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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단어 임베딩은 자연어로 이루어진 단어를 실수 차원의 벡터에 대

응시키는 과정으로, 개체명 인식, 기계 번역, 문장 분류 등 다양한 
인공지능 및 자연어 처리 분야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단어 
임베딩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영어를 비롯한 라틴어 기반 
언어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고, 한국어와 같이 단어의 형태가 단
어의 의미와 연관되어지는 교착어의 특성을 가진 언어들은 기존 연
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 가정을 바탕으로 한 기존 단어 임베딩 학습 
방식의 토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음절 단위 기반의 컨벌루션 신
경망을 적용하여 단어의 형태를 임베딩 학습 과정에 반영하는 새로
운 단어 임베딩 학습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모델의 복잡성 증대로 
인해 상승하는 학습 비용을 줄이고, 계산 효율성을 높이는 중복단어 
동시 처리와 배치 재배열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는 단어 임베딩의 일반적인 평가지표인 단어 유사도, 이
웃 단어 비교 테스트에서도 기존 모델에 비해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오타나 신조어등 말뭉치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 벡터
에 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고, 실제 실험 결과를 통해 그 성능 
역시 상당히 뛰어남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모델들이 단어와 
결합되는 조사의 의미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단점 또한 해결하
였다. 

주요어 : 한국어, 단어 임베딩, Word2vec, 단어 분산 표현
학  번 : 2015-2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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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은 자연어로 이루어진 단어를 실

수 차원의 벡터에 대응시키는 과정으로, 다양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및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
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이를 활용하는 응용으로는 기계 번역, 개체
명 인식, 텍스트 생성(Text Generation) 등이 있다.[10]

분산 표현(Distributed Representation)으로 불리기도 하는 단어 
임베딩은 거대한 말뭉치로부터 공출현(Co-occurrence) 단어의 통
계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방식[7]을 기반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후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좌우에 나타나는 두 단어를 이용하여 가운
데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학습 방법[5]가 등장하였다. 현재는 큰 말
뭉치에서 효과적으로 단어를 예측하는 간단한 로그-이중선형 모델
[14]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로부터 학습된 단어 임베딩
은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해당 단어 벡터 사이의 거리뿐만이 아
니라, 벡터의 차이로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왕과 여왕의 관
계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와 같다” 라는 언어학적인 유추
(Analogy)는 왕 – 여왕 = 남자 – 여자 라는 벡터 공간에서의 단어 
벡터간 차이를 계산한 식으로부터 도출 될 수 있다.[2]

하지만 대부분의 단어 임베딩 학습방법에서는 말뭉치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모두 개별적인 단어벡터로 표현하며, 각각의 단어벡터 사
이에는 파라미터를 공유하지 않는다. 즉, 단어의 구조나 형태는 단
어 학습 과정에서 모두 무시되며, 터키어나 핀란드어처럼 단어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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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언어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
가 말뭉치에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단어들은 학습 
컨텍스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제대로 추정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3].

한국어 역시 한자를 기반으로 한 단어가 전체 단어의 70% 이상
을 차지하며[24], 같은 한자를 공유하는 단어간에는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어간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단어 
역시 같은 의미를 포함 한다. 예를 들어 ‘먹고·먹으니·먹어서·먹으며’ 
등에서 활용어미 ‘-고,-으니.-어서,-으며’ 등을 제거하면 ‘먹-’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의 ‘먹’ 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 어간이
다.[26] 이렇듯, 같은 의미를 공유하는 단어의 경우 그 글자의 형태
가 유사한 경우가 많고, LSA 이나 Skip-gram 등 기존의 단어 임베
딩을 학습하는 모델은 단어의 형태를 학습에 반영하는 과정이 없으
므로, 한국어 단어를 임베딩 하는 학습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컨벌루션 
신경망을 이용하여 단어의 음절 단위를 임베딩 학습 과정에 반영하
는 모델 및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기존의 모델로 학습한 임베딩과
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지니는 이점에 대하여 서술한다.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단어 임베딩 관련 배

경 지식을 소개하고, 컨벌루션 신경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 대하
여 서술한다. 3 장에서는 부분 문자열을 기반으로 단어 임베딩을 학
습하는 선행 연구들의 모델 및 성능에 대하여 서술하고, 기존에 진
행되었던 한국어와 관련한 단어 임베딩 연구 및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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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4 장에서는 한국어의 특성과 기존모델을 한국어에 적용하
는데 있어 나타나는 한계를 통해 한국어의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기 
위해 고려되어야할 문제를 정의하고, 음절 임베딩과 컨벌루션 신경
망을 활용하여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5
장에서는 뉴스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모델로 학습한 모델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어 임베딩을 다양한 비교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하고, 본 모델의 특징인 어휘 외 단어(Out-of-Vocabulary) 임베딩 
성능에 대하여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6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서술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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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

본 장에서는 단어 임베딩관련 배경 지식을 소개하고, 컨벌루션 
신경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 대해 서술한다.

2.1. 단어 분산 표현 기법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이라고 불리는 단어 분산 표현 기

법(Distributed Representation)은 자연어로 구성된 단어를 연속된 
공간에서의 실수 벡터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학습하는 방법들은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연구 되어왔다.[19] 대부분의 단어 임베딩 연구들은 같은 
컨텍스트(Context)1)에서 사용된 단어는 비슷한 단어 의미
(Semantic Meaning)을 공유한다는 언어학 의미 이론 중 하나인 분
산 가정(Distributional Hypothesis)에 기반을 두고 있다.[8] 즉, 같
이 나타난 주변 단어로부터 그 단어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학습한 단어 임베딩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벡터공간에 위치하게 된다.

