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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계독해(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MRC)는 기계

가 주어진 문서를 이해하고 입력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

을 추출하는 질의응답 작업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기계

학습 데이터셋으로는 SQuAD 1.1[1], KorQuAD 1.0[2], 

WikiQA[3] 등이 있으며 대용량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사

전학습 언어 모델[4] 이 공개됨에 따라 위의 데이터셋에

서 사람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시스템[5]이 제안

되었다. 이로 인해 단순히 정답을 포함하는 문서에서 답

변을 추출하는 문제를 확장한 다양한 데이터셋이 추가로 

공개되었다. 대표적으로 SQuAD 2.0[6]과 KLUE-MRC[7]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지 않은 문서를 제공하여, 시

스템이 답변이 없는 경우를 판단(이하 답변 불가능 문제)

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시스템이 추론한 답변의 신

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대로 답변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서 이해도 향상을 통해 기계독해에서 다루

는 답변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문

서와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독해 패턴에서 착안하여 이를 모델링

한 구조를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Unanswerable Question)에 대

해서 판별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최근 연구들은 기계

독해 모델에서 추출된 답변을 검증하는 구조를 사용하거

나, 정답 후보들의 정답 확률을 구해 놓고 필터링 수식

에 대입해서 점수를 구한 후 설정해 놓은 임계 값 보다 

큰 경우 정답이 없다고 판단한다. [8-10]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들의 장점을 반영하면서도 기

계 시스템 자체의 이해력을 높여서 답변 가능성을 판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3. 제안 모델 

 
우리는 사람의 독해 패턴에서 동일한 문서를 읽은 경

우에도 내용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답변이 다른 모습에 

착안하여 제안 모델의 구조를 설계했다. 그림 1과 같이 

동일한 문서 내용이 주어졌을 때 문서 내용에 대한 이해

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럴

듯한 답변을 하지만, 이해도가 높은 경우에는 답변을 찾

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차용해서 이해도가 낮은 

사람과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모델의 레이어로 설계했다.  

제안 모델의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으며, 크게 Encoder, Weak Comprehension 레이어, 

기계독해 시스템에서 답변 불가능 문제 해결을 위한 

독해 패턴 모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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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대용량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사람보다 높

은 성능을 보이는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셋들이 

공개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기계독해 작업에서는 시스템이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공개되었다. 입력 받은 데이터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

는 문서를 이해하여 답변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해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계독해 시스템을 제안한

다. 제안 모델은 문서의 내용과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정확한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 사람의 독
해 패턴에서 착안하여 기계독해 시스템의 문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KLUE-MRC 개발 데이터를 통한 

실험에서 EM, Rouge-w 기준으로 각각 71.73%, 76.80%을 보였다. 

 

주제어: 기계독해, 답변 가능성 판별, 문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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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omprehension 레이어 세 부분으로 나뉜다. 모델

의 입력인 질문과 문서는 𝑋! =
	$[𝐶𝐿𝑆], 𝑞", … , 𝑞#, [𝑆𝐸𝑃], 𝑐",… , 𝑐%, [𝑆𝐸𝑃]0 의 형태로 사전학

습 모델 인코더에 입력된다. 여기서 𝑞!는 입력 받은 질문

의 𝑖번째 토큰을 의미하고 𝑐&는 입력 문서의 𝑗번째 토큰

을 의미한다. Weak Comprehension은 이해도가 낮은 사람

을 모델링한 레이어로 문서를 읽은 후, 질문에 대해서 

얕게 이해하고 답하도록 학습한다. 다시 말해, 문서 내

에 정답 답변이 존재하지 않아도 사전 부착된 그럴듯한 

답변으로 답하도록 학습한다. Strong Comprehension은 이

해도가 높은 사람을 모델링한 부분이다.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답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답을 추론

하고,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 없음으로 정확하

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이 때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한 추론은 기존 연구에서 사

용한 방법[11]과 동일하며, 정답으로 추론한 정답 후보

의 logit 값이 [CLS] 토큰의 logit 값보다 낮을 경우 정

답 없음이라고 판별한다. 

제안 모델의 구조는 그림 2이며, 자세한 레이어 별 정

보는 다음과 같다. 

