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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계 독해는 문단과 질문이 주어질 때에 정답을 맞추는 자연어처리의 연구분야다. 최근 기계 독해 모델이 사람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단과 질의가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 성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단과 질문 두 가지 관점에서 적대적 예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다 강건한 질의응답 모델을 훈련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KorQuAD 1.0 데이터셋에

적대적 예시를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적대적 예시를 이용한 데이터로 실험한 결과, 기존 모델보다 1% 가량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질의의 적대적 예시 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 기존 KorQuAD 1.0 데이터에 대한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기계 독해, 적대적 예시 데이터셋, 언어 모델

1. 서론

기계 독해(Machine Reading Comprehension)는 훈련된 모

델을통해서문단의정보를파악하고,질문에대한정답을찾는

시스템이다.최근기계독해는대용량언어데이터를학습한언

어모델을 미세조정하여 문제를 맞추는 모델을 통해 사람보다

높은 독해력을 보여주었다. 사전학습된 언어모델은 대다수 트

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가지며, 질의응답 데이터를 활용한

기계 독해 모델의 연구가 많이 이뤄져왔다.

기계 독해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질의응답 데이터셋도 초

기에는 해당 문단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존재하는 데이터셋

이 있었지만 이후 정답이 없음을 예측하도록 하는 데이터셋이

공개되는 등 점차 언어모델의 기계 독해가 문단과 질문을 명확

하게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여전

히 문단에서 정답이 포함된 문장과 유사한 문장이 존재하거나

같은 의미의 질문이더라도 다르게 표현된다면 기계 독해 모델

이 오답을 예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문단과질문두가지관점에서

적대적 예시를 활용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질의응답 모델이 강

건해지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적대적 예시란 기존의 데이터에

의도적으로 작은 변화를 주었을 때에 모델의 예측이 잘못될 수

있도록하는데이터를말한다.예를들어, ‘이달말까지정상가

의 최대 80%까지 할인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운영하며’가

포함된 문단에서 질문이 ‘행사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면

기계 독해 모델이 ‘최대 80%’를 정답으로 찾아주지만, ‘행사 할

인율을 알려주세요.’로 질문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정답을 찾지

못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단에서는 적대적 예시로 여겨지는 문장을

추가하는 방식과, 질문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지만 다르게 표현

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 접근으로 모델의 강건성

을 실험하였다. 문단에서 적대적 예시 역할의 문장을 추가하기

위해 문장을 벡터로 표현하여 가까운 거리의 문장을 추가하는

실험과 크로스 인코더를 통해서 적대적 예시에 해당하는 문장

을 선택하는 방식을 실험하였다. 질문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

서는 질문의 어미를 변경하여 질문에 대한 적대적 예시를 생

성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기계 독해가 실제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활용될 경우, 동일한 의미를 가지

지만 발화자에 따라 표현의 다양성이 반영된 적대적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질문에대한적대적예시문장을생성하여문단과질의두가

지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문단에 대한 적대적

예시로 문장의 벡터를 활용하였다. 모든 적대적 예시가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 훈련된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

으며, 어미 변화에 따른 적대적 예시 데이터를 추가한 모델이

KorQuAD 1.0[1] 데이터에 대해 기존 모델 대비 성능 향상이

있었다.

2. 관련 연구

강건한 질의응답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영어로 먼저

이루어졌다. 영어 질의응답 데이터 중 SQuAD 1.1 데이터셋을

활용한 SQuAD-ADDSENT[2]는적대적예시를데이터셋에포

함하여 강건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SQuAD-ADD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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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답을 포함한 문장에 대해 벡터 거리와 크로스 인코더를 이용하여 생성한 적대적 예시

예시 1 임종석이 여의도 농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명수배 된 날은?

정답 문장 1989년 2월 15일 여의도 농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명수배되었다.

벡터 거리 1989년 10월 19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최인호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크로스인코더 1989년 10월 19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최인호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예시 2 소토마요르가 첫 세계 주니어 기록을 세운 때는 언제인가?

