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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드 임베딩이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를 다루는 다양한 업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면서, 단어, 문장, 그리

고 문서 임베딩의 고도화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교차 언어 전이는 서로 다른 언어 

간의 의미적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분야로, 임베딩 모델의 발전과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핵심 기술인 벡터 정렬

(Vector Alignment)은 임베딩 기반 다양한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에 힘입어 학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
히 벡터 정렬은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간 매핑, 즉 대용량의 범용 문서로 학습된 사전학습 언어모델의 공간에 

R&D,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의 어휘를 매핑하거나 이들 전문 분야간의 어휘를 매핑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학계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선형 기반 벡터 정렬은 기본적으로 통계적 선형성을 가정하기 때문

에, 본질적으로 상이한 형태의 벡터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가정으로 인해 정렬 과정에서 필연적인 

왜곡을 야기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의 비선형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

는 딥러닝 기반 벡터 정렬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론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벡터로 표현된 전문어 임베딩을 범용어 

임베딩 공간에 정렬하는 스킵연결 오토인코더와 회귀 모델의 순차별 학습으로 구성되며, 학습된 두 모델의 추론을 통해 

전문 어휘를 범용어 공간에 정렬할 수 있다. 제안 방법론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된 국가 

R&D 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의 문서 총 77,578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안 방법론이 기존의 선형 벡터 정렬에 

비해 코사인 유사도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워드 임베딩, 사전학습 언어모델, 벡터 정렬, 레이블 임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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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단어의 의미와 단어들의 관계를 바탕

으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

사소통을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

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찬

가지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

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다루는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에서도 단어를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벡터(Vector)를 생성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어를 벡터 표현으로 변환하는 워드 임

베딩(Word Embedding)이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 자연어 처리 응용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지고 있다. 초기 대표적인 신경망 기반 워드 임

베딩 모델로 주변 단어를 통해 특정 단어의 의미

를 추론하는 Word2Vec(Mikolov et al., 2013), 

Glove(Jeffrey et al., 2014), FastText(Piotr et al., 

2016) 등이 제안되었으며, 더 나아가 단어가 속

해 있는 문장 또는 문서를 임베딩하여 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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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하는 ELMo(Peters et al., 2018), BERT(Devlin 

et al., 2018), GPT-3(Brown et al., 2020) 등 문장 

임베딩(Sentence Embedding)에 대한 연구도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임베딩 모델들은 대용

량의 말뭉치에서 학습이 이루어진 사전학습 모

델(Pre-trained Model)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각 모델을 구성하는 내부 모듈들은 특정 태스크

(Task)에 특화되어 구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최근에는 해결해야 할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 선

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일반적으

로 질의응답(Question & Answer), 챗봇(Chatbot), 

텍스트 요약(Text Summarization)과 같은 자연어 

생성 태스크에는 인코더-디코더(Encoder-Decoder) 

구조의 GPT-3와 같은 모델이, 감정 분석

(Sentiment Analysis), 유사도 예측(Similarity 

Prediction)과 같은 자연어 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태스크에서는 BERT와 같은 양방

향 구조가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Park and 

Shin, 2020; Lee et al., 2019).

다양한 텍스트 응용 중 서로 다른 언어 간의 

의미적 교환을 학습하는 교차 언어 전이

(Cross-lingual Transfer)는 임베딩 모델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분야로, 초기의 언어 

간 1:1 단어 사전 매핑(Mapping)을 통한 워드 임

베딩 연구를 거쳐 현재는 문장, 문서 임베딩을 

적용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Hermann 

and Blunsom, 2013; Mikolov et al., 2013; Vulić 

and Moeans, 2013). 이 분야의 핵심 기술로 여겨

지는 벡터 정렬(Vector Alignment)은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벡터들의 상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들 벡터를 이질적 공간으로의 매핑하기 위한 기

술로, 프로크루스테스 분석(Procrustes Analysis) 

(Schönemann, 1966) 잠재 의미 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Deerwester et al., 1990) 등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사용되고 있다. 벡터 정렬은 고수

준 자원(Rich-resource)에서 학습된 영어와 같은 

언어의 지식을 저수준 자원(Low-resource)의 언

어로 전이하는 응용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는 사전학습 모델을 통해 범용 지식을 전이하는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과도 맥락을 같이 한

다는 점에서 그 활용성이 매우 높다. 

