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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국외에서사실검증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지만한국어의경우데이터집합의부재로인하여사실검증연구가

이루어지는데큰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어려움을해소하고자자동생성모델을통하여데이터집합을생성하는시도도
있으나 생성 모델의 특성 상 부정확한 데이터가 생성되어 사실 검증 연구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동으로 구축한 100건의 데이터 집합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퓨-샷(Few-Shot) 사실 검증을 확장한
학습이필요없는제로-샷(Zero-Shot)질의응답에대한사실검증연구를제안한다.

주제어: Zero-Shot, Fact Verification, Language Model,언어모델

1. 서론

최근 사실 검증(Fact Verification) 연구는 [1]를 기반으로 문서

검색−→증거 문장 선택−→사실 분류의 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과정을 따르는 연구로는 [2, 3, 4, 5, 6]가 있다. 기존의 연

구들은증거를어떻게추론할지(그래프기반접근,어텐션기반접

근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하지만 이는 검색 기능을 필수적으

로 요구한다는 부분에서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

기때문에메모리를크게점유할수밖에없다. 이는느린추론속

도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산업에서의 활용도를

낮추고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를 한국어에 적용할 때 영문과 다르게 데이터

집합의부족함으로인하여적용에큰어려움을겪고있다. 한국어

데이터 집합의 부족함의 경우 BART를 기반으로 생성하는 연구

가있지만생성모델의특성상완벽한사람평가(Human Evalua-

tion)을거치지않았기때문에부자연스러운데이터가존재할수도

있으며 이는 부정확한 사실 검증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

다.[7, 8].

이를해소하기위해최근제안된 [9]는문서검색,증거문장선

택모듈등을언어모델하나로대체하는제안을통해더이상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지 않고 간소해진 과정을 통하여 더 빠른

추론을가능하게하였다. 비록기존다른연구의성능을뛰어넘지

는 못했지만 과정을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사실 검증 연구의 새로

운방향을제시했다는의의가있다. [10]은 ”5G는바이러스를퍼

뜨릴수있다.”와같은터무니없는 Claim의경우 Perplexity(PPL)

이높게나온다는관찰을기반으로 PPL을사용한퓨-샷사실검증

연구를제안하였다.

본논문은 [10]의연구를기반으로수동으로구축한 100건의데

이터집합에대하여확장한증거및 Claim기반 PPL을반영한제

로-샷사실검증연구를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사실검증연구

최근 사실 검증 연구 FEVER 데이터 집합[1]으로 진행되고 있

는데 위키피디아로부터 휴먼 레이블링(Human Labeling) 방식을

통하여데이터집합을구축하였고각 Claim은 SUPPORTED, RE-

FUTED, NOTENOUGHINFO중하나의레이블로구성되어있다.

또한 [1]는 Claim에 대한 증거 문서 검색 −→ 검색한 증거 문서
로부터 top-k개의 증거 문장 선택 −→ 사실 검증 분류의 과정을
제안하였고많은연구가이과정을따르고있다.

[3]은증거문장을완전연결그래프(Fully Connected Graph)로

구성하고그래프어텐션신경망(Graph Attention Network)[11]을

통하여 증거 추론 신경망을 구성하였다. [5]는 이를 확장하여 커

널(Kernel)개념을도입하여더나은증거추론신경망을구성하여

성능을개선하였다. 그래프기반접근이사실검증연구의메인스

트림이었다면 [6]은그래프를구성하지않고멀티레벨어텐션메

커니즘(Multi-level Attention Mechanism)만을 통하여 사실 검증

성능을개선시킬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2.2 언어모델을이용한사실검증연구

[9]는 [12]를 바탕으로 문서 검색과 증거 문장 선택 등을 언어

모델로대체하는실험을제안하였다. 주어진 Claim ”Tim Roth is

an English [MASK]”와같이개체를마스킹한후이를예측한것

을 증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경우 [1]에서 제안된 과

정을 따른 최근 연구의 성능을 뛰어넘지는 못하였으나 베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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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0]을 질의 응답에 대한 사실 검증 연구에 적용했을 때의 모습이다. 질문과 정답을 하나의 Claim으로 설정하고 일정 임계점

(Threshold)보다 PPL이낮다면진실이고높다면거짓임을의미한다.

