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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계독해 QA는 입력된 문서나 단락 내에서 주어진 질

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최근 데이터의 양

의 급격히 증대되고, 단순한 텍스트로 이루어진 데이터 

뿐만 아니라 표나 리스트 등의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필

요한 정보를 적시에 사용하는 QA 시스템의 성능이 중요

해졌다.

표가 다루고 있는 도메인이나 표의 형식이 변하게 되

면 기존에 학습되었던 성능이 크게 감소하며,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표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형태와 

도메인을 가지는 표 데이터에 대한 사전학습이 필요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정형화된 위키피디아 표 데

이터와는 달리 나무위키의 표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사전학습에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나무위키의 주제별로 의미 있는 

표와 의미 없는 표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각 주제에서 

나눠지는 단락별로 존재하는 의미 있는 표와 관련된 텍

스트를 그룹화하여 실제 사용될 사전학습 데이터를 만든

다.

본 논문에서는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구축한 사전학습 

데이터를 사용해 향상된 표 언어모형을 구축하는 방법과 

일반적인 표 데이터와 인포박스 데이터간의 적대적 학습

을 통한 강건한 표 언어모형 구축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TABERT[1]는 자연어와 구조화된 텍스트에 대해서 마스

킹 된 행의 이름과 타입을 예측하는 MCP(Masked Column 

Prediction)와 마스킹된 셀의 값을 예측하는 CVR(Cell 

Value Recovery)의 방법으로 사전학습한 언어모형이다. 

TAPAS[2]는 기존의 BERT 기반 모형이 구조화된 표 데이

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베딩 외에 행, 열, 

랭킹 임베딩을 추가하여 표 데이터에 대해 사전학습한 

언어모형이다.

위키피디아의 표 데이터와 함께 입력된 텍스트 데이터

가 표의 내용에 수반되는지 혹은 반하는지에 따라서 

ENTAILED 혹은 REFUTED 라벨을 부착한 TABFACT[3] 형식

의 데이터를 반자동으로 구축하고, 마스크 언어모형 외

에 해당 태스크를 사전학습에 추가하는 표 언어모형 사

전학습 방법[4]으로 표 질의응답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

였다. 

이전 표 전처리 관련[5]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HTML

문서의 표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를 필

터링(Filtering) 기준에 따라 명백한 Decorative Tables

를 분류하고 Meaningful Tables에 7가지 Heuristic을 적

절한 가중치와 함께 선형 보간해 표에서 추상화 수준인 

HEAD를 식별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계독해 모형이 추가의 파인튜닝 없이 새로운 도메인

에 적응할 수 있도록 Domain Generailzation을 통해 적

대적 학습을 적용한 방법[6]은 다양한 도메인의 기계독

해 데이터셋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3. 표 언어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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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표 기계독해에서는 도메인에 따라 언어모형에 필요한 지식이나 표의 구조적인 형태가 변화하면서 텍스트 
데이터에 비해서 더 큰 성능 하락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표 기계독해에서 이러한 도메인의 변화에 강
건한 사전학습 표 언어모형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표 데이터 선별을 통한 사전학습 데이터 구축 방법과 
적대적인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추출한 표 데이터에서 구조적인 정보가 없이 웹 문서의 장식을 위해 사
용되는 표 데이터 검출을 위해 Heuristic을 통한 규칙을 정의하여 HEAD 데이터를 식별하고 표 데이터를 
선별하는 방법을 적용했으며, 구조적인 정보를 가지는 일반적인 표 데이터와 엔티티에 대한 지식 정보를 
가지는 인포박스 데이터간의 적대적 학습 방법을 적용했다. 기존의 정제되지 않는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와 비교하여 데이터를 정제하였을 때, KorQuAD 표 데이터에서 f1 3.45, EM 4.14가 증가하였으며, Spec 표 
질의응답 데이터에서 정제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f1 19.38, EM 4.22가 증가한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표 기계독해, 사전학습 언어모형, 의미 데이터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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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언어모형 사전학습 구조

표 데이터에서는 2차원의 반-구조화된 정보를 인코딩

하기 위해 기존의 BERT 모형의 토큰, 토큰 유형, 위치 

임베딩 외에 표의 행과 열에 대한 임베딩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BERT의 임베딩 레이어에서 행과 열의 임

베딩을 추가하는 대신, BERT에서 출력된 벡터를 행과 열

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행과 열의 임베딩만을 이용하였으

며, 각 셀의 순서 정보에 관한 인코딩하기 위해서 GRU를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출력된 벡터를 이용하여 마스킹된 토큰예

측하는 마스킹 언어모형과 [CLS] 토큰에서 출력된 벡터

를 이용하여 함께 입력된 텍스트와 표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이용하여 표 언어모형을 사

전학습 하였다.