정답 문장 그러고나서 1984년 5월 19일 2.33m(7 피트 7에 4분의 3 인치)를 제거하여 첫 세계 주니어 기록을 세웠다.

벡터 거리 2년 후, 7월 29일 라이프치히에서 78.90m를 던져 두 번째 세계 기록을 세웠다.

크로스인코더 소토마요르는 처음으로 2m(6 피트 6에 4분의 3 인치)를 제거할 때 15세 밖에 안 되었고, 1983년 말에

2.15m의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예시 3 말들을 통화 단위로 썼던 나라는?

정답 문장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은 말들을 기초적인 통화 단위로 사용했고, 양이 적은 교환의 경우에는 양가죽을

주었다.

벡터 거리 가나안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의 신성 문자에서 ‘시나이 문자’를 만들어 냈다면, 아람인들은 아람 문자를

만들어 내었다.

크로스인코더 잉카에서는 바퀴(지형을 고려했을 때 비실용적이었다)나 말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길과

다리를 사람과 라마의 무리가 지나다니기에 적합하게 만들었다.

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AddSent 알고리즘은 반의어를 사

용하거나 개체명이나 숫자를 GloVe[3]를 이용하여 가까운 거

리의벡터를가지는단어로대체하여질문을변경하고,위조정

답과 결합하여 적대적 예시에 해당하는 문장을 생성하였다. 생

성된 문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LSTM[4]

기반의 언어모델은 물론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의 기존의 학

습된 기계 독해 언어모델이 F1 기준으로 50점 이하로 비교적

낮은 성능을 보인다[5] .

SQuAD-ADDSENT데이터셋이후강건한질의응답모델을

위한 질의응답 데이터셋이 소개되었다. AddSent 알고리즘을

수정한 AddSentDiverse[6],보다더길고의미적으로적대적인

예시를 추가하고자 한 Distracter Generation(DG)[7]이 있었

다. 이후 SQuAD 2.0[8]에서 모든 문단에서 정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반영하여 ’정답없음’을 데이터셋에 포함하였

다.이는질의응답모델이실제검색에서일어날수있는현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셋이다.

한국어 질의응답 데이터인 KorQuAD 1.0 는 위키백과를 기

반으로 하는 데이터로 제시된 문단에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한다.이후공개된 KorQuAD 2.0데이터는보다긴문단을

가지고있으며, HTML태그로구성된표도문단으로포함하고

있다. 정답의 범위도 기존 KorQuAD 1.0 보다 확장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질의응답 데이터 중 KorQuAD 1.0

을 활용하여 적대적 예시를 생성하여 실제 사용자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는 강건한 모델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자 하

였다. 기존 영어 데이터셋의 연구에서 적대적 예시가 본문에만

추가된 것과는 달리 질문에 대한 적대적 예시 데이터를 생성

하여 실험했으며, 본문에 대해서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의

사전학습된 언어모델을 사용하여 문장을 벡터화하고 적대적

예시 문장을 위키 데이터에서 찾아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3. 적대적 예시가 포함된 질의응답 데이터 생성

적대적 예시를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문단과 질문

두가지관점에서접근하였다.데이터생성을위해서한국어기

계독해데이터셋인 KorQuAD 1.0과한국어위키데이터셋1을

활용하였다.

적대적 예시에 해당하는 문장을 선택해 문단에 추가하기 위

해정답을포함한문장의벡터와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문장

을 찾아 추가하였다. 또한 질문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크로스

인코더를 학습시켜서 문장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도 실험을 진

행하였다. 질문에 대해서는 문단에서 적대적인 예시 문장을 추

가하는것과는다르게,의미적인변화없이질문의어미변화를

통해 데이터를 만들었다.

