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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계독해의 목표는 기계가 주어진 문맥을 이해하고 문맥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Multi-level Attention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 수 있는 Fusion 함수를 결합하고, Answer 

module에Stochastic multi-step answer를 적용하여 SQuAD dev 데이터 셋에서 EM=78.63%, F1=86.36% 

의 성능을 보였다. 

1. 서  론 

 

기계독해의 목표는 기계가 주어진 문맥을 이해하고 문맥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계독해는 open 

domain과 closed domain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open domain의 경우 여러 지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적합한 문서를 검색한 후 검색 된 

문서 후보들 중에서 정답을 추출 해야 한다. closed domain의 

경우 정해진 지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Closed domain은 SQuAD 데이터 셋을 통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SQuAD 데이터 셋은 지문 내에 연속된 

단어로 정답이 존재 하기 때문에 포인터 네트워크를 통해 

시작과 끝 경계를 찾음으로써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3]에서 제안 된 Multi-level Attention에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 할 수 있는 Fusion 

함수를 결합하고, 출력 레이어에 [1]에서 제안 된 Stochastic 

multi-step answer를 적용한 모델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기계독해는 문맥과 질문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인코딩 

레이어와 문맥과 질문에 대한 상호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매칭 

레이어 그리고 출력레이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1]은 출력 레이어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스코어들을 

구해 그것들의 평균으로 정답을 구하게 되는데 학습시에는 

Stochastic dropout을 사용하여 평균을 구하게 되는 방법으로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인코딩 레이어에는 신경 언어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전 학습 임베딩을 언어 

모델링을 통해 학습 된 ELMo[2]를 추가 함으로써 많은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 매칭 레이어에서 [3]은 word-level, low-

level, high-level, understand-level로 나누어 여러 수준의 

Attention을 적용하여 정보를 합치고, History of word라는 

개념을 사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4]는 

위와 같은 FusionNet에 양방향 Attention을 결합하여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5]는 문맥과 질문 간에 양방향으로 

Attention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기계독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6]은 여러 단계를 거쳐 문맥과 

질문 간에 상호 정보를 얻어내는데, 이전의 Attention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Reattention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reward를 

F1으로 사용하는 Reinforce Loss를 추가해 학습을 하였다. 

[7]은 매칭 레이어에서 양방향 Attention을 사용하였으며 출력 

레이어에서 스스로 유용한 자질을 선별하는 자질 게이트를 

추가하여 성능이 개선됨을 보였다. [8]은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기계가 찾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no-answer와 

span을 joint하게 학습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Auxiliary loss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정답이 없는 

질문을 찾고, 정답이 있을 경우 정답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9]는 open domain에서 기계가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모델인데, 적합한 문서를 검색 한 

후 후보 문서들 중 가장 관련이 높은 문서에 reward를 주는 

방법으로 ranker를 학습하고, re-ranking을 통해 다시 한번 

관련이 높은 문서를 찾게 되는데 위키와 네이버 백과로부터 

추출한 엔티티 사전을 이용해 Attention을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해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10]은 문맥과 질문 사이의 

Attention과 Fusion을 Hierarchical 하게 적용 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11]은 [12]에서 제안한 dynamic 

external memory와 Residual 하게 적용되는 Densely 

connected embedding block을 기계독해에 적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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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13]는 문맥이 길어져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장단위로 인코딩을 하는 

모델을 한국어 기계독해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ulti-level Attention에 fusion  함수를 결합함으로써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하여 보다 더 정교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성능이 향상됨을 보인다. 

 

3. Multi-level Attention Fusion Network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 

 

 

그림 1. Multi-level Attention Fusion 모델 

 

3.1 인코딩 

 

문맥(P)의 입력𝒙p은, glove 임베딩 𝒈p, CoVe 𝒄p, ELMo 𝐞p, 

POS 임베딩 𝒑𝒐𝒔p , NER 임베딩 𝒏𝒆𝒓p , 문맥에 질문에 있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binary exact match와 정규화 

된 term frequency 정보인 𝒇𝒆𝒂𝒕p, 문맥과 질문 사이의 word-

level Attention 정보 �̃�𝑝 가 들어가게 된다. 질문(Q)의 입력 

𝒙q은 glove 임베딩 𝒈q, CoVe 𝒄q, ELMo 𝐞q, POS 임베딩 𝒑𝒐𝒔q, 

NER 임베딩 𝒏𝒆𝒓q 으로 정의된다. 

