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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서에 있는 정보 중 테이블 형식의 정보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지역별 투표율 또는 나라별 인구수와 같은 

통계자료나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기록할 때 테이블 형

식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테이블에 포함된 정답

을 찾기 위해 테이블 MRC가 연구되고 있다. 

테이블 MRC 연구분야의 이전 접근 방식은 의미론적 구

문 분석을 통해 자연어 질문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SQL 쿼리로 바꾸는 것이다[2]. 이는 테이블 정

보의 연산이나 속도 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웹 문서에 있

는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과 의미적으로 유

효한 쿼리를 생성하기 위한 많은 엔지니어링이 수반되어

야 하며, 일반화가 어렵다. 

테이블 질의응답의 접근 방식 중 하나는 BERT 아키텍

처를 활용하여 질문과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함

께 학습하는 방식이다[3]. 이는 위키 문서에서 표와 관

련 문장의 관계를 사전학습하기 위해 입력 구조에 맞게 

테이블을 변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테이블의 형태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동

일하게 유지하거나, 테이블의 위치 정보를 임베딩 값으

로 유지하거나, 또는 테이블의 행과 열 정보를 메타정보

로 추가하여 유지하려는 이유는 테이블 데이터를 텍스트

와 같이 평면적 데이터로 변환할 경우 테이블 구조를 잃

어버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BERT의 임베딩 구조 변경 없이 테이블 

데이터의 포맷 변경을 통해 테이블 구조를 반영하여 학

습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사전학습 데이터는 위키 문서에서 추출한 위키 테이블

과 인포박스 144만 건을 사용하여 텍스트와 테이블의 관

계를 학습했으며, 미세 조정에는 위키 문서에서 추출한 

테이블 1만 7천 건에 대한 질문-답변 데이터셋 약 7만 

건을 생성하여 사용했다. 

테이블 구조를 유지하며 학습된 모델은 테이블 데이터 

포맷의 형태에 따라 성능 차이를 보였다. 특히 테이블의 

특성을 더욱 잘 표현해주는 포맷을 사용했을 때는 모델

의 구조 변경이 없더라도 TAPAS 모델을 한국어에 적용한 

기존 연구[4]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성능 평가는 KorQuAD2.0 에서 테이블 관련 문제만 추

출한 개발 데이터셋 약 1천 건으로 진행했으며, EM 69.07, 

F1 78.34 의 성능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테이블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검색을 활용하여 테이블 질의응답을 해결하는 

연구다. [2], [5]에서는 여러 번의 반복 검색을 통해 많

은 테이블 중에서 정답이 있는 테이블을 검색하는 방식

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특히 [5]의 연구에서는 텍스트

와 연관된 테이블을 연결하여 여러 개의 Fused Block들

로 나누고 이 블럭들을 다중 홉으로 검색하여 답을 찾기 

때문에 텍스트와 테이블이 함께 있는 문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자연어 질의 분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

용할 수 있는 SQL 쿼리로 바꾸는 연구다. [6], [7]은 

BERT를 사용해서 자연어 질의를 SQL로 바꾸는 방법을 소

개한다. 특히 [6]에서는 BERT의 출력을 이용해 SQL문을 

구성하는 요소를 맞추는 6개의 하위 문제로 재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접근법은 테이블 데이터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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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계독해(MRC)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문서를 이해하고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는 기술이다. MRC는 사전

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높은 성능을 내고 있고, 일반 텍스트문서 뿐만 아니라 문서 내의 테이블(표)에서도 

정답을 찾고자 하는 연구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전학습 모델을 테이블 데이터

에 활용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더불어 테이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구성 방법을 소개한다. 사전학습 모델은 BERT[1]를 사용하여 테이블 정보를 인코딩하고 Masked 
Entity Recovery(MER) 방식을 사용한다. 테이블 질의응답 모델 학습을 위해 한국어 위키 문서에서 표와 

연관 텍스트를 추출하여 사전학습을 진행하였고, 미세 조정은 샘플링한 테이블에 대한 질문-답변 데이터

약 7만건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결과로 KorQuAD2.0 데이터셋의 테이블 관련 질문 데이터에서 EM 

