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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양한Masked Language Modeling을통해학습한사전학습모델들은질의응답시스템에서매우높은성능을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델들이 질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답을 예측하는 것인지, 혹은 질의
에 등장하는 특정 단어와 잘 나타나는 단어들을 기반으로 정답을 예측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사전학습 모델의 질의 이해 능력을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클레버 한스 테스트를 제안한다. 클레버 한스
테스트에서는의미적구조적,의도유무측면의여러질의변형이된데이터셋들이포함되어있다.본연구에서는클레버
한스테스트를통하여사전학습모델들이의미적으로달라진질의나의도가제거된질의를입력으로받아도성능이크게

떨어지지않는것을확인하였고모델의질의이해능력부족을실험적으로시사하였다.

주제어: 질의응답,질의분석,기계독해

1. 서론

질의응답시스템 (Question and Answering)에서는질의를올

바르게이해하는것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언어의여러특성

들이고려되어야한다.특히,고립어의특성을띠는영어에서는

엄격한 어순을 지키는 것이 질문의 의미를 전달하는데에 있어

서결정적인요소라고할수있다.예를들어그림 1의 Q2처럼,

문장 내에서 의미적으로 다른 역할 (Semantic Role) 을 지니고

있는 단어 Harry Potter와 Professor Snape의 위치를 바꾸게 된

다면,해당질의는이전과전혀다른의미를가지게되고질문에

대한 답도 달라지게 된다. 질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다른

중요한요소는질문이가지고있는의도를파악하는것이다.질

문이 함의하고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답변이

요구되는지와직결되기때문에,질의응답시스템에서이러한정

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1 의 Q3-A3 질의응답

쌍을예로들면,의문사가 ‘blah’로대체되어질문자체의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답변을 하기 위해 의도를 다

시 묻게되는 것이 그 일례이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질의를 이루는 단어와 문장성분에 관한 규칙을

이해 하는 것이다. Q4는 단어들이 무작위로 섞여 있는 형태로,

문장을 이루는 언어의 규칙이 사라진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은

해당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이전의 질의

응답 시스템은 이러한 구문 및 문장을 분석하여 답을 도출하는

연구가등장하기도하였다 [1, 2].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https://www.pragnakalp.com/demos/

BERT-NLP-QnA-Demo

Human

Q1. Where did Professor Snape wake Harry Potter with his wand?

PTM

A1. In the classroom
A2. In the classroom 
A3. Professor Snape was sleeping
A4. In the classroom
A5. Professor Snape was sleeping

Q2. Where did Harry Potter wake Professor Snape with his wand?

Q3. Blah did Professor Snape wake Harry Potter with his wand?

Q4. Harry Snape his Potter want did Where with wake wand? Professor

Q5. wake did Harry Potter Blah Professor his wand? Snape with 

[Passage] Yesterday, Harry Potter fell asleep during Professor Snape’s
class. Professor Snape wakes Harry Potter with his wand in the
classroom and gave him detention after class at his office. When Harry
Potter arrived, Professor Snape was sleeping so Harry Potter wakes him
up with his wand.

A1. In the classroom
A2. In the office
A3. Where? When? How?
A4. I don’t understand
A5. I don’t understand

그림 1.클레버한스테스트의필요성. Q2 - Q5는 Q1의기존질

의를 변형한 형태이고, 각각의 질의는 의미역 (Q2), 의도 (Q3),

구문과의미규칙 (Q4),그리고의미역,의도,구문과의미규칙을

(Q5) 각각 변형한 형태이다. 위의 사전 학습 모델에 대한 답은

지문과질의를입력으로넣었을때사전학습 BERT *의답을가

져온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질의응답 태스크에서 대용량 말뭉치

와 Masking 기법을 이용하여 학습한 사전 학습 모델들은 최근

좋은성능을보여주었다 [3, 4, 5, 6, 7].하지만그러한성능향상

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의 질의 해석 과정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위하여 Masked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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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설계 변형한특성 규칙 예시

Original - 변형규칙적용하지않음
What is it called when a cell converts oxygen and

carbohydrates into carbon dioxide, water, and energy?

