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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어 처리 모델의 성능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평문 지문이 
아닌 KorQuAD 2.0과 같은 웹 문서를 지문으로 하는 기계 독해 과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계 독해 과제의 대부분의 모델은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모델인 BERT 는 문자열의 순서에 대한 정보를 임베딩 과정에서 전달받는다. 한편 웹 문서
는 태그 구조가 존재하므로 문서를 이해하는데 위치 정보 외에도 태그 정보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BERT 의 기존 임베딩은 웹 문서의 태그 정보를 추가적으로 모델에 전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BERT 에 웹 문서 태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HTML 임
베딩 기법 및 이를 위한 전처리 기법으로 HTML 태그 스택을 소개한다. HTML 태그 스택은 HTML 
태그의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고 HTML 임베딩 기법은 이 정보들을 BERT 의 임베딩 과정에 입력으
로 추가함으로써 웹 문서 질의 응답 과제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1. 서론 

기계 독해(Machine Reading Comprehension)는 대표적
인 자연어 처리 분야 중 하나로 질의와 지문을 입력
으로 받아 응답에 해당하는 범위를 모델이 예측하는 
과제이다.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어 처리 모
델이 고도화되었고 그에 따라 평문 형식의 지문이 아
닌 웹 문서를 지문으로 하여 기계 독해 과제를 해결
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웹 문서 기
계 독해 데이터셋으로는 SQuAD 2.0[1]과 KorQuAD 
2.0[2] 등이 있으며 이 중 KorQuAD 2.0 은 기계 독해 
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어 웹 문서 데이터셋이다.  
한편 기계 독해 과제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자연

어 처리 모델들은 대부분 자기주의(Self-Attention)[3] 
구조를 활용한 트랜스포머[4] 기반의 모델들이다. 대
표적인 트랜스포머 기반의 자연어 처리 모델로는 
BERT[5]와 XL-NET[6] 등이 있다. BERT 는 RNN 기반

의 모델들과 달리 순차적인 위치 정보를 가질 수 없
기 때문에 모델에 위치 정보를 추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위치 정보를 모델에 전달하는 방식 중 절대 위
치 임베딩은 임베딩 과정에서 주기 함수나 순차적인 
정숫값을 이용하여 고정적인 위치 정보를 모델에 전
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평문 지문과 달리 웹 문서
는 태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 BERT 에 순차적인 위치 
정보 뿐만 아니라 태그의 이름이나 태그의 위치와 같
은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웹 문서를 지문으로 하는 기계 독해 과제에서 
BERT 에 적용하여 기존 임베딩보다 정확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HTML 임베딩 기법과 이를 위한 전처리 
기법으로 HTML 태그 스택을 소개한다. 

 
2. 관련연구 

2.1트랜스포머(Transformer)와 위치 임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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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머는 자기주의(Self-Attention) 구조를 활용
한 기계 번역 모델이다. 트랜스포머 이전의 기계 번
역 모델은 LSTM[7]과 같은 RNN 기반의 모델을 사용
했다. 이에 따라 순차적인 위치 정보를 재귀적인 구
조로 인해 모델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었다. 그
러나 트랜스포머를 포함한 이후의 모델들은 순차적인 
위치 정보를 인위적으로 생성하여 모델에 전달하는 
구조로 발전했다. 트랜스포머의 경우 주기함수 기반
의 절대 위치 임베딩을 사용했다. 절대 위치 임베딩
은 토큰의 순차적인 위치 정보를 모델에 전달하는 것
으로 주기함수 또는 0 부터 최대 길이까지 1 만큼씩 
증가하는 정숫값 등을 기반으로 한다. 트랜스포머 기
반의 모델에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 위치 임베딩이 있다. 절대 위치 임베딩과 달리 
상대 위치 임베딩은 임의의 토큰에 대해 해당 토큰의 
위치와 그 외 토큰의 상대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임베딩 과정이 아닌 자기
주의 구조 내에서 구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절대 위치 임베딩을 사용한 임베딩을 기
준으로 한다. 

 
2.2 BERT의 임베딩 

  

(그림 1) BERT의 임베딩 구조 

 
대표적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로 BERT 가 있다. 

