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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사회에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증가와 확산은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 허위·과장
정보의 확산이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이들을 자동으로 분류 및 판별하고자하는 Fact 검증 모델에

관한 연구 및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제작 및 배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한국어

Fact 검증을 위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좋은 성능을 보이는 openai 의 GPT-3

를 한국어 태스크에 적용시킨 HyperCLOVA 를 이용하여 한국어 Fact 검증 데이터 셋을 자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최신

Fact 검증 모델들에 적용하였을 때의 성능을 측정 및 분석 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사실 검증, Fact verification, Fact 검증, GPT-3, HyperCLOVA, 데이터 셋 구축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의 증가와 확산

은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1

인 미디어 혹은 1인 커뮤니티 라고도 불리는 SNS 의 특정상

어떠한 개인이라도 공적 발언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정보의 등장과 확산은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이러한 허위·과장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류 및 판별하고자하는 딥러닝 기반 자동 Fact 검증 모델에

관한연구와모델학습을위한데이터셋의제작및배포가활발

히이루어지고있다[1, 2].그러나아직국내에서는딥러닝기반

자동 Fact 검증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이 매우 부족한 상

황이다. 또한, Fact 검증 데이터를 구축한 기존 연구들[1, 2]은

사람이 수동으로 직접 데이터 셋을 구축 하였기 때문에 물적·
인적 자원이 상당히 소모되었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언어 모

델을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 셋을 자동으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들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최근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는 [3]의 트랜스포머(transformer)

구조를 사용한 언어 모델들의 상당한 발전이 있어 왔다. 이러

한 모델들 중 일부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와 관련 없이 대량의

말뭉치들을 이용해 사전 학습한 후, fine-tuning 을 통해 일부

태스크에서 놀라운 성능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들은 각 태스

크에 맞게 매번 fine-tuning 을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는 매번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 대용량의 라벨링된(labeled) 데

이터 셋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적은 수의 예제만으로 모델을 태스크에 적응시키려는 방

그림 1. 한국어 Fact 검증 데이터 자동 생성 절차: 그림의 왼

쪽은 TopicD 데이터 생성 절차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SumD

데이터 생성 절차를 나타낸다.

법인 메타-러닝(meta-learning)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었고, [4]의 GPT-2 에서는 사전 학습된 모델에 적응시키고

자 하는 태스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몇 개의 예제를 텍스트

형태로 넣어 주는 방식인 in-context learning 방법을 제안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몇몇 태스크에서 fine-tuning 을

수행한 모델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GPT-2 이후의 연구인 [5]의 GPT-3 모델은 GPT-2 모델 학습

시에 파라미터의 수, 데이터의 수, 학습 횟수를 크게 증가시켜

여러 태스크에서 fine-tuning 방식의 모델들을 넘어서는 놀라

운 성능을 달성했다. 이는 이전 연구인 GPT-2 의 in-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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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라벨링된

데이터 셋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6]에서는 GPT-3 를

한국어 태스크에 적용시키기 위해 대규모 한국어 말뭉치를 이

용해 학습한 HyperCLOVA 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6]

의 HyperCLOVA 언어 모델을 이용해 한국어 Fact 검증 데이

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학습 및 평가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에 중점을 두었으며, 결과적으로 총 세 가지(TopicE, TopicD,

SumD)의 데이터 생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각 데이터 생성 방

법은 질문 생성, 답변 변형 등의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각 단계들은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 태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대용량의 라벨링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상당이 어

렵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in-context learning 을 수행하는

HyperCLOVA모델을이용하여태스크에대한설명과몇개의

예제 샘플 만을 이용하여 각 단계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 관련 연구

Fact 검증 데이터 생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1]이다. [1]

에서는 영어 Fact 검증 데이터인 FEVER 데이터를 제안 및

배포 하였고 수동 데이터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였다. 그

러나, FEVER데이터는대부분 single-hop세팅으로제한되었

고 주장(claim)과 증거 문서(evidence document) 사이에 많은

단어들이 오버랩(overlap)되어 등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후에 [2]에서는이를해결하기위해대부분 2-hop에서 4-hop

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생성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였고 최종 데

이터셋을배포하였다.그러나이들은 Fact검증데이터를수동

으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소모 되었다는
단점이 있었고 [7]에서는 본 논문의 이전 연구인 [8]과 비슷하

게 BART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 Fact 검증 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축하고 Zero-shot Fact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BART 언어 모델로 생성된 데이터는 그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

고 단조롭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3. 한국어 Fact 검증 데이터 생성

본 논문에서는 자체 수집한 한국어 위키피디아 문서들을 이

용하여 한국어 Fact 검증을 위한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Fact 검증 데이터는 주장(claim), 증거

문서(evidence document) 두 가지로 구성된다. 여기서 주장은

어떠한새로운정보를담고있는한문장이상인텍스트를의미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답변을 요하는 질문(ques-

tion)과이에대한답변(answer)쌍(pair)을하나의주장으로써

다루었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 모델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용자 질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 질문에 대한 인공지

