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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추론 질의응답 태스크는 하나의 문서만 필요한 기존의 단일추론 질의응답(Single-hop QA)을 넘어서 복잡한 추

론을 요구하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목표이다. IRQA에서는 검색 모델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주목받고 있는 Dense

Retrieval 모델 기반의 다중추론 질의응답 검색 모델은 찾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검색분야에서 좋은 성능 보이고

있는 Dense Retrieval 모델의 다중추론을 위한 사전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관련 한국어 데이터 셋에서 이전 방법과의

성능을 비교 측정하여 학습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 베이스, 엔터티 링킹, 개체명 인식모듈을

비롯한 다른 서브모듈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중추론 Dense Retrieval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주제어: Multi-hop Dense Retrieval, Multi-hop Question Answering, Information Retrieval

1. 서론

다중추론질의응답(Multi-hop QA)은응답을위해여러개의

문서가 필요한 질의응답 태스크이다. 다중추론 질의응답 태스

크는 하나의 문서만 필요한 기존의 단일추론 질의응답(Single-

hop QA)을 넘어서 복잡한 추론을 요구하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목표이며, 대표적인 영문 데이터 셋으로는 HotpotQA[1]

가 다중추론 분야에서 벤치마크로서 사용되고 있다. 질문의

추론 유형은 주로 ”스티브 잡스와 팀 쿡 중에 키가 더 큰 사

람은?”이라는 질문처럼 개체들의 속성을 비교하는 비교 타입

(Comparison)과 질문에 대한 순차적인 추론이 요구되는 브릿

지(Bridge) 유형이 있다. 브릿지 유형의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CEO로 있던 회사의 현재 CEO는?”라는 질문은 먼저

스티브잡스가 CEO로있던회사애플을알아내고그이후에현

재의 CEO에대한정보에대해답변이가능하다.현재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브릿지 추론을 모델링하고

있다.

한편 최근 검색 분야는 문서와 질문을 벡터로 인코딩하는

Dense Retrieval 모델은 단일추론 질의응답 데이터 셋들에서

이전 IR(Information Retrieval) 모델들을 대체하는 검색성능

을 보이며, 검색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2, 3, 4]. 그러나

이러한 검색 모델들은 키워드 매칭에서(Term matching) 의미

론적매칭(Semantic matching)으로의발전이주요쟁점이었기

때문에, 추론이 요구되는 복잡한 질문의 검색 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들은 다중추론 검색에서 낮은 성능

을 보였고[5, 6], 다중추론 IR 모델의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

으나 후속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검색분야에서 좋은 성능 보이고 있는 Dense

Retrieval 모델의 다중추론을 위한 사전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관련 한국어 데이터 셋에서 이전 방법과의 성능을 비교 측정하

여 학습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2. 관련 연구

오픈 도메인 질의 응답은 방대한 지식자원을 기반으로 자연

어 질문에 응답하는 태스크이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접근법은

두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질문을 문서 셋에 검색하여 도출된

소규모 문서 후보군을 기계독해 모델을 이용하여 정답을 도출

하는 방식이다[7](IRQA). 이러한 IRQA 방식에서는 검색 모델

의 성능이 뒷받침 되어야만 질의응답 시스템이 제대로 응답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Dense retrieval 검색 모델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검색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될 수 있었다[2, 3, 4].

한편 다중추론 질의응답에서의 검색 모델은 질문과 이전

에 가져온 문서들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다음 문서 후보군을

가져와야 한다(Recurrent Retrieval). 이전 연구들에서는 TF-

IDF와 같은 키워드 매칭 검색으로 얻은 초기 소규모 후보군에

정답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가정 하에 위키피디아 그래프, 지

식베이스, 엔터티 링킹 등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서로부터 다음

문서 후보군을 얻는 추론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다[8, 9, 10].

반면 최근의 다중추론 Dense Retrieval 연구에서는 초기 문

서 후보군과 다음 문서 후보군을 MIPS로 얻는 것이 특징이

다. 관련 연구로는 위키피디아 문장으로부터 생성된 pseudo

브릿지 질문을 이용한 사전학습 태스크 연구와[5] 파인튜닝 태

스크를 통해 학습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6], 중요도에 비해

지금까지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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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전학습 예제의 생성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상에서 오픈 도메인 다중추론을 위한

Dense Retrieval 모델의 사전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식 베이스, 엔터티 링킹, 개체명 인식모듈을 비롯한 다른 서

브모듈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중추론 Dense Retrieval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3. 제안 방법

본논문의검색모델은주어진다중추론질문 x에대해, time-

step t에가져온단락 pt의단락열 Pseq = {p1, p2, p3, ...}확률을
일반적인 순서열 모델링과 동일하게 정의한다(식 1).

P (Pseq|x) =

t∏
t=1

P (pt|q, p1, ..., pt−1). (1)

모델은 time-step t마다이전에가져온문서들에기반하여새로

운 쿼리 벡터를 생성하고 전체 코퍼스에서 다음 문서를 MIPS

를 반복적으로 검색한다(식 2).

P (pt|q, p1, ..., pt−1) =
esim(pt,qt)∑
p∈C e

sim(p,qt)
,

where qt = g(q, p1, ..., pt−1) and p = h(pt).

(2)

여기서 다음 질문을 인코딩하는 g와 문서 인코더 q는 사전학습

된 한국어 RoBERTa[11]를 사용했으며, g의 입력은 모두 이어

붙여 입력된다.

