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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문을 바탕으로 답을 추론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기계 독해 연구가 존재하고 관련

데이터 셋 또한 여러 가지가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과 같은 복잡한 구조의 문제에

대한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데이터 셋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고차원적인 독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인공지능 모델의 독해 능력에 대한 성능 향상이 제한적이다.

기존의 입력 구조가 단조로운 독해 문제에 대한 모델로는 복잡한 구조의 독해 문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 훈련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복잡한 구조의 고차원적인 독해 문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 훈련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3가지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고차원 독해 문제 데이터

셋의 부족 문제 또한 해소하고자 한다.

주제어: 딥러닝, 자연어 처리, 기계 독해, 트랜스포머, 데이터 증강

1. 서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 대한 연구

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어진 문서를 이해하고

문서 내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을 이끌어내는 기계 독해 작

업은 상용화 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1, 2].연구가거듭되며최근인공지능을기반한기계독해

모델은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KorQuAD[3, 4]와

같은한국어독해데이터셋에서,인공지능모델은사람의독해

능력을 뛰어 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과 같이 고차원적인 독해 문제에 대한 데이터 셋 및 모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러한 높은 수준의

문맥 이해를 요구하는 작업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5].

고차원적인 독해 문제란 주어진 질문(query) 및 선택지와 더

불어, 추가적인 지문이나 참고문헌과 같은 여러 지문들을 함께

고려해야하는복합지문문제로구성되어,단순문제의해석이

상으로,여러지문들간의깊은문맥적이해를요구하는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독해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 셋은

여러 지문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델의 입력 구조를 하나로 정의하기

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다른 입력 구조를 가진 별개의 모델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각각 구축하여 따로 학습을 진행해야했고, 이렇게 진행할 경우

각각의 모델에 데이터가 분산되어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

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고차원적인 독해 문제 데이터 셋에 대한

모델의성능향상을위해,여러지문들의다양한조합으로이루

어진 독해 문제들을 전처리하여 구조화된 형태로 재구성하고,

각각의 독해 문제에 포함된 지문의 종류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

여 템플릿을 통해 하나의 모델로 학습을 진행하는 새로운 모델

훈련 방법을 제안한다.

각각의 문제 데이터 유형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와 함께 모델

에 입력함으로써, 입력된 데이터가 어떤 지문을 포함하는 문제

인지에 대한 정보를 모델에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함께

입력된 유형 정보에 따라 데이터의 입력 구조를 모델이 판단하

도록 하여 하나의 모델로 모든 문제에 대해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불규칙한 입력 구조에 대해 각각 다른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하여 데이터가 분산된다는 기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

구하는 독해 데이터 셋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

가지 데이터 증강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각각 Round Trip

Translation[6], Word Embedding[7, 8], Wordnet[9]을 이용하

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모델 중심 관점의 연구뿐만 아니라 데

이터 중심 관점에서의 연구방향을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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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데이터 셋 현재 기계 독해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셋은 다음과 같다. 지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대표적

인 기계 독해 데이터 셋으로 영어는 SQuAD[10, 11], 한국어는

KorQuAD가 있다. 지문, 질문, 정답이 하나의 세트이며 주관

식 문제에 대한 데이터 셋이다. 이는 지문에서 정답의 span을

찾는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지문에 정답이 없을 경우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

고자하는데이터셋은선택지가존재하는객관식문제이며,입

력 데이터의 선택지 중 정답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SQuAD

및 KorQuAD와는 차이가 있어 이를 본 연구의 데이터 셋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SQuAD 및 KorQuAD가 주관식 문제에 대한 독해 문제 데

이터셋이라면,객관식문제에대한독해문제데이터셋으로는

RACE[12]가있다. RACE는지문,질문,선택지,정답선택지가

하나의 세트이며, 지문을 읽고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선택지에

서 찾아야 하는 객관식 문제에 대한 데이터 셋이다. 학생들의

이해와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독해 벤치마크 데이터 셋에 비해 추론이 필요한 문제의

비율이 많다. 지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지 중에 고른

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와 유사하지만,

RACE는 지문, 질문, 선택지의 일관적인 데이터 구조를 가진

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RACE를 본

논문에서 정의한 고차원적인 독해 문제 데이터 셋으로 활용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델 이러한 기계 독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 여

러 인공지능 모델이 등장하였으며, 대표적으로는 T5[13]와

UnifiedQA[14]가 있다.

