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단락에 대한 이산 추론을 요구하는 한국어 기계 독해

김경민◦, 서재형, 이수민, 임희석∗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totoro4007, seojae777, skyop27, limhseok}@korea.ac.kr

Reading Comprehension requiring Discrete Reasoning Over Paragraphs for Korean

Gyeong-min Kim◦, Jaehyung Seo, Soomin Lee, Heui-seok Lim*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요 약

기계 독해는 단락과 질의가 주어졌을 때 단락 내 정답을 찾는 자연어 처리 태스크이다. 최근 벤치마킹 데이터셋에서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빠른 발전을 보이며 특정 데이터셋에서 인간의 성능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락 내 범위(span)에서 추출된 정보에 관한 것으로, 실제 연산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한 응답에는 한계가

있다.본논문에서는기존범위내에서응답이가능할뿐만이아니라,연산에관한이산추론을요구하는단락및질의에

대해서도 응답이 가능한 기계 독해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어 DROP (Discrete Reasoning

Over the content of Paragraphs, DROP) 데이터셋으로부터 1,794개의 질의응답 쌍을 Google Translator API v2를

사용하여 한국어로 번역 및 정제하여 KoDROP (Korean DROP, KoDROP)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단락 및 질의를

참조하여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의미 태그를 한국어 KoBERT 및 KoELECTRA에 접목하여, 숫자 인식이 가능한

KoNABERT, KoNAELECTRA 모델을 생성하였다. 실험 결과, KoDROP 데이터셋은 기존 기계 독해 데이터셋과

비교하여 단락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이해와 연산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한 KoNAELECTRA

는 KoBERT과 비교하여 F1, EM에서 모두 19.20의 월등한 성능 향상을 보였다.

주제어: 기계 독해, 이산 추론, 언어모델, KoNABERT, KoNAELECTRA

1. 서론

기계 독해는 기계의 독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연어처리 태

스크 중 하나로, 단락과 질의가 주어졌을 때 기계가 해당 단락

및 질의를 이해하여 정답을 찾는 태스크이다[1, 2]. 영어, 한국

어 등의 언어에서 딥러닝을 사용하여 최근 놀라운 발전을 보여

주었으며, 이에 대표적인 예시로, 기계의 이해 정도를 인간의

영어 독해력과 동등 혹은 그 이상으로 가능하게 한 SQuAD

(Stanford Question Answering Dataset, SQuAD) 가 있다[3,

4]. 한국어 기계 독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셋에는 KorQuAD (Korean QA Dataset for Machine

Comprehension, KorQuAD) 1.0[5], KorQuAD 2.0[6] 이 있으

며, 이는 여러 모델 간의 성능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기존 공개된 한국어 데이터셋은 단락과 질의 정보로

구성된 범위(span) 내에서 질의응답을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

질의응답 기술은 단순 텍스트의 범위로부터 정답을 추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답이 단락에 존재하지 않아도 문맥을 통해

추론하거나, 단락의 근거를 활용해 대답해야 하는 등 더욱더

현실적이고 고급화된 정답을 요구하기도 한다.

DROP (Discrete Reasoning Over the content of Para-

graphs, DROP) 은 영어 기계 독해 태스크에서 연산에 관한

∗Corresponding author

이산 추론이 필요한 태스크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셋이다. 아래

단락을 예시로 들었을때, “어느 키커가 필드 골을 가장 많이 찼

는가?” 와 같은 질의에 올바른 대답을 위해서는 각 키커가 찬

필드 골을 분류하고 연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단락

의 근거를 통해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닌 연산을 통해 추론해야

하므로 더욱더 현실적인 질의응답을 요구하는 기계 독해라 할

수 있다.

