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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실검증(Fact verification)문제는문서검색(Document retrieval),증거선택(Evidence selection),증거검증(Claim

verification)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사실 검증 모델들의 주요 관심사인 증거 검증 단계에서 많은 모델이 제안되

는 가운데 증거 선택 단계에 집중하여 강화 학습을 통해 해결한 모델이 제안되었다. 그래프 기반의 모델과 강화 학습

기반의사실검증모델을소개하고각모델을한국어사실검증에적용해본다.또한,두모델을같이사용하여각모델의

장점을 가지는 부분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모델의 성능과 증거의 구성 단위에 따른 성능도 비교한다.

주제어: 사실 검증,강화 학습,그래프 신경망

1. 서론

사실 검증 문제(Fact verification)는 우리가 정보를 습득할

때의 문서 검색, 증거 탐색, 추론과 같은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

라 구성되어있다. 해당 문제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 자동으로

사실 검증해 현대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생성되는 인터넷을 이

용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환경을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사실검증문제의모델은사전학습언어모델을포함한

그래프 기반, 다중 레벨 Attention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

지만[1, 2, 3, 4] 문서 검색, 증거 선택 단계는 타 논문의 증거를

사용하는 등 소홀해지고 있다. 하지만 강화 학습을 활용하여

증거 선택 단계에 집중하여 사전 학습 모델을 미세조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성능을 보여준 모델이 제시되었다.[5]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Transformer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된

사실 검증 모델, 강화 학습을 활용한 모델 두 가지를 소개한 후

두모델을구축한한국어사실검증문제에적용해본다.단순한

적용문제에서더나아가각모델의장점을결합하였을때의성

능 비교 및 증거 구성을 단락, 문장으로 각각 구성하였을 때의

성능 비교를 해본다.

2. 관련 연구

2.1 사실 검증 문제

사실검증문제는주장또는질의가주어질때그와연관된문

서검색(Document retrieval),구한 연관 문서에서 주장을 뒷받

침하는 증거 선택(Evidence selection), 선택한 증거와 주장문

과증거를통해증거의사실여부를판단하는증거 검증(Claim

verification) 3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서 검색

방법에서 DPR(Dense Passage Retrieval)[6]을 이용한 문서 유

사도를 통해 유사 문서를 찾는다. 증거 선택은 TF-IDF 등의

유사도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 검색된 문서에서 증거 문장

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증거 검증은 그래프 기반으로 한 모

델[1, 2, 3]을 이용해 증거 사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중 레벨

Attention을 활용한 방법[4]등을 이용하여 증거를 통한 사실,

거짓 여부를 예측한다.

최근 해외에서는 사실 검증을 위한 FEVER 데이터 세트[7]

가 구축되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한 사실 검증 3단계를 자동화

하여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2 강화 학습

강화 학습은 환경과 객체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맞춰 객

체의 행동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로 심층 신경망을 결합한

DQN(Deep Q-Network)모델이 여러 Atari 게임에서 좋은 성

능을 보여주고 있으며[8] 그 뒤에 DQN 모델에서 행동과 평가

를 분리해 행동 가치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한 DDQN(Double

Deep Q-Network) 모델이 제안됐다[9]. 연속적이고 고차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DQ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함

수의경사하강법을활용한 DDPG(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같은 방법도 제안되었다[10].

3. 사실 검증 문제 모델

3.1 Transformer-XH

Attention 구조로 이루어진 Transformer[11]는 복잡한 그래

프 구조를 처리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여, Transformer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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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ransformer-XH을 이용한 사실 검증

조에 그래프 구조를 결합한 Transformer-XH[1]가 제안되었다.

먼저 각 증거와 주장을 결합하여 하나의 노드로 구성한다.

각 노드를 모두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그래프 X를 구성한다(재

귀는 존재하지않음)

모델구조는다음과같이설계된다. Transformer의 Encoder

구조를기반으로구성은 BERT[12]를따르고마지막 N개의층

에 GAT(Graph ATtention)[13]방법을 이용하여 (s)(분류 토

큰)의 은닉상태를 각 노드별 분류 토큰의 정보를 반영한 은닉

상태(s)′을 구한 후 (s)와 (s)′을 합친 은닉 상태를 선형층을

통과시켜 (s)와 차원을 맞추고 다음 층의 입력으로 활용한다.

마지막 계층의 출력 결과중 (s)토큰의 은닉상태를 각각 1, 2

차원으로 사상하는 선형 층을 통과시켜 1차원의 은닉상태 A,

2차원의 은닉상태 B를 얻는다.

그 후 다음과 같이 학습이 진행된다.