1) 자신 이외의 문장이나 단락, 문서중에 나타나는 단어. 단어 임베딩에서는 주로 앞뒤에 나

타나는 단어를 컨텍스트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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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습된 임베딩에서 국가-도시 벡터간 관계 [15]

2.1.1 카운트 기반 모델
단어 임베딩의 초기 연구들은 카운트 기반 기법(Count-based 

methods)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Latent 
Semantic Analysis 가 있으며 [7], 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카운트 기
반 모델은 단어의 형태(Morphology)가 아닌 의미(Semantic)를 이
용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 라는 단어와 ‘타다’ 라는 단어가 등장하
는 문장이 있고, ‘차’라는 단어와 ‘타다’ 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면 ‘비행기’, ‘차’ 라는 단어가 ‘타다’와 같이 쓰였다는 사
실로 부터 ‘비행기’ 와 ‘차’는 어느 정도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라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LSA 는 이러한 공 출현 정보에 대한 통계를 행렬로 나타낸 뒤, 
이 행렬을 바탕으로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 기법을 
이용하여 각각 단어에 대한 행렬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로 
학습한 단어 임베딩은 단어간 유사도 측정에 있어 상당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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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Landauer 과 Dumais 는 백과사전에 등장하는 단어 5 백
만개를 LSA 모델로 학습시킨 후, 임의의 단어나 구절을 제시하고 
가장 유사한 단어를 보기 네 개 중 골라 정답을 맞히는 테스트를 
실시하였다.2) 코싸인 유사도 계산법으로 유사도를 측정하여 실험 
한 결과, 총 80 개의 항목에서 64%의 정확도를 보였고, 이는 비영
어권 국가의 학생이 미국 대학에 응시하는 시험에서 받은 점수의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11]

하지만 LSA 를 비롯한 이러한 카운트 기반 모델은 단어 빈도
(Term frequence)에 대해 조인트 가우시안 분포(Joint Gaussian 
distribution)을 가정하지만, 실제 단어 빈도는 포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18]

2.1.2 예측 기반 모델
예측 기반 모델은 이미 학습된 주변 단어들로부터 목표 단어의 

벡터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신경망 언어모델(Neural 
Network Language Model) 이 있으며,  차원성의 저주3) 효과를 줄
이는 분산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 [1]

여러 예측 기반 모델 중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는데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모델은 Word2Vec[14]이다.[12] Word2Vec 은 
CBOW(Continuous Bag-of-Words) 모델과 Skip-gram 모델로 구
분되며, CBOW 모델은 투사 레이어(Projection Layer)가 컨텍스트에
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단어벡터를 공유하여 하나의 목표단어를 예

2)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테스트이다.

3) 차원성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란, 복잡한 함수를 학습할 때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것을 가리킨다. 입력 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수도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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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피드포워드 신경망 언어 모델이다. 반면 Skip-gram 모델은 
문장에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단어의 주변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
되는 모델로, CBOW 와는 정반대되는 구조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Skip-gram 모델에 기반하며, 이 
모델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말뭉치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각각 해당 단어의 인덱스(Index)인 
∈로 나타내고, 가 단어 를 둘러싸는 컨텍스트 

단어들의 집합일 때, 이 모델의 목표는 로그-가능도(log likelihood) 

  




∈ 

log   

를 최대화 하는 것이다. 가 주어졌을 때 컨텍스트 단어 를 
관측할 확률은 단어 벡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화(Parametrized) 
된다. 여기서, (단어, 컨텍스트)쌍에 대한 점수를 실수차원에서 매기

그림 2 CBOW 및 Skip-gram 모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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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수 함수(Score function) s 가 주어졌을 때, 컨텍스트 단어에 
대한 확률을 정의하면 

softmax   


  




   


    이다.

여기서는 한 개의 컨텍스트 단어 c 를 예측하는 확률을 구하였고 
실제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주변 컨텍스트 단어 전부를 
예측하도록 확장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softmax 에서 너무 많은 
단어들에 대해 계산을 해야 하므로 계산에 대한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단어들 중 일부만 뽑아서 softmax 계산을 하고 일반화
(Normalization)를 해준다. [15] 에서는 실제 목표 단어로 사용하는 
‘positive sample’ 과 나머지 단어들인 ‘negative sample’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인 Negative Sampling 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
여 구한 목표 함수4)는 다음과 같다.


  




∈ 

  
∈  

 

점수 함수로는 단어 와 를 내적하는 함수     

⊤
 

를 이용한다. 

4) 목표 함수에서 사용된 손실함수   log    이며,   는 어휘로부터 샘플링된 

Negative example의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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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컨벌루션 신경망
컨벌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은 일종

의 전방 전달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으로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컨벌루션 레이어와 그 위에 올려진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 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컨벌루션 레이어에서 전처리를 수행하
는 구조를 가진 인공신경망이다. 입력으로부터 계산을 거쳐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각각의 레이어에서는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
의 필터가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풀링(Pooling)이라고 불리는 샘플링
과정과 완전 연결 레이어(Fully-connected layer)를 거쳐 학습을 
완료한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목표함수가 최대가 되도록 자동으
로 모든 필터의 값들을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인 컨벌루션 신경망의 
작동 원리이다.