벡터 정렬은 임베딩으로 표현 가능한 모든 응

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가지며, 그간 

텍스트 임베딩의 발전에 맞춰 텍스트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방

대한 양의 문서를 학습한 범용 사전학습 언어모

델의 공간에 R&D,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의 어

휘를 매핑하기 위해 추가사전학습(Tai et al., 

2020), 전문어 확장(Yu et al., 2021) 등 다양한 시

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어를 범용 사전학

습 공간에 매핑함으로써 범용 언어모델의 일반

화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범용 언어모

델이 전문어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벡터 정렬은 대

부분 선형(Linear)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비

선형(Non-linear) 기반 방법론은 성능 문제로 비

교적 덜 주목받아 왔다(Biesialska and Costa-jussà, 

2020; Mikolov et al., 2013; Vulić et al., 2019).

하지만 기존의 선형 벡터 정렬 방법론은 기본

적으로 통계적 선형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직교

와 같은 한정된 방식으로 벡터의 변환이 이루어

진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본질적으로 상이한 형

태의 벡터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가정으로 인해 필연적인 왜곡이 야기

되며, 이는 대표적인 선형 벡터 정렬 기법인 프

로크루스테스 분석을 통해 R&D 전문어를 범용

어 공간에 표현한 예인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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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로크루스테스 분석의 한계

<그림 1>은 R&D 전문어 말뭉치와 범용어 말

뭉치 두 군데 모두에서 출현한 단어들의 벡터를 

도식화한 것으로, 범용어 말뭉치에서 도출한 벡

터는 원으로, 전문어 말뭉치에서 도출한 벡터는 

삼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그림 1(a)>는 

전문어와 범용어를 각자의 공간에 나타낸 상태, 

즉 정렬 이전의 상태이며, <그림 1(b)>는 전문어

를 범용어 공간에 정렬하여 하나의 공간에 통합

한 결과를 나타낸다. 정렬이 이상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각 삼각형은 각 원과 겹쳐진 상태로 표현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두 공간이 여전히 통합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이한 형태의 벡터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 무리한 가

정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며, 이러한 가정은 최신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해 비선형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수행한 텍스트 임베딩의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기반의 스킵연

결 오토인코더(Skip-connection Autoencoder) 벡

터 정렬 방법론을 제시하여 기존의 벡터 정렬 분

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제안 방법론을 통

해 전문어를 범용 공간에 매핑하는 적용 사례를 

보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제안 방법론은 (i) 전

문어 공간과 범용어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어

휘를 선정하고, (ii) 해당 어휘의 전문어 공간 벡

터로부터 범용어 공간 벡터를 예측하는 회귀 모

델을 통해 구현된다. 다만 이러한 회귀 모델의 

타겟(Target)으로 고차원 범용어 벡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성능 저하의 문제점

은 멀티 레이블(Multi-label) 분류 분야에서 꾸준

히 지적되어 왔으므로, 고차원의 벡터를 압축하

고 압축된 저차원 벡터를 타겟으로 사용하는 레

이블 임베딩 기법(Kim and Kim, 2021; Jörg et al., 

2016)을 적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iii) 

오토인코더를 통해 고차원 범용어 벡터를 저차

원 잠재 벡터(Latent Vector)로 압축하고 이를 회

귀 모델의 타겟으로 사용함으로써 벡터 정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벡터 정렬과 레이블 임베딩에 관한 기존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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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 방법론인 오토인코더 

기반 레이블 임베딩을 활용한 전문어 정렬 방법

론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 방

법론의 성능을 평가하며,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여와 한계를 서술한다.