H = Transformer-XH(X) (1)

p(s|x) = Softmax(A)(A = linear(Hn
(s))) (2)

p(y|x) = Softmax(b)(b ∈ B,B = linear(Hn
(s))) (3)

P (y|X) =
∑
X

p(s|x) ∗ p(y|x) (4)

y : Claim의 사실 라벨

Hn
(s):XH 모델을 통과한 (s) 토큰 은닉 상태

p(s|x) : 어떤 노드가 정확한 증거일 확률

p(y|x) : 각 노드별 사실 거짓 확률

1. (2)에서 각 노드의 사실 관계 라벨의 확률을 계산한다.

2. (3)에서 각 노드가 정확한 증거일 확률을 계산한다.

3. (4)에서 각 노드가 정확한 증거일 확률,사실 확률을 모두

고려해 최종 확률을 구한다.

모델의학습은 A의은닉상태값을확실한증거는 1로수렴하

도록, 확실하지 않은 증거는 0으로 수렴시키도록 하는 Binary

Cross Entropy오차와 (4)의 예측값과 라벨의 Cross Entropy

오차를 더한후 오차 역전파를 통해 모델을 학습시킨다. 평가시

모델의 참/거짓 판단 여부는 (4)로 진행한다.

전체적 구조는 그림1을 따른다.

3.2 DQN 기반 사실 검증 모델

[5]에서 제안된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강화 학습을 위한 환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상태 : S = (Claim,Ê,ŷ) (Ê : 선택된 증거 ŷ : 예측 라벨)

• 행동 : S 에서 문장(a) 선택 (S : 검색 문서의 문장 집합)

• 전이 : Êt + a→ Êt+1(Ê ⊂ S)

• 보상(+1) : (ŷ = y) ∧ (∃E ∈ E : at ∈ E)

• 처벌(-1) : (ŷ 6= y) ∧ (|Êt+1| = K) (K : Ê의 최대 크기)

E : 확실한 증거 집합, y : Claim의 사실 관계 라벨

보상, 처벌 이외 상황은 보상 +0

S는 각 주장별 사실 거짓 두 경우 모두 생성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을 이용해 ’주장’과 ’주장과 증거를 결합한

문장’을 각각 인코딩한다.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은 동결상태로

혹은 인코딩 결과물 캐싱을 통해 학습 방지)

인코딩 된 주장, 증거 결합문을 Transformer 구조를 이용

해 모든 인코딩 상태가 반영된 은닉 상태를 얻는다. 다음으

로 Attention 구조를 활용해 Claim을 query로 모든 상태가

반영된 은닉상태를 key/value로 하여 Attention 결과를 얻는

다.(Transformer-LSTM , Attention-Transformer 교체 가능)

얻은 결과와 선형층을 통과한 Claim의 은닉상태를 Atten-

tion 결과에 붙인 후에 Q값을 구하는 선형 층을 통과하여 행동

(문장 선택)에 따른 Q값을 얻는다.

Q값 및 보상, 처벌을 통한 학습은 DDQN[9]방법을 사용하

되 이때 재현 메모리는 저장된 전이상태의 우선도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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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QN 기반 사실 검증 구조도

재현하도록 하는 PER(Prioritized Experience Replay)[14]을

이용한다.

[5]에서 FEVER[7]는 정보 불충분 라벨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단계에몇가지추가적방법을사용했지만,본논문의데이

터는정보불충분라벨이없어평가시 Q값이가장높은결과를

예측 결과로 삼는다.

전체적 구조는 그림2를 따른다.

3.3 XH-DQN

먼저소개한두모델을각각의방법에따라학습을하여모델

을준비한후질문과답이주어지면다음과같은순서로모델을

통한 예측이 진행된다.

1. 주장이 주어지면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상위 5개의 관련도

를 가진 문서 선택.

2. 관련 문서에서 DQN 기반 모델을 통해 증거문을 선택(가장

높은 Q값의 증거 집합).

3. 선택된 증거문을 Transformer-XH 입력 구조에 맞춰 재구

성 후 평가를 진행.

전체적 구조는 그림3을 따른다.

그림 3. 통합 구조도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구축

FEVER데이터에서주장은하나의문장으로주어지지만[7],

논문에서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사실 검

증을 위해 주장문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대체한다.

또한 이전 연구[15, 16]에서 질문과 단답형 답변으로 이루어

진 데이터에서 사실 검증을 논의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단순한

단답형 답변이 아닌 자연스러운 문장 형식의 답변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두 답변의 차이는 아래 예시와 같다.

• 질문 : 화학식이 CO2인 유기화합물은 무엇인가?

• 단답형 답변 : 이산화탄소

• 질문 : 철쭉도 먹을수 있어?

• 문장형 답변 : 아니오 철쭉은 독이 있어 먹을 수 없습니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한국어 사실 검증 문제에 대한 데이터

가부족하여거대언어모델을통해생성했는데,생성은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증거 문장에서 질문의 대상이 될 만한 토픽을 추출

2. 추출된 토픽을 통해 질문을 생성

3. 질문과 증거를 통해 정답 답변을 생성

4. 정답 답변을 일정 비율만큼 오답으로 변경

해당 작업은 그림4의 형식처럼 구성된 few-shot 예시 샘플을

HyperCLOVA[17]에 입력으로 주고 결과를 얻는다.