컨벌루션 신경망은 초기에는 이미지 처리에 주로 사용이 되어왔
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의미 분석[22], 문장 모델링[16] 및 전통적인 자연어처리에 있
어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6]

그림 3 문장 분류를 위한 컨벌루션 신경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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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은 자연어 처리 분야 중 문장 분류에 쓰이는 컨벌루션 신
경망 구조 중 하나이다.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는 컨벌루션 신경망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를 입력 단위로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
어가 아닌 글자(Character)를 입력 단위로 사용하기도 한다.[23]

입력으로 들어온 입력벡터들에 여러 종류의 컨벌루션 필터들을 
적용하면, 피쳐 맵(Feature maps)이 산출이 되고 각각의 피쳐 맵들
은 단어 및 단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게 된다. 이후 풀링
을 거친 각각의 피쳐들을 연결(Concatenate)하게 되면, 입력으로 들
어온 문장 혹은 단어들은 자연어 처리에 사용 될 수 있는 하나의 
벡터로 표현이 된다. 

물론 컨벌루션 방식에는 서술한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존
재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컨벌루션 신
경망’ 이라는 용어는 위에서 설명한 구조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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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관련 연구

3.1. 부분 문자열 기반의 언어모델
1.1 에서 밝혔듯이, 언어적인 측면에서 언어의 형태(morphology)

가 다양한 언어들은 컨텍스트 단어의 출현빈도 부족 인해 단어 임
베딩을 학습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은 Skip-gram 모델에서 사용되는 점수 함수를 변형시키는 
방식을 이용하여 단어의 구조를 임베딩 학습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주어진 단어 w 를, w 에 나타나는 
n-gram 단어의 집합  ⊂  로 표현한다. 이후 각각의 g 에 
대해 벡터 z 를 생성하고 단어 w 를 구성하는 모든 g 에 대해 점수 
함수   

∈


⊤ 

를 적용하여 단어벡터 w 와 컨텍스트 단어 벡터 c 간의 점수를 매
긴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같은 n-gram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 벡터
간 유사도가 skip-gram 모델에 비해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을 이용하여 말뭉치 전체에 등장하는 어휘에 대한 단어 임
베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g 로 사용할 n-gram 단어 벡터의 길이 
및 크기를 직접 가늠하여 설정해 주어야 하며, 학습 과정에서 메모
리 요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 만개에 이르는 n-gram 단어벡
터를 해싱(Hashing) 하는 등의 상당한 튜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10]은 순환신경망 언어 모델(Recurrent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13]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단어를 순환신경망의 
입력으로 바로 사용하지 않고, 글자 단위(Character Level)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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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합성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단어벡터
는 여러 개의 글자 임베딩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컨벌루션 신경망을 
통해 나온 출력이다. 

그림 4 Character-Aware Neural Language 

Model[10]

그림 4 는 글자 단위 임베딩을 컨벌루션 하여 단어 벡터를 합성하
는 모델을 설명한 그림이다. 말뭉치에  개의 글자(Charact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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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글자 임베딩의 차원의 크기를 d 라고 할 때5), ∈ℝ×  가 
글자 임베딩의 행렬이 된다.

길이가 인 단어 k 가 글자   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면
(∈), k 는 글자단위의 임베딩으로부터  ∈ℝ×  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입력으로 들어온 단어 k 의 글자 임베딩 벡터  에 폭
이 w 인 컨벌루션 필터 ∈ℝ×   를 적용하면 피쳐 맵 ∈ℝ    

을 얻을 수 있으며, 산출된 피쳐 맵은 최대 풀링(max pooling) 과
정을 거쳐   max

   인 벡터로 출력된다. 최종적으로, 다양한 
필터  에 대해 산출된 벡터를 모두 연결(concatenate) 하게 
되면 단어 k 에 대한 벡터 표현인 y  

 
   얻을 수 있다.

[10]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단어 벡터를 Highway 
Network[20]에 넣은 뒤 그 결과를 LSTM 의 입력으로 이용하여 다
음 단어를 예측하는 언어모델(Language Model) 구축에 이용하였으
나,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므로 관련 설명은 생략한다.

3.2. 한국어의 단어 임베딩
한국어와 관련한 단어 임베딩은 많이 연구되어지지 않은 실정으

로 기존의 skip-gram 이나 GloVe[17] 등 을 한국어 말뭉치에 적용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만, 학습 전이나 학습 후 과정에서 약
간의 처리를 통하여 학습 성능을 올리는 연구는 일부 진행된 것이 
있다.

