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질의응답 결과 재순위화를 위한 자연어 추론 모델

이지형©, 이근배 †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jihyung.lee©, gblee†}@postech.ac.kr

Natural Langugae Inference as Re-ranking for Multiple Question Answering

Jihyung Lee©, Geunbae Lee†

Graduate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Departme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요 약

자연어 추론은 전제가 주어졌을때 특정 가설이 전제에 기반해 합당한지 검증하는 자연어 처리의 하위 과제이다. 우리는

질의응답 시스템이 도출한 정답 및 근거 문서를 자연어 추론 모델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HotpotQA

질의응답 데이터셋을 자연어 추론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한뒤 자연어 추론 모델을 학습하여 여러 질의응답 시스템이

생성한결과물을재순위화하고자하였다.그결과로,자연어추론모델에의해재순위화된결과물은기존단일질의응답

시스템의 결과물보다 대체로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재순위화, 자연어 추론, 질의응답, 언어 모델

1. 서론

자연어 추론(Natural Language Inference)은 전제 및 가설

두 자연어 문장이 주어졌을 때 문장 사이의 관계를 함의(En-

tailment), 모순(Contradiction), 중립(Neutral) 혹은 그 외의

관계로 추론하는 과제이다[1]. 자연어 추론은 자연어 텍스트의

문법적 관계 뿐만 아니라 문장 안에 내재한 의미 또한 파악해

야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서 여러 자연어 모델의

주요 평가 벤치마크로 이용되며 다른 자연어 하위 모델이 합

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검증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의응답 모델은 질의에 대해 생성한 정답이

근거 문서 내에 올바르게 포함되어있는지 아닌지[2], 요약 모

델은 요약된 결과물이 원본 문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3]를 자연어 추론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자연어 추론 모델은 문장의 심층적인 의미를 판단할 수 있

어야 하므로, 자연어 추론 데이터도 단순히 단어 대조로는 전

제와 가설 사이의 관계를 추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적으로 각 전제와 가설이 여러 문단이 아닌 하나의 문단,

혹은하나의문장으로이루어져있다.대규모자연어추론데이

터셋으로 SNLI[1], MultiNLI[4] 등이 공개되어있으며, 질의응

답 데이터셋을 자연어 추론 형식으로 변환한 사례도 존재한다.

SciTaiL[5]은일반적인자연어추론데이터셋이특정과제에도

움이 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과학 문제의 질문 및 정답

을 합성해 가설을 만들고 근거 문서를 전제로써 활용해 자연어

추론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만약 여러 질의응답 시스템이 특정 질의에 대응하여 생성한

정답 중 가장 나은 후보를 고를 수 있다면, 결과물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스템이 도출한 정답 및

근거 문서는 자연어 추론 모델을 통해서 얼마나 질의에 합당한

지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멀티 홉 질의응답 데이터인

HotpotQA 데이터셋을 자연어 추론 데이터셋으로 변환한 뒤

이를 이용해 추론 모델을 훈련하여 여러 질의응답 시스템이

생성한 결과물을 재순위화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2.1 질의 응답 결과 재순위화

질의응답모델의정답도출과정은크게질의에관련된문서

검색(Passage Retrieval) 및 정답 판별(Answer Classification)

로 나뉜다. 기존 질의 응답 연구는 가장 나은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하여 문서 검색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뽑아 재순위화 하

거나[6, 7] 정답 판별 과정에서 나온 정답 후보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8, 9]의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위와같은연구는같은질의응답모델에서도출된후

보만을이용하거나,정답혹은근거문서만을재순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각기 다른 질의 응답 시스템이 생성한 (2)

답변 및 근거 문서 후보를 동시에 재순위화하고자 하여 기존

연구와 방법을 차별화한다.

2.2 HotpotQA

HotpotQA[10]는 멀티 홉(Multi-Hop) 데이터, 즉 하나의 문

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 문서를 연관

지어그안에내재한의미를파악해야만정답을도출할수있는

질의응답 데이터셋이다. HotpotQA 데이터셋은 표 1처럼 특정

질의에 대해 여러 근거문서를 주며, 질의와 관련된 근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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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otpotQA 데이터의 예시(번역됨)

문서 1.

