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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개요
– 최근 사실 검증(Fact Verification) 연구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 영어권에서는 [1]을 데이터 집합으로 사용 중임.

– 한국어의 경우:
• [7], [8]은 BART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 Claim 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 하지만 생성 모델의 특성상 많은 노이즈
가 존재함.
또한, 사람 평가(Human Evaluation)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퀄리티의 한계가 존재함.

• 연구 개요

– [10]은 Perplexity (PPL)을 이용한 Few-Shot 사실 검증 연구를 제안함.
• PPL을 확장한 Evidence-Conditioned PPL을 연구에 사용함.

– 본 연구에서는 Evidence-Conditioned PPL을 확장한 PPL을 이용하여 언어 모델의 지식
(Knowledge)만을 이용한 Zero-Shot 사실 검증 연구를 제안함.

• 제안 방법
– 증거 기반 PP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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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 기반 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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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및 Claim 기반 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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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기반 Claim 기반 PPL 뿐만이 아닌 Claim 기반 증거 PPL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기존 [10]
을 확장함.

• 실험 결과

– 평가 데이터 집합은 100개로 한국어 위키피디아 백과를 바탕으로 수동으로 구축함.
– RoBERTa[13](LM(Q+A)으로 미세 조정한 것보다 SKT-KoGPT2로 Zero-Shot 실험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줌.

• 결론
– [10]을 확장한 PPL을 바탕으로 Zero-Shot 사실 검증 연구를 진행
– 추후 연구
• 100 건의 적은 데이터를 보충
• RoBERTa 등, 다른 언어 모델로 Zero-Shot 사실 검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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