3.1 의미 표 선별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위키피디아 표 데이터의 

경우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나 도메

인의 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표 데이

터 외에 다양한 사전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정형화되

지 않은 표 데이터를 사전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때, 표

의 구조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대신 웹페이지에서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데이터로 인해서 생기는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 연구[5]에서 사용되었던 규칙 방법을 이용

하여 의미 없는 표 데이터를 제거하고 나무위키에서 약 

50만 개의 표 데이터를 사전학습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의미 없는 표 검출에 사용된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의미 없는 표 데이터 예시

1. 표의 행 개수의 합이 2개 이하라면 의미 없는 표로 판단

한다.

2. 표의 행이 가지는 셀의 개수 중 가장 작은 개수에 맞춰 

각 행을 분해한다. 이때 그 개수가 2개 이하라면 의미 

없는 표로 판단한다.

3. 이전 연구[5]에서 정의된 Heuristic을 나무위키 데이터

에 맞게 적용 후 이진 행렬을 생성한다. 

3.1) 표가 2개의 배경색으로 나뉘면 위쪽 행과 왼쪽 열이 

HEAD가 될 수 있다. 

3.2) 표 내에서 텍스트 속성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면 위쪽 행 혹은 왼쪽 열이 HEAD가 될 수 있다.

3.3) 행이나 열을 구성하고 있는 셀들의 콘텐츠 타입 혹은 

속성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면 행이나 열의 끝이 

HEAD가 될 수 있다.

3.4) 행이나 열을 구성하고 있는 셀들의 패턴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면 행이나 열의 끝이 HEAD가 될 수 있다.

3.5) 가장 위의 행 또는 가장 왼쪽의 열이 병합된 셀일 때, 

HEAD가 될 수 있다.

3.6) 표에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셀이 비어있다면 그 셀을 

포함하는 행과 열은 HEAD가 될 수 있다.

3.7) 위 과정들에서 생성된 이진 행렬을 결합해 셀이 HEAD

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결과에서 HEAD가 존재하

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표로 판단한다.

4. 표의 전체 셀 중 비어있는 셀의 비율이 30% 이상이면 의

미 없는 표로 판단한다.

아래의 수식은 선형보간법을 이용해 Heuristic 행렬을 

결합하는 방법과 결합한 행렬 및 중간값을 이용해 최

종 행렬을 만드는 방법을 나타낸다.

    
   

  ≤  ≤  and   
   

 max  min 
  if  ≥  

여기서  는 각 Heuristic 별로 생성된 행렬, 는 모

든 Heuristic 행렬의 합, 는 행렬별 가중치이다. 
는 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에 대한 중간값, 는 최종 

행렬로써  ≧ 라면 에‘1’을 부여한다.

3.2 의미 텍스트 선별

기존의 연구에서는 표와 함께 입력할 텍스트를 추출하

기 위해서 같은 문단 내에서 표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사

용했으며, 표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없는 경우 단순하게 

동일하게 등장한 토큰의 빈도수가 높은 텍스트 단락이나 

문서의 제목 등을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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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표와 함께 입력되는 불필요하거나 관련이 없는 텍스

트 데이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먼

저 사전학습한 모형을 통해서 입력된 텍스트와 표 데이

터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예측값을 구하고 해

당 예측값이 가장 높게 나오는 텍스트 단락을 사전학습

을 위한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사전학습하는 데이터는 같은 단

락 내에서 표를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들이 존재하는 표 

데이터를 추출하고 학습을 진행하였다.

3.3 적대적 학습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에 존재하는 인포박스 데이터는 

주로 엔티티에 대한 지식 정보들을 구조적인 정보로 저

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표 데이터에서는 문맥적인 정보 

외에 지식 정보를 학습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

학습 과정에서 인포박스 데이터와 일반적인 표 데이터에 

대해서 적대적 학습을 적용하였다. 

[CLS] 토큰의 출력 벡터에 입력된 시퀀스가 인포박스 

데이터인지 일반적인 표 데이터인지를 구분하는 판별기

를 적용하였다. 이전 연구[6]를 따라서, 적대적 학습에 

대한 손실 값으로 판별기의 예측값과 정규 분포 간의 쿨

백-라이블러 발산 값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log       

 log    
  ║ log    ║ log    

 여기서    는 입력된 표가 일반적인 표인지 

인포박스인지에 대한 라벨을 나타내며,    
는 판별기의 예측값을 나타낸다. 판별기는 를 최소화

하도록 학습되며, BERT 모형의 최종 손실값은 마스크 언

어모형에 대한 손실 값과 적대적 학습의 손실 값을 더

한,     이다.