T5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학습 및 추론을 진행하며, 출력의

형태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와 함께 모델에 입력함으로써 출력

구조를 정의한다. 이를 통해 여러 유형의 출력 구조를 템플릿

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출력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로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력 구조는 동일하지만 불

규칙한 입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어, 본 연구의 모델로 활용하기에는 어려

움이 존재한다.

출력 구조에 집중하는 T5와는 달리, UnifiedQA에서는 다양

한 유형의 입력 구조를 일관적인 형태의 입력 구조로 통합하여

하나의모델로학습을진행한다.여러가지유형의입력구조를

통합함으로써 불규칙한 입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아 데이터의 유형에

대한정보가입력으로전달되지않기때문에,본연구에서정의

한고차원독해문제가모델에입력될경우해당입력데이터에

어떤 지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고차원 독해 문제에 대한 모델 훈련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고차원 독해 문제 데이터 D는 질문

(query) Q 와 지문 Ci, 선택지 O, 그리고 정답 선택지 A로

구성된다. 여기서 Ci의 i는 참고문헌이나 소설, 비문학 등 지문

의 종류를 의미하며, Ci는 종류 i에 해당하는 지문을 의미한다.

이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D = (Q, {Ci}i∈Z , O,A)

Z ⊂ {1, 2, . . . , n}
(1)

식 (1)에서 n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 셋 전체에 대한 지문

종류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각각의 데이터 D에는 모든 지문

{Ci}ni=1가 포함될 수도 있고, 특정 지문만 포함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며, Z는 D에 포함되어있는 지문의 종류에 대한 인덱스

집합(index set)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수학능력평가 국어 영역 문제를 벤치마킹한 형태

로,본논문에서정의한데이터는지문의종류와개수가정형화

되어있지 않으며, 지문 내에는 줄글로 이루어진 문장 데이터를

비롯하여, 빈칸이나 밑줄을 통해 표지(mark-up)된 데이터, 혹

은 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즉,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과 같은 고차원적인 독해 문

제는 지문의 형태가 하나로 정의되어있지 않고 여러 지문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모델의 입력으로 주어

지는데이터의형식이각문제마다상이하기때문에,별다른전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각 데이터의 형식을 다룰 수 있는

개별적인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제의

데이터 형식을 구조화된 형태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각 데이터에 포함된 지문의 종류에 따라 유형 정보를 부여함

으로써, 구조화된 형태의 데이터와 해당 유형 정보를 활용하는

템플릿 기반의 모델 훈련 방법을 제안한다.

3.1 데이터 구조화

본 연구는 고차원 독해 문제에서의 정형화되어있지 않은 데

이터형식들을모두다룰수있도록하기위하여구조화된데이

터 형태를 제안한다. 이는 여러 형식의 질의응답 작업들을 하

나의 형태로 통합하여 하나의 모델로 훈련하는 방법을 제안한

UnifiedQA와 유사하게, 모든 입력의 형태를 각각 하나의 문장

으로 정형화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성한 문장 형태의

입력 구조는 이후 시퀀스 투 시퀀스(sequence to sequence)[15]

기반 방법으로 모델 훈련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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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델의 입출력 예시

모든 문제의 데이터 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질

문 Q는질문의시작을의미하는스페셜토큰 〈q〉과질문의끝을
의미하는 〈/q〉, 그리고 단어 wm들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 Q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 = 〈q〉w1, w2, ..., wnq 〈/q〉 (2)