3.1 훈련 목표

다중추론 질의 응답의 검색 모델은 검색 모델은 1) 질문 안

에 나타난 엔터티의 일부 설명만으로도 연관되어 있는 엔터티

문서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은 IR(Information

Retrieval) 모델들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또한 2) 반복적인 검

색 시에 질문 인코더 g는 다중 추론 시 이어붙여진 문서들을

이용해문서를가져올수있어야한다.본논문에서는이러한다

중추론 검색의 특징에 기반해서 사전학습 태스크를 설계했다.

3.2 사전 학습 예제 생성

본 논문의 사전학습 예제는 엔터티가 표시된 문서 집합 C를
바탕으로다음과같은구성요소들을이용하여생성된다(Figure

1 참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위키피디아 문서들을 사용하고

있다.

• 시작 문서 pinit = {sinit0 , sinit1 , ..., sinitn }
• 다음 문서 pnext = {snext0 , snext1 , ..., snextk }
• 시작 질문 qinit = sa, where sa ∈ pinit

• 다음 질문 qnext = [bos]+sa +[eos]+ concat(pnext)+ [eos]

여기서 s = {w0, w1, ..., wn}는 문서 내 문장 토큰열을 나

타내며, 두 문서는 pinit −→ pnext 링크가 있는 경우이다.

ICT[2]와 유사하게 sa는 선택될 때 각각의 문서 pinit에서

pop 될 것인지 임의의 확률로 결정한다. 생성된 예제들은

(pinit, pnext, qinit, qnext)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3.3 사전 학습 태스크

Linit = − log
esim(p

+
init,q)∑

p∈B e
sim(p,q)

, Lnext = − log
esim(pt,qt)∑
p∈B e

sim(p,qt)

(3)

L = Linit + Lnext (4)

본 논문의 사전 학습 태스크는 시작 질문을(qinit) 생성한 문서

(pinit)를 찾는 태스크와 확장된 질문 (qnext)를 이용해 링킹된

문서(pnext)를 찾는 태스크(식 3) 두가지로 구성되며, 훈련은

In-batch native 설정에서 진행했다.

3.4 파인튜닝 태스크

Linit = − log
esim(p

+
init,q)∑

p∈C e
sim(p,q)

, Lnext = − log
esim(pt,qt)∑
p∈C e

sim(p,q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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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init + Lnext (6)

본 논문에서는 파인튜닝 시 시작 질문과, 시작 문서, 답변이

있는 다음 문서가 주어지는데 정답 시작 문서를 질문과 이어

qnext를 구성하고, 시작질문을 qinit로 사용했으며, 손실함수는

사전학습과 동일하나 검색대상이 전체 문서인 점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다중추론 사전학습을 통해 문서의 임베

딩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기 위해 파인튜닝 시에는

문서 인코더를 고정시키고 쿼리 인코더만 학습했다.

3.5 추론

arg max
Pseq

P (Pseq|x) =
t∏

t=1

P (pt|q, p1, ..., pt−1). (7)

추론 시에는 앞서 정의한 식 1에 기반하여 인코딩 된 전체 코퍼

스를 이용하여, 질문에 필요한 문서열을 가져온다. 모든 Pseq

를 탐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상위 k개의 n-hop

문서들로부터 상위 k개의 n+1-hop 문서들에 대한 확률을 측

정한다.

4. 데이터 셋

4.1 사전학습 데이터 셋

사전학습 시에는 [12]에서 사용한 한국어 위키피디아 단락

87만개를 사용하였다.

4.2 다중추론 질의응답 데이터 셋

파인튜닝 시에는 다중추론 데이터 셋으로 [12]에서 생성한

한국어 다중추론 QA 데이터 셋을 사용했으며 통계는 표 1와

같다. 이 데이터 셋은 위키피디아를 이용하여 브릿지 질문과

정답 문서열로 구성된 dev, test 셋을 구축한 후 train 셋은

KorQuAD[13]의 두 질문을 결합해 자동구축한 데이터 셋이다.

표 1. 다중추론 질의응답 데이터 통계

Train Dev Test

50708 500 1000

5. 실험 설정

본 논문은 사전학습이 끝난 인코더를 기반으로 파인튜닝을

진행하고 성능을 측정했다. 문서쌍 열의 길이 2 설정을 사용하

고 있으며 실험 시 1hop Topk의 경우 [12]와 동일하게 250을

사용했다. 또한 평가 방법은 [12]와 동일하게 랭킹된 문서쌍의

나열에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로 측정했다(Hits@k).

6. 실험 결과

표 2. 실험 결과

Model Hits@5 @10 @20 @100

HopRetriever[12] 74.6 80.6 84.7 -

MDR[6] 39.2 46.9 55.1 70.5

Model 39.8 49.9 60.1 79.7

Model + Link 38.6 49.3 60.0 80.1

여기서 표 2의 Model + Link는 처음 가져온 문서로부터 다

음 문서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위키피디아 링크로 제약한

것이다. [12]에서 사용한 모델은 위키피디아 링크 정보를 사용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링크 제약의 사용은 성능에 큰 영향

이 없었다. 표 2을 보면 제안한 모델은 전체 탐색공간의 크기가

870000 * 870000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중추론이 가능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제안한 모델은 파인튜닝 데이터만을 이용해

문서, 질문 인코더를 얻는 MDR[6] 비해 문서 임베딩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HopRetriever

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여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습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상에서 오픈 도메인 다중추론을 위

한 Dense Retrieval 모델의 사전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한국어

데이터 셋에서 이전 방법과의 성능을 비교 측정하여 학습 방

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지식 베이스, 엔터티 링킹,

개체명 인식모듈을 비롯한 다른 서브모듈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중추론 Dense Retrieval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차후 사전학습, 파인튜닝 방법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검색 성

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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