5) |C|의 크기가 작을 때, 다수의 연구에서 글자벡터는 one-hot 벡터로 사용이 되어왔지

만, [10]에서는 (d < |C|)인 d를 차원의 크기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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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에서는 skip-gram 등 기존의 단어 임베딩 학습모델을 그대
로 이용하고, 이후 말뭉치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어미를 가장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5 개의 단어 집합을 만들어 단어의 벡터를 합성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밥’ 이라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을 
구하기 위해 말뭉치에 등장하는 밥이라는 어간이 포함된 모든 단어
들로부터 
밥  밥이 밥을 밥만   과 같은 단어들의 집합을 만들고, 
   

∈
 함수를 통해 각각 단어의 등장 빈도에 

따라 학습된 임베딩 벡터의 크기를 재조정한다. 이후 ‘밥’ 이라는 단
어에 대한 벡터 ′  

∈
  ×  를 계산하여 구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된 임베딩은 교착어의 특성상 어근과 접사
에 의해 단어의 기능이 결정되는 한국어의 특성을 어느 정도 보완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7]의 경우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말뭉치 전체에서 단어의 형
태소를 미리 분리해놓은 뒤 skip-gram 모델의 적용을 통해 임베딩
을 학습하고, 파라미터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최적의 임베딩을 
학습하는 실험 방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학습 전후 말뭉치에 대한 처리 과정을 통해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21]의 경우 어근에 대한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습된 임베딩으로 부터 구하
는 방식이므로 같은 어근을 포함하는 단어들을 학습할 때에 파라미
터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단점은 해결하지 못하였다. [27]
의 경우 형태소 분석기의 성능에 의해 임베딩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과 어미를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어미나 조사들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학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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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음절 기반 한국어 단어 임베딩 모델 
및 학습 기법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국어 단어임베딩과 이를 학습
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한다. 이후 음절 기
반 임베딩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단어 임베딩 모델에서 학습 
기법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학습 방식 변화
로 인해 늘어나는 학습 비용을 줄이는 학습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
다.

4.1. 문제 정의
4.1.1 한국어의 특성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하는 특성으로 인해 말뭉치에 등장하는 단

어의 대부분은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단어의 
형태가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착어의 특성은 단어의 다양한 변형 형태를 
만들어 내어,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필요한 컨텍
스트 단어를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영어의 경우 어근의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한적이지
만, 한국어의 경우 조사 등 어미의 형태는 형태소 분석기에 사용되
는 개수만 하더라도 수십여 가지가 넘는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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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말뭉치 크기 대비 어휘량 (영어 및 한국어)

그림 5 는 한국어와 영어의 말뭉치에서 어절단위로 단어를 분리
했을 때 말뭉치의 크기대비 어휘량6)을 비교한 결과이다. 한국어의 
말뭉치의 크기가 영어의 1/4 수준에서 이미 비슷한 수의 어휘량을 
포함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영어의 경우 
약 19 만개의 단어를 학습하는데 단어 하나당 약 7900 개의 컨텍스
트 단어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 같은 양의 단어를 학습하
는 데에 약 2000 여개의 컨텍스트 단어만이 존재한다. 물론 약 
2000 여개의 컨텍스트는 학습에 충분한 수 인 것처럼 보이지만 
Zipf’s law7)에 따라 등장 빈도 수 상위 20%의 단어를 제외하면 나
머지 단어들은 말뭉치 전체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6) 어휘량(Vocabulary Size)은 말뭉치에 등장하는 단어 중 중복되는 단어들을 제외 한 단어

의 개수(Number of distinct words)를 의미 함

7) 지프의 법칙(Zipg’s law)에 따르면 어떠한 자연어 말뭉치 표현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그 

사용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모든 단어의 사용 빈도는 해당 단어의 순위

에 반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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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말뭉치에 등장한 단어들의 등장 빈도 수

그림 6 은 20000 여개의 뉴스기사에 나타난 62458 개의 단어들
의 단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그 출현 횟수를 그래프로 나타
낸 것이다. ‘있다’, ‘일’ 과 같은 단어는 5000 번 이상 등장한 반면 
60%이상의 단어들은 말뭉치 전체를 통틀어 2 회 미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 2 회만 등장한 단어를 단어 임베딩 학습에 사용하기
에는 컨텍스트가 지나치게 부족하며, 결국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영어를 비롯한 라틴어 문자 기반의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는 과
정처럼 공백으로 구분된 어절을 그대로 입력으로 사용하여 모든 단
어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4.1.2 접근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영어 등의 라틴어 기반 문자 임베딩을 학습하는 

데 좋은 성능을 보이는 Skip-gram, CBOW 등의 모델은 단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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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파라미터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한국어 
단어를 임베딩 하는 학습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는 3.2.에서 언급한 전처리 방식 등이 있지
만, 모두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성능에 의해 임베딩
의 결과가 좌우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어근에 대한 직접적인 임베
딩을 학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그림 7 기존의 한국어 단어 임베딩 학습 방법

따라서 위에서 서술한 한국어의 특성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어
근을 가지는 단어는 사이에는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하도록 하는 임
베딩 학습 방법을 고안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단어 단
위를 음절 단위로 분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어 벡터를 합성하여 
각각의 단어에 포함된 음절이 전체 단어벡터에 영향을 미치도록 임
베딩을 학습하는 모델을 제안하여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말뭉치에 나타난 단어를 어절 단위가 
아닌 음절 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2)같은 음절이 포함된 단
어 사이에는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3)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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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상승하게 되는 모델의 복잡도로 인한 학습 비용에 대한 증가
는 감안해야 한다. 

그림 8 새로운 단어 임베딩 학습 방법

본 논문에서는 컨벌루션 신경망을 도입하여 이 세 가지 관점을 
반영하는 음절 단위 단어 임베딩 모델 및 학습 기법을 제시한다.