SRLswitch 의미역
문장내에있는의미역기반논항들의위치를

서술어를고정한후자리를바꿈

What is it called oxygen and carbohydrates when converts

into carbon dioxide, water, and energy a cell ?

WH2BLAH 의도
WH의문사들을 ’blah’로바꾸어

질문의의도를제거함

blah is it called when a cell converts oxygen and

carbohydrates into carbon dioxide, water, and energy?

RAN 구문,의미규칙 단어의순서를무작위로섞음
into and and called dioxide, when converts energy?

it a oxygen is carbon cell What carbohydrates water,

WH2BLAH+RAN 구문,의미규칙,의도
WH의문사들을 ’blah’로바꾸고

무작위로단어의순서를섞음

into and and called dioxide, when converts energy?

it a oxygen is carbon cell blah carbohydrates water

표 1.클레버한스테스트를구성하는질의들의변형유형예시.밑줄친단어는문장의술어를의미함

Modeling (MLM)기반사전학습언어모델들이어느정도로문

장 내부의 구문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진행된 바 있지

만 [8, 9] ,그럼에도불구하고모델이질의응답시스템에서같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고르는 것인지 혹은 질문의 구문을 제대

로이해하였는지에대한의문은여전히남겨져있다.

본논문에서는,질의응답시스템에서MLM기반사전학습모

델들이질의에대한정확한이해를하고있는것인지,혹은해당

질의에 나온 특정 단어를 보고 정답을 예측하는 것인지에 대한

클레버 한스 [10] 테스트를 제안한다. 한스는 당시 인간의 말을

잘이해하고수학문제를잘푸는천재말이라고알려졌으나후

에사람들의반응을통해답을맞추는것이밝혀진말이기에질

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답을 맞춘 전형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험 및 방법론이 모델이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

했는지 알 수 있는 테스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클레버 한스

테스트라고 명명하였고, 이를 통하여 MLM 기반 사전 학습 모

델이질의에대한정확한이해가부족하다는것을보인다.

2. 관련연구

2.1 의미역결정 (Semantic Role Labeling)

의미역결정은자연어문장이들어왔을때, ‘누가누구에게어

떤 것을 하였는지’ 에 대해서 태깅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있다.즉,하나의문장에서특정단위가행위주역 (agent),경

험주역 (experiencer),대상역 (theme),도구역 (instrument)등을

포함한여러역할들중어떤의미역을맡고있는지에대해서파

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1]. 본 논문에서는 의미역 결정

분석을 이용하여 적대적 사례들로 데이터를 재정의하였고, 클

레버한스테스트에포함하였다.

2.2 사전학습언어모델

최근자연어처리에서트랜스포머 [12]기반사전학습언어모

델이높은성능을보이고있다.대표적인 BERT [3]모델의경우

트랜스포머기반양방향모델이며문맥파악을위한Masking기

법과문장간의연결성을파악하는 Next Token Prediction (NSP)

기법을기반으로대용량데이터를사전학습하였다. BERT학습

에사용된MLM Task는자연어이해를위한맥락파악에효과적

이지만, 두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번째로 15%에 대해서

만 정적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모든 맥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동적MLM을제안한 RoBERTa

[4]가 등장하였다.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subword 단위로 mask-

ing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한 단어를 이해하는데 한계

가있어 BERT-wwm [13]이개발되었다. BERT-wwm의경우하

나의완전한단어에대해서 masking을진행하기때문에정확한

단어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맥

락파악을 위한 다양한 masking 전략들을 적용한 대표모델들을

선정하여성능비교를진행한다.

3. 클레버한스테스트

본연구에서는질의의특성을변형한질의응답데이터셋을이

용하여사전학습언어모델에서클레버한스현상이일어나는지

에대해서분석한다.이러한변형된질의를입력받았을때,사전

학습 언어모델이 정답을 그대로 예측하는지, 혹은 다른 선지를

예측하는지확인할수있다.표 1는해당변형사안에대한예시

들을보여준다.

