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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계독해 시스템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서에서 찾아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질의응답 작업 중 
하나이다. 기존의 기계독해는 대부분 문서에 존재하는 짧고 간결한 답변 추출 문제를 풀고자 했으며 최근
엔 불연속적인 범위를 추출하는 등의 확장된 문제를 다루는 데이터가 공개되었다. 불연속적인 답변 추출
은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유연하게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간결한 단일 범위 추출에서 확장된 다중 범위 추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모델은 문서를 구성
하는 모든 토큰의 조합으로 구성된 Span Matrix를 통하여 다중 범위 추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실험을 
통해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86.8%의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기계독해, Span Matrix, 다중 범위 추출

그림 1. 기계독해 데이터셋 예시

1. 서론

기계독해 시스템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서에

서 찾아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질의응답 작업 중 하나

이다. 최근 대용량 언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언어 모

델[1]이 공개되면서 기계독해 연구는 빠르게 성장했으

며,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계독해는 사람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계독해 데이터 셋

[2-3]은 짧은 길이의 단일 범위를 추출하는 작업에 집중

했으며, 이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간결한 기계독해 데이터 셋에서 사

람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 시스템[4-5]은 아래의 그림 1

과 같이 다중 답변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에서 성능 

하락을 보였다. 그림 1에서 (a-b)는 KorQuAD 1.0과 

QUOREF[6]에서 제공하는 질문과 문서 그리고 답변을 보

여준다. 그림 1의 (a)는 대부분의 기계독해 데이터셋과 

같이 짧고 간결한 정답 범위를 가지고 있고, (b)는 영어 

데이터 셋인 QUOREF의 데이터를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간결하지만 연속적이지 않은 다수의 답변 범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결한 단일 답변 추출에서 확장된 기

계독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속적이지 않은 답변을 효

과적으로 추출하는 기계독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일반적인 기계독해 프레임워크는 문서에서 답변의 시

작과 끝 위치를 독립적으로 학습한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 높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다

중 범위 추출에 적합하지 않으며, 답변 범위를 학습하는

데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독립적으로 학습된다는 점에 

개선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기계독

해 프레임워크의 최종 답변 결정에 시작 위치와 끝 위치

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력 문서 

토큰에 대한 모든 조합을 표현할 수 있는 Span Matrix를 

통해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Span Matrix는 

[7]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중첩 개체명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되었다. 중첩 개체명이란, 하나의 개체명 안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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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pan Matrix 구조도

다른 개체명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7]에서 제안한 Span Matrix를 

기계독해에서 다루는 다중 범위 추출에 적합하도록 수정

하여 사용했다.

[8]은 기계 독해에서 다루는 다중 범위 추출 작업에 

Sequence Labeling 방식을 적용하여 다중 범위 추출에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안했다. 하지만 위 연구는 다중 범

위 추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으나, 단일 

범위 추출에서 약간의 성능 하락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기계독해 프

레임워크의 학습 방법과 Span Matrix 학습을 동시에 진

행하여 단일 범위 추출에 대해 성능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습 방법 또한 제안하고자 한다.

3. 제안 모델

그림 2. 제안 모델 순서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순서도는 위의 그림 2와 

같다. 제안 모델은 크게 인코더, 단일 범위 추론 계층, 

다중 범위 추론 계층, 답변 검증 계층의 4 부분으로 이

루어져 있다. 제안 모델을 구성하는 하위 계층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1. 사전 학습 모델 기반 인코더

제안 모델의 인코더에 사용된 언어모델은 Google에서 

공개한 RoBERTa-Large[9]를 사용했다. 언어모델 인코더

를 통해 벡터화된 질문과 문서의 각 토큰은 로 표현되

며, 양방향 GRU(Bidirectional Gated Recurrent 

Units)[10]를 통해 로 표현된다. 이때 는 그림 2의 

Token Representations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수식은 

아래의 식 (1)과 같다.