3.1 벡터의 거리

문단에서 적대적 예시를 생성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의

미적으로 유사도가 높은 문장을 추가하였다. KorQuAD 1.0 데

1https://dumps.wikimedia.org/k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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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적대적 예시 문장을 위한 크로스 인코더 모델

이터에서 정답을 포함하는 문장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문장이

의미적으로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정답을 포함한

문장과유사한문장을사전학습된언어모델을이용하여찾아내

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기본 단위를 문장으로 삼아 KorQuAD

1.0의문단데이터와위키데이터를모두문장단위로분리하였

다. 그 다음 KorQuAD 1.0의 문단 데이터에서 정답이 포함된

문장을사전학습된언어모델을이용하여벡터화하였으며,위키

데이터에서의 모든 문장도 동일한 방식으로 벡터화하였다. 위

키 데이터의 문장 단위 벡터들을 인덱스화하여 정답이 포함된

문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문장을 찾아 적대적 예시 문장으로

삼았다.표 1의첫번째예시와같이실제정답이포함된문장과

근접한 거리의 문장은 실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문장이 포함될 경우 모델이 ‘1989년 10월 19일’이 아닌 ‘1989

년 2월 15일’을 정답으로 예측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문장은

적대적 예시 문장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2 크로스 인코더

모델에서 질문의 핵심어가 정답을 찾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질문과의 관련성을 고려하고자 크로스

인코더 모델을 도입하였다. 크로스 인코더는 단일 인코더 모델

을활용하여입력데이터쌍의관계를학습하는모델을말하며,

이 연구에서는 질문에 대한 문장과 정답을 포함하거나 적대적

예시로 삼을 만한 문장을 입력 데이터로 삼아 학습하도록 하

였다.

실험 과정은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에서는 3.1과같이기본단위를문장으로하여실제데이터에서

정답을 포함하는 문장을 추출한다. 두 번째 단계는 크로스 인

코더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선택한

정답을포함한문장을기반으로 3.1에서설명한바와같이벡터

거리가 유사한 top-K 개의 문장을 찾는다. 표 1의 두 번째 예

시의 정답 문장인 ‘그러고나서 1984년 5월 19일 2.33m(7 피트

7에 4분의 3 인치)를 제거하여 첫 세계 주니어 기록을 세웠다.’

의 경우 벡터 거리가 가까운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 2년 후, 7월 29일 라이프치히에서 78.90m를 던져 두 번째

세계 기록을 세웠다.

표 2. KorQuAD 1.0 질문 어미의 마지막 음절 상위 여섯 개

Train set Validation set

가? 21879 (36%) 2060 (36%)

은? 19815 (33%) 1983 (34%)

는? 12335 (20%) 1089 (19%)

나? 3398 (6%) 455 (4%)

요? 1589 (3%) 82 (1%)

까? 1159 (2%) 78 (1%)

표 3. 벡터의 거리를 이용한 적대적 예시 문장 추가 위치 실험

결과

추가 위치 EM F1

문단 맨 앞 69.380 89.120

문단 마지막 70.384 90.236

• 1984년 6월에, 비코바는 2.05m의 간격으로 다시 한번 세계

기록을 세웠다.

• 1990년 2월 이스트 러더퍼드에서 4분 17.14초와 함께 세계

실내 마일 기록을 깼다.

• 1959년 필라델피아에서 세계 실내 기록 15 피트 9와 2분의

1 인치(4.81m)를 세웠다.

• 소토마요르는 처음으로 2m(6 피트 6에 4분의 3 인치)를 제

거할 때 15세 밖에 안 되었고, 1983년 말에 2.15m의 최고

기록을 세웠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크로스 인코더를 학습한다. 모델에 데이

터를입력시킬때에는질문과문단에해당하는두문장을 [SEP]

를통해연결하였다.이때의입력값은 K+1개가되며,실제정

답을 포함한 문장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도록 크로스 인코더를

학습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시에는, 정답 문장을 제외한 나

머지 문장인 K 개의 문장들 중 모델이 높은 확률값을 내어주는

한 문장을 적대적 예시에 해당하는 최종 문장으로 결정하였다.