2. 련 연구 

2.1. 벡터 정렬

벡터 정렬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학습된 단어 

임베딩을 동일 공간에 나타내는 교차 언어 전이

의 핵심 기술로, 이중 언어 사전 구축(Bilingual 

Lexicon Induction),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 

등 이질적 공간에서 정의된 벡터를 하나의 공간

에서 해석하기 위한 응용의 핵심 기술로 활용되

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규모 언어모델

(Large-scale Pre-trained Language Model)에서 학

습된 풍부한 의미적 정보(Semantic Information)

를 데이터의 절대적 양이 부족해 AI 분석을 위한 

충분한 학습이 어려운 특정 언어로 전이하여, 해

당 언어모델의 학습 속도 및 성능을 개선하기 위

해 벡터 정렬이 활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

들 과정은 단일 언어의 대규모 말뭉치를 통해 단

어 임베딩을 학습하고, 그 후 각 단어 임베딩을 

다른 언어로 정렬하기 위해 변환 행렬

(Transformation Matrix) 또는 매핑 함수(Mapping 

Function)를 학습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한편 

정렬이 이루어진 값들은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등의 지표를 통해 상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

에, 서로 다른 도메인을 결합하는 멀티모달

(Multi-modal)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Gu et 

al., 2018; Guo et al., 2021). 

벡터 정렬을 수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

[R7](Mikolov et al., 2013)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은 독립적으로 학습된 임베딩 공간에서도 

동질적인 기하학 패턴(Geometric Arrangement)을 

보인다고 가정하고(Isomorphic Assumption), 이러

한 성질을 활용하여 회전(Rotation), 크기 조정

(Scaling) 등의 선형 매핑 등을 통해 정렬을 진행

하였다. 또 다른 접근인 선형 기반 벡터 정렬 방

법론은 직교 제약(Orthogonal Constraint)을 추가

하는 방식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직교 제약을 통

해 벡터 사이의 각도를 보존함으로써 정렬 시 발

생하는 공간 왜곡을 방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직

교 제약을 통해 기존 벡터 공간의 의미적 관계를 

유지하여 정렬 성능을 향상시켰다(Artetxe et al., 

2017; Grave et al., 2019; Xing et al., 2015).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비선형 기반 벡터 정렬 

방법론은 선형 기반 접근법이 주로 설정하는 동

형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등장하였다(Nakashole 

and Flauger, 2018; Patra et al., 2019; Søgaard et 

al., 2018). 대표적인 예로 Søgaard et al. (2018)은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영어와 

독일어의 임베딩 공간에서조차 동형 가정이 성

립하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으며, Patra 

et al. (2019)은 어원적으로 거리가 먼 언어 쌍에

서도 직교 변환의 정렬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

을 강조하였다. 또한 Nakashole and Flauger 

(2018)는 선형 기반 벡터 정렬은 국소적인 부분

에서만 작동하며, 임베딩 공간 전체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비선형 기반 정렬이 시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2. 이블 임베딩

레이블 임베딩은 멀티 레이블 분류의 도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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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즉 출력 차원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른 

난이도 상승, 고수준 컴퓨팅 자원 요구, 정답 레

이블 간의 연관성 무시로 인한 성능 저하를 해결

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선형 또는 

비선형 기반의 방법론을 통해 초 고차원의 레이

블 공간을 저차원으로 압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과정은 레이블을 압축하

고, 압축된 저차원의 레이블 공간을 입력 데이터

와 매핑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원본 공간으로 복

호화(Decoding)하는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초기 레이블 임베딩은 전통적인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정준대응분석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 등 차원 축소 

기법에 기반을 두어 연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PLST(Principal Label Space Transformation) 

(Farbound and Hsuan-Tien, 2012)는 주성분 분석

을 이용하여 저차원의 잠재 공간을 추출하였다. 

하지만 이 기법은 차원 감소에만 초점을 맞춰 레

이블 간의 특징 인식(Feature-aware)이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받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교 제약을 추가한 CPLST 

(Conditional Principal label Space Transformation) 

(Yao-Nan and Hsuan-Tien, 2012)모델이 제안되었

다. BML-CS(Bayesian Multi-Label Compressed 

Sensing)(Ashish et al., 2012)은 임의 변환(Random 

Transformation)을 통해 레이블 공간을 압축하고, 

이후 압축된 값을 예측하는 회귀 학습을 진행하

여 레이블 간의 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자 하였

고, FaIE(Feature-aware Implicit label space 

Encoding)(Lin et al., 2014)는 인코더(Encoder) 함

수와 선형 디코더(Decoder) 매트릭스를 직접 학

습하여 인코더 함수의 부적절한 사용 위험을 줄

이고자 했다.