          
(1)

                

위 수식에서  는 Wordpiece[11]로 토큰화된 질

문과 문서를 “[CLS] 질문 [SEP] 문서 [SEP]”의 형태로 

표현한 인덱스 리스트를 의미한다. 는 양방향 

GRU를 의미하며 이때 는 에 대해 순방향 와 역

방향 의 출력 벡터를 이어 붙인(Concatenate) 벡터

를 의미한다.

3.2. 단일 범위 추론 계층

본 논문에서는 이전의 다중 범위 추출 연구에서 발생

했던 단일 범위 성능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범위 추론 학습도 함께 진행한다. 그림 2의 Single Span 

Training 단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기계독해 프레임워

크의 학습 방법과 동일하다. 이에 대한 수식은 아래의 

식 (2)와 같다.

           
           
            (2)

           

           

위의 수식 (2)에서 와 는 가중치 행렬을 의미

하고 와 는 바이어스를 의미한다. 와 는 입력 

문서 각 토큰의 답변에 대한 시작 및 끝 위치 점수를 의

미한다. 와 는 정답 범위에 대한 위치 라벨을 의미

하고 는 크로스엔트로피 손실 함수를 의미한다. 단일 

답변 학습은 다중 작업 학습(Multi-task Learning)을 통

해 인코더의 단일 답변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

용되었으며, 추론 단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3.3. 다중 범위 추론 계층

제안 모델은 다중 범위 추론을 위해서 입력 토큰의 모

든 조합을 반영한 Span Matrix를 생성하여 다수의 유효

한 답변 범위를 추출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pan Matrix의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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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pan Matrix에서의 CrossEntropy 적용

중첩 개체명
<승주: 사람>의 책가방 안에는 <<기생충: 곤충> 박멸 협회: 기관>에서 제공한 책

자가 있었다.

다중 범위 기계독해

질문 김치찌개 재료

문서
김치찌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를 준비한다. 2. 미리 달

구어 놓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다. ~ (후략)

표 1. 중첩 개체명과 다중 범위 기계독해에서 다루는 문제 예시

Span Matrix는 입력 토큰에 대한 벡터 표현 를 활

용하여 답변에 대한 시작 및 끝 정보를 표현하는  

와 를 이어 붙여서 생성한다. 그림 2의 Span Matrix 

Represents 단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수식은 아래의 

식 (3)과 같다.

     ∈ × 

    ∈ × 

    ∈ × × 

(3)
   ∈ × × 

   ∈ × × 

   ×  ∈ × 

위 수식에서 은 모델의 최대 입력 길이를 의미하고 

는 은닉 계층의 크기를 의미한다. 와 는 가

중치 행렬을 의미하고  와 는 바이어스를 의미한

다. 와 는 그림 3과 같이 와 를 서로 다

른 축으로 확장하여 쌓은 행렬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Span Matrix를 생성할 경우 그림 3의 Span Matrix와 같

이 입력 문서를 구성하는 모든 토큰 조합을 통해 문서에

서 추출 가능한 모든 범위를 표현한다.

Span Matrix를 처음으로 제안한 [7]은 서로 중첩되는 

범위를 가지는 개체명을 추출하기 위해 Span Matrix의 

각 요소에 대해 이진 분류를 수행했지만, 기계독해의 경

우 중첩되는 답변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시작 위치나 

끝 위치가 같은 답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예

시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중첩 개체명은 시작 

위치가 같은 “기생충”과 “기생충 박멸 협회”라는 개

체명을 추출해한다. 이와 달리 다중 범위 기계독해에서 

추출해야하는 답변은 표 1과 같이 중복되는 범위 없이 

연속적이지 않은 다수의 범위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Span Matrix를 학습하기 위해 Span Matrix의 각 

행과 열에 대해서 크로스엔트로피 손실 값을 구하여 다

중 답변 추출 학습을 진행한다. 이때, 손실 값은 모든 

행과 열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정답이 존재하는 행과 열

에 대해서만 손실 계산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입력 문

서에서 정답 답변의 시작 위치를 알려주고 답변의 끝 위

치를 학습하고 정답 답변의 끝 위치를 알려주고 답변의 

시작 위치를 학습한다. 그림 2의 Span Multi Span 

Training 단계에 해당하며, 아래의 그림 4는 입력 문서

에 존재하는 답변이 [(1-2), (3-4)]인 경우에 대해 학습

하는 Span Matrix의 행과 열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수

식은 아래의 식 (4)와 같다.