SRLswitch 의미역 결정은 질문 내에 있는 술어와 논항 내부
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의미역 분석의 결과는

질의의의미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기때문

에,이를기반으로 SRLswitch변형을제시한다. SRLswitch먼저

의미역을사전학습모델[14]†로문장에라벨링한뒤,술어의위

치를 기준으로 논항들을 무작위로 섞어 문장을 재구성한다. 결

과적으로술어는고정되어있지만논항들이바뀌어있는질의들

을얻게되어의미적으로다른문장이형성된다.

WH2BLAH “What”, “Where”, “Who”, “When”, “Which”,

“Why”, “Whose”, “How” 를 포함하는 WH 의문사들은 대부분

질의에서 어떤 정보를 원하는 지에 대해서 명시적인 의도를 함

†https://docs.allennlp.org/models/main/models/

structured_prediction/predictors/s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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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SQuAD 1.1 (EM / F1) SQuAD 2.0 (EM / F1) OpenBookQA (Acc.)

L1 L2 L3 ∆% L1 L2 L3 ∆% L1 L2 L3 ∆%

Original 83.4 / 90.4 84.0 / 90.6 84.2 / 91.7 - 79.1 / 86.1 80.2 / 86.9 79.0 / 86.3 - 59.6 61.2 66.6 -

SRLswitch 83.0 / 90.2 84.5 / 90.9 84.9 / 91.5 +0.4 / 0.0 75.9 / 82.7 78.8 / 85.2 77.9 / 85.5 -2.4 / -2.2 56.8 58.2 65.8 -3.5

WH2BLAH 81.9 / 89.1 83.6 / 90.3 83.5 / 90.8 -1.0 / -0.9 75.2 / 82.7 75.9 / 83.0 78.1 / 85.4 -3.8 / -3.1 59.8 57.8 67.4 -1.3

RAN 80.4 / 88.0 81.9 / 88.7 82.1 / 89.5 -2.8 / -2.4 74.9 / 81.5 77.2 / 83.8 75.2 / 83.1 -4.5 / -4.2 56.8 56.8 62.2 -6.2

WH2BLAH+RAN 79.0 / 86.4 80.8 / 87.7 80.8 / 87.9 -4.4 / -3.9 70.5 / 77.6 71.1 / 77.8 72.0 / 84.4 -10.3 / -7.5 54.6 59.0 61.8 -6.4

표 2.질의응답태스크에대한언어모델의클레버한스테스트결과 L1, L2, L3은각각 BERT, BERT-WWM [3], and RoBERTa [4]를

의미한다. ∆%는평균증감%p을나타낸다.

의하고 있다. WH 의문사들을 ‘blah’로 변경하게 되면, 해당 질

의는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모호해지게 되고, 답변을 맞추기

어려워진다.기존의문장은품사태깅‡을통하여 WDT, WP, WP$,

and WRB의품사를가지고있는단어들은 ‘blah’로바꾸어변형

을진행하였다.

RAN본연구에서는질의의구조적인규칙을지키지않는문
장을 만들기 위하여, 단어들을 무작위로 섞어서 문장을 변형하

였다. 이를 통해 구조적 규칙을 어긴 질의를 획득할 수 있고, 사

람이 보아도 무슨 뜻인지 거의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을 만들게

된다.

WH2BLAH+RAN위의변형들과더불어, RAN과WH2BLAH

를동시에적용한변형질의들도추가로처리하였다.이를통해,

의도가제거된동시에의미적,구조적규칙을지키지않는질의

를획득하였다.