능 모델의 답변의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Fact 검증 모델의 활용

을 고려한 것이다. 생성된 Fact 검증 데이터는 SUPPORTED

혹은 REFUTED으로 라벨링 되며, SUPPORTED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 적절하고 증거 문서에 기반하였을 때 사실인 경우

에해당한다.반면 REFUTED는질문에대한정답이적절하지

않거나 증거 문서에 기반하였을 때 사실이 아닌 경우 혹은 확

인하고자 하는 사실을 증거 문서로부터 찾을 수 없는 경우(Not

enough information)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

터 자동 생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TopicD, SumD (그림 1))로

나뉘며 이 절에서는 데이터 생성의 각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3.1 TopicD

토픽 추출(Topic Extraction). 이 단계의 목적은 주어진

증거문장내에서질문의대상이될만한스판을얻어내는것이

다. 예시는 그림 2의 왼쪽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질문의 대상이

되는 토픽이란 지문 내에서의 장소, 시간, 원인, 결과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한다. 기존 연구 [8, 7] 에서

는 이 작업을 개체명(Named Entity)를 마스킹(Masking)함으

로써 수행하였지만, 개체명은 범위가 사람, 장소, 날짜 등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성되는 질문은 단순하고 그

유형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 작업은 기존의

뉴럴넷 기반 키워드 추출(key phrase extraction) 모델로 수행

되어질 수 있으나 실험 결과, 마찬가지로 얻어지는 키워드의

유형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뉴럴넷 기반 키워드 추출 모델은

이 단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HyperCLOVA 모델에 지문으로부터 토

픽을 추출하는 10개의 예시를 few-shot 으로 주어 수행하였다.

이는 HyperCLOVA 모델의 최대 입력 토큰 수를 고려하였을

때의 설정이다.

질문생성(Question Generation).질문생성단계의목적

은 토픽 추출 단계에서 얻어진 토픽을 이용해 질문을 생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픽은 이 단계에서 얻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다. 예시는 그림 2의 가운데에 나타내었다. 이 작업

또한 HyperCLOVA 모델을 이용하였고, 그림 2의 두 개의 예

시에서 화살표 위가 입력에 해당하고 화살표 아래가 모델의

출력에 해당한다. 같은 입력 문장이라도 토픽에 따라 생성되는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이전 단계에서 얻어

진 토픽은 질문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토픽 추출 단계를 건너뛰고 질문을 생성하는 실험도 진행 하

였지만, 이는 지문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을

생성하거나 질문의 유형이 한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HyperCLOVA 모델에 10개의 예시로 구성된 few-

shot 샘플들을 입력으로 주어 결과 질문을 얻어 내었다.

답변 생성(Answer Generation). 이 단계에서는 Hyper-

CLOVA모델을이용하여입력증거문장과질문으로부터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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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opicD: 그림의 왼쪽, 가운데, 오른쪽은 각각 토픽 추출, 질문 생성, 답변 생성 과정에 대한 예시를 나타낸다. 토픽 추출

단계와 질문 생성 단계 그림에서의 파란 글자는 토픽을 의미한다. 질문 생성 단계 그림에서는 같은 증거 문서로부터 토픽에 따라

서로 다른 질문이 생성됨을 나타내었다.

문장에 근거한 SUPPORTED 답변을 얻어 낸다. 결과적으로

얻어진 답변과 질문은 SUPPORTED 주장이 된다. 실험 도중

HyperCLOVA 모델은 사전학습 동안 학습한 지식을 이용하려

는경향을강하게보였는데,특히질문생성단계에서의오류로

지문에 등장하지 않는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이 생성되었을 경

우 사전 학습 단계에서 학습된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질문과 함께 증거 문장을 입력

으로 넣어 모델이 사전학습 동안 학습한 지식을 이용하지 않고

증거 문장 내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7개의 예시로 구성된 few-shot 샘플들이 사용 되

었다.

답변 변형(Answer Mutation). 답변 생성 단계에서 얻

어진 지문에 근거한 SUPPORTED 답변으로부터 REFUTED

답변을 얻어내는 단계이다. 예시는 그림 2의 오른쪽 아래에 나

타내었다. SUPPORTED 와 REFUTED 데이터 수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전 단계인 답변 생성 단계를 거친 50%의 데이

터만 답변 변형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단계에서 총

두가지방법을이용하여실험을진행하였다.첫번째로는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올바른 답변을 그대로 HyperCLOVA 모델의

입력으로넣어주었고,두번째로는이전단계의답변에서주어

를 제외한 답변을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 주었다. 이는 변형된

결과 답변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실험 결과, 주어를

포함한 경우에는 원 문장에서 일부 단어가 변경된 문장을 얻어

낼 수 있었고 주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어를 포함했을

때의 결과와 그 성격이 매우 다른 변형된 답변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예시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주어를포함한답변변형으로부터생성된데이터셋을 TopicE,

주어를 포함하지 않고 생성된 데이터 셋을 TopicD 로 정의하

였다.