 

3.1 Weak Comprehension 

 
Weak Comprehension 레이어는 이해도가 낮은 사람을 모

델링하기 위해서 정답을 포함하는 문서를 입력 받았을 

경우, 실제 정답 위치를 학습하고 정답을 포함하지 않는 

문서를 입력 받았을 경우에는 데이터에 사전 부착된 그

럴듯한 답변(Plausible Answer)을 학습한다. 

레이어의 구성은 Bidirectional GRU(G ated Recurrent 

Units: GRU) [11] 레이어와 Feed-Forward Neural 

Network(FFNN)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수식은 다

음과 같다. 

 

𝒉𝒊 = 	𝑷𝒓𝒆𝑻𝒓𝒂𝒊𝒏𝒆𝒅	𝑳𝑴(𝑿𝒊) 	∈ 𝑹(𝒏*𝒎)×𝒅	
	
 

𝒉𝒘𝒆𝒂𝒌 = 	𝑩𝒊𝒅𝒊𝒓𝒆𝒄𝒕𝒊𝒐𝒏𝒂𝒍	𝑮𝑹𝑼(𝒉𝒊) (	1	) 

𝒍𝒐𝒈𝒊𝒕𝒔𝒘, 𝒍𝒐𝒈𝒊𝒕𝒆𝒘 = 	𝑭𝑭𝑵𝑵(𝒉𝒘𝒆𝒂𝒌)  

 

위의 수식에서 ℎ!는 사전학습 모델에서 인코딩 된 질문

과 문서에 대한 벡터를 의미한다. 인코딩 된 벡터 ℎ!는 

Bidirectional GRU 레이어를 통해  ℎ4567를 출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Weak Comprehension 과정이라고 간주하

고, Weak Comprehension 출력 값인 ℎ4567는 FFNN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작점과 끝점을 추론한 값인 

𝑙𝑜𝑔𝑖𝑡84 , 𝑙𝑜𝑔𝑖𝑡54를 생성한다. 

 

3.2 Strong Comprehension 

 
Strong Comprehension은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설계했

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내용과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성을 판별해야 한다. 따라서 Weak Comprehension의 

정보를 참고하면서도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서 

틀리는 경우를 정확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답변 

만을 찾은 Weak Comprehension의 정보와 질문과 문서의 

인코딩 정보 ℎ!를 연결해서 입력으로 받는다. Strong  

그림 1 사람의 이해도 별 독해 패턴 

그림 2 제안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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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on은 Weak Comprehension과 동일하게 

Bidirectional GRU 레이어와 FFNN으로 구성한다. 전반적

인 과정은 다음 수식과 같다.  

 

𝒉𝒔𝒕𝒓𝒐𝒏𝒈 = 	𝑩𝒊𝒅𝒊𝒓𝒆𝒄𝒕𝒊𝒐𝒏𝒂𝒍	𝑮𝑹𝑼(𝒉𝒊; 𝒉𝒘𝒆𝒂𝒌)	
	

(	2	) 

𝒍𝒐𝒈𝒊𝒕𝒔𝒔, 𝒍𝒐𝒈𝒊𝒕𝒆𝒔 = 	𝑭𝑭𝑵𝑵S𝒉𝒔𝒕𝒓𝒐𝒏𝒈T  

 

Weak Comprehension의 출력인 ℎ4567과 함께 질문과 문

서의 인코딩 정보 ℎ!를 연결해서 Bidirectional GRU 레이

어를 통해 ℎ8=>?#@ 을 출력한다. 이를 Strong 

Comprehension 과정으로 간주하고 출력 값인 ℎ8=>?#@을 

다시 FFNN의 입력으로 넣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작

점과 끝점을 추론한 값으로 𝑙𝑜𝑔𝑖𝑡88, 𝑙𝑜𝑔𝑖𝑡58을 얻는다. 

학습 시에 사용하는 각 레이어의 손실함수는 cross-

entropy 함수를 사용하며, 최종 손실함수는 각 

Comprehension 레이어가 사용하는 손실함수의 가중합으

로 표현한다. Strong Comprehension이 Week 

Comprehension의 정보는 참고로만 사용하고 입력 받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Strong 

Comprehension 손실함수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본 논문에서는 𝛼를 0.7로 사용했으며 수식은 아래와 같

다.  