고차원의 레이블을 정보 손실 없이 압축하여 

레이블 간의 의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연구 흐

름에 따라, 비교적 최근에는 자기 지도 학습

(Self-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레이블 임베딩 연구들(Bingyu et al., 

2019; Chih-Kuan et al., 2017; Jörg et al., 2016; 

Kim and Kim, 2021)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MANIAC(Multi-label Classification using 

Autoencoder)[R31](Jörg et al., 2016)은 오토인코

더를 레이블 임베딩에 최초로 적용한 연구로, 인

코더로 고차원 레이블을 압축하고 압축된 값을 

실제 예측하고자 하는 입력 레이블의 타겟으로 

학습한 뒤, 예측된 값을 학습된 디코더로 복원하

여 레이블의 특징 인식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오토인코더의 층이 깊어짐에 따

라 나타나는 기울기 소실 문제, 즉 저차원 압축

에 따른 레이블 간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스킵연결을 추가한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여 모델

의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Kim and Kim, 2021)도 

수행된 바 있다.

3. 제안 방법론

3.1. 방법론 개요

본 연구의 제안 방법론은 <그림 2>와 같이 크

게 4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Phase 1은 서로 다른 

벡터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대표 어휘인 앵커

포인트(Anchor Point)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다음

으로 Phase 2는 오토인코더를 통해 고차원 범용

어 벡터를 저차원 잠재 벡터로 압축하고, Phase 

3은 고차원 전문 공간 벡터를 저차원 범용 공간 

벡터로 매핑하는 회귀 학습을 수행한다. 최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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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 방법론 전체 개요

계인 Phase 4는 실질적인 벡터 정렬이 시행되는 

추론 과정으로, 추론용 고차원 전문어 벡터로 저

차원 범용어 벡터를 예측한 후 예측된 값을 다시 

고차원 범용어 벡터로 복원한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벡터 공간을 독립적으로 

임베딩하기 위해 전문어 벡터는 전문어 문서를 

Word2vec으로 처음부터 학습하여 도출하고, 범

용어 벡터는 범용 문서로 사전학습된 Word2Vec

의 가중치를 사용한다(1). 이와 동시에 전문어 말

뭉치를 대표하는 핵심어 리스트를 선정하는데

(2), 이는 추출된 핵심어 리스트에 등장하는 단어 

중 전문어 벡터 공간과 범용어 벡터 공간에 동시

에 등장하는 어휘를 앵커포인트로 지정하여 최

종 벡터 정렬에 사용하기 위함이다(3). 다음으로 

Phase 2는 앵커포인트에 해당하는 범용 공간 벡

터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고차원의 공간을 저차

원으로 압축하는 학습을 진행하고(4), 그 과정에

서 산출된 잠재 공간을 범용 단어의 저차원 벡터 

값으로 활용한다. 또한 Phase 3은 전문어 공간에

서 추출된 고차원 벡터 값을 입력으로, 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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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서 Top 10 키워드 (based TF-IDF Score) 핵심어 리스트

영유아 모유수유를 위한 웹 ... [모유수유, 교육 … 제공, 현실]
모유수유, 교육,

인구, 독소, 
…

특별법, 어린이, 
플랫폼, 유기물, 

심장병

알레르기 유발 식품첨가물 및 ... [독소, 스트레스, … 첨가제, 통합]

… …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 ... [특별법, 어린이, … 마련, 제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블록 ... [공유, 골든타임, … 플랫폼, 상황]

<표 1> 핵심어 추출 예시

<그림 3> 핵심어를 활용한 앵커포인트의 선정 예시

범용어 벡터를 타겟으로 매핑하는 회귀 학습을 

진행한다(5). 최종 단계인 Phase 4는 추론용 고차

원 전문어 벡터를 회귀 모델을 통해 저차원 범용

어 벡터 값으로 예측한 후(6), 예측된 값을 학습

된 디코더를 통해 다시 고차원 범용어 벡터로 복

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7). 이러한 일련의 벡

터 정렬 과정을 통해 범용어 공간에서 전문어를 

단어를 확장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 대한 세부 

프로세스는 이후 절에서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3.2. 핵심어 추출  앵커포인트 추출

본 절에서는 전문어 말뭉치에서 핵심어를 선

정하는 기준과 제안 방법론의 학습에 필요한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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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포인트를 추출하는 Phase 1의 과정을 설명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어 말뭉치를 대표하는 

어휘를 선별하고 선별된 어휘들을 핵심어 리스

트로 선정하여 이후 분석에 활용한다. 이를 위

해 전문어 말뭉치의 각 문서별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점수가 

높은 Top 10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문서별 키

워드를 생성하고, 전체 리스트에서 중복된 단

어를 제거한 결과를 핵심어 리스트로 사용한다

(표 1).