BERT 는 입력에 대해 토큰 임베딩, 세그먼트 임베딩, 
위치 임베딩을 각각 구한 다음 더해 입력 임베딩으로 
사용한다. 토큰 임베딩은 토크나이저로 토큰화된 입
력 시퀀스에 대한 임베딩을 의미하고 세그먼트 임베
딩은 BERT 의 입력 시퀀스로 주어지는 질의 부분과 
지문 부분을 구분하는 0 과 1 인 값에 대한 임베딩이
다. 위치 임베딩은 절대 위치 임베딩을 의미하며 0 부
터 최대 입력 길이에 해당하는 순차적인 정숫값에 대
한 임베딩이다. 

 

3. HTML임베딩과 HTML 태그 스택 

  

(그림 2) HTML 임베딩 구조 

 
HTML 임베딩 기법은 BERT 의 임베딩 구조에 

HTML 태그 임베딩을 더한 임베딩 기법이다. HTML 
문서와 평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태그의 존재 여부이
다. 태그는 “a”, “h1”, “span” 등 고유한 이름을 가지며 
대부분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의 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meta”, “link”, “img”와 같이 여닫는 태그 쌍이 
아닌 단일 태그로 구성된 태그가 존재하며 “</>”와 
같이 의미 없는 태그도 존재한다. 

 

(그림 3) 입력 시퀀스에 따른 태그 스택의 변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은 스택 구조를 통

해 단일 태그와 의미 없는 태그를 전처리하는 HTML 
태그 스택 기법을 소개한다. HTML 태그 스택은 
HTML 문서를 토큰화한 후 각 토큰에 대해 해당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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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이 태그이면서 유효한지 확인한다. 이 때 유효성은 
태그가 단일 태그이거나 의미 없는 태그일 경우 거짓
을 반환한다. 이후 해당 토큰이 여는 태그일 경우 스
택에 푸쉬 연산을 수행하여 삽입하고 해당 토큰이 닫
는 태그일 경우 팝 연산을 수행하여 스택에서 제거한
다. 이를 통해 각각의 토큰 위치에 대하여 현재 태그 
정보와 상위 태그의 정보들을 추출하고 HTML 태그 
스택에 저장할 수 있다.  

  

(그림 4) HTML 태그-정수 매핑 테이블 

 
각 토큰은 해당 시점의 HTML 태그 스택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HTML 태그 임베딩의 
입력 시퀀스는 각 토큰에 해당하는 태그 스택의 태그 
값을 특정 정숫값으로 매핑한다. 그리고 태그 스택에
서 해당 태그의 순서 값을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각각
의 태그 값을 더해 하나의 스칼라 값을 생성한다. 이 
과정을 입력 토큰 시퀀스의 각각의 토큰에 적용하면 
동일한 길이의 HTML 태그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다. 
HTML 태그 시퀀스의 원소는 동일한 태그 구조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웹 문서에서 태그 구조의 패턴
을 모델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HTML 태그 임베딩을 추가한 
HTML 임베딩 기법은 모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위
치 정보에 더해 HTML 문서 구조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으므로 웹 문서 기계 독해 과제에 대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4. 결론 

최근 자연어 처리 모델의 고도화에 따라 평문보다 
높은 난이도인 웹 문서 지문에서 기계 독해 과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계 
독해 과제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BERT 에 적용
할 수 있는 HTML 임베딩 기법과 이를 위한 전처리 

기법인 HTML 태그 스택을 제안했다. HTML 임베딩 
기법은 BERT 의 기존 임베딩에 HTML 태그 임베딩을 
더한 임베딩 기법이다. HTML 태그 임베딩의 입력은 
입력 토큰 시퀀스와 동일한 길이의 HTML 태그 시퀀
스로 BERT 의 입력 토큰 시퀀스 각각에 해당하는 태
그 정보를 HTML 태그 스택을 이용하여 추출하고 정
숫값으로 매핑한 후 순차 정숫값과 곱해 모두 더한 
것이다. HTML 태그 스택은 입력되는 각 토큰에 대해 
유효한 태그인지 검사 후 스택에 푸쉬와 팝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토큰의 HTML 문서 내의 태그 위
치를 저장할 수 있다. 

HTML 임베딩 기법은 자연어 처리 모델이 웹 문서
의 태그 구조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KorQuAD 2.0
과 같은 웹 문서 기계 독해 과제에서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에는 소개한 HTML 임베딩 기법
을 구현하고 기준 모델과 비교하여 성능을 측정하고
자 한다. 또한 웹 문서 기계 독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베딩 기법과 모델 아키텍처를 연구할 계획
이다. 
 
본 논문은 2022 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021RIS-004)과 기초연구사업(NRF-2021R1I1A3061020)의 결
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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