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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계 독해 질의 응답(machine reading comprehensi-
on question answering)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다[1, 2, 3, 4, 5]. 기계 독해(machine reading comprehens-
ion)는 기계가 주어진 문맥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말하며,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은 
주어진 질문에 올바른 답을 말하는 문제이다. 
기계 독해 질의 응답 태스크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CBT (Children’s Book Test) [1], Stanford에서 만든 SQuAD 
[2],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WikiQA [3], MSMARCO [4]
등이 있다. CBT는 cloze 스타일의 질의응답 태스크로, 주
어진 문맥과 질문을 이해하고 후보 정답들 중에서 질문
에 알맞은 답을 찾는 문제이다. SQuAD는 주어진 문단과 
질문을 이해하고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문단 안에서 찾
아 답하는 정답 span 탐지 문제이다. WikiQA는 주어진 
문단과 질문을 이해하고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포함된 
문장을 문단 안에서 찾는 문장 탐지 문제이다. 
MSMARCO는 여러 문단들과 하나의 질문이 입력으로 주
어지고, 시스템이 문단들과 질문을 이해한 다음, 이해한 
문단들을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의 시퀀스
(sequence)로 생성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태스크들은 
주어지는 문단들이 모두 비정형 구조로 이뤄져 있다.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에는 TableQA [5] 태스크가 있으

며, 이는 표 형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질문에 해당하는 
정답을 표 데이터 내에서 찾는 문제이다. 표 형식 데이터
는 여러 조건이 포함되어 질문이 복잡한 경우에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올림픽 및 과일 
도메인에 대한 한국어 TableQA 데이터셋을 소개하고, 위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3-NET [6]을 이용하여 
TableQA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2. 한국어 TableQA 데이터 구조 
본 논문에서는 구조화된 표 형식 데이터에 대한 기계 독
해 질의 응답을 수행하기 위하여 올림픽 및 과일 도메인
에 대한 한국어 TableQA 데이터셋을 이용한다. 한국어 
TableQA 데이터셋은 질문과 표, 정답의 위치로 구성되며 
[그림 1]과 같다[7]. 
 

 
그림 1. 질문과 정답 json 구조 

 
[그림 1]에서 “data” 리스트 안에 여러 개의 

“paragraphs”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qas”와 한 개
의 “table”이 있다. “qas”의 한 객체는 “question”, “level”, 
“answer”, “id”가 있으며 각각 해당 문서의 질문, 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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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정답의 행과 열의 위치, 질문의 식별 id를 나타낸
다. “table”은 2차원 구조로 구성되며, 첫번째 행의 위치가 
테이블 헤드(table head)가 되고 나머지 행들이 테이블 셀
(table cell)이다. 
질문의 난이도는 각 질문에 포함된 조건에 따라 나뉘

는 질문의 복잡한 정도를 의미하고, 난이도는 3가지로 구
성되며 다음과 같다. 

 
• 난이도 1 (Level 1): 질문 난이도 1은 select where 
타입으로, 임의의 열에 해당하는 값이 조건으로 주
어질 때 특정한 값을 묻는 질문이다. [그림 1]에서 
예를 들면, “생산량이 14345일 때 선호도는?”과 같
은 질문이다. 난이도 1은 전체 질문 중 60%의 비
율로 구성된다. 

• 난이도 2 (Level 2): 질문 난이도 2는 superlative 타
입으로, 임의의 열의 최대(최소)값을 물어보는 질문
이다. [그림 1]에서 예를 들면, “가장 높은 선호 인
원은 무엇인가?”와 같다. 난이도 2는 전체 질문 중 
20%의 비율로 구성된다. 

• 난이도 3 (Level 3): 질문 난이도 3은 where 
superlative 타입으로, 난이도 1과 난이도 2를 결합
한 질문이다. 임의의 열에 해당하는 최대(최소) 값
이 조건으로 주어질 때 특정한 값을 묻는 질문이
다. [그림 1]에서 예를 들면, “생산량이 제일 적을 
때 과일의 크기는 뭐죠?”와 같다. 난이도 3은 전체 
질문 중에서 20%의 비율로 구성된다. 