𝒙p = [𝒈𝑝; 𝒄𝑝; 𝒆𝑝; 𝒑𝒐𝒔p; 𝒏𝒆𝒓p; 𝒇𝒆𝒂𝒕𝑝; �̃�𝑝] 

𝒙q = [𝒈𝑞; 𝒄𝑞; 𝒆𝑞; 𝒑𝒐𝒔𝑞; 𝒏𝒆𝒓𝑞] 

Word-level Attention은 문맥에서 질문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며 식(1)의 word-

level Attention �̃�𝑝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𝐒 = ReLU(𝐖1𝒈𝑝)TReLU(𝐖1𝒈𝑞) 

𝛂 = softmax(𝐒) 

�̃�𝑖
𝑝

= ∑ 𝜶𝑖𝑗𝒈𝑗
𝑞

𝑗

 

𝒙p 와 𝒙q 를 LSTM을 적용하여 low-level 히든 상태를 

얻어내고 low-level 히든 상태를 입력으로 LSTM을 적용하여 

high-level 히든 상태를 얻어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ow-

level 히든 상태와 high-level 히든 상태를 concat하여 

LSTM을 적용해 understanding-level 히든 상태를 얻어낸다. 

𝐡𝒑𝒍 = LSTM ⃖                      (𝒙𝒑), 𝐡𝐪𝒍 = LSTM ⃖                      
(𝒙𝒒) 

𝐡𝒑𝒉 = LSTM ⃖                      
(𝐡𝒑𝒍), 𝐡𝐪𝒉 = LSTM ⃖                      

(𝐡𝒒𝒍) 

𝐡𝑝𝑢 = LSTM ⃖                      ([𝐡𝑝𝑙; 𝐡𝑝ℎ]), 𝐡𝑞𝑢 = LSTM ⃖                      
(𝐡𝑞𝑙; 𝐡𝑞ℎ]) 

식(3)에서 𝑝𝑙 , 𝑝ℎ , 𝑝𝑢는 각각 문맥의 low-level, high-level, 

understanding-level의 히든 상태를 나타내고, 𝑞𝑙 , 𝑞ℎ , 𝑞𝑢  는 

질문의 low-level, high-level, understanding-level의 히든 상

태를 나타낸다. 각 단계의 히든 상태들은 인간이 어떠한 의미

에 대해서 생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의 의미부터 높

은 수준의 의미를 고려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3.2 매칭 

 

문맥과 질문을 인코딩 한 후에 문맥과 질문의 상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Multi-level Attention Fusion을 수행 한다. 

Multi-level Attention Fusion에서는 𝐇p, 𝐇q와 같이 단어의 낮

은 수준의 의미부터 높은 수준의 의미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concat 하여 입력을 구성한 후 low-

level, high-level, understanding-level에 대하여 Attention을 

수행하고, 문맥의 low-level 히든 상태와 high-level 히든 상

태, low-level, high-level, understanding-level Attention 

fusion 벡터들 �̂�𝑝𝑙 , �̂�𝑝ℎ , �̂�𝑝𝑢을 concat해 LSTM을 적용하여 

문맥과 질문에 대해서 모두 고려한 fusion 히든 상태를 얻는

다. 