그림 4. few-shot 예시

이를 통해 4689개의 학습용 데이터, 522개의 검증 데이터를

생성했다. 테스트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제작한 213개의 테스

트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증거를 사전 학습 언어 모델에 입력하는 구성은 [2]의 입력

구성을 변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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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s)+A+(/s)+문서제목+(/s)+증거+(/s)

(s) : 분류 토큰 (/s) : 문장 분리 토큰

의 형태로 구성한다.

4.2 구현

Transformer-XH와 DQN 기반 사실 검증 모델의 초 매개 변

수및전체적구현방법은해당논문의정보를참조하였다.[1, 5]

하지만 데이터 수의 차이 때문에 DQN 학습 시 재현 메모

리의 크기를 2000, 배치 크기를 32로 설정하고 정확한 증거가

학습 시 1개만 존재 하기에 최대 단어 집합은 3개로 설정했다.

두 모델의 기반 모델이 되는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은 한국어

데이터로학습된 RoBERTa로교체하여사용하였다.[18, 19]문

서 검색에는 한국어로 학습한 DPR 모델을 이용하고,[20] XH

모델의 증거 선택에는 TF-IDF 방법을 활용해 상위 5개의 문

장을 선택하였다.

4.3 추가 연구

구축한 테스트 데이터의 확실한 증거는 단락으로 구성했는

데,일반적사실검증연구는증거를하나의문장으로구성하기

때문에추가적으로단락단위증거구성을통해문장단위증거

구성과 비교한다.

문서 검색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문장 단위로 분절돼있어 단

락을 구성하는데 모호성이 있으므로 아래 2가지 방법을 이

용하여 단락을 구성하였다. 문서 검색의 결과의 문장 집합이

[s1, s2, s3, s4, s5, s6]라 가정할 때 (sn 은 하나의 문장)

• TF-IDF로 s4가 선택되었다고 가정시 주변 한 문장을 포함

하여 s3, s4, s5를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Ver1)

• 유사도 비교전 N-gram 과 유사하게 s1, s2, s3/s2, s3, s4 형

식으로 구성 후 TF-IDF로 검색(Ver2)

4.4 실험 결과 및 분석

표 1. 정확도 측정 결과

Dev Test

XH 93.66 60.56

DQN 85.44 57.27

XH-DQN 90.97 60.09

표 1은 모델별 성능 비교를 나타낸다. 개발 데이터에서는 정

확한증거가주어질때증거검증능력을확인하기위해정확한

증거포함문서,정확한증거문장을포함하여측정하였다.가장

좋은 성능은 XH 단독 모델이 보여준다.

DQN이구한정밀한증거를활용함에도 TF-IDF Top 5증거

문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표 2에서 오직 정확한 증거만

표 2. 증거문 정밀도에 따른 정확도

XH Dev

only Golden 93.80

2개 93.47

5개 93.66

사용하면 성능이 제일 높지만 정확한 증거 포함 증거의 수를 5

개에서 2개로 줄이면 오히려 성능이 소폭 하락하는 결과를 보

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증거 정밀도는 성능과 비례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흐름으로 XH-DQN

의 성능이 순수 XH보다 낮게 측정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DQN 단독 모델보다는 성능이 검증에서 +5.53 , 테스트에서

+2.82 만큼 좋아지는데, 이는 증거 선택 모델의 부족한 증거

검증 능력을 XH 모델이 보충함을 보여준다.

표 3. 증거문 정밀도에 따른 정확도

Dev test

XH(문장) 92.89 60.09

XH(Ver1) 93.66 59.62

XH(Ver2) 92.13 62.44

표 3은단락단위와문장단위의성능비교결과를보여준다.

검증 데이터에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Ver2방법의 단락

구성 방법이 테스트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단락 단위가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기에는 Ver1에서는 오히

려 성능이 하락한 결과가 나왔고, N-gram과 비슷한 방법을 통

해 단락을 구성하면 TF-IDF로 구한 결과가 문장 기준 Top1

근처에서 선택되는데 이에 따라 Top1(문장 단위 기준)의 문장

에 증거가 집중되어 성능의 향상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 두 모델을 결합하고 성능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장점을 결합했을 시 차이를 통해

단일 모델의 단점을 보강함을 확인하고, 증거의 단위별 성능

측정을 통해 증거의 단위에 따른 성능 변화를 확인했다.

하지만 FEVER 데이터 세트에 비해서 본 논문 실험에 사

용된 데이터는 크기도 많이 작고 HyperCLOVA를 통해 자동

생성되어 신뢰성이 낮아 추후 수동으로 구축한 대형의 데이터

세트가 구축되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인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증거의 정밀도와 성능은 단순 비례하지 않음을 확인했

는데 추후 증거의 정밀도와 성능의 관계 및 두 모델의 직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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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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