69.07, F1 78.34로 기존 연구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테이블, 표 질의응답, 기계독해, 언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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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BERT의 입력 구조를 테이블에 맞게 변경시

키고, 사전학습을 통해 테이블 정보를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연구다[3]. [3]에서는 기존 BERT 입력에 랭킹 정

보, 행 정보, 열 정보를 추가하여 표의 특성을 이해하도

록 학습하는 방법이다. 유사한 방법으로 [8]에서는 

TAPAS와는 다르게 캡션, 헤더, 서브젝트, 오브젝트를 구

분하는 타입 임베딩을 추가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했

다. 또한 [9],[10]은 BERT를 활용해 텍스트와 테이블을 

학습시키는데, 이때 테이블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가장 연관이 있는 k개의 행을 뽑아 텍

스트와 함께 학습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문

서의 테이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조화 하지 않아

도 테이블의 연산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BERT를 활용하여 테이블의 특성을 유지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입력 데이터의 포맷을 변경하여 학

습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3. 데이터 구성 및 학습 

 
위키에서 추출한 140만 개의 텍스트 테이블 쌍을 사용

해서 BERT가 텍스트를 학습하는 MLM(masked language 

modeling)으로 사전학습을 했다.  사용한 모델은 BERT 

Base 모델이며, Mask를 씌우는 비율은 15%, 이 외 세부 

파라메터는 기존 BERT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테이블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첫째, 데이터를 모델의 형식에 맞게 변경하여 사전학

습을 진행한다. 둘째, 부족한 텍스트 데이터를 보완하고 

문맥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위키 데이터셋으로 추가 학

습을 한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관련 질문-답변 데이터셋

을 구성하여 미세 조정한다.  

 

3.1 사전학습 데이터 구성 

 
위키 문서에서 일반적인 위키 테이블 그림1과 인포박

스 형태의 테이블 그림2을 추출하여 약 144만건을 구성

하였다.  

 

 
그림 1. 위키 테이블 

 

그림 2. 인포박스 테이블 

 

데이터는 BERT의 입력 구성과 동일하게 '[SEP]' 토큰

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하는데, 앞의 문장

에는 테이블 연관 텍스트를 넣고, 뒤의 문장에는 테이블 

정보를 넣는다. 

그림1의 테이블 데이터의 경우, 테이블 연관 텍스트는 

문서의 타이틀과 섹션 타이틀, 그리고 캡션을 연결해 그

림3과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다. 테이블의 첫번째 

열을 헤더로 사용했고, 행과 열이 바뀌어 있는 테이블의 

경우는 HTML 태그 정보를 사용해서 변환 후 첫번째 열을 

헤더로 사용했다. 

 

 
그림 3. 테이블 연관 텍스트 

 

그림2의 인포박스 데이터의 경우, 가장 먼저 등장하는 

텍스트를 연관 텍스트로 선정하고, 인포박스를 테이블로 

만들었다. 인포박스를 테이블 형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그림4와 같이 첫 번째 열을 헤더로 변환했다. 

 

 
그림 4. 인포박스 테이블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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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세조정 데이터 구성 

 
미세조정을 위한 테이블 관련 질문-답변 데이터셋은 

두 가지로 구성했다. 

첫째, KorQuAD 2.0의 테이블 관련 질문-답변 데이터셋 

중 단답형의 정답이 표에 존재하는 데이터셋 약 1만개를 

추출하고, 8:1:1 의 비율로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평가 데이터로 사용했다. 이 데이터는 이전 연구[4]와 

성능 비교를 위해 사용했다. 

둘째, 위키 테이블 데이터 중 약 1만 7천건의 테이블

에 대해 질문-답변 데이터셋을 그림5의 규칙[11]을 적용

하여 약 7만건의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이는 양질의 데

이터셋 추가에 따른 모델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다. 