𝐇p = [𝒈𝑝; 𝒄𝑝; 𝒆𝑝; 𝐡𝑝𝑙; 𝐡𝑝ℎ], 𝐇q = [𝒈𝑞; 𝒄𝑞; 𝒆𝑞; 𝐡𝑞𝑙; 𝐡𝑞ℎ] 

�̂�𝑝𝑙 = AttentionFusion(𝐇p, 𝐇𝑞, 𝐡𝑝𝑙 , 𝐡𝑞𝑙) 

�̂�𝑝ℎ = AttentionFusion(𝐇p, 𝐇𝑞 , 𝐡𝑝ℎ, 𝐡𝑞ℎ) 

�̂�𝑝𝑢 = AttentionFusion(𝐇p, 𝐇𝑞 , 𝐡𝑝𝑢, 𝐡𝑞𝑢) 

𝐟p = LSTM ⃖                      
([𝐡𝑝𝑙; 𝐡𝑝ℎ; �̂�𝑝𝑙; �̂�𝑝ℎ; �̂�𝑝𝑢]) 

식(4)에서 AttentionFusion(𝐱, 𝐲, 𝐱′, 𝐲′) 함수는 다음과 같다. 

𝐒 = ReLU(𝐖𝐱)𝐓 ∙ 𝑫 ∙ ReLU(𝐖𝐲) 

𝛂 = softmax(𝐒) 

𝐯𝑖 = ∑ 𝜶𝑖𝑗𝐲j′

𝑗

 

𝐨 = fusion(𝐱′, 𝐯) 

식(5)에서 𝑫는 대칭형태의 Attention을 위해 사용되는 대각

행렬이며 fusion함수는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보다 더 정교한 의미를 갖도록 도와준다. 

fusion(𝐱, 𝐲) 함수는 [8]에서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

과 같다. 

�̃� = gelu(𝐖r[𝐱; 𝐲; 𝐱 ∘ 𝐲; 𝐱 − 𝐲]) 

𝒈 = σ(𝐖𝑔[𝐱; 𝐲; 𝐱 ∘ 𝐲; 𝐱 − 𝐲]) 

𝐨 = 𝒈 ∘ �̃� + (1 − 𝒈) ∘ 𝐱 

식(6)에서 gelu는 [14]에서 제안 된 Gaussian Error Linear 

Unit을 나타내며 σ 는 시그모이드 함수, ∘ 는 element-wise 

multiplication을 나타낸다.  

(1) 

(3) 

(4) 

(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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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의 응답의 Reasoning을 더 강화 시켜주기 위해 

Self-Attention을 사용 한다. Self-Attention도 모든 의미수준

을 고려 할 수 있도록 𝐅p와 같이 필요한 정보를 모두 concat

하여 입력을 구성하였다. 

𝐅p = [𝒈𝑝; 𝒄𝑝; 𝒆𝑝; 𝒑𝒐𝒔𝑝; 𝒏𝒆𝒓𝑝; 𝒕𝒇𝑝; 𝐡𝑝𝑙; 𝐡𝑝ℎ; �̂�𝑝𝑙; �̂�𝑝ℎ; �̂�𝑝𝑢; 𝐟p] 

𝐟𝑝 = AttentionFusion(𝐅p, 𝐅𝑝, 𝐟𝑝, 𝐟𝑝) 

𝐔p=LSTM ⃖                      
([𝐟𝑝; 𝐟𝒑]) 

식(7)에서 𝒕𝒇𝑝는 문맥 단어에 대해 정규화 된 term frequency 

이다. Self-Attention도 매칭 레이어에서와 마찬가지로 

AttentionFusion함수를 사용하여 𝐟𝑝를 얻어내고, 이전의 fusion 

히든 상태𝐟𝑝를 concat한 후 LSTM을 적용하여 문맥에 대한 최

종 표상 𝐔p를 얻어낸다. 

 

3.3 출력 

 

SQuAD 데이터셋의 경우 문맥 내에 연속된 단어로 정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인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답의 시작과 끝 

경계를 찾는다. 먼저, 질문에 대해 요약 된 벡터를 얻어낸다. 

𝜷 = softmax(𝐰T𝐡𝑞𝑢) 

𝒖q = 𝜷𝐡𝑞𝑢 

질문에 대해 요약 된 벡터𝒖q를 얻어낸 후 𝒖q와 𝐔p를 이용해 

정답의 시작과 끝 경계를 찾는다. 