    






 
 

 

    






 
  

  (4)

      

수식 (4)에서  
와  

 는 번 째 정답의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Span Matrix의 행과 번 째 정답 범위

의 끝 위치에 해당하는 Span Matrix의 열을 의미한다. 


과 

는 각각 번 째 정답의 끝 위치와 시작 위치

를 의미한다.

3.4. 답변 검증 계층

단일 범위 추출 문제에서는 가장 점수가 높은 하나의 

범위를 추출하지만, 다중 답변 추출은 어떤 답변을 사용

자에게 제공해야하는지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를 활용하여 각 입력 토큰이 답변의 

시작 및 끝 위치가 될 수 있는지 판별하기 위한 답변 검

증 계층을 사용하여 Span Matrix의 각 요소를 판별한다. 

이는 그림 2의 Span Verification Training 단계에 해당

하며, 이에 대한 수식은 아래의 (5)와 같다.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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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ingle Multi All

EM F1 EM F1 EM F1

Baseline (RoBERTa) 81.1 86.1 0.0 37.9 73.7 81.7

+ Validation 80.7 85.4 52.4 77.4 78.1 84.5

Coref-RoBERTa 80.9 84.6 59.7 80.0 79.0 84.2

TASEIO 81.4 85.4 59.3 80.0 79.4 84.9

Proposed Model 81.4 86.9 61.9 84.2 79.5 86.8

+ Top 1 Answer 82.3 87.1 0.0 38.9 74.8 82.7

표 2. 실험 결과

위 수식에서 
와 

는 가중치 행렬을 의미하고 


와 
는 바이어스를 의미한다. 와 는 각 토큰이 답

변 범위의 시작이나 끝 위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2차

원 벡터를 의미한다. 
와 

는 입력 토큰에 대해서 정

답 답변 범위의 시작 또는 끝 위치에 대한 이진 라벨을 

의미한다. 

평가 단계에서 최종 답변 추출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Span Matrix의 각 요소를 점수에 따라 정렬한다. 이때 

중복되는 범위가 존재할 경우, 더 높은 점수를 가지는 

답변 범위를 제외한 답변 후보는 답변 풀에서 제외된다. 

답변 풀에 남아있는 답변 후보는 와 에 Softmax 함

수를 적용하여 0~1 사이의 유효 값을 갖게 된다. 0~1 사

이의 답변 시작 점수와 답변 끝 점수를 곱하여 일정 임

계값 이상인 답변에 대해서만 최종 답변으로 추출된다. 

제안 모델에 사용된 임계값은 0.3이며, 이는 실험적으로 

결정되었다.

3.5. 학습 전략

제안 모델은 단일 답변 추출과 다중 답변 추출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여 단일 답변 추출 성능이 하락하는 문제

를 완화하고자 한다. 입력 받은 데이터에 개의 답변이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개의 학습 데이터로 확장된

다. 다시 말해, 단일 답변 추론 계층은 같은 입력에 대

해 서로 다른 개의 답변 범위를 학습하고 다중 답변 

추론 계층은 부착된 개의 답변을 반복적으로 학습한

다. 제안 모델의 최종 손실 값은 아래의 수식 (6)과 같

이 계산된다.

         (6)

4. 실험

본 논문에서 진행하는 실험은 QUOREF 데이터 셋을 사

용했다. 위 데이터 셋은 19,399 쌍의 학습 데이터와 

2,408 쌍의 검증 데이터로 이루어져있으며, 실험에는 검

증 데이터를 평가 데이터로 사용했다. 각 데이터는 일반 

도메인 문서와 질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문서에는 하나 

이상의 간결한 답변이 사전 부착되어있다. 불연속적인 

둘 이상의 답변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평균 답변 수는 

약 2.5개이다. 성능 평가에 사용된 지표는 정답 완전 일

치(Exact Match :EM)와 F1 점수를 사용했으며 단일 답

변, 다중 답변, 그리고 전체에 대한 평가를 나누어 기록

했다.