 

4. 실험 및 결과 

 
테이블 기계독해 실험은 테이블 포맷에 따른 성능 비

교 실험과 미세조정 데이터셋 추가에 따른 성능 비교 실

험 두 가지를 진행했다. 첫번째 실험은 사전학습 데이터

와 KorQuAD 2.0에서 추출한 미세조정 데이터셋에 두 가

지 테이블 포맷을 적용하여 성능을 비교했고, 두번째 실

험은 양질의 미세조정 데이터셋 추가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이다. 

 

4.1 테이블 포맷 비교 실험 

 
테이블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평면화 할 때, 테이

블의 구조와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6은 테이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테이블 데이

터를 텍스트로 변환한 방법이다. 이를 단순 테이블 포맷

으로 정한다. 

단순 테이블 포맷은 테이블의 헤더와 테이블 값을 매

핑하여, 변환된 텍스트가 테이블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 테이블 한 행을 텍스트로 변경했을 때 길이가 상 

 

 

대적으로 짧은 장점이 있다. 

그림7은 테이블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를 연관 테이블 포맷으로 정한다. 

연관 테이블 포맷은 테이블 헤더에 첫 번째 기준 열 

정보를 추가한 후 테이블 값을 매핑하여, 테이블에서 중

요한 정보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헤더의 개

수가 많아질수록 헤더와 기준 열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변환되는 텍스트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지는 단점

도 있다. 

 

 
그림 6. 단순 테이블 포맷 

 

두 포맷에서 변환된 텍스트의 구분자 기호 ‘{}’은 

하나의 셀을 나타내고 구분자 기호 ‘|’은 헤더정보와 

값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테이블 포맷에 따른 성능 차이는 표1과 같이 연관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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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포맷이 EM 점수는 4.5점, F1 점수는 3.8점 높은 점

수를 보였다. 

 

 
그림 7. 연관 테이블 포맷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기준 열에 중요한 정보

를 갖는 테이블의 특성 때문이다. 그림6을 예로 들면, 

단순 테이블 포맷의 경우, 중요한 정보인 'SBS'는 '방송 

시간' 헤더와 텍스트상에서 거리가 멀다. 이는 헤더 개

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멀어지기 때문에 두 값에 대한 연

관성을 모델이 학습할 수 없다. 따라서 연관 테이블 포

맷이 단순 테이블 포맷보다 효과적으로 테이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관 테이블 포맷으로 사전학습 후 KorQuad2.0 

의 테이블 데이터로 미세조정한 모델의 성능은 기존 연

구[4]의 EM 63.6점과 F1 76.0점 보다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테이블 데이

터 포맷 변경을 통한 테이블 MRC 모델이 효과적인 방식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테이블 포맷에 따른 모델 성능 비교 

 

 

4.2 미세조정 데이터셋 추가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 

 
3.2절에서 소개한 방식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 테이블 MRC의 성능을 비교 실험했다. 미

세조정 데이터셋에도 단순 테이블 포맷과 연관 테이블 

포맷을 적용했을 때, 표2와 같이 연관 테이블 포맷이 EM 

87.15, F1 91.15로 단순 테이블 포맷의 EM 84.12, F1 

88.50 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약 7만건의 

테이블 데이터 적용 시 KorQuAD 2.0 데이터셋으로 미세

조정한 모델보다 EM 성능이 약 20점 향상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 3.2절에서 소개한 다섯 레벨 질문-답

변 데이터셋의 구성 방식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표3의 질문 레벨 별 EM 결과를 통해 테이블 

값의 연산 또는 정렬이 필요한 레벨 5 질문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2. 미세조정 데이터 추가에 따른 모델 성능 비교 

 

 

표 3. 테이블 질문 레벨별 성능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테이블 MRC 모델에서 테이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테이블 데이터 포맷 변경 방법을 제안하

였다. 테이블 사전 학습에서는 테이블의 기준 열과 헤더

와의 관계를 명시해줄 때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성능 향상을 위한 테이블 미세 조정 데이터의 구성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나의 테이블에 대해 다섯 가지 레

벨의 다양한 질문이 성능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

다. 

향후에는 테이블 데이터의 연산 또는 정렬에 관한 질

문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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