표 1. 평가데이터집합에대한실험결과

Model Method Precision Recall F1

LM(Q+A)[7] Fine-tune 55.97 56.00 54.85

SKT-KoGPT2 PPL(X) 53.64 51.00 43.76

SKT-KoGPT2 PPLE(X) 57.01 57.00 56.72

SKT-KoGPT2 PPLC(X) 58.21 58.00 57.89

SKT-KoGPT2 PPLMixture(X) 60.04 60.00 60.00

인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뿐만 아니라 문장 검색과 증거

문장 선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추론 속

도를 보여주었다. [10]은 터무니없는 Claim의 경우 PPL이 높게

나온다는 관찰을 바탕으로 증거 기반 PPL(Evidence-conditioned

Perplexity)으로 Claim 만으로 미세 조정을 한 성능보다 더 좋은

성능을거두었다. 이는적은데이터집합과언어모델의지식만을

가지고충분히 Fact Verification을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3. 기존접근및제안방법

3.1 증거기반 PPL

PPLE(X)= C

√√√√ C∏
i=1

1

p(xci |xe0 , . . . , xeE , . . . , xci−1
)

(1)

언어 모델에 대한 입력은 X = {xe0 , ..., xeE ,xc0
,..,xcC

}이고 E

와 C1는각각증거문장과 Claim의길이를의미한다. [10]에서제

안한 증거 기반 PPL은 단방향 언어 모델에 증거와 Claim을 붙이

고 Claim에대해서 PPL을구하기때문에정리하자면 PPL(C|E)

이다.

1C = {question; answer}로구성되어있다.

3.2 Claim기반 PPL

PPLC(X)= E

√√√√ E∏
i=1

1

p(xei |xc0 , . . . , xcC , . . . , xei−1
)

(2)

언어 모델의 입력은 증거 기반 PPL과 다르게 X =

{xc0 , ..., xcC ,xe0
,..,xeE

}이다. Claim 기반 PPL(Claim-

conditioned Evidence Perplexity)은 Claim을 조건으로 걸고

증거를 생성할 때 얻는 PPL이다. 사실 검증 분류 시 일반적으로

증거 ←→ Claim일 때 사실로 분류된다. 이는 증거와 Claim이

서로 충족되는 관계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PPL(C|E)

뿐만 아니라 PPL(E|C)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실험을 통하여 PPL(E|C)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하였으며 PPL(C|E)와 PPL(E|C)를 결합하는

방법을제안한다.

3.3 증거및 Claim기반 PPL

PPLMixture(X)=PPLE(X) · PPLC(X)−β (3)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증거 및 Claim 기반 PPL(Mixture Per-

plexity)는 증거 기반 PPL과 Claim 기반 PPL을 결합하는 수식이

다. Claim 기반 PPL을 −β만큼 거듭 제곱을 취한 후 증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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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에곱셈연산을한다. β = 0.3일때가장좋은성능을보여주

었다.

4. 실험환경및결과

4.1 평가데이터집합구성

평가 데이터 집합은 신뢰성을 위해 한국어 위키피디아 문서를

바탕으로 수동으로 작성했다. 예를 들어 문서를 바탕으로 ”1904

년 하계 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는 어디서 개최 되었나?”와 ”미국

세인트루이스”를질문과정답으로작성하고이질의응답을작성

하는데 사용된 문장을 증거 문장으로서 추가한다. 거짓 Claim을

작성할 때에는 정답을 거짓이지만 진실과 비슷한 것으로 정답을

교체했다.

4.2 실험결과

표 1의 LM(Q+A)는한국어 RoBERTa모델[13]에질의응답을

Claim으로 학습한 것이다. PPL(X), PPLE(X), PPLC(X),

PPLMixture(X)는 각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PL, 증거 기반

PPL, Claim 기반 PPL, 증거 및 Claim 기반 PPL을 의미한다. 전

부학습을하지않았으며 SKT-KoGPT22를언어모델로사용했고

모두동일한평가데이터집합으로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10]에서 제안했던 증거 기반 PPL보다 Claim 기반

PPL이 F1점수 1.17더좋은성능을거두었다. 또한이를결합한

증거 및 Claim 기반 PPL은 F1 점수 60.00로 질의 응답을 학습한

결과보다 5.15 더 좋은 성능을 거두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

습하지않은제로-샷실험임에도불구하고질의응답에대해학습

한모델보다더좋은결과를보여주었으며또한 [10]의증거기반

PPL을 확장한 증거 ←→ Claim 관계를 보완하는 증거 및 Claim

기반 PPL이좋은성능을거둘수있음을보여주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10]을 확장한 증거 및 Claim 기반 PPL을 제안

한다. GPT2에 대해 아무런 학습을 하지 않는 제로-샷 실험을 통

하여질의응답에대하여학습한성능보다더좋은성능과데이터

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언어 모델의 지식만으로 충분히 사실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추후 연구에서 더욱 큰 크기

의 파라미터를 가진 언어 모델에 적용해보는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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