4. 실험

4.1 실험설계

본 클레버 한스 테스트를 이루는 질의응답 태스크로는 먼저

지문에서답을찾을수있는데이터셋인 SQuAD 1.1 [15]과지

문에서답을찾을수없는경우가포함된 SQuAD 2.0 [16]를선정

하였다.또한,질의에대한답을풀기위해서외부지식이필요한

경우인 OpenBookQA [17]를선택하였다.표 3에는각데이터셋

의통계량을나타낸다.

본연구에서제안한질의이해검사,즉클레버한스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용량의 사전 학습 모델들인 BERT, BERT-

WWM,그리고 RoBERTa를선택하였다.각모델들은다양한자

연어 처리 태스크들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델들이며,

각각 다른 마스킹 기법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미세 조정 학습

시에는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사

용하였으며,그에대한자세한정보는표 4에서확인할수있다.

‡https://www.nltk.org/

데이터셋 분류 Original WH

SQuAD 1.1
Train 87,599 82,693 (94.39%)
Val 10,570 10,103 (95.58%)

SQuAD 2.0
Train 130,319 123,816 (95.00%)
Val 11,873 11,465 (96.56%)

OpenBook QA
Train 4,957 2,337 (47.14%)
Val 500 217 (43.40%)

표 3.데이터셋통계.맨마지막열은각데이터셋에서WH의문

사가포함된비율을의미한다.

데이터셋 모델 Batch size Learning rate
Max Sequence

Length

SQuAD 1.1
BERTLarge 12 3e-5 384
BERT-WWMLarge 12 3e-5 384
RoBERTaLarge 12 3e-5 384

SQuAD 2.0
BERTLarge 12 3e-5 384
BERT-WWMLarge 12 3e-5 384
RoBERTaLarge 12 3e-5 384

OBQA
BERTLarge 4 1e-5 256
BERT-WWMLarge 4 1e-5 256
RoBERTaLarge 64 3e-5 256

표 4.각데이터셋별로미세조정시사용한하이퍼파라미터.질

의응답미세조정시,본연구에서는 β1 = 0.9 and β2 = 0.999의

Adam [18]를사용하였다.또한, linear decay learing rate scheduler

를사용하였다.

4.2 실험결과및분석

표 2 에는 각 데이터 셋 별로 세 가지의 다른 MLM 기법을

가지고있는언어모델들의성능을보여주고있다.질의응답태

스크에 대한 언어 모델의 클레버 한스 테스트 결과 L1, L2, L3

은 각각 BERT, BERT-WWM [3], and RoBERTa [4]를 의미한

다. 먼저 데이터와 모델에 관계 없이 RAN과 WH2BLAH+RAN

의경우에는세모델모두성능이하락한것을볼수가있다.특

히 의미와 구문 규칙을 어기고 의도도 제거된 경우에는 비교적

크게하락한것을확인할수있다.그러나, SRLswitch처럼질의

에서의미역이교체되거나, WH2BLAH 처럼의도가제거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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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그보다성능이크게하락하지않은모습을볼수가있

다.또한, SQuAD 1.1에서 Original이제일좋은점수를기록하지

않지 않은 모습과 OpenBookQA에서 의도가 제거된 질의에서

BERT와 RoBERTa 가 제일 성능을 보였다. 이는 결국 질의의

의미가 크게 바뀌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질의에 대한 답을 큰 비중으로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전학습 모델이 질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질의와 비슷한 구조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와 자주

나타나는 단어를 정답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

론적으로 사전 학습 모델들이 다양한 질의 응답 태스크들에서

좋은 성능을 얻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질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것이 아님을 실

험적으로 제안하며, 언어 모델이 얼마나 질의 이해가 뛰어난지

확인할수있는클레버한스테스트를제시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클레버 한스 테스트를 여러 질의 변형을 통해

구성하고,클레버한스현상이질의응답시스템에도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클레버 한스 테스트에서 질

의 내부의 의미역이나 의도가 변경되었을 때 실험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않은것으로확인할수있다.그러므로현재사전학습

모델들은 사람 처럼 질의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답을 찾는것

이아니므로,이에대한모델적개발및연구제고가필요하다는

점을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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