다음으로 <그림 3>은 핵심어 리스트를 사용하

여 앵커포인트를 선별하는 예시를 나타낸다. 앵

커포인트의 선별은 벡터 정렬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야 한다(Wu and Dredze, 2019). Word2Vec을 통

해 각기 학습된 범용어 벡터와 전문어 벡터의 독

립된 공간은 학습된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분포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공간에 동시

에 존재하는 교집합의 단어들 중 핵심어 리스트

에 포함된 단어들을 학습을 위한 앵커포인트로 

사용하며, <그림 3>은 이에 대한 예시를 나타내

고 있다. 흰색으로 표현된 핵심어는 전문어 공간

에서 추출된 어휘로 ‘미토콘드리아’, ‘항균’, 당

뇨병’, ‘심장병’ 등이 이에 해당하고, 그 중 범용

어 공간과 전문어 공간에 동시 등장하는 ‘당뇨

병’, ‘심장병’, ‘게놈’ 등의 교집합 단어가 최종 

앵커포인트로 선정된다. 흰색 취소선은 핵심어

이지만 교집합 단어에 속하지 않는 단어이고 검

정 취소선은 교집합 단어이지만 핵심어가 아닌 

단어로, 앵커포인트에서 제외된 후보 단어를 나

타낸다. 선정된 앵커포인트는 하나의 어휘에 대

해 두 개의 벡터값, 즉 전문어 공간에서의 벡터

와 범용어 공간에서의 벡터에 해당하는 값의 쌍

을 갖게 된다. 

3.3. 오토인코더  FFNN 학습

본 절은 Phase 2의 스킵연결 오토인코더의 학

습과 Phase 3의 회귀 학습 과정을 서술한다. 

Phase 2는 Word2Vec으로 사전학습된 200차원의 

범용 공간 앵커포인트 벡터 값을 저차원의 벡터 

값으로 압축하는 단계로, 압축 대상이 되는 고차

원 범용 공간은 오토인코더의 입력과 출력으로 

동일하게 사용된다(그림 4). 단 딥러닝의 한계로 

지적되는 층이 깊어짐에 따라 입력 데이터의 정

보가 손실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그림 

4(a)>와 같이 인코더와 디코더에 스킵연결 추가

하여 양질의 압축된 범용어 벡터 값을 추출할 수 

있다. 실제 학습에서는 <그림 4(b)>와 같이 200

차원의 매트릭스가 오토인코더의 입력과 출력

이 되며 각 행은 단일 앵커포인트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Word2Vec 벡터 값을 나타낸다. 저차

원으로 변환된 40차원의 잠재 벡터는 압축된 범

용어 벡터로 다음 절에서 회귀 학습의 타겟으로 

활용된다.

한편 Phase 3에서 FFNN(Feed Forward Neural 

Network)의 회귀 학습의 과정은 <그림 5>와 같

이 전문 공간 벡터를 범용 공간 벡터로 매핑하는 

것으로, 200차원의 입력에서 40차원의 타겟으로 

매핑이 이루어지므로 매핑 과정에서 차원 압축

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단 FFNN은 5개의 완전연

결계층과 2개의 스킵연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경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과 입력을 최대한 출력과 가깝게 만들어 정

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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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킵연결 오토인코더의 학습 예시

<그림 5> FFNN의 학습 예시

3.4. 벡터 정렬

본 절은 Phase 4의 추론 과정, 즉 Phase 3에서 

학습한 FFNN과 Phase 2에서 학습한 오토인코더

의 디코더를 사용하여 새로 주어진 전문어 벡터

를 범용어 벡터 공간으로 정렬하는 2단계의 추

론 과정을 설명한다. 범용 압축 벡터 추론은 새

로 주어진 200차원의 전문어 벡터를 입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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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말뭉치 (보건의료) 범용어 말뭉치

