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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다양한 워드 임베딩 모델(word embedding model)들과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들
을 조합하였을 때 특정 영역에 어떠한 성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3 가지의 워드 임베딩 모델인 
Word2Vec, FastText, Glove의 차원(dimension)과 윈도우 사이즈(window size), 최소 횟수(min count)를 
각기 달리하여 총 36개의 임베딩 벡터(embedding vector)를 만들었다. 각 임베딩 벡터를 Fast and 
Accurate Dependency Parser 모델에 적용하여 각 모들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모든 모델에서 차원이 높
을수록 성능이 개선되었으며, FastText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word embedding, Word2vec, FastText, Glove, 의존 구문 분석

1. 서론

단어 표현(word representation)은 문자 형태의 단어

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별 가능한 심볼로 표현

하는 방법이다[1]. 단어표현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기

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론들에

서 기본 이론이 되며, 기계 학습의 최종 성능에 많은 영

향을 준다. 단어 표현은 다차원의 벡터나 숫자로 단어를 

표현하며 문자를 사용하는 것 보다 적은 자원을 이용하

기에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 

단어 표현은 여러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 벡터 공간

에 단어를 표현하는 워드 임베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워드 임베딩이란 다차원 공간상에 실수 벡터로 단어를 

표현하는 모델이다. 이 때 벡터간의 유사도는 문맥적 유

사도를 나타내며, 나아가 의미적 유사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신 워드 임베딩 기법은 학습 과정

에서 신경망 모델(neural network model)에 기반하고 있

으며,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Word2Vec, FastText, 

Glove를 이용하여 의존구문분석 모델인 Fast and 

Accurate Dependency Parser[2]의 성능을 분석한다.

의존구문분석(dependency parsing)은 인간이 문장을 

듣고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여 의미를 파악해 내는 절차

를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3].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한 기계학습에는 단어 표현을 이용

하여 만든 임베딩 벡터 값이 사용되는데 하이퍼 파라미

터인 차원, 윈도우 사이즈, 최소 횟수에 따라 벡터 값이 

변화한다. 이 논문은 변화하는 벡터 값에 의해 성능의 

차이를 분석하고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자연어 처리 및 언어학 분야에서 유사한 맥락에 등장

하는 단어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는 가정인 

‘Distributional Hypothesis’에 입각하여 워드 임베딩

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최신 워드 임베딩 기법 중 Word2Vec은 구글의 T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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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olov 외 연구자들이 개발한 연속 워드 임베딩

(continuous word embedding)모델의 일종으로 빠른 속도

를 가지고 있다[4]. Word2Vec은 CBOW와 skip-gram으로 2 

가지 학습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대상단어가 주어졌

을 때 전후 문맥 단어들을 예측하는 skip-gram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5].

FastText는 형태 및 동사 정보를 학습하는 방식을 사

용한다. 한국어처럼 다양한 접사가 존재하는 언어에서 

높은 성능을 낸다[6]. 

Glove는 단어 동시 등장 정보(word’s of 

co-occurrence) 뿐만 아닌 임베딩된 두 단어 벡터의 내

적이 말뭉치 전체의 동시 등장 확률 로그 값이 되도록 

목적함수를 정의했다. 즉, 기존의 Word2Vec의 사용자가 

지정한 윈도우 사이즈 내에서만 학습과 분석이 이루어지

는 단점을 보완한 모델이다[7].

3. 구문 분석 모델

본 논문에서는 워드 임베딩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 대상으로 의존 구문 분석을 위한 Fast and Accurate 

Dependency Parser를 사용한다. 이 모델은 stack 

pointer[8] 와 같은 최신 모델과 비교하여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훈련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상대적이 성능을 

증명하기에 효과적인 모델이다. 본 논문은 최신의 워드 

임베딩 모델을 선택하고, 차원, 윈도우 사이즈, 최소 횟

수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벡터 값으로 성능의 차이를 

비교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3.1 차원

단어는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모양보다 유사성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강아지(puppy)와 개(dog), 휴지

(tissue)와 화장지(paper towel)는 서로 다른 단어 같지

만 의미상으로는 유사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어 간의 의미 유사도를 벡터 공간상(vector word 

space)에 나타내기 위해 차원을 사용한다. 각각의 차원

에 따라 전달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르게 수치화되는데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서는 50차원 혹은 100차원과 같이 

다양한 차원으로 수치화한다[9].