4.2. 컨벌루션 신경망을 통한 음절 단위 단어 임베딩 
모델

4.2.1 모델의 개요
3.1 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컨벌루션 신경망은 다양한 자연어 처

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성능 또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컨벌루션 신경망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개의 필터들이 
학습되면서 다양한 입력 벡터 조합들에 대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
다는 점인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음절 조합들이 컨벌루션 신경망
을 통과하면서 여러 개의 필터들은 단어의 길이나 음절의 조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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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에 대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된다. 
예를 들어, ‘집에서’ 에 나타나는 ‘서’ 라는 음절과 ‘서울대학교’에서 
나타나는 ‘서’ 는 동일한 음절이지만 단어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전
혀 다르며 음절이 등장하는 위치 역시 단어의 앞부분과 뒷부분이라
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음절이 포함된 단어일지
라도 해당 음절의 위치나 앞 뒤 음절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를 학습하는 것이 컨벌루션 신경망의 역할이다. 만약 컨벌루션 신경
망을 사용하지 않고 음절단위 벡터들의 단순 연결만으로 단어 벡터
를 합성하여 임베딩 학습에 사용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길이가 1~3 인 
필터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한 단어 임베딩 학습 모델에서는 한 개의 음절이 지니는 
의미와 함께, 두 음절, 세 음절이 조합되었을 때 갖게 되는 의미들
이 단어 임베딩 학습에 반영된다.

컨벌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단어벡터 합성 방식을 단어 임베딩 학
습에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말뭉치에 나타나
는 모든 음절들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생성한 뒤 음절 임베딩의 벡
터들의 조합으로부터 단어 벡터들을 만들어낸다. 이후, 이 단어 벡
터들은 컨벌루션 신경망을 거쳐 의미를 지닌 단어벡터로 산출된다. 
이렇게 컨벌루션 신경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단어벡터는 
skip-gram 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주변 컨텍스트 단어들을 학습한
다. 이 때 단어를 합성하기 위해 음절 임베딩으로부터 음절을 추출
하는 시작부터, 컨텍스트 단어를 이용하여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는 
부분까지, 전 과정이 한 번에 진행되도록 역전파 알고리즘(Back 
Propagation)을 설계하여 벡터들의 경사(Gradient)가 한꺼번에 갱신
(update)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음절 임베딩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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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벡터와 컨벌루션 필터들의 값이 단어 임베딩의 원래 목적
(Distributional Hypothesis)에 부합하도록 학습이 된다.  

4.2.2 모델의 동작 과정
말뭉치에 총 S 개의 음절(Syllable)이 있고, 음절 임베딩의 차원

의 크기를 d8)라고 할 때, ∈ℝ×   가 음절 임베딩의 행렬이 된
다. 길이가 인 단어 k 가 음절    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면
(∈), t 는 음절 임베딩으로부터 추출한 음절들의 연결을 통해 
 ∈ℝ ×  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입력으로 들어온 단어 k 의 글자 임베딩 벡터  에 폭이 
w9)인 컨벌루션 필터 ∈ℝ×   를 적용하면 피쳐 맵 ∈ℝ    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 를 1~3 인 필터들을 이용하였는데, 
단어의 길이가 1,2 인 경우 길이가 w 가 2,3 인 필터를 적용하기에 
너무 짧으므로, 필터의 길이가 2,3 인 경우 컨벌루션 과정에서 길이
가 1,2 인 패딩(padding)을 각각 적용하였다.

8) [10]에서 실험한 대상 언어는 영어로, 영어 알파벳의 숫자는 총 26개 이며, d를 15정도

로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알파벳 자체가 별다른 단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아 

알파벳이 학습해야할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이며, 한국어의 경우 말뭉치에 따라 포함된 

음절의 수가 약 500~1500개에 이르는 만큼, 음절 하나하나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도록 

d를 큰 값으로 설정하였다. 실제 실험결과 d는 320정도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9) 한국어 말뭉치에 등장하는 단어 길이의 평균은 약 4글자로, w는 1~3인 필터들을 사용하

였을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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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패딩을 적용한 벡터와 컨벌루션하여 피쳐맵을 얻는 과정

 
피쳐 맵이 산출 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컨벌루

션 과정에서 tanh 나 ReLU 같은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을 
거치게 되는데10), 의 번째 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tanh〈         〉 11)

이렇게 해서 산출된 피쳐 맵은 최대 풀링(max pooling) 과정을 
거쳐   max

   인 벡터로 출력된다. 각각의 풀링 과정에서 값
을 추출하는 방식은 최대 한 개를 풀링하는 것(one-max pooling)
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피쳐 한 개만을 추출한다. 최종적으
로, 다양한 필터12)  에 대해 산출된 벡터를 모두 연결
(concatenate) 하게 되면 단어 k 에 대한 벡터 표현인 
y  

  
   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추출된 y는 컨텍스트 단어로부터 임베딩을 학습하여 컨
벌루션 필터와 음절 임베딩의 파라미터를 갱신(update) 하게 된다. 

10) 활성화 함수는 여러 실험을 거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tanh를 사용하였다.
11)       는  의   ~  번째 컬럼(column)이며, 

〈〉   는 프로베니우스 내적(Frobenius inner product) 이다.

12) 필터의 총 개수는 다양한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 100~1000 사이로 결정한다.