학습 문서 77,578 건 2,203,153 건

핵심어 19,117 개 -

앵커포인트 7,317 개

<표 2> 데이터 셋 요약

받아 학습된 회귀 모델을 통해 40차원의 압축된 

범용 공간 벡터를 도출한다. 이러한 1단계 추론

의 결과는 다시 2단계 추론의 입력으로 사용되

며, Phase 2의 사전학습된 디코더를 통해 압축된 

범용 공간 벡터로 복원된다. 즉, 최종적으로 저

차원의 범용 압축 벡터가 200차원의 고차원 범

용 공간으로 복원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선

형으로 정렬된 전문어의 범용 공간 벡터 표현을 

얻게 된다. 요약하면 Phase 1 ~ 3의 학습 과정과 

Phase 4의 추론 과정을 통해 범용 공간에 존재하

지 않은 전문어를 범용 공간에 정렬하여, 전문어

와 범용어가 동일한 공간에서 분석이 이루어지

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4. 실험 

4.1. 실험 개요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벡터 정렬 방법

론을 실제 전문어에 적용한 실험 과정을 소개하

고, 그에 따른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표 2>는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다. 

전문 문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된 국

가 R&D 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의 문서로 선정

했으며, 총 77,578건을 학습에 사용하였다. 이러

한 보건의료 R&D 문서 중 제목과 요약을 전문

어 벡터 생성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Word2vec 학습을 통해 생성된 전문어 벡터 중 

3.2절에 따라 핵심어 19,117개를 추출하였다. 한

편, 범용어 공간에서는 사전학습된 Word2Vec을 

통해 30,185개의 범용어 벡터를 획득하였으며, 

핵심어 중 범용어 공간에서도 벡터값이 정의된 

7,317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앵커포인트로 설정

하였다. 이러한 앵커포인트 단어 중 80%에 해당

하는 5,854개의 단어만을 학습에 사용하고, 나머

지 1,463개를 단어는 평가용으로 사용하였다. 

제안 방법론의 성능은 단어 임베딩의 유사도 

계산과, 교차 언어 전이의 성능 평가에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사용하여 평가한다(Lample and Conneau 2019; 

Søgaard et al., 2018). 즉 앵커포인트 중 평가를 

위해 남겨 놓은 1,463개의 단어에 대해, 해당 전

문어의 실제 범용 공간 벡터와 해당 전문어를 제

안 방법론을 통해 범용 공간으로 정렬한 전문어

의 예측 범용 공간 벡터 간의 각도 차이를 측정

한다. 측정값은 -1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1

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이렇

게 측정된 1,463개 단어 전체에 대해 코사인 유

사도의 평균을 산출한 값을 제안 방법론의 최종 

성능 지표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 방법

론의 상대적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 6>

과 같은 실험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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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체 실험 설계

<그림 6>은 제안 모델인 스킵연결 오토인코더 

모델(A)과 비교 모델인 단순 회귀 모델(B), 그리

고 또 다른 비교 모델인 프로크루스테스 분석 모

델(C)로 구성된 실험 개요를 나타낸다. 스킵연결 

오토인코더 모델(A)은 스킵연결 오토인코더 학

습 모델과 회귀 모델로 구성되며, 딥러닝 기반의 

레이블 임베딩을 통해 비선형 기반 벡터 정렬 성

능을 측정하였다. 단순 회귀 모델(B)은 딥러닝 

기반의 회귀 모델로, 차원 축소 없이 고차원 전

문어 벡터를 입력으로, 고차원 범용어 벡터를 타

겟으로 학습한 비선형 정렬 모델이다. 프로크루

스테스 분석 모델(C)은 선형 기반 벡터 정렬의 

대표적 모델인 프로크루스테스 분석을 통해 벡

터 정렬을 수행한 모델이다.