선택지 O는 전체 K개의 선택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선택지 ok와스페셜토큰 〈o〉로이루어져있다.스페셜토큰 〈o〉
을 통해 각각의 선택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의 선택

지 ok는 단어 wk
m들로 이루어져 있다. 선택지 O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O = 〈o〉 o1 〈o〉 o2... 〈o〉 oK

ok = wk
1 , w

k
2 , ..., w

k
nk

(3)

지문 Ci는 지문의 시작을 의미하는 스페셜 토큰 〈c〉와 지문
의 끝을 의미하는 〈/c〉, 그리고 문단 P i

j들로 이루어져 있고,

문단 P i
j는 문단의 시작을 의미하는 스페셜 토큰 〈p〉와 문단의

끝을 의미하는 〈/p〉, 그리고 단어 wj
m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러한 지문 Ci는 다른 특성을 가진 각 지문의 종류마다 번호 i

를 부여하여 그에 따라 지문의 종류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문 Ci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i = 〈c〉P i
1, P

i
2, ..., P

i
ni
〈/c〉

P i
j = 〈p〉wj

1, w
j
2, ..., w

j
nj
〈/p〉

(4)

지문 내에는 위와 같이 단순히 줄글로 이루어진 문장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빈칸이나 밑줄을 통해 표지(mark-up)된 데이터

가 포함될 수 있다. 지문 내에 빈칸으로 표지(mark-up)된 데

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스페셜 토큰 〈blank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i = 〈c〉P i
1, P

i
2, ..., P

i
ni
〈/c〉

P i
j = 〈p〉wj

1, w
j
2, ..., 〈blankN〉 , ..., wj

nj
〈/p〉

(5)

지문 내에 밑줄을 통해 표지(mark-up)된 데이터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밑줄의 시작을 의미하는 스페셜 토큰 〈underN〉
과 밑줄의 끝을 의미하는 스페셜 토큰 〈/under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빈칸 또는 밑

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Ci = 〈c〉P i
1, P

i
2, ..., P

i
ni
〈/c〉

P i
j = 〈p〉wj

1, w
j
2, ..., p

′
u, ..., w

j
nj
〈/p〉

p′u = 〈underN〉w′1, w′2, ..., w′nu
〈/underN〉

(6)

또한 지문 내에는 표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표를 T i
t로 나타내며, 표 T i

t는 표의 행을 의미하는 Rt
r들로 이

루어진다. 각각의 행 Rt
r은 행의 시작을 의미하는 스페셜 토큰

〈row〉와 행의 끝을 의미하는 〈/row〉, 그리고 각각의 값 vrm들

로 이루어져 있다. 지문 내에 표가 포함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i = 〈c〉P i
1, P

i
2, ..., T

i
t , ..., P

i
ni
〈/c〉

T i
t = Rt

1, R
t
2, ..., R

t
nt

Rt
r = 〈row〉 vr1, vr2, ..., vrnr

〈/row〉

(7)

이를 통해 질문 Q와 선택지 O, 그리고 여러 지문 Ci들의 다

양한 조합으로 정형화되어있지 않은 데이터 형식을 구조화된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향후 새로운 지문 및 형식이 도입

되면 지문의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확장이 가능하다. 본 방법은

각 데이터에 포함된 지문의 종류에 따라 유형 정보를 부여함으

로써, 데이터와 함께 입력된 유형 정보에 따라 데이터의 입력

구조를 모델이 판단하도록 하여 하나의 모델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3.2 모델 학습

일반적으로 독해 모델은 입력 구조가 다른 데이터들에 대해

학습을 진행할 때, 각각의 유형에 대한 모델을 별개로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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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따로 학습을 진행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본 논문에서 정의한 고차원적인 독해 문제의 불규칙적인 입력

구조에 대해 적용한다면, 각 입력 구조에 대해 별개의 모델을

구축하여 따로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를 낳는다.

