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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질문: 전북대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교야?
답변: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입니다.

검색기

뉴럴 신경망 거짓 (Negative)
진실: (Positive)

• 최근 인터넷 공간 상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실 확인 연구 (Fact Verification)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전북대학교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국립대학교라는 잘못된 답변을 탐지하여 거짓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 본 연구는 NLI 데이터 집합을 자동 증강하여 학습한 언어 모델을 기반 그래프 기반 추론 및 계층적 구조 어텐션
결합 모델을 이용한 사실 확인 연구를 제안한다.

그림 1. 사실 확인 시스템 예시



2. 한국어 위키피디아 말뭉치를 이용한 NLI 데이터 집합 자동 구축

1. 한국어 위키피디아 말뭉치로부터 트리플 (Triple) 을 수집하고 주제 (Subject), 개체 (Object) 가 존재하는
문장들로 필터링

2. 주제와 개체가 같은 문장이라면 얽힘 (Entailment), 다르다면 모순 (Contradiction) 으로 레이블링

3. KoSentenceBERT [1] 을 이용하여 수집된 문장 1과 2 간의 유사도를 통하여 추가 필터링을 진행

[1]. https://github.com/BM-K/KoSentenceBERT-SKT

위키피디아 트리플 수집 트리플이 존재하는 문장들만으로 필터링

위키피디아 트리플 문장 예시

문장: 기하학에서, 코사인 법칙(cosine法則, )은 삼각형의세변과
한각의코사인사이에성립하는정리이다.
Subject: 코사인 법칙
Object: 삼각형

문장: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두 변과 그 사잇각을
알 때 남은 한 변을 구하거나, 세 변을 알 때 세 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Subject: 코사인 법칙
Object: 삼각형

수집된 문장 1 수집된 문장 2



3. 계층적 구조 어텐션과 그래프 신경망 추론을 결합한 사실 확인
뉴럴 모델

Encoder (RoBE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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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델 구조도



3. 계층적 구조 어텐션과 그래프 신경망 추론을 결합한 사실 확인
뉴럴 모델
배경
주장과 𝑘개로구성된증거문장을각각 𝑐, 𝑒 일때 𝑒 = 𝑐 ⊕ 𝑒! , ⋯ , 𝑐 ⊕ 𝑒" 라할수있다.

계층적 구조 어텐션
앞의수식으로부터얻은표상으로멀티-헤드 집중 (Multi-head Attention) 연산을 한다.

(𝐻# = 𝑀𝐻𝐴 𝑄 = 𝐻#, 𝐾 = 𝐻#, 𝑉 = 𝐻#
/𝐻#, %&' = 𝑀𝐻𝐴 𝑄 = (𝐻#, %&' , 𝐾 = (𝐻#, %&' , 𝑉 = (𝐻#, %&'

그래프 신경망 추론
𝐻( = /𝐻#", %&'

( , ⋯ , /𝐻##, %&'
( 의 Self-loop 를 추가한완전연결그래프를구성한다.

주장과 증거 표상 간의 결합

언어모델에입력으로넣음으로서증거와주장에대한표상을얻음

𝑽 = 𝑽𝒉; 𝑽𝒈 로MLP 연산을진행



4. 데이터 집합 및 언어 모델
• 데이터 집합

• 데이터 집합은 [1]에서 자동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평가의 경우 수동으로 구축된 데이터로
진행되었다.

• 학습 데이터의 경우 17,979개, 수동 구축 평가 데이터는 213개로 구성되어있다.

• 언어 모델
• 언어 모델의 경우 한국어 RoBERTa [2, 3] 를 사용하였다.

[1]. 이종현, 나승훈, 신동욱, 김선훈, and 강인호, “Hypercolver 를 이용한한국어 fact 검증을 위한자동데이터생성,” HCLT, 2021. 
[2]. 민진우, 나승훈, 신종훈, and 김영길, “Roberta 를 이용한한국어자연어처리: 개체명 인식, 감성분석, 의존파싱,” 한국정보과학회학술발표논문집, pp. 407–409, 2019. 
[3]. RoBERTa: A Robustly Optimized BERT Pretraining Approach [Liu et al, ‘19]



5. 실험 결과

• 제안된 모델은 F1 점수 79.21 로 MLA, GEAR, KGAT [1, 2, 3]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 더불어 자동 구축한 NLI 데이터 집합으로 학습한 언어 모델 (w/ entailment) 을 사용하였을 때 일관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1]. A Multi-Level Attention Model for Evidence-Based Fact Checking [Kruengkrai et al, ‘21]
[2]. GEAR: Graph-based Evidence Aggregating and Reasoning for Fact Verification [Zhou et al, ‘19]
[3]. Fine-grained Fact Verification with Kernel Graph Attention Network, [Liu et al, ‘20]



6. 결론

• 한국어 위키피디아 말뭉치를 이용한 NLI 데이터 집합 자동 구축을 통하여 언어 모델의 얽힘/모순을 분류하는
표상을 효과적으로 보강하였다.

• 계층적 구조 어텐션과 그래프 신경망 추론의 이점을 결합한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F1 79.21 로 기존의 계층적 구조
어텐션 또는 그래프 신경망 추론만을 사용한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