23

컨텍스트 단어를 학습하는 과정은 2.1.2 장에서 밝힌 Skip-gram 모
델을 변형시켜 이용하며, 해당 모델에서 단어 임베딩 벡터로 쓰이는 
벡터 w 대신, 컨벌루션을 통해 추출한  벡터 y , y  를 적용하여, 

  




∈ 

   
∈  

   를 목표함수로 임베딩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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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컨벌루션 신경망을 통한 음절 단위 단어 임베딩 모델 

아키텍쳐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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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모델의 복잡도 및 학습 성능 향상
4.3.1 모델의 복잡도 및 학습 비용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을 통해 학습되는 모델의 복잡도는 역전파 
과정에서 갱신되는 파라미터의 숫자와 중간 레이어의 수에 의해 결
정되는데, Skip-Gram 모델의 경우 업데이트 되는 파라미터의 수는 
단어의 수와 임베딩 차원의 곱이며, 중간 레이어는 투사 레이저
(Projection Layer)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는 만큼 역전파 과정에서 경사(Gradient)를 구하여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계산과정이 매우 단순하고 빠르다. [14]에 따르
면 C 가 전체 말뭉치의 단어 수, V 가 어휘량, E 가 임베딩 차원, X
가 컨텍스트 크기 일 때, 계산의 시간 복잡도는 O(C*E(logV)*X) 
에 불과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모델의 경우 음절 단
위 임베딩으로부터 단어를 합성하여 컨벌루션을 거치고 풀링을 하
게 됨으로써 투사 레이어 이외에도 컨벌루션 레이어(Convolution 
layer)와 서브샘플링 레이어13)(Sub-sampling layer)가 추가된다. 
[4]에 의하면, 입력 노드의 숫자가 인 컨벌루션 신경망의 시간 복
잡도는 에 비례한다. 즉, 단어 임베딩 학습 과정에 컨벌루션 신경
망이 추가되어 역전파 과정에서 시간 복잡도는 컨벌루션 입력 노드
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므로, 이는 경사의 계산 복잡도를 
크게 증가시켜 학습 비용을 엄청나게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컨벌루션의 신경망의 특성상 배치(Batch) 처리를 하는 과정
에서 같은 단어 길이를 가진 벡터들만 한 번의 배치 단위로 컨벌루
션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배치를 
적절한 방법으로 묶어 줄 필요가 있다. 

13) 풀링(Pooling) 레이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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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성능 향상 방법
앞서 밝힌 학습 비용 증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치에 포함된 중복 단어들을 한꺼번에 처리한다.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배치의 크기를 b,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를 k 라고 할 때, 한 번의 배치(Batch)에는 임베딩을 
학습한 단어  와 컨텍스트 단어  의 묶음 ( , )
이 b 개만큼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묶음 사이에는 중복
된 단어들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다. 실제 실험 과정에서 배치의 크
기를 약 2000 개로 설정하고,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를 3 으로 설
정하였을 때, 하나의 배치에 존재하는 단어들은 약 3/4 정도가 중복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만약 같은 배치 단위에서 중복되는 단어
들은 한번만 컨벌루션에 입력하여 그 결과를 공유한다면, 컨벌루션 
신경망의 입력으로 넣는 단어들을 1/4 로 줄일 수 있다. 

2) 컨텍스트 단위가 아닌 단어 길이단위로 배치를 재배열한다.
 Skip-gram 모델과 같이 배치 처리를  ( , ) 묶

음으로 하게 되면 각각의 컨텍스트 단어   들의 길이
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컨벌루션 신경망의 입력으
로 넣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배치를 길이단위로 재배열
하여 컨벌루션을 수행한 후 나온 결과를 원래 배치의 순서대로 되
돌리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b*k 번 수행되던 컨벌루션의 횟수를 단
어의 최대 길이만큼 수행 하는 것으로 줄일 수 있다. 이 때, 1)의 
방법과 합쳐 중복단어를 제거한 단어를 입력 배치로 사용하게 되면 
학습하는데 드는 계산 비용을 큰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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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성능 평가

5.1. 데이터 셋
본 연구에서 단어 임베딩 학습에 사용 된 데이터는 2012 년 6 월

부터 2014 년 11 월까지의 뉴스 기사 20,000 건 이며, 데이터의 상
세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말뭉치들이 단어 임베딩 학습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학습을 방해하는 노이즈14) 를 최소화하기 위해 URL, 외
국어, 각종 특수문자 등 한국어와 연관성이 없는 표현을 모두 제거 
하였으며, 본문 외의 광고성 문구를 삭제하고 중복 기사를 제거하는 
전처리(pre-processing)과정을 수행하였다. <표 1> 에 표기된 값
들은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모두 마친 뒤 집계한 통계이다.

14) 단어의 주변 의미와 상관없이 등장하는 URL 등의 정보 및 뉴스기사의 특성상 맨 앞 뒤

에 나오는 기자명, 광고등 컨텍스트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

종류 덤프 시점 음절 
수 어휘량 전체 

단어 수
문장당 
평균 

단어 수
뉴스기사 2012/06/02~ 

2014/11/29 651개 3,038개 427,017 
개 13.85개

표 1 학습에 사용된 말뭉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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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비교 모델 및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단어 임베딩의 모델의 비교 모델로는 

[27]에서 제시한 Skip-gram 모델을 사용한다. 