이를위해본논문은섹션 3.1에서재구성한각각의독해문제

데이터에 포함된 지문 종류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데이터와

유형에 대한 정보를 모델에 함께 입력함으로써 여러 유형의

문제를 하나의 모델로 학습하는 새로운 모델 훈련 방법을 제안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고차원적인 독해 문제 데이터는 여러

지문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문제마

다 데이터의 형식 및 모델의 입력 구조가 상이하다. 이에 본

방법에서는 각각의 독해 문제 데이터에 포함된 지문의 종류에

따라 ‘type[N]’과 같이 유형 정보를 부여하고, 이를 해당 독해

문제데이터의앞단에추가하여,모든독해문제에대한입력의

형태를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정형화한다.

모델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하여 학습

을진행하며,독해문제데이터와함께해당유형정보를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고 입력하여, 템플릿을 통해 시퀀스 투 시퀀스

(sequence to sequence) 기반 방법으로 입력 데이터에 존재하

는 선택지 o1에서 oK 중 하나를 생성하도록 모델을 학습한다.

모델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예시는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델에 입력되는 독해 문제 데이터가 불규칙적인 구조

를 가지고 있더라도, 함께 입력되는 해당 독해 문제의 유형 정

보에 따라 데이터의 입력 구조를 모델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불규칙적인 입력 구조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본 방법을 통해 복잡한 구조의 정형화되어있지 않은 고차원적

인독해문제데이터에대해모든문제를하나의모델로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고 통합된 하나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RACE와 같은 단조로운 독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모델

은 복잡한 구조의 고차원 독해 문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각각의 데이터에 포함된 여러 지문들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양한 지

문들이 존재하는 고차원 독해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유형 정보를 통해 지문의

특성을고려하면서지문을이해할수있고,빈칸이나밑줄을통

해 표지(mark-up)된 데이터 혹은 표 데이터가 포함된 문제에

대해서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데이터 증강 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 훈련 방법을 통해 하나의 모델로

고차원적인 독해 문제에 대한 모델 학습이 가능하지만, 이렇

게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고차원적인 한국어 독해 문제 데이터

셋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문(query) 및 선택지와 더불어

여러 지문들이 존재하는 고차원적인 한국어 독해 문제에 대해

3가지의 데이터 증강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4.1 Round Trip Translation을 이용한 데이터 증강

기법

그림 2. Round Trip Translation을 이용한 데이터 증강 예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데이터 증강 방법은 Round

Trip Translation을 이용하는 데이터 증강 방법이다. 이는 독

해 문제 데이터에서 문장을 추출하여 해당 문장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원본 문장과

동일한 의미는 가지나 다른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본 방법에 대한 예시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어 문장을 Skor라 했을 때, Skor를 한영 번역 시스

템에 입력하여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 문장 Seng가 출력되고,

이를 영한 번역 시스템에 입력하여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른 구조의 한국어 문장 S′kor를 얻을 수 있다.

추가로 기존 문장 Skor와 Round Trip Translation을 통해

생성한 문장 S′kor가 동일한 경우, 이를 필터링함으로써 데이터

셋을 구축할 때 중복 문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질문(query)및선택지,여러지문들에존재하는문장데이터를

증강하여 데이터를 확장할 수 있다.

4.2 Word Embedding을 이용한 데이터 증강 기법

두 번째로 Word Embedding을 이용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제안한다.이는단어간의임베딩유사도를측정하여,문장내의

단어를 유사한 임베딩 값을 가지는 단어로 교체함으로써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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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사어 및 동의어, 반의어를 이용한 데이터 증강 예시

운 데이터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림 3에서 유사어를 이용한

데이터 증강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FastText나 Word2vec을 사용하면 단어의 유사어를 추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독해 문제 문장들 내의 단어를 유사어로

교체함으로써 데이터 증강을 진행한다. 여기서 문장의 단어를

유사어로 교체하였는데 문장의 의미가 크게 변형되는 경우를

대비하기위하여,기존문장임베딩과각각의변형문장임베딩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여 기존 문장의 의미와 차이가 큰

변형 문장은 필터링한다.