 
3. S3-NET을 이용한 한국어 TableQA 
3.1. S3-NET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한국어 TableQA 데이터셋은 질문(Q), 표(T), 정답(Y)으로 
구성되며, 질문은 m개의 단어 = { , , … , }로 구성
되고, 표는 r개의 행과 c개의 열인 ={ , , , , … , , , … , , }로 구성된다. 각 질문에 대한 정답
은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로 구성되며 = { , }
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TableQA 해결에 S3-NET을 이용

하기 위하여 표 형식의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 구조로 
변경하여 학습 및 추론을 수행한다. 표 T는 모두 레코드
(record) 단위로 변경되어 하나의 문장과 같이 만들어지
고, 만들어진 모든 레코드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문
단(P)으로 만든다. 만들어진 문단은 n개의 단어로 구성된 = { , , … , }와 같으며, 행과 열의 위치로 구성된 정
답 위치도 변경된 문단의 위치에 대응시켜 변경한다. 변
경된 정답 위치는 SQuAD의 span을 찾는 문제와 같이 
정답의 시작 경계와 마지막 경계로 정의하며, ={ , }와 같다. 
표 형식의 데이터를 레코드 단위로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와 같이 표가 주어진 경우, 해당 표는 행과 열

로 구성된 2차원의 데이터이다. 이를 레코드 단위로 변경
하게 되면, 행의 각 셀은 같은 열에 있는 헤드와 결합하
여 “헤드 셀”과 같은 형식이 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레코드 형식으로 변환: [“응원단 수 492명 계절 동계 티
켓매진율 79% 관객호응도 0.26”, “응원단 수 850명 계절 
하계 티켓매진율 84% 관객호응도 0.67”, “응원단 수 990
명 계절 동계 티켓매진율 68% 관객호응도 0.71”] 

 

 
[그림 2] 표 형식의 데이터의 표 시각화 

 
3.2. S3-NET을 이용한 한국어 TableQA 

S3-NET은 SRU (simple recurrent unit) [8] 기반 셀프 매
칭 네트워크를 이용한 계층 구조의 기계 독해 모델이다
[6]. 본 논문에서는 정형 데이터인 표 형식의 한국어 
TableQA를 해결하기 위하여 S3-NET을 이용하며, S3-NET 
모델은 [그림 3]과 같다. 

S3-NET은 단어 표현(word embedding)과 자질 표현
(feature embedding)을 입력으로 받고 모두 연결

(concatenation)하여 와 를 만든다. 그 이후 Word Level
의 각 히든 레이어(hidden layer)에서 bidirectional SRU 
(BiSRU)를 이용하여 문단 인코딩(passage encoding)과 질
문 인코딩(question encoding)을 수행한다. Record Level에
서는 입력된 레코드로부터 레코드 임베딩(record embedd-
ing)을 만들고 히든 레이어에서 레코드 인코딩(record 
encoding)을 수행한다. 그 이후, 레코드와 질문 인코딩 간
의 어텐션 매커니즘을 수행하고 모델링하여 질문 정보를 
알고 있는 레코드 히든 스테이트(question-aware record 
representation)를 만든다. 문단 인코딩은 질문 정보를 알
고 있는 레코드 히든 스테이트와 어텐션 매커니즘을 수
행하고 모델링하여 앞서 생성된 정보들을 알고 있는 문
단 히든 스테이트(record-aware passage representation)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셀프 매칭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번 
더 모델링을 수행하고 포인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답
의 시작과 끝 위치를 출력한다. 
한국어 TableQA는 정형화된 표 형식 데이터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6]에서 사용한 자질인 “정확한 매치”와 “토
큰 자질”, “정렬된 질문 임베딩”을 적용하고, 그 이외에 
TableQA에 맞는 추가적인 자질을 추출하며, 다음과 같다. 