3.2 윈도우 사이즈

자연어 처리에는 단어 사이의 이해도가 필요하며, 이

것을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윈도우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는 단어의 범주가 기본적으로 이웃 단어에 의존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1. 북한[NNP] 학자[NNG] 들[XSN] 이[JKS] 최근[NNG] 
우리[NP] 의[JKG] 한[MM] IT[SL] 학회[NNG] 논문[NNG] 
지[NNG] 에[JKB] 컴퓨터 시스템[NNP] 과[JC] 관련
[NNG] 되[XSV] ㄴ[ETM] 논문[NNG] 을[JKO] 처음[NNG] 
으로[JKB] 게재[NNG] 하[XSV] ㄴ[ETM] 것[NNB] 으로
[JKB] 확인[NNG] 되[XSV] 었[EP] 습니다[EF] .[SF]

2. 북한[NNP] 학자[NNG] 들[XSN] 이[JKS] 국제[NNG] 

학회[NNG] 나[JC] 북한[NNP] 내부[NNG] 가[JKS] 아니
[VCN] 라[EC] 우리[NP] 학회[NNG] 지[NNG] 에[JKB] 논
문[NNG] 을[JKO] 발표[NNG] 하[XSV] 겠[EP] 다고[EC] 
먼저[MAG] 밝히[VV] 어[EC] 오[VV] ㄴ[ETM] 것[NNB] 
도[JX] 이례[NNG] 적[XSN] 이[VCP] ㄴ데요[EF] .[SF]

예 1, 2는 두 개의 문장을 형태소 분석을 한 결과이다. 

논문[NNG]와 주변 단어와의 의존도 두 문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IT[SL], 학회[NNG], 지

[NNG] 는 서로 관련이 높은 단어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는 학회[NNG], 지[NNG], 발표[NNG]가 관련이 높은 단어

이다. 

따라서 한 문장에서 2, 3개 이내의 단어들은 서로 의존

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최소 횟수

자연어 처리에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에 따른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며, 많은 시간이 소

요된다. 따라서 무한정 필요한 컴퓨팅 파워와 시간을 합

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소 횟수를 사용한다. 

최소 횟수는 전체 데이터 셋에서 최소한으로 인정해주는 

단어의 개수를 뜻한다. 즉, 데이터 셋에서 단어의 개수

가 사전에 정의한 최소 횟수 이하로 나오게 될 경우 그 

단어는 무시한다.

3. 오늘[NNG] ([SS] 4[SN] 일[NNB] )[SS] 첫[MM] 소식
[NNG] 은[JX] 남북한[NNP] 학술[NNG] 교류[NNG] 에
[JKB] 새롭[VA] ㄴ[ETM] 이정표[NNG] 가[JKS] 열리
[VV] 었[EP] 다는[ETM] 내용[NNG] 부터[JX] 전하[VV] 
아[EC] 드리[VX] 겠[EP] 습니다[EF] .[SF]

4. 북한[NNP] 학자[NNG] 들[XSN] 이[JKS] 최근[NNG] 
우리[NP] 의[JKG] 한[MM] IT[SL] 학회[NNG] 논문[NNG] 
지[NNG] 에[JKB] 컴퓨터 시스템[NNP] 과[JC] 관련
[NNG] 되[XSV] ㄴ[ETM] 논문[NNG] 을[JKO] 처음[NNG] 
으로[JKB] 게재[NNG] 하[XSV] ㄴ[ETM] 것[NNB] 으로
[JKB] 확인[NNG] 되[XSV] 었[EP] 습니다[EF] .[SF]