덴버는 키커 Matt Prater가 43야드 필드 골을 성공시

키면서 다시 리드를 잡았으나 캐롤라이나의 키커 John

Kasay가 39야드필드골로게임을동점으로답했다. · · ·
4쿼터에 캐롤라이나가 Kasay의 42야드 필드 골로 승리

를 확정 지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 추론을 요구하는 한국어 기계 독해 데

이터셋을 수집하고, 연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어 언

어모델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문

버전의 DROP 데이터셋으로부터 1,794개의 질의응답 쌍을

Google Translator API v2를 활용하여 한국어로 번역 및 정

제하였고,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3가지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해 정의한다. 또한, 대용량 한국어 위키 데이터를 사전학습

하여 문맥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KoBERT, KoELEC-

TRA를 사용하여, 언어모델의 독해력과 숫자 연산을 의미적으

로 이해할 수 있는 KoNABERT (Korean Numerically Aug-

mented BERT, KoNABERT)와 KoNAELECTRA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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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ly Augmented ELECTRA, KoNAELECTRA)을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계 독해와 관련

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이산 추론 형태의 데이터

번역과정에서의문제점을세가지방식으로정의한다. 4장에서

는 모델 설계 방법을 소개하고, 5장에서는 KoDROP 데이터를

KoNABERT, KoNAELECTRA모델을활용하여실험한결과

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에 대해 논의한다.

2. 관련 연구

2.1 기계 독해

본연구에직접적인동기가된연구로는 DROP[7]이며,단락

을이해하는수준을넘어상징적추론과정을통해숫자연산을

가능하게한 Numnet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with

Numerical Reasoning, Numnet)[8] 연구가 있다. 대표적인 기

계 독해 데이터셋인 SQuAD 이후로 많은 후속 연구가 제안되

었고, 현재는 수많은 연구에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기계 독해와 관련된 영어 기반 데이터셋에는

대화 상태를 추적하거나[9], 단락 검색을 요구하고[10], 외부 지

식을 통합하거나[11], 여러 문서에 대한 특정 종류의 다중 단계

추론과 관련하여 독해력 문제에 추가로 복잡성을 가하는[12]

형태의 데이터셋이 있다.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 단락 내 필요

한 언어 요소를 채택하는 기존 데이터셋과 다르게, DROP은

기존 단락에 대한 의미적 이해뿐만 아니라 단락의 포괄적인 이

해를통해추가적인연산을수행할수있도록구축한수치추론

형태의 데이터셋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2 수치 추론 모델

NAQANet (Numerically-Aware Question & Answer Ar-

chitecture, NAQANet)[7] 은 질의에 대해 기존 기계 독해와

같은 정답 범위를 도출하면서 수와 관련한 카운트, 덧셈과 뺄

셈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숫자 예측을 위해 정답

이 개수인지 연산자인지에 대해 분류하여, 표현식에 포함된

특정 숫자에 대한 예측을 진행한다. 또한, 단락과 질의 쌍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 태그를 추가하여 추가적인 규칙 없이

연산에 관한 지식 생성을 용이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

근 사전학습된 BERT에 의미 태그를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

킨 NABERT1(Numerically Augmented BERT, NABERT)와

Numnet[8] 이 있으며, Numnet은 숫자 연산 수행을 위해 그래

프 신경망을 활용하여 숫자 간 비교를 고려하고 단락과 질의의

숫자에 대해 이산 추론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1https://github.com/raylin1000/drop-bert

3. 한국어 이산 추론 데이터 수집

3.1 데이터 번역 및 문제점

한국어 이산 추론 데이터셋 KoDROP (Korean DROP, Ko-

DROP) 은 영문 DROP을 한국어로 번역 및 정제하여 구축하

였다. DROP은 미국 역사와 미식축구 분야로 구성된 데이터셋

으로, 단락과 질의에 있는 개체 정보는 영미권 인물 혹은 장소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특징이 다른 데이터

셋임을 고려하여 개체를 마스킹하여 문장 번역을 시도했으나,

마스킹된 개체는 대부분 영어권의 사람, 장소에 해당하는 개체

인 만큼 번역 과정에서 오번역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개체명 인식 (Named Entity Recognition, NER)을 포함하되

마스킹 과정 없이 번역을 수행하였다.