• 행 위치(row position): 레코드의 단어가 테이블에 
위치해있던 행의 위치를 표시하는 자질이다. 

• 열 위치(column position): 레코드의 단어가 테이블
에 위치해있던 열의 위치를 표시하는 자질이다. 

• 경계 자질(boundary feature): 레코드는 head-BI와 
cell-BI 태그를 이용하여 각 헤드와 셀의 경계를 구
분한다. 

• 헤드 임베딩(head embedding): 표에 나타난 헤드
들의 형태소로 만든 단어 사전을 기반으로 헤드 
임베딩을 생성하고 학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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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3-NET 구조 

 
문단 인코딩( )과 질문 인코딩( )은 모두 BiSRU를 

사용하여 생성한다. 레코드 임베딩은 입력 단어의 단어 
표현을 기반으로 각 레코드마다 CNN을 이용하여 히든 
스테이트 을 만든다. 만들어진 레코드 임베딩을 기반
으로 인코딩을 수행하여 을 만든다. 
질문-레코드 매칭 레이어에서 게이트 어텐션(gated 

attention) 기반 RNN을 이용하여 질문 정보를 포함한 
레코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 ;  = ,  
 
여기서 질문 정보를 포함한 은 와 에 어텐션 가
중치를 계산하고 과 가중치 합을 통하여 만든 문맥 
벡터이다. .  함수는 bilinear sequence score 방법을 
이용한다. . 는 additional gate [6, 9]로, 입력에 
sigmoid를 적용하여 gated weight를 만들고, 다시 입력
과 gated weight간에 element-wise product를 통하여 결
과를 만드는 함수이다. 이와 같이 . 를 통하여 만
들어진 결과 벡터는 BiSRU를 적용하여 모델링이 수행
되어 을 만든다. 
레코드-문단 매칭 레이어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맥 벡터를 만들고 BiSRU를 적용하여 모델링을 수행
하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 ;  = ,  
 

S3-NET은 셀프 매칭 레이어에서 앞서 생성한 문단 인
코딩 히든 스테이트 를 기반으로 셀프 어텐션을 적용
하고 최종적으로 모델링을 한번 더 수행한다. 
 

= ;  = ,  
 

S3-NET은 계층적 포인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입력
열인 문단 중에서 질문에 해당하는 정답의 시작( )
과 마지막 인덱스( 를 출력한다. 
 ∝ exp , ∗ exp  ∝ exp , ∗ exp  
 
위 식에서 사용된 어텐션 스코어 방법은 bilinear 
sequence attention이며, 레코드와 문단 스코어를 각각 
계산하고 서로 곱하여 최종 스코어를 만든다. , 는 레
코드 모델링의 히든 스테이트이고, q는 질문 벡터이며, 
는 문단 모델링의 히든 스테이트이다. k는 단어 인덱

스를 의미하고, t는 단어 ㅑ를 포함하는 레코드 인덱스를 
의미한다. 
 
4. 실험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은 LG CNS TableQA 한국어 데
이터 셋이며, 전체 10만개 데이터로부터 임의로 학습과 
평가 데이터를 나눴다. 학습 데이터는 8만개, 평가 데이
터는 2만개로 구성된다[7]. 
본 논문에서의 S3-NET을 이용한 한국어 TableQA에 