𝐏s = softmax(𝐰s
Ttanh(𝐖s[𝐔

𝑝; 𝐮q; 𝐔𝑝 ∘ 𝒖𝑞; 𝐔𝑝 − 𝒖𝑞]) 

𝐫 = 𝐔p ∙ 𝐏s 

�̃�𝑞 = fusion(𝒖q, 𝐫) 

𝐏e = softmax(𝐰e
Ttanh(𝐖𝑒[𝐔𝑝; �̃�q; 𝐔𝑝 ∘ �̃�𝑞; 𝐔𝑝 − �̃�𝑞]) 

Stochastic multi-step  answer의 경우 𝐮q를 �̃�𝑞로 초기화 한 

후, 위 과정을 K번 반복해 K개의 𝐏s,𝐏𝑒들의 평균을 스코어로 

사용하게 된다. 

𝐏s = 𝑎𝑣𝑔([𝐏𝑠
1, … , 𝐏𝑠

K]) 

𝐏e = 𝑎𝑣𝑔([𝐏𝑒
1, … , 𝐏𝑒

K]) 

학습을 할 때는 평균을 취하기 전에 stochastic dropout이 적

용되어, K개의 스코어중 랜덤하게 선택 된 스코어들의 평균으

로 스코어를 사용한다. 

 

4. 실험 

 

4.1 실험 셋팅 

 

본 논문에서는 SQuAD 평가 데이터 셋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 하였다. SQuAD 데이터 셋은 87599개의 학습 데이터, 

10570개의 평가 데이터를 제공하며, 학습 데이터는 

문장길이가 400이 넘는 문장은 제외를 하고 학습을 

진행하였다. 배치 크기는 32로 설정하였고, 학습율은 0.002로 

하고 Adamax를 이용해 학습 하였다. Glove 임베딩은 300d, 

dropout 비율은 0.4에 variational dropout을 적용하였고 히든 

사이즈는 125를 사용 하였다. 학습을 하는 동안에 Glove 

임베딩은 질문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 1000개만을 

fine-tuning하고, 나머지는 고정하였다. 

 

4.1 실험 결과 

 

모델의 성능은 Exact Match, F1으로 평가를 하였다. Exact 

Match는 모델이 예측한 값과 정답이 완전히 일치 하였는지에 

대한 점수이고, F1은 모델이 예측한 값과 정답이 단어 단위로 

얼마나 일치 하였는지에 대한 점수이다. 

표 1. 모델별 성능 

Model Dev Test 

EM F1 EM F1 

SAN [1] 76.24 84.06 76.83 84.40 

FusionNet [3] 75.30 83.60 75.97 83.90 

Bi Fully Aware 

Attention [4] 

74.98 83.67   

R.M-Reader [6] 78.90 86.30 79.50 86.60 

GF-Net [7]   78.66 85.78 

SLQA+ [10] 80.00 87.00 80.44 87.02 

MAMCN [11]   79.69 86.73 

S3-Net [13]   71.01 81.02 

MLAF (K=5) 78.63 86.36   

MLAF (K=1) 78.77 86.23   

MLAF (-Fusion) 78.18 85.78   

표 1에서 K는 출력 레이어의 multi-step의 수 이며, MLAF는 

Multi-level Attention Fusion 방법을 의미한다. MLAF (-

Fusion)은 Multi-level Attention Fusion에서 Fusion함수를 

제거하였을 때의 성능이다. 표 1에서 보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Multi-level Attention에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하여 더 정교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 

Fusion함수를 결합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됨을 보인다. 

Stochastic multi-step answer의 경우 F1은 향상 되었지만 

EM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Multi-level Attention Fusion을 이용해 

Attention에서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 

하여 보다 더 정교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 fusion 함수를 

추가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Unanswerable한 질문에 대해서도 detection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칭 레이어에서 더 효율적으로 문맥과 질문을 

Attention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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