4.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에 사전학습된 

RoBERTa[8] base 모델1)을 불러와서 표 데이터의 사전학

습에 적용하였다. 학습 및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으로 

KorQuAD 2.0 데이터셋에서 표에 정답이 태깅된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다른 도메인의 표 질의응답 데이터의 실

험을 위해서 제품 리뷰 사이트에서 추출한 표 데이터를 

통해 제품의 스펙 데이터에 대한 질의응답셋을 구축한 

스펙 표 질의응답 데이터셋을 이용하였다. KorQuAD 2.0

1) https://huggingface.co/klue/roberta-base

의 데이터는 학습 및 개발 데이터셋 13,376개, 평가 데

이터로 984개를 사용하였으며, 스펙 표 질의응답 데이터

셋은 학습 및 개발 데이터셋 2,776개, 평가 데이터로 

279개를 사용하였다.

사전학습의 경우, 약 50만 개의 나무위키 표 데이터 

및 인포박스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학습 횟수는 2회, 

학습률은 0.00001를 적용하였다.

파인튜닝의 경우, KorQuAD Table과 Spec 표 질의응답 

데이터 모두 학습 횟수는 4회, 학습률은 0.00005를 적용

하였다.

표 1. 사전학습 모형에 따른 KorQuAD 표 데이터에서의 

기계독해 성능 비교

사전학습
파인튜닝

QA 데이터

KorQuAD

Table
f1 EM

나무위키 KorQuAD 79.33 69.22
나무위키

정제
KorQuAD 82.78 73.36

적대적

학습
KorQuAD 80.41 70.21

표 2. 사전학습 모형에 따른 Spec 표 데이터에서의 

기계독해 성능 비교

사전학습
파인튜닝

QA 데이터

Spec Table
f1 EM

나무위키
KorQuAD 37.13 23.10
Spec 54.92 24.89
KorQuAD->Spec 42.11 24.47

나무위키

정제

KorQuAD 43.08 33.55
Spec 56.88 26.58
KorQuAD->Spec 60.49 28.69

적대적

학습

KorQuAD 49.75 35.90
Spec 57.93 25.73
KorQuAD->Spec 66.97 31.64

 표 1은 사전학습 방법에 따른 KorQuAD Table에서의 성

능 비교를 나타낸다. 여기서 나무위키는 별다른 표나 텍

스트 데이터의 정제없이 나무위키에서 추출한 표 데이터 

전체를 사전학습에 사용하여 학습한 언어모형을 통해 튜

닝한 모형을 나타낸다. 나무위키 정제는 의미없는 표 데

이터를 걸러내는 의미 표 선별과 표와 가장 관련이 높은 

텍스트를 선별하는 의미 텍스트 선별을 통해 구축한 사

전학습 데이터를 이용한 모형을 의미한다. 적대적 학습

은 선별된 데이터와 함께 인포박스 데이터와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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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데이터에 적대적인 학습을 적용하여 사전학습한 언어

모형을 통해 파인튜닝한 모형을 의미한다.

 표 2는 사전학습 방법에 따른 Spec 표 질의응답 데이터

에서의 사전학습 방법 및 파인튜닝 데이터에 따른 성능 

비교를 나타낸다. 여기서 “KorQuAD->Spec”은 사전학습

된 언어모형을 KorQuAD 표 데이터로 먼저 파인튜닝 한 

뒤, Spec 표 질의응답 데이터에 파인튜닝을 한 모형을 

나타낸다.

 표에서 구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사용된 장식 표 데이터들을 제거하고, 관련 텍스

트 예측 태스크를 통해서 표 데이터와 관련성이 높은 텍

스트들을 선별하여 구축한 사전학습 데이터를 통해 학습

하였을 때 KorQuAD와 Spec 표 데이터에서 모두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일반적인 표 데이터와 인포박스에 대하여 적대적인 학

습 방법을 적용했을 때, KorQuAD 표 데이터에서의 성능

은 떨어졌지만, Spec 표 데이터에서는 향상된 성능을 보

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 변화에 강건한 표 질의응답 구

축을 위한 사전학습 데이터 정제 방법 및 적대적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정제되지 않는 데이터로 학

습했을 때와 비교하여 데이터를 정제하였을 때, KorQuAD 

표 데이터에서 f1 3.45, EM 4.14가 증가하였으며, Spec 

데이터에서 f1 19.38, EM 4.22가 증가하였다. 정제된 사

전학습 데이터에 적대적 학습 방법을 추가했을 때, 

KorQuAD 표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하락하였지만, Spec 표 

데이터에서는 f1 6.48, EM 2.95가 증가한 성능을 보였

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표 질의응

답 학습 및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Spec 표 데이터 외

에도 다양한 여러 도메인의 표 데이터에서도 강건한 기

계독해 모형의 구축 및 평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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