맥플라이

[0] 맥플라이(McFly)는 2003년 런던에서 결성된 영국의 밴드이다.

[1] 이 밴드는 백투더 퓨처 캐릭터인 마티 맥플라이에서 이름을 따왔다.

[2] 밴드는 톰 플레처, 대니 존스, 더기 파인터, 해리 저드로 구성되어 있다.

[3] 그들은 2004년 출시부터 2007년 12월까지 아일랜드 레코드와

계약을 맺었고, 그 후 그들만의 레이블인 슈퍼 레코드를 만들었다.

문서 2.

파이어 호스

[0] 파이어호스는 미국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이다.

[1] 그들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활동했고, 2012년에 재결합했다.

질문 맥플라이와 파이어호스 중 어떤 밴드가 먼저 결성되었는가?

정답 파이어호스

근거 문서 [맥플라이, 0] , [파이어 호스, 0], [파이어 호스, 1]

및 문장을 전부 찾아낸 뒤 정답을 추출해야 한다. 해당 과제는

정답뿐만 아니라 질의응답 시스템이 검색한 근거 문서의 정밀

도(Precision)및재현율(Recall)을전부평가하기때문에,문서

검색과정에서도핵심근거문장만을도출할것을필요로한다.

HotpotQA는 단일 문서 내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일반

적인 질의응답 데이터셋과 달리, 근거 문서를 여러 단계로 추

론해야 하므로 더 높은 자연어 분석 및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연어 추론 모델이 문장에 내재한 의미를 분석하는

데 뛰어나다는 점에 착안하여, 질의응답 시스템이 질의에 대해

생성한 답변 및 근거문서를 자연어 추론 모델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3. 제안 방법

3.1 데이터 변환

자연어 추론 데이터는 전제(Premise) 및 가설(Hypothesis),

그리고 두 자연어 텍스트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전제는 질의응답 데이터의 근거 문서에 있는 문장들을 요약하

거나,혹은그대로이용할수있다.가설의경우,기존질의응답

데이터를 자연어 추론 형식으로 변환한 사례[5][11]는 수동, 혹

은 자동으로 질문과 정답을 합성하여 하나의 가설 H를 생성하

였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는 무슨 관계인가?’라는 질문이

있고, 정답이 ’남매’일 때는 ’철수와 영희는 남매다’라는 새로

운 문장을 생성하였다. 그러나 질문과 정답이 복잡해질 경우

가설 합성 과정에서 전제와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보가 손실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문장

을만들어내기보다는질문과정답을이어붙여(Concatenating)

가설 H로 이용하였다.

정답 근거문서-질문-답변 쌍을 함의(Entailment) 표본으로

이용하였고, 정답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오답 근거문서 샘플을

추가하여 중립(Neutral) 표본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때 중

립 표본은 근거 문서에서 정답 근거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 두

그림 1. HotpotQA 데이터 학습을 위한 자연어 추론 모델

개를 골라 생성하였다.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있던 몇 샘플을

제외한 90,447개의 HotpotQA 데이터에서 함의 샘플과 중립

샘플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총 180,894개의 자연어 추론 데

이터가 생성되었다.

3.2 모델 구조

자연어 추론 학습 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로써

ELECTRA[12]를 이용하였다. 모델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근거 문서 SD와 질문 SQ, 답변 SA을 [CLS], [SEP] 토큰을

덧붙여 다음과 같이 ELECTRA 인코더에 입력한다.

x = ([CLS], SD, [SEP ], SQ, SA)

이후, 인코더의 출력 결과에서 [CLS]에 해당하는 첫 번째 벡터

를 풀링 후 Classifier에 입력하여 문서와 질문, 정답의 관계를

함의혹은중립두가지의라벨로판별한뒤정확도를높이도록

훈련한다.

재순위화 시에는 질의응답 시스템이 생성한 질문, 답변, 근

거문서를 위에서 학습한 자연어 추론 모델에 입력하며, 함의

라벨의 점수에 따라 가장 나은 답변 후보를 최종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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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순위화 이전과 이후의 질의응답 결과물 Exact Match 및 F1 점수.