 

𝑳!"#$ =	−	
𝟏
𝟐 +,𝒚𝒔! 𝐥𝐨𝐠(𝒍𝒐𝒈𝒊𝒕𝒔!)

𝒊

+,𝒚𝒆! 𝐥𝐨𝐠(𝒍𝒐𝒈𝒊𝒕𝒆!
𝒊

)7	
 

𝑳𝒔𝒕𝒓𝒐𝒏𝒈 =	−	
𝟏
𝟐 +,𝒚𝒔𝒔 𝐥𝐨𝐠(𝒍𝒐𝒈𝒊𝒕𝒔𝒔)

𝒊

+,𝒚𝒆𝒔 𝐥𝐨𝐠(𝒍𝒐𝒈𝒊𝒕𝒆𝒔
𝒊

)7 (	3	) 

𝑳	 = 	 (𝟏 − 𝜶)𝑳𝒘𝒆𝒂𝒌 + 	𝜶𝑳𝒔𝒕𝒓𝒐𝒏𝒈 
 

 

식 (3)에서 𝑦84,	 𝑦54는 Weak Comprehension이 학습하는  

정답의 시작점과 끝점 라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답이 있

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의 시작점과 끝점을 라벨로 사

용했고,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답변 시작 

 

점과 끝점을 라벨로 사용했다. 입력 문서의 각 토큰을 

시작과 끝점에 대해 추론한 값인 𝑙𝑜𝑔𝑖𝑡84 , 𝑙𝑜𝑔𝑖𝑡54과 cross-

entropy 함수를 통해 𝐿4567 을 계산한다. Strong 

Comprehension의 손실 𝐿8=>?#@ 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된다. 𝑦88, 𝑦58은 Strong Comprehension이 학습하는 정

답 라벨의 시작점과 끝점을 의미하며 이 때 𝑦84,	 𝑦54와	
달리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CLS]	 토큰의	 위치	 값을	
갖는다. 𝑙𝑜𝑔𝑖𝑡88, 	𝑙𝑜𝑔𝑖𝑡58은 추론된 시작점과 끝점을 의미한

다. 

 

4. 실험 
 

4.1 데이터셋 

 
본 연구에서는 KLUE-MRC 데이터셋을 사용한다. 이 데

이터는 17,554개의 학습 데이터와 5,841개의 개발 데이

터를 가지고 있고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는 개발 데

이터를 평가 데이터로 사용했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중 정답이 있는 질문과 정답이 없는 질문은 약 2:1 비율

이다.  

 

4.2 실험 환경 

 
실험에 사용한 사전학습 모델은 KLUE RoBERTa-base이며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은 KLUE에서 공개한 파라미터 설정

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Learning rate는 3e-05, 입력 최

대 길이는 510으로 설정했다.  

 

4.3 성능 평가 

 
평가 단계에서 정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 유형

별 성능과 전체 성능을 평가했고 평가 지표는 EM, F1, 

Rouge-w를 사용했다. 표 1은 KLUE-MRC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실험에 사용된 비교 모델은 다음

과 같다. Baseline은 KLUE-MRC에서 제공한 일반적인 기계

Model 
Answerable Unanswerable Total 

EM F1 Rouge-w EM EM F1 Rouge-w 

Baseline - - - - 68.87  73.98 

Baseline 
(Our Implements) 

66.29 69.99 73.38 75.83 69.28 71.82 74.15 

Baseline 
w/o Unanswerable 

70.83 75.57 77.43 0.00 49.70 52.95 53.13 

Weak Comprehension 71.55 76.48 81.39 0.00 49.10 52.48 55.85 

Weak Comprehension 

+ Strong Comprehension 
(MTL) 

68.01 72.02 75.37 75.66 70.41 73.16 75.46 

Weak Comprehension 
+ Strong Comprehension 

(Proposed Model) 

70.55 74.11 77.94 74.30 71.73 74.17 76.80 

표 1 제안 모델의 성능 평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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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프레임워크 모델을 의미하고 Baseline(Our 

Implements)모델은 KLUE-MRC에서 제공한 모델(Baseline)

을 다시 구현한 모델을 의미한다. Baseline(w/o 

Unanswerable)은 학습된 Baseline(Our Implements)을 모

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추론하도록 수정한 모델이다. 