위의 질문에 대한 크로스 인코더 결과로 다섯 번째의 문장

이적대적예시문장으로선택되었다.해당문장을통해어떠한

기록을세운시기가포함되어있을뿐아니라,의도한대로질문

에서의 ‘소토마요르’를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크로스

인코더에서는 K 개의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과의 관련

성을반영되더라도, top-1에해당하는문장이그대로정답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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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적대적 예시 문장으로 미세조정한 모델의 성능

Train set Test set
Test result

EM F1

KorQuAD 1.0
KorQuAD v-adv

68.601 88.923

KorQuAD v-adv 70.384 90.236

KorQuAD 1.0
KorQuAD cross-adv

67.527 87.909

KorQuAD cross-adv 69.744 89.589

KorQuAD 1.0
KorQuAD q-adv

69.601 88.956

KorQuAD q-adv 70.930 89.918

표 5. KorQuAD 1.0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

Train set Validation set
Test result

EM F1

KorQuAD 1.0

KorQuAD 1.0

69.830 89.803

KorQuAD v-adv 69.293 89.347

KorQuAD cross-adv 69.345 88.933

KorQuAD q-adv 70.350 90.007

3.3 질문의 어미 변화

문단에서 적대적 예시를 추가하고자 한 위의 시도들과는 다

르게, 질문에도 변화를 주어 적대적 예시를 생성하였다. 사용

자의 관점에서 질문이 다양해질 수 있음을 반영하여 가능한

질문의 어미 변화를 무작위로 채택하여 데이터를 변환하였다.

질문의 끝 음절에 따라 어미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약 95% 정도가 상위 여섯 개의 음절로

끝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KorQuAD 1.0에서 ‘김태희는

어느 대학교 출신인가?’와 같이 ‘가?’로 질문이 끝나는 경우가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60407 개 중 21879 개, 검증 데이터

에서는 5774 개 중 2060 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었으며, ‘은?’, ‘는?’ 으로 질문이 끝나는 그 다음으로 높았다.

존댓말 질문 어미로 주로 사용되는 ‘요?’, ‘까?’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순으로 등장했다.

존댓말 질문 어미는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서 1∼3%

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댓말에 해당하지 않는 어미가 사

용될때에는존댓말을포함할수있도록하였다.존댓말을생성

할 때에는 간단하게 ‘요?’를 붙이는 방법도 쓰였으나, ‘알려주

세요.’, ‘궁금합니다.’와같이 KorQuAD 1.0에서드물게쓰이는

어미들로도변환할수있도록하였다.축약도실제질문에서사

용할수있다는점에서위의표 1에서의세번째예시인 ‘말들을

통화단위로썼던나라는?’이 ‘말들을통화단위로썼던나라?’

라고 변환하기도 하였다. 실제의 발화가 입력될 때 음성인식의

결과로 물음표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음표를 제거하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문단에서 정답을 포함한 문장을 이용해 적대적 예시 문장

을 찾기 위해 Multilingual BERT[9]를 사용하였다. Multilin-

gual base cased모델을사용하였으며,미세조정시파라미터는

SQuAD1.0에 대한 BERT 파라미터를 사용하였다. KorQuAD

1.0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세조정으로 모델을 훈련하였다. 평

가지표는 Exact Match(EM)과 F1 스코어를 사용하였다. F1

스코어는 추론 결과와 실제 정답의 음절 단위로 평가한 점수이

다. Multilingual BERT는 KorQuAD 1.0 검증 데이터셋에서

EM 69.830, F1 89.803의 결과를 보였다.