제안 모델의 스킵연결 오토인코더의 경우 인

코더와 디코더가 각각 5개의 완전연결계층

(Dense Layer)과 2개의 스킵연결을 갖는 대칭 구

조로 구성되어 있고, 회귀 학습에 사용된 FFNN 

모델은 오토인코더의 인코더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하였다. 각 층의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는 ‘ReLU’를 사용하였으며, 오토인코더

의 잠재 벡터 크기에 맞추어 인코더/디코더의 완

전연결계층 차원을 최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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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Latent Vector 

Dimension

Cosine Similarity

(Vector Alignment)

MSE

(Autoencoder)

MSE

(FFNN)

제안
방법론

(A)

10 0.3604 0.4773 2.6707

20 0.3781 0.4291 2.0892

40 0.3954 0.3459 1.4966

60 0.3912 0.3450 1.2224

80 0.3896 0.3344 1.1671

100 0.3951 0.3207 0.8294

120 0.3882 0.3071 0.8226

<표 3> 오토인코더 잠재 벡터 차원별 제안 방법론 성능 비교

4.2. 성능 평가  해석

본 절에서는 <그림 6>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

여 제안 방법론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표 3>은 

스킵연결 오토인코더의 잠재 벡터 차원 수 조정

에 따른 제안 방법론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안 방법론의 최적 잠재 벡터 차원을 

설정할 수 있다. 

벡터 정렬의 대표적인 성능 지표로는 벡터간 

유사도 측정에 사용되는 코사인 유사도가 사용

된다. 즉 높은 코사인 유사도 값은 정렬을 통해 

추론한 벡터가 실제 벡터에 충분히 근사함을 의

미한다. 본 실험에서 코사인 유사도는 잠재 벡터

의 차원이 커질수록 비교적 값이 증가하지만, 40

차원을 넘어선 시점에서는 오히려 값이 감소하

여 성능이 하락하는 형태를 보인다. 반면 오토인

코더의 복원 성능과 회귀 모델의 매핑 성능을 나

타내는 MSE는 예측 값과 실제 정답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평가 지표로, 그 값이 낮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낸다(Bingyu et al., 2019; 

Jörg et al., 2016; Kim and Kim, 2021). 본 실험에

서는 오토인코더의 잠재 벡터 차원이 커질수록 

MSE 값이 낮아 지면서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

되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제안 방법

론에 사용되는 두 가지 개별 모델의 최적 조합이 

벡터 정렬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개별 모델이 

벡터 정렬이 아닌 각 태스크의 해결에 과적합

(Overfitting)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오토인코더와 회귀 모델이 개별 태

스크에 과적합 되기 전인 40차원을 최적의 잠재 

공간으로 채택했으며, 이후 부분에서는 해당 모

델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소개한다.

본 실험은 제안 모델과 비교 모델의 성능을 코

사인 유사도를 기준으로 검증하였으며, 구체적 

결과는 <그림 7>과 같이 요약된다. 비선형 기반 

벡터 정렬로 분류되는 제안 방법론(A)과 회귀 모

델(B)이 전통적인 선형 기반 벡터 정렬인 프로크

루스테스 분석 모델(C) 보다 코사인 유사도가 높

게 나타났으며, 특히 제안 방법론(A)이 비교 모

델인 단순 회귀 모델(B)과 프로크루스테스 분석 

모델(C)에 비해 코사인 유사도 기준 우수한 성능

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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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코사인 유사도 측면의 벡터 정렬 성능 비교

<그림 8> TF-IDF 기준 구간별 정렬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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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문어 공간에서 각 전문어의 활용 

빈도가 임베딩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전문어가 범용 공간에서 갖는 실제 벡

터와 정렬된 벡터 간 코사인 유사도를 TF-IDF 

기준의 구간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TF-IDF 값을 기준으로 추론용 전문어 리스트 

1,463개를 오름차순 정렬하고, 전체 어휘를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146개의 전문어

를 포함시켰다. 즉 첫 구간인 1구간에는 TF-IDF 

값이 낮은 전문어들이, 그리고 마지막 구간인 10

구간에는 TF-IDF 값이 높은 전문어들이 포함되

어 있다. 또한 구간별 성능을 하나의 지표로 표

현하기 위해, 구간에 속한 각 전문어들의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하여 평균을 취하였다. <그림 8>

에서 가로축은 TF-IDF를 기준으로 구분한 추론

용 전문어 리스트의 10개 구간을 나타내며, 세로

축은 각 구간별 전문어의 코사인 유사도 평균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우상

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TF-IDF 점수

가 높은 전문어들, 즉 전문 문서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어휘들이 그렇지 않은 어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정확하게 범용 벡터 공간에 정

렬되었음을 나타낸다.