대한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RNN 히든 레이어와 어
텐션 레이어에 대한 활성함수는 모두 tanh를 적용하였
으며, 모든 RNN 레이어는 BiSRU (CUDA level 
optimization)를 이용하였다. 임베딩 레이어의 드랍아웃
은 0.5, 모든 히든 레이어의 드랍아웃은 0.2로 고정하고, 
음절 표현의 차원 수는 50 그리고 단어 표현의 차원수
는 100, 히든 레이어의 차원 수는 128([표 2]에서 최적화
를 수행한다)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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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LG CNS에서 수집한 뉴스기사 354,499건과 소셜 
커뮤니티 데이터 299,768건에 대하여 CBOW로 학습한 
것이다. 음절 표현은 CNN을 이용하였고, (2,3,4,5,6)의 사
이즈들인 필터(filter)를 사용하고, 각 필터의 차원 수는 
30으로 설정하였다. 레코드 표현도 CNN을 이용하였고, 
필터 윈도우 사이즈 (3,4,5), 각 필터의 차원 수 60으로 
설정하였다. 학습을 위하여 Adam[10]을 이용하고, 학습
율(learning rate)을 0.1로 설정하였다. 미니 배치의 배치 
크기는 80으로 설정하였으며, 매 epoch마다 개발 셋으
로 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최적의 모델을 구하였다. 성능 
측정의 척도는 EM (Exact Match)과 F1을 사용하였다[2]. 

[표 1]은 한국어 TableQA의 F1 성능과 자질 ablation
을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실험 결과, 논문에서 제안한 
모든 자질을 사용한 S3-NET의 F1 성능은 96.99%를 보
였으며, 경계 자질을 제거한 경우에 96.85%로 0.14% 더 
감소한 성능을 보였다. 헤드 임베딩을 제거한 경우, 경
계 자질과 비슷하게 0.15% 감소하였고, 행 위치 자질을 
제거한 경우에 0.75%가 감소하여 좀더 큰 성능저하를 
보였다. 열 위치도 행 위치와 비슷하게 0.86% 감소한 성
능을 보였으며, TableQA에 관련된 4개의 자질을 제거한 
경우에는 1.57% 감소한 F1 95.42%의 성능을 보였다. 음
절 임베딩을 제거한 경우에 15.06%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표 데이터에 숫자 값이 많
이 포함 되어 있어서 미등록어 단어 비율이 많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자질 ablation 성능 (Test, %) 
Model F1 
S3-NET for TableQA 96.99 - 
- boundary feature 96.85 -0.14
- head embedding 96.84 -0.15
- row position 96.24 -0.75
- column position 96.13 -0.86
- All table features 95.42 -1.57
- char CNN 81.93 -15.06

 
[표 2]는 S3-NET에 대하여 히든 레이어 차원 수에 따

른 성능을 나타낸다. [표 2]에서 히든 레이어 차원 수를 
128로 설정한 경우, EM 96.29%, F1 96.99%의 성능을 보였
으며, 차원 수가 80일 때 EM 96.36%, F1 97.04%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표 2] S3-NET의 히든 레이어 차원 수 비교 (Test, %) 
차원 수 EM F1 

80 96.36 97.04 
90 96.19 96.87 
128 96.29 96.99 
150 95.09 96.19 

 
[표 3]은 [표 2]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에 대

하여 질문 난이도에 따른 성능을 나타낸다. 
 
 

[표 3] 질문 난이도에 따른 성능 (Test, %) 
질문 난이도 EM F1 

All Level 96.36 97.04 
Level 1 98.56 98.72 
Level 2 93.72 95.01 
Level 3 92.17 93.82 

 
질문 난이도에서 level 1의 경우, EM은 98.56%의 성능
을 보였으며, F1은 98.72%의 성능을 보였다. Level 2에서
는 EM 93.72%, F1 95.01% 그리고 Level 3에서는 EM 
92.17%, F1 93.82%의 성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질문이 
복잡해 질수록 기계가 질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인 표 형식의 한국
어 TableQA를 소개하고, TableQA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S3-NET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ableQA 데이터 셋을 S3-NET에 적용하기 위하여, 
TableQA의 모든 테이블 형태를 레코드 형식으로 변환
하여 하나의 문단과 같이 전처리를 수행하고, 표에서 얻
을 수 있는 자질들을 추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
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EM 96.36%, F1 97.04%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질문 난이도를 고려한 네트워크 모델

링과 자질을 추출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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