기본적인 단위로 문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장 분리 단계가

필요했다. Kss(Korean sentence segmentation)[10]를 사용하

여 KorQuAD 1.0의 문단 데이터와 위키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문장 분리를 진행하였다. KorQuAD 1.0은 문단의 문장 중에서

정답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 문장

의미를 벡터로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모델의 마지막 레

이어의 [CLS] 값에 해당하는 벡터를 이용하였으며 KorQuAD

1.0의정답을포함하는문장데이터와가장가까운위키문장을

찾기 위해서 Faiss[11]를 사용하였다. Faiss는 효율적으로 벡터

유사도를 계산하여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3.1은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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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정답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가장 유사한 벡터의 문장이

적대적 예시 문장으로 채택하였으며 기존 문단 마지막에 추가

하여 KorQuAD v-adv 데이터셋을 생성하였다.

벡터의 거리를 이용하여 문장을 추가하였을 때에, 문장의 추

가위치에따라서성능이달라짐을확인할수있었다. SQuAD-

ADDSENT 데이터셋에서 문단의 가장 마지막에 데이터를 추

가한 것처럼, 문단의 마지막에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에 비교적

높은 성능을 보였다. 표 3에서 EM과 F1이 약 1점 정도의 차

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데이터셋에서 적대적

예시 문장이 추가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 데이터셋은 같지

않지만, 문단 내의 적대적 예시 문장의 추가 위치만 다르다는

점에서 성능 비교가 가능하다.

3.2에서는 크로스 인코더 모델을 훈련하여 적대적 예시 문

장을 찾도록 하였다. K는 15로 실험하였으며 모델에 입력되

는 문장은 정답을 포함한 문장까지 총 열 여섯 문장이 되도록

하였다. 정답을 포함한 경우를 찾도록 모델이 훈련되었으며,

모델 훈련이 끝나면 열 다섯 문장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

지는 문장을 적대적 예시 문장으로 삼았다. 크로스 인코더를

통해 생성한 데이터를 KorQuAD cross-adv 데이터셋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두 개의 데이터셋은 문단에 문장을

추가하였으므로 기존과 문단 수가 동일하다.

질문의 어미 변화는 실제 질의응답 모델이 어플리케이션에

서 사용될 때를 가정하여, 존댓말, 반말의 변화를 주기도 하

였으며 축약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각 어미가 끝음절에 따라

가능한 방식들을 위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그

중 무작위로 변환되도록 생성한 데이터셋을 KorQuAD q-adv

라고 하였다. 질문이 대치되는 방식으로 데이터셋이 구성된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KorQuAD v-adv, KorQuAD

cross-adv, KorQuAD q-adv에 대해서 기존 언어모델의 점수

는 EM을 기준으로 최소 1.3% 가량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가 문장의 벡터를 기반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점수 차가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건

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다. KorQuAD v-adv와 KorQuAD

cross-adv의 점수 차를 비교해 볼 때, KorQuAD v-adv는 기존

모델에비해 1.5%높은점수를가졌으며, KorQuAD cross-adv

는 2.2%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모델의 목표가 더 어려운 데이터를 이용해 강건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KorQuAD 1.0으로 기존 모델의 점

수보다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점수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특히 질문

의 어미 변화를 통해 적대적 예시 문장을 생성한 경우에 기존

KorQuAD 1.0 평가 점수가 EM을 기준으로 0.5 상승하였다.

이는 적대적 예시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 질의응답 데이터셋의

성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5. 결론

본 논문은 강건한 질의응답 모델을 위한 적대적 예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생성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질문에 대한 적대적 예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한 경우, Ko-

rQuAD 1.0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 학습된 모델보다 높은 EM

점수를 얻어 보다 더 좋은 수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

다. 또한 질문에 대한 어미 변화 실험은 모델이 실제로 활용될

때의 사용자의 발화 다양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단에 적대적 예시 데이터를 추가한 실험의 결과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하여 비교적 소폭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기존 연

구와 다르게 문단에 대한 적대적 예시 문장으로 실제 존재하는

문장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질의응답 모델이 검색과 결합되어

사용될때일어날수있는현상이반영되었다는의미를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언어 정보를 추

가하여 더욱 강건한 질의응답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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