5. 북한[NNP] 학자[NNG] 들[XSN] 이[JKS] 국제[NNG] 
학회[NNG] 나[JC] 북한[NNP] 내부[NNG] 가[JKS] 아니
[VCN] 라[EC] 우리[NP] 학회[NNG] 지[NNG] 에[JKB] 논
문[NNG] 을[JKO] 발표[NNG] 하[XSV] 겠[EP] 다고[EC] 
먼저[MAG] 밝히[VV] 어[EC] 오[VV] ㄴ[ETM] 것[NNB] 
도[JX] 이례[NNG] 적[XSN] 이[VCP] ㄴ데요[EF] .[SF]

6. 앞[NNG] 으로[JKB] 기회[NNG] 가[JKS] 되[VV] 면
[EC] IT[SL] 분야[NNG] 에[JKB] 남북[NNP] 공동[NNG] 
연구[NNG] 를[JKO] 진행[NNG] 하[XSV] 고[EC] 싶[VX] 
다는[ETM] 뜻[NNG] 도[JX] 함께[MAG] 밝히[VV] 었[EP] 
습니다[EF] .[SF]

예 3, 4, 5, 6는 서로 다른 네 개의 문장을 형태소 분석

한 결과이다. 최소 횟수가 2 일 경우, 전체 데이터 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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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window

size
min 

count LAS UAS

50

2

2

0.80 0.86

3 0.80 0.86

4 0.79 0.85

2

3

0.80 0.86

3 0.80 0.86

4 0.80 0.86

100

2

2

0.80 0.86

3 0.80 0.86

4 0.80 0.86

2

3

0.80 0.86

3 0.80 0.86

4 0.80 0.86

표 1. 다양한 파라미터에 따른 FastText 성능 비교

dimension
window

size
min 

count LAS UAS

50

2

2

0.80 0.85

3 0.80 0.85

4 0.80 0.85

2

3

0.80 0.85

3 0.80 0.85

4 0.80 0.86

100

2

2

0.80 0.86

3 0.80 0.86

4 0.80 0.86

2

3

0.80 0.86

3 0.80 0.86

4 0.80 0.86

표 2. 다양한 파라미터에 따른 Word2Vec 성능 비교

dimension
window

size
min 

count LAS UAS

50

2

2

0.80 0.84

3 0.80 0.84

4 0.80 0.84

2

3

0.80 0.84

3 0.80 0.85

4 0.80 0.85

100

2

2

0.80 0.85

3 0.80 0.85

4 0.80 0.85

2

3

0.80 0.85

3 0.80 0.85

4 0.80 0.85

표 3. 다양한 파라미터에 따른 Glove 성능 비교

서 2번 이상 등장한 논문[NNG]과 학회[NNG], 학자[NNG] 

등은 훈련 단어로 사용이 되지만, 1번 이하로 등장한 국

제[NNG]와 공동[NNG] 등의 단어는 훈련 단어로 사용이 

되지 못한다.

4. 실험 및 결과

실험에 사용된 말뭉치는 의존 구조로 변환된 세종 데

이터 셋을 사용했으며 데이터 셋은 총 59737 문장으로 

약 90%인 53920 문장을 학습에 사용하고 약 10%인 5817 

문장을 평가에 사용했다.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으로 

Fast and Accurate Dependency Parser 모델에 차원은 

50, 100차원, 윈도우 사이즈는 2,3,4 최소 횟수는 2,3을 

적용하여 성능 차이를 분석했다.

4.1 FastText 성능 평가

표 1은 FastText 워드 임베딩 모델의 차원, 윈도우 사이

즈, 최소 횟수를 달리하여 성능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4.2 Word2Vec 성능 평가

표 2는 Word2vec 워드 임베딩 모델의 차원, 윈도우 사이

즈, 최소 횟수를 달리하여 성능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4.3 Glove 성능 평가

표 3은 Glove 워드 임베딩 모델의 차원, 윈도우 사이즈, 

최소 횟수를 달리하여 성능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

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워드 임베딩 모델을 이용하여 

차원, 윈도우 사이즈, 최소 개수를 조절하여 각각 12가

지의 임베딩 벡터 모델 Fast and Accurate Dependency 

Parser 모델에 적용했다. 모든 임베딩 모델에서 높은 차

원인 경우에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FastText의 경우 윈

도우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FastText가 우세한 성

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전처리를 통한 훈련 데이터로부

터 생성한 임베딩 벡터의 성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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