Weak Comprehension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Weak 

Comprehension 레이어로만 학습한 모델을 의미하고 Weak 

Comprehension + Strong Comprehension (MTL)은 제안 모

델 구조에서 Strong Comprehension 레이어에 Weak 

Comprehension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모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안 모델은 Weak Comprehension + Strong 

Comprehension (MTL)과 동일하게 다중 작업 학습(Multi-

task Learning: MTL)을 수행하지만 Weak Comprehension의 

출력 값을 다시 한번 Strong Comprehension의 입력에 연

결해서 학습한 모델이다. 이러한 방법은 Strong 

Comprehension이 Weak Comprehension의 답변을 참고하지

만 Weak Comprehension이 답변 가능성을 판별하지 못하고 

틀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분별하도록 학습시키기 위

해 사용되었다.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Baseline 모델은 정답이 있는(Answerable)보다 

정답이 없는 질문(Unanswerable)에 대한 EM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EM 기준 

Unanswerable에 대한 성능이 75.83%, Answerable에 대한 

성능이 66.29%으로 Unanswerable에 대한 성능이 

Answerable에 비해서 9.54%p 높았다. 

Baseline 모델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한다면 (Baseline w/o Unanswerable) Answerable에 대해

서 모든 성능 지표가 약 +4.54%p, +5.58%p, +4.05%p의 성

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공된 

Baseline에서 정답이 존재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다

고 판별하기 때문에 4~5%p의 성능 하락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Weak Comprehension 모델은 모든 질문에 대해

서 그럴듯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Answerable에 대해서만 

성능을 평가하였고 Baseline 모델을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게 했을 때 보다 모든 지표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

다. 이는 답변이 존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답

변을 포함해서 학습하는 것이 정답 후보들을 찾는 답변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

다. Weak Comprehension + Strong Comprehension (MTL)은 

Baseline과 비교하여 Unanswerable 유형의 성능은 거의 

유지되고 Answerable 유형에 대한 성능은 약 1~2%의 성

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레이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도 Weak Comprehension이 그

럴듯한 답변을 학습하면서 향상된 추론 능력이 Strong 

Comprehension에도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 모델은 Unanswerable 유형에 대해서는 Baseline

에 비해 EM이 약 1.53%p 하락했지만 Answerable 유형에 

대해서는 각각 +4.26%p, +4.12%p, +4.56%p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모델보다 모든 성능 지표에 

대해서 +2.45%p, +2.35%p, +2.65%p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

였다. KLUE에서 데이터셋과 공개한 성능과 비교해서는 EM, 

Rouge-w 기준으로 +2.86%p, +2.82%p의 성능 향상을 이루

었다. 위의 실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간

단한 구조가 그럴듯한 답변까지 학습하는 Weak 

Comprehension 레이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종합

적인 답변 추론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계독해에서 문서에 정답이 있는 질문

과 함께 정답이 없는 질문이 주어진 경우 답변 가능성을 

판별해 내기 위해 내용과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

람을 모델링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기존 모델은 정답 유

무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전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정답 

없음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높았다. 제안 모델은 이와 같

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럴듯한 답변까지 학습하여 

답변 추론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향상된 답변 추론 능력

을 간단한 모델 구조를 통해 반영하고자 했다. 실험 결

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 구조가 답변이 없

는 질문까지 다루는 데이터셋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

명했다. 결과적으로 제안 모델 구조를 통해 문서의 이해

도를 높여서 전반적인 기계독해 답변의 성능과 질이 향

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모델의 답

변 가능성 판단력을 더욱 향상시켜서 정답이 있는 질문

에 대한 성능뿐만 아니라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한 성능

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Strong Comprehension에 대

한 설계를 Weak comprehension 레이어와 다르게 고도화 

시켜서 이해력의 향상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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