5.2.1 학습 손실 비교

그림 11 epoch에 따른 학습 손실

그림 11 은 같은 단어 임베딩 차원 수와 같은 배치크기로 학습하
였을 때의 학습 손실(Training Loss)15)을 비교한 것이다. 손실 함
수는 단어가 얼마나 컨텍스트 단어들로부터 단어 벡터를 잘 학습하
는지를 나타내며, 낮을수록 좋은 성능임을 뜻한다. 실험 결과, 미세
한 차이이지만 초기 손실, 평균 손실, 마지막 epoch 후의 손실 모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5) Negative Sampling을 이용한 손실 함수를 적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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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단어 유사도 평가
단어 유사도 평가는, 단어 임베딩 평가에 가장 널리 쓰이는 평가

중 하나로, 테스트셋으로는 WS35316)을 사용하였다. WS353 에는 
두 단어사이의 관련도(WS353-R)와 유사도(WS353-S)를 평가하
기 위한 353 개의 단어 짝이 있으며, 각 단어 짝의 관련도와 유사도 
점수는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매겨진 점수의 평균으로, 0~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어진다. 원본은 영어 단어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버전[27]을 사용하였다.

평가 지표로는 각 테스트셋에 있는 단어 짝들에 대해, 단어 임베
딩을 통하여 학습한 두 벡터들 사이의 코싸인 유사도 값과, 테스트
셋에 매겨놓은 실제 점수와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WS353 데이터의 예시는 <표 2>와 같다.

WS353-R WS353-S

단어1 단어2 관련도 단어1 단어2 유사도

컴퓨터
소프트웨

어
0.850 마술사 마법사 0.902

호텔 예약 0.803 호랑이 고양이 0.800

화성 물 0.294 컴퓨터 뉴스 0.447

음료수 귀 0.131 주식 생명 0.092

표 2 WS353-R과 WS353-S 데이터 예시 (4짝씩)[27] 

16) http://www.cs.technion.ac.il/~gabr/resources/data/wordsim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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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단어유사도 평가 비교 그래프

단어 유사도 평가 비교 결과, 유사도 테스트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관련도 테스트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사한 단어사이에는 같은 음절
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베딩 차원에 단어의 형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본 모델이 유사도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
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하는 음절이 전혀 없는 단어들 사이에서는 
단어의 형태정보가 일종의 노이즈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도 테스
트에서 조금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5.2.3 이웃 단어 비교
이웃 단어 비교테스트는 정량적인 테스트는 아니지만, 단어 임베

딩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평소에 자주 사
용하는 임의의 단어 6 개에 대해 코싸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단어 
Top-3 개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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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Skip-Gram Ours

펀드

1.주식

2.퇴직연금

3.증권사

1.퇴직연금펀드

2.연금

3.투자

삼성

1.승

2.투수

3.삼성전자

1.삼성전자

2.성공

3.두산

삼성전자

1.갤럭시

2.텔레콤

3.매출액

1.삼성

2.애널리스트

3.투자자

스마트폰

1.기기

2.앱

3.문자메시지

1.스마트

2.아이폰

3.휴대폰

프로야구

1.구단

2.시즌

3.야구

1.야구

2.스포츠

3.프로그램

보험

1.은행

2.보험사

3.증권사

1.보험사

2.보험료

3.위험

표 3 Top-3 이웃 단어 비교 결과

실험 결과, 제안한 모델에서 쿼리와 가장 코싸인 유사도가 높은 
단어들은 모두 쿼리와 겹치는 음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단어의 형태에 대한 
정보를 임베딩에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
로야구’에 대한 두 번째로 가까운 단어가 ‘스포츠’라는 것과 ‘펀드’와 
두 번째로 가까운 단어가 ‘연금’ 이라는 결과를 통해 겹치는 음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변 컨텍스트 단어들로부터 단어의 의미
를 어느 정도 잘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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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어휘 외 단어(Out-of-vocabulary) 테스트
어휘 외 단어 테스트는 오타(Typo) 테스트와 신조어 테스트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먼저 오타 테스트는 말뭉치에 나타나는 단어 중 
한글자만 바꾸어(오타를 내어) 말뭉치 어휘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
벡터를 만든 뒤17) 원래 단어와의 코싸인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Skip-gram 방식에서는 어휘 외 단어에 대한 벡터를
구할 수 없으므로 본 테스트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대상으
로만 수행하였다.

 1)오타 테스트

그림 13 오타 테스트 결과 그래프

실험 결과, 10 개가 8 개 넘는 오타에서 0.5 이상의 코싸인 유사
도를 보여주었다. 다만 ‘법률’과 ‘이득’의 오타인 ‘법율’ 과 ‘이둑’ 단
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코싸인 유사도가 나타났는데, 이 두 경우
는  모두 단어의 길이가 두 글자 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한 개의 
17) 이미 말뭉치로부터 학습된 음절 임베딩과 컨벌루션 필터를 통하여 어휘 외 단어에 대한 

벡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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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로부터 원 단어를 유추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2) 신조어 테스트
신조어 테스트는 말뭉치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 생겨나서 사

용되고 있는 단어들에 대하여 가장 코싸인 유사도가 높은 단어 3 개
의 결과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Skip-gram 모델의 경우 
어휘 외 단어에 대한 벡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단어를 글자단위로 
분리했을 때 분리된 단어 각각의 어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단어
들의 벡터를 더하여 새로운 단어의 벡터를 만들어 내어 테스트 하
였다. 어떠한 분리 방식으로도 어휘 만들 수 없는 경우 테스트에서 
제외 하였다. 