각 단일 모델에 대해 재순위화 이후에 성적이 향상된 경우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HotpotQA Dev 점수 정답 근거 문서 Joint

(재현) EM F1 EM F1 EM F1

단일 모델 성적

Recurrent Retriever [9] 60.50 73.31 49.17 76.05 35.83 61.44

MDR [10] 62.36 75.07 56.54 79.42 42.05 66.33

SAE [11] 67.67 80.74 63.26 87.38 46.78 72.74

HGN-Roberta [12] 68.95 82.2 63.11 88.59 46.5 74.36

HGN-Albert [12] 70.18 83.44 63.17 89.19 47.01 75.74

재순위화 이후 성적

Recurrent Retriever + MDR 65.12 78.34 59.8 83.9 44.11 69.8

Recurrent Retriever + MDR + SAE 67.72 81.33 63.89 88.23 46.73 73.59

MDR + SAE 68.43 81.84 64.5 88.59 47.48 74.27

Recurrent Retriever + MDR + SAE

+ HGN-Robert + HGN-Albert
66.98 81.3 61.77 88.52 44.37 73.57

SAE + HGN-Robert + HGN-Albert 68.45 82.16 62.55 89.03 45.73 74.59

4. 실험 환경 및 결과

4.1 실험 환경

학습 시 사용된 사전학습 모델 ELECTRA는 base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1일동안 Fine-tuning하였다. 실험 환경에서 학

습한 모델의 Hyperparameter는 다음과 같다.

• Hidden Size: 768

• Attention Head Size: 12

• 레이어 수: 12

• 문장 최대 길이: 256 토큰

• 배치 크기: 32

• dropout: 0.1

• Learning Rate: 1× 10−5

또한, 질의응답 결과 재순위화 이후의 성적을 측정하기 위하

여 HotpotQA Fullwiki, Distractor설정에서상위성적을보여

준 4개의 오픈 소스 질의응답 시스템을 이용하였다[13, 14, 15,

16]. 오픈 소스 코드를 통해 재현한 질의응답 결과물은 원 논

문과 다소 다른 결과가 측정되었다(표 2). HGN[16]의 경우 두

사전학습모델 Albert및 Roberta를기반으로모델을제공하고

있었기에 두 가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4.2 실험 결과

재순위화 모델 평가 기준으로서 HotpotQA의 평가 기준인

Exact Match와 F1점수를이용하였다. EM및 F1점수는정답,

근거 문서, 정답과 근거문서의 joint score를 전부 측정하였다.

평가데이터로는 7,405개의 HotpotQA Development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재순위화 이전 및 이후의 성적은 표 2와 같다.

Recurrent Retriever[13], MDR[14], SAE[15]의 경우 자연어

추론 모델을 이용한 재순위화 이후 성적이 더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습된 추론 모델이 질의에 대해 더 나은 근

거문서와 정답을 선택하였다는 뜻으로, 제안한 재순위화 방법

이 질의응답 시스템의 성적을 성공적으로 개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 질의응답 시스템에 비해 높은 성적을 보여준

HGN[16]의 결과물을 같이 재순위화 할 경우, HGN 단일 모

델의 점수보다 재순위화 이후 점수가 오히려 떨어졌다. 해당

결과는 학습된 추론 모델이 일정 성능 이상의 결과물을 판단하

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사사한다. 또, 다섯 가지 질의응답

시스템의 결과물을 한꺼번에 재순위화 하는 것 보다 소수의 상

위 성적의 결과물만 재순위화 하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이는낮은성적의결과물이오히려 noise로작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예시로써, 현재 구축한 추론 모델은 후보가 많

을수록 가장 나은 결과물을 선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안한 방법으로 훈련한 추론 모델로 재순위화한 결과물은

기존 개별 질의응답 모델의 성적을 크게 웃도는 성적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질문-대답 쌍에 대해서는 무엇

이 올바른 후보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다수의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최상의 샘플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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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HotpotQA 질의응답 데이터를 자연어 추론

데이터로 변환하여 추론 모델을 학습하고, 해당 모델을 이용해

여러질의응답시스템의결과물을재순위화하여질의응답결과

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였다. 일부 질의응답 시스템의 재순위화

결과는 제안한 방법으로 성능이 향상되어, 자연어 추론 모델

을 통한 재순위화가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향후 제안된 모델의

성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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