5. 결론 

대용량 말뭉치를 통해 학습된 사전학습 방식

의 워드 임베딩 기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

한 분야에서의 자연어 처리 성능도 향상되고 있

으며, 특히 최근에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학습된 

어휘를 통합하여 분석하기 위한 벡터 정렬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선형 

기반 벡터 정렬은 본질적으로 다른 임베딩 공간

을 기학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무리한 

가정으로 인해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형 기반 접근법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비선형 벡터 정렬 방법론 제안

하였다. 제안 방법론은 스킵연결 오토인코더로 

고차원의 범용어 임베딩 공간을 저차원으로 압

축하고, 고차원 전문어 임베딩 벡터를 저차원 범

용어 벡터로 매핑한 뒤, 최종적으로 매핑된 벡터

를 고차원의 범용 공간으로 복원한다. 제안 방법

론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국

가 R&D 과제 문서 총 77,578 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제안 방법론인 비선형 

기반 벡터 정렬이 기존 선형 기반 벡터 정렬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렬

된 단어들의 분석을 통해 문서의 핵심어에 해당

하는 단어들이 그렇지 않은 단어들에 비해 더욱 

정확하게 정렬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계에서 주로 연구되어 오던 선형 

기반 벡터 정렬이 아닌 비선형 기반 벡터 정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멀티 레이블 분야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 주제인 차원

과 성능의 관계, 즉 타겟 벡터의 차원이 높을수

록 성능이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벡터 

정렬에 레이블 임베딩의 차원 축소 방법론을 적

용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안 방법론을 통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기존의 범용 사전학습 언어모델

에 전문어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측면은 본 연구의 실무적 기여로 인정받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안 방법론의 성능 평

가를 위해 전문 도메인으로 국가 R&D의 다양한 

분야 중 보건의료 분야만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제안 방법론의 성능을 보다 엄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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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건의료 외의 국가 

R&D 문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 R&D

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 문서를 사용한 실험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회귀 모델 및 프로크루스테스 분석 모델과의 비

교 실험을 통해 제안 모델인 스킵연결 오토인코

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는 보다 다양한 비선형 방법론 기반 모델과의 성

능 비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한 정량적인 

성능 평가만 수행하였지만, 향후 전문 도메인의 

다양한 분석에 제안 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하고 

그 분석의 품질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정성적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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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linear Vector Alignment Methodology for

Mapping Domain-Specific Terminology into 

General Space
1)

Junwoo Kim*ㆍByungho Yoon**ㆍNamgyu Kim***

Recently, as word embedding has shown excellent performance in various tasks of deep learning-bas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researches on the advancement and application of word, sentence, and 

document embedding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Among them, cross-language transfer, which enables 

semantic exchange between different languages, is growing simultaneously with the development of 

embedding models. Academia's interests in vector alignment are growing with the expectation that it can 

be applied to various embedding-based analysis. In particular, vector alignment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mapping between specialized domains and generalized domains. In other word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map the vocabulary of specialized fields such as R&D, medicine, and law into the space 

of the pre-trained language model learned with huge volume of general-purpose documents, or provide a 

clue for mapping vocabulary between mutually different specialized fields. However, since linear-based 

vector alignment which has been mainly studied in academia basically assumes statistical linearity, it tends 

to simplify the vector space. This essentially assumes that different types of vector spaces are geometrically 

similar, which yields a limitation that it causes inevitable distortion in the alignment proces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we propose a deep learning-based vector alignment methodology that effectively learns the 

nonlinearity of data. The proposed methodology consists of sequential learning of a skip-connected 

autoencoder and a regression model to align the specialized word embedding expressed in each space to 

the general embedding space. Finally, through the inference of the two trained models, the specialized 

vocabulary can be aligned in the general space.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ology, 

an experiment was performed on a total of 77,578 document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among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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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tasks performed from 2011 to 2020.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showed superior performance in terms of cosine similarity compared to the existing linear vector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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