3.2 데이터 처리

문제점은크게세가지로정의가능하며,문화적차이로인한

도메인 문제, 띄어쓰기 문제 그리고 문화 간 개체명 문제이다.

이는 번역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오번역을 포함했으며, 본 논문

은 위 세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표 1. 개체명 변형

개체 유형 영어 변경 전 변경 후

사람 Robbie Gould 로비 굴드 고효준

장소 Seattle 시애틀 부산

도메인 문제: 미국의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는 점수를 매

기는 과정에서 숫자의 연산을 요구하며, 해당 단락에 대해 정

확한이해를요구한다.그러나이는한국문화에익숙하지않은

스포츠로 대부분의 약어가 번역 과정에서 오번역을 발생시켰

다. 예를 들어, 미식축구에서 위치(position)에 해당하는 쿼터

백(quarterback)의 약어인 QB는 번역되지 않았다. 또한, ‘공을

가로채다’로 의역되어야 하는 ‘sacked’는 본래 의미와 다르게

‘차단하다’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단락

에 대한 번역을 수행하면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들을 지정 및

수집하여 별도의 사전으로 구축하였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의미들과 직접 태그하였다. 추가적으로, ‘sacked’와 같이 오번

역되는 경우에는 번역된 단락을 사후 교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띄어쓰기문제: 공백단위의띄어쓰기를원칙으로하는영어

와 다르게, 한국어는 비교적 다양하고 유연한 띄어쓰기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 과정에서 띄어쓰기 규정이 온전히

적용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띄

어쓰기 교정기[13] 를 활용하여 번역된 문장의 띄어쓰기가 한

국어 화자가 작성한 문장의 띄어쓰기에 맞도록 교정하였다.

개체명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마스킹 없이 개체명을 번역

하는 과정에서 개체가 번역되지 않거나 혹은 문장의 오번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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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켰다. 따라서 데이터셋의 형태소, 개체 정보 분석이 필

요했으며, 해당 범위 내에서 한국 문화에 알맞은 개체 정보로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표 1 와 같이 개체 유형이 사람인 경우

‘로비 굴드’는 ‘고효준’과 같은 사람 이름으로, ‘시애틀’의 경우

‘부산’으로대체하였다.각개체명변형을위해사람및장소유

형에 해당하는 한국어 개체명을 수집하였고, 이들이 무작위로

각 유형에 대응되는 영어 개체명과 교체되도록 처리하였다.

4. KoNABERT, KoNAELECTRA

본 절에서는 기존 DROP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모델에 관해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모델인 KoNABERT와 KoN-

AELECTRA에 대해 설명한다.

4.1 DROP 모델

본 연구의 실험 비교 대상인 Numnet은 인코딩 모듈에서 단

락과 질의에 대해 그래프에 활용된 입력 표현을 반환하는 모델

이다. 이 표현은 숫자 인식 그래프 신경망을 통해 덧셈, 뺄셈

연산과 정렬 연산에 대해 이해하여 정답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학습한다. NAQANet은 사전 정의된 연산자를 의미 태그로 정

의하고,각태그에대해완전탐색알고리즘방식으로계산하여

최적의 연산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적의 연산자는 인코딩

된 질의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답변을 추론할 수 있으

며, 두 번째 실험 비교 대상인 NABERT는 최근 사전학습된

양방향 트랜스포머 구조의 인코더[14] 에 의미 태그를 활용한

모델이다.

4.2 KoDROP 모델

KoNABERT는대용량말뭉치로부터사전학습된KoBERT2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의미 태그 기법을 한국어 언어모델에 접

목한 한국어 특화 수치 추론 모델이다. 그림 1 과 같이, 한국어

언어 모델 임베딩을 수치 추론 연산이 가능한 Symbol Tagging

Layers에 입력으로 활용한다. 이 레이어에는 입력된 문장에 해

당하는 최적의 정답이 무엇인지, 기존 독해 능력을 포함한 네

가지 기능으로부터 한 가지 기능으로 확률값을 최대화한다. 이

후 모델은 입력된 단락 및 질의와 함께 최상의 답변 예측(Best

Answer Prediction)을 연산한다. KoNABERT, KoNAELEC-

TRA는 최적의 연산자를 찾는 과정에서 NABERT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KoDROP 데이터셋에 대해 의미 태