Word Embedding을이용한데이터증강의구체적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독해 문제 데이터의 질문(query) 및 선택지, 여

러 지문들에서 문장을 추출하고, 해당 문장에서 KoNLPy[16]

의 Mecab-ko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한 품사(Part of Speech,

POS) 태깅(tagging)을 적용하여 유사어로 교체할 명사들을 추

출한다. 그리고 fastText와 Word2vec을 사용하여 정의된 모든

단어들과 앞에서 추출한 명사들과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유사

도가 가장 높은 단어들을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유사어들

중 일부를 랜덤하게 샘플링하여 기존 문장의 단어를 교체해 다

양한조합으로변형문장들을생성하고, Sentence-BERT[17]로

기존문장과각변형문장들의임베딩을추출한다.그리고기존

문장 임베딩과 각각의 변형 문장 임베딩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여, 기존 문장과의 코사인 유사도가 낮은 변형 문장들은

필터링하고, 특정 값 이상의 변형 문장들만 취함으로써 기존

문장과 유사한 의미의 문장들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질문(query)과 여러 지문들의 문장들을 유사한 의

미의 문장으로 변형할 수 있고, 선택지의 정답과 오답도 각각

그와 유사한 의미로 문장을 변형함으로써 데이터를 증강할 수

있다.

4.3 Wordnet을 이용한 데이터 증강 기법

본 방법은 Wordnet을 이용하여 단어의 동의어와 반의어를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Wordnet을 통해 구한 동의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은 섹션 4.2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방법에서는 반의어를

사용하여데이터를증강하는방법에대해추가적으로다루도록

한다.

Wordnet을 이용하면 단어의 동의어 뿐만 아니라 반의어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답 선택지를 변형하여 오답 선택

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그림 3에서 이에 대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Wordnet을이용해구한반의어로데이터를증강하는과정은

다음과 같다. 독해 문제 데이터의 정답 선택지에서 KoNLPy의

Mecab-ko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한 품사 태깅(POS tagging)을

통해 반의어로 교체할 명사를 추출하고, Wordnet을 이용하여

추출한 명사에 대한 반의어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반의어들

중 일부를 랜덤하게 샘플링하여 기존 정답 선택지의 단어를

교체해 다양한 조합으로 변형 선택지들을 생성하고, Sentence-

BERT로 기존 정답 선택지와 각 변형 선택지들의 임베딩을 추

출한다. 그 후 기존 정답 선택지 임베딩과 각각의 변형 선택지

임베딩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여, 기존 정답 선택지와의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변형 문장들은 필터링하고, 특정 값 이

하의 변형 선택지들만 취함으로써 기존 정답 선택지의 의미와

차이가 큰 변형 선택지를 오답 선택지로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차원적인 독해 문제에서 주어진 K개의 선택지

뿐만아니라그이상의선택지를생성함으로써,더욱다양한조

합의 선택지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모델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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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구조의 정형화되어있지 않은 고차원

적인 독해 문제들을 구조화된 형태로 재구성하고, 각각의 독해

문제에 포함된 지문의 종류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템플릿을

통해 모든 독해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모델로 학습하는 새로운

모델훈련방법을제안하였다.더불어,고차원독해문제데이터

셋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Round Trip Translation,

Word Embedding, Wordnet을 이용하는 3가지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통하여 고차

원적인 독해 문제의 불규칙한 입력 구조에 대해 각각 별개의

모델을 구축하여 따로 학습을 진행해야한다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통해 우수한 성능을

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향후에는제안한모델을확장하

여 고차원 객관식 독해 문제 뿐만 아니라 고차원 주관식 독해

문제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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