4.1. 실험 준비

제안 모델에서 사용한 사전학습 언어 모델은 Google에

서 공개한 RoBERTa-Large를 사용했다. 제안 모델 학습에 

적용된 드랍아웃과 학습률은 각각 0.1과 5e-6으로 설정

했으며, Adam optimizer[12]를 사용하여 최적화를 진행

했다.

4.2.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비교모델은 다음과 같다. Baseline 

(RoBERTa)는 RoBERTa-Large 인코더 기반의 일반적인 기

계독해 프레임 워크를 의미한다. Coref-RoBERTa[13]는 

RoBERTa 기반의 상호 참조 해결 모델을 QUOREF에 적용한 

모델을 의미한다. TASEIO[8]는 다중 답변 추출을 위해 

Sequence Labeling 방식을 적용한 모델을 의미한다. 여

기서 [8]은 QUOREF의 평가 데이터 리더보드에서 가장 높

은 성능을 보인다. +Validation은 Baseline에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답변 검증 계층을 적용하여 학습 및 평가를 

진행한 모델을 의미하며 답변 추론 단계에서는 실험을 

통해 결정된 최적의 임계값을 사용했다.  Proposed 

Model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pan Matrix를 적용한 다

중 답변 추출 기계독해 모델을 의미한다. + Top 1 

Answer는 제안 모델이 추출한 답변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답변 하나만을 추출한 실험 결과를 의미하며, 답변

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기존 기

계독해 프레임 워크와 비교하여 Span Matrix가 단일 답

변 추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되었

다.

표 1에서 Baseline과 TASEIO의 성능 비교를 통해 

TASEIO가 다중 답변 추출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지만 단

일 답변 추출 성능은 Baseline과 비교하여 F1 점수 기준 

0.7%p 하락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Sequence Labeling 방식을 이용한 다중 답변 추출 시스

템이 단일 답변 추출에 성능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Baseline과 +Validation의 성능 

비교를 통해 간단한 검증 계층만 같이 학습해도 다중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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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추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aseline과 Proposed Model의 성능 비교를 통해 단일 답

변 평가와 다중 답변 평가 모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성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중 답변 추출의 경우 이전 연구와 비교하여 약 

4.2%p의 성능 우위를 확인할 수 있고, 단일 답변 성능에

서 이전 연구들은 Baseline과 비교하여 성능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제안모델은 F1 점수 기준 0.8%p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op 

1 Answer와 Baseline의 성능 비교를 통해 Span Matrix가 

기존 기계독해 프레임워크의 문제점(답변의 시작과 끝 

위치를 독립적으로 학습)을 개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다중 답변 추출을 위한 Span Matrix 기

반 기계독해 모델을 제안했다. 기존 다중 답변 추출에서 

주로 쓰인 Sequence Labeling 방식에서 발생하는 단일 

답변 성능 하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단일 답변 추출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여 단일 답변 성능 하락을 최소화

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계독해 프레임워크에서 추출 

답변의 시작 및 끝 위치가 독립적으로 학습되고 추론되

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Span Matrix를 생성하여 입력 문

서의 토큰의 모든 조합을 통해 답변을 추출했다. Span 

Matrix의 점수에 따라 각 Span을 정렬하고 검증을 통해 

유효한 Span을 추출했으며,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을 통

해 기존 모델들과 비교해서 최점단의 성능을 보이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다중 답변 추출과 

더불어 복잡한 형태의 답변 추출에 효과적인 기계독해와 

다중 답변 추출에 사용되는 임계값을 학습 파라미터로 

변경하여 사용자의 설정 없이 유효한 답변 범위를 추출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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