 졸업프로젝트24. Alternative Solution(Reference) & Project Justification

# Alternative Solution(Reference):

KoBERT, RoBERTa, XLNet, ALBERT, ELECTRA

# Project Justification:

- Cost: 오픈소스 SW 활용으로 저렴한 비용

- Duration: 약 3~4개월

- Risk: 짧은 기간동안 많은 학습량이 필요

- Effect: 개발 비용 절약, 팀원 개발 능력의 정량적 분석 가능,

기존 모델들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향상된 성능 및 정확도의

자연어 처리 언어모델 도출



2020 졸업프로젝트25. Risk Analysis & Risk Reduction Plan

Risk Probability Significance Weight Reduction Plan

딥러닝에 대한
이해 부족 5 5 25

논문 및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열심히 학습

짧은 프로젝트
기한(10월 초) 5 4 20 효율적인 일정 수립

COTS SW의
활용 미숙 3 3 9 방학 중 PyTorch 세미나 참여

언어모델
이해 부족 4 5 20

논문 및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열심히 학습

갑작스러운
팀원의 취업 1 1 1

역할 분담과 인수인계를 통한
후속 조치

취업 준비 5 2 10 적절한 비중 안배

근손실 3 5 15
고중량 저반복을 통해
훈련 시간을 단축



2020 졸업프로젝트26. Success Criteria

# 성능:

BERT 기반 언어모델의 평균 프로세싱 시간을 5% 이상 단축

# 정확도:

BERT의 정확도보다 0.5%p 이상 향상

# 성과:

2020 국어 정보처리 시스템 경진대회 45위 이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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