Query Skip-Gram Ours

구글신

1.신

2.당권

3.구당권파가

1.구글

2.글

3.구매

개이득

1.이득

2.적립금

3.실적배당형

1.이득

2.개정안

3.개월간

퇴근각

1.반드시

2.각

3.비누

1.퇴근

2.퇴직

3.퇴임

국민의당

1.당

2.의

3.강기갑

1.민주통합당

2.민주노동당

3.탈당

응인정 단어 합성 불가

1.인정

2.걱정

3.살펴보다

주작 단어 합성 불가

1.조작

2.주요

3.시작

표 4 어휘 외 단어 Top-3 이웃 단어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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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Skip-gram 모델의 경우 ‘개이득’ 단어와 ‘국민의당’ 
정도를 제외한 단어들에서는 신조어가 파생된 본래의 단어를 제대
로 찾지 못하였으며 ‘응인정’, ‘주작’ 단어는 단어벡터를 합성하지 못
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은 6 개의 
실험 결과 모두에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진 단어로 신조어가 파
생된 본래의 단어를 보여주었다.

5.2.5 형태론 테스트
형태론 테스트에서는 조사가 결합되지 않은 단어와, 해당단어에 

조사를 결합한 단어 사이의 벡터 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임의의 
단어에 ‘~을’과, ‘~하는’ 이라는 조사의 결합 여부가 단어 임베딩에
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벡터를 PCA projection18)을 통해 2
차원으로 나타내 보았다. 또한 조사 결합 전 단어를  , 결합 후 단
어를 ′ 라 했을 때 |-′|의 분산을 계산하여 단어 형태에 따
른 임베딩 벡터의 차이가 얼마나 일관적인지 추정해 보았다.

그림 14 조사 ‘~을’의 결합에 따른 임베딩 벡터 비교

(PCA Projection)

 

18)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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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조사 ‘~하는’의 결합에 따른 임베딩 벡터 비교

(PCA Projection)

Skip-gram Ours

Variance 0.0186 0.0064

Variance 0.0215 0.0179

표 5 단어 형태간 거리 분산 비교

실험결과, Skip-gram 모델의 경우 조사의 결합여부에 따른 임베
딩 벡터의 차이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경우 조사의 결합에 따른 벡터의 차이가 뚜렷이 구
분되며 그 차이가 일관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는 조사의 의미가 명
확히 임베딩 학습에 반영된다는 것을 뜻하며, 기존의 모델에서 해결
하지 못하는 교착어의 특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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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6.1.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같은 음절을 공

유하는 단어 사이에 파라미터가 공유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단어 임베딩을 학습하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영어를 비롯한 라틴
어 기반의 언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는 한국어와 같이 
교착어의 특성을 가진 언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
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음절단위 임베딩을 컨벌루션 하는 과정을 
통해 단어 벡터를 형성하면서도 기존 단어 임베딩의 학습의 토대인 
분산 가정(Distributional Hypothesis)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
다. 또한 모델의 복잡성 증대로 인한 학습 비용의 상승을 최대한 줄
이기 위해 중복단어 동시 처리와 배치 재배열을 통해 학습 효율성
을 높였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단어 임베딩의 평가지표인 단어 유사도, 이
웃 단어 비교 테스트에서도 기존 모델에 비해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오타나 신조어등 말뭉치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 벡터
에 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고, 실제 실험 결과를 통해 그 성능 
역시 상당히 뛰어남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모델들이 단어와 
결합되는 조사의 의미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단점 또한 해결하
였다. 

본 연구는 단어 임베딩을 활용하는 개체명 인식, 기계번역 등 대
부분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
히 영어를 바탕으로 고안된 여러 자연어처리 어플리케이션을 한국



37

어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6.2. 향후 연구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는 본 연구에서 고안한 모델을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어와 같이 문자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 
언어들은, 문자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그 형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해당 언어의 단어 
임베딩 학습방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학습 성능을 유지하면서 학습시간을 더욱 줄이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기존의 단어 임베딩 모델이 지니는 
이점인 빠른 학습시간은 상당히 큰 말뭉치를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하는 반면, 본 연구의 임베딩 모델은 상당히 학습시간이 소요되
는 편으로 수 기가바이트가 넘는 큰 말뭉치를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안한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구조에 대해 
연구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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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ling and Training Methods for 
Syllable-based Korean Word Embeddings

Sanghyuk Choi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d embedding is a process of mapping a word made up 

of natural language to the vector of a real dimension, and is 

used as a basis for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ields such as named entity 

recognition(NER), machine translation, and sentence 

classification.

However, many previous researches on word embedding 

have been conducted on English and other Latin-based 

languages, It has a significant limitation for morphologically 

rich languages such as Korean.

In this paper, we propose a word embedding model that 

reflects word morphology into embedding learning process by 

forming word vector throug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based on syllable unit embedding. In addition, we sho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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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crease learning efficiency by eliminating the process of 

duplicated words and rearrangement of batch.

In this study, word similarity, neighboring word comparison 

test, which is a general evaluation measure of word 

embedding, shows that it is not inferior to the existing 

models. And it is possible to learn word vectors that do not 

exist in corpus such as typo or a new word. Also, it solves 

the problem that existing models do not learn the meaning of 

affixes with words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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