그를계산할수있도록한국어에대한토크나이저및전처리모

듈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KoNAELECTRA는 KoNABERT와

유사하나, ELECTRA[15] 를 인코더 모듈로 사용하는 모델로,

사전학습된 KoELECTRA[16] 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https://github.com/SKTBrain/KoBERT

그림 1. 한국어 수치 추론 모델 KoNABERT, KoNAELEC-

TRA 구조

Symbol�Tagging�Layers

Korean Language�Model
(KoBERT,�KoELECTRA)

4.�Counting,�sorting

3.�Arithmetic�(add/sub)

2.�Question�spans

1.�Passage�spans

Log�Marginal�Likelihood

Passage�
+�

Question

Best�Answering�Ability

Softmax�Layer

Best�Answer�Prediction
(type,�value)

Input�Sentence

5. 한국어 언어모델 실험

5.1 실험 환경

실험환경은다음과같다.본논문은한국어에서의기계독해

모델의 효과성 여부 판단을 위해, 실제 DROP 데이터셋 크기

의 1/64 규모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구축한 KoDROP

데이터셋은 106개의단락으로부터 1,794개의질의응답쌍을구

성했으며, 실험을 위해 각 1567/227개 씩 학습셋, 평가셋으로

분할했다. 모든 실험의 하이퍼파라미터는 learning rate 1e−5,

adam optimizer, 30 epoch, 그리고 4 batch size 를 적용하여

GPU RTX 8000 환경에서 구동했다.

5.2 실험 결과

표 2 는 DROP과 이를 한국어에 맞게 앞선 번역에서의 문

제점을 고려하여 번역한 KoDROP 데이터셋에 대해 실험한

결과이다. 한국어에서 수치 추론 모델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영문 DROP에서도 KoDROP과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셋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DROP으로 학습한 NABERT의 경우 F1,

EM각각 28.40, 26.30의성능을기록하였으며, Numnet는초기

그래프 인코더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적은 학습데이터에

서 충분한 손실 감소가 되지 않아 F1, EM이 각각 17.42, 16.00

으로 비교적 낮은 성능을 보였다.

KoDROP으로 학습한 KoBERT의 경우 F1, EM이 각각

7.00, 5.00으로, 별도의 의미 태그를 통한 수치 추론 과정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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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DROP 및 KoDROP 데이터셋 모델 별 실험 결과

Model

Metric
F1 score Exact Match

DROP (1/64)
Numnet 17.42 16.00

NABERT 28.40 26.30

KoDROP (1/64)

KoBERT 7.00 5.00

KoNABERT (ours) 19.20 17.80

KoNAELECTRA (ours) 26.20 24.20

이는 모델로서의 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의미 태그를 사용한 KoNABERT와 KoNAELECTRA

의 경우 F1, EM이 각각 19.20, 17.80 그리고 26.20, 24.20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한 KoNAELECTRA는

KoBERT과 비교하여 F1, EM에서 모두 19.20의 월등한 성능

향상을 보였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계 독해의 연산에 관한 이산 추론을 요구

하는 단락 및 질의에 대해 한국어에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이과정에서영어 DROP데이터셋으로부터 1,794개의

질의응답 쌍을 Google Translator API v2 번역기를 활용하여

한국어로 번역 및 정제하였고, 한국어 KoBERT 및 KoELEC-

TRA 모델에 의미 태그를 접목한 KoNABERT, KoNAELEC-

TRA모델을생성하였다.문화적차이로인한번역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세 가지(도메인, 띄어쓰기, 개체명)로 정의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통해 숫자 인식이 가능한 KoNABERT, KoNA-

ELECTRA모델에서수치추론연산의효과성을입증했다.향

후 연구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숫자 연산이 가능한 한국어

언어모델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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