3.2 SumD

SumD데이터셋은모델의 multi-hop추론능력향상을위해

생성한 데이터 셋이다. 이는 TopicD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며

[9]의 BART 모델과 HyperCLOVA 모델을 이용하여 자동 구

축하였다.

좋은 품질의 multi-hop 질문과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문제이다.이를해결하기위해본논문에서는답변생성

단계에서 BART 모델을 이용하여 증거 문서를 짧게 요약하는

것으로 SUPPORTED 답변을 생성해 내었고, 질문 생성 단계

에서는 HyperCLOVA 모델을 이용하여 해당 문서의 타이틀

(title)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형식의 질문만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문서의 타이틀이 ’팔만대장경’이라면 생성

되는 질문은 ’팔만대장경에 대해 설명해줘’등 과 같이 문서의

타이틀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질문인 것이다. 또한, 이에 대

한 답변은 BART 모델을 이용해 ’팔만대장경’문서를 요약한

것으로 하였다. 이후에 TopicD 의 방법과 동일하게 SumD 데

이터개수의약 50%로부터답변변형과정을거쳐 REFUTED

답변을 얻어 내었다. SumD 데이터의 생성 예시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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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답변변형단계에서의주어유무에따른 HyperCLOVA

모델의 결과 차이

4. 실험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방법으로 생성한 데이터 셋을 최근

높은 성능을 보이는 여러 Fact 검증 모델들을 이용해 학습시킨

성능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Fact 검증 작업의 절차는 1)증거

문서 검색 2)증거 문장 검색 3)검색된 증거 문장들에 기반한

Fact 검증 의 순서로 진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증거 문서 검

색을 위해 [10]의 REALM을 이용 하였고, 증거 문장 검색에는

TF-IDF 를 이용하였다. 또한, 증거 문서 검색에는 약 430,000

개의 한국어 위키피디아 문서를 자체 수집하여 이를 대상으로

검색을 진행하였고 하나의 주장에 대해 상위 10개의 문서를

검색하여 이를 후보 증거 문서들로써 사용하였다. 증거 문장

검색에는 TF-IDF 를 이용해 주장과 증거 문서내의 문장들 간

의코사인유사도를얻어내어상위 10개의증거문장들을최종

증거 문장으로써 사용하였다.

4.1 실험 세팅

본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을 위해 1)TopicE(주어

분리절차를포함하지않은 TopicD) 2) TopicD 3) SumD 의총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셋을 생성하고 실험을 진행하

였다. TopicE는 앞서 3.1절의 답변 변형 단계에서 언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와 개발 데이터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한방식대로자동구축하였고,평가셋은사람이수동으로제작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각 데이터의 수는 표 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는 39B 크기의 HyperCLOVA 모델이 사용되었다.

그림 4. SumD 데이터 생성 예시: 그림의 위에서부터 차례로

증거 문서, 질문 생성, 답변 생성, 답변 변형의 예시를 나타내

었다.

표 1. Fact 검증 작업을 위해 자동 구축한 데이터 셋의 분포

TopicE TopicD SumD

학습 셋 (Train set) 4,689 7,190 6,100

개발 셋 (Dev set) 400 500 500

4.2 실험 결과

최종 실험에서는 [11]의 KGAT 모델, [12]의 GEAR 모델과

[13] 의 MLA 모델 총 3가지 모델을 학습 및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한국어 Fact 검증을 위한 데이터 자동 생성

방법을 이용하여 구축된 전체 데이터 셋을 학습한 실험 결과는

표 2에나타내었다.이는 TopicE, TopicD, SumD의모든데이

터 셋을 사용해 학습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11]에서 제안한

KGAT 모델이 F1 score 65.93% 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했

다.추가적으로각데이터셋별로모델의성능에미치는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 또한 진행하였다. 이는 그림 5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SumD 데이터는 단일 학습할 경우에

는 세 모델 모두 성능이 낮게 측정 되었지만 SumD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결합 하였을 경우에는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데이터 셋 별 성능 실험에는 각각 약 5,000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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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어 Fact 검증 데이터 셋 실험 결과

모델 Precision Recall F1 score Accuracy

KGAT 82.19% 55.04% 65.93% 70.89%

GEAR 71.26% 56.88% 63.26% 66.19%

MLA 70.00% 57.79% 63.31% 65.72%

그림 5.데이터셋별성능을 F1 score(%)로나타낸그래프: ’+’

는두데이터의결합을의미한다.예를들어 TopicD+SumD는

TopicD 데이터와 SumD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학습 하였다

는 의미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Fact 검증 태스

크를 수행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데이터자동구축을위해 HyperCLOVA 39B언어모델을이용

하였고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해 최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Fact검증모델들을학습및성능을측정하였다.또한,각데이

터 생성 방법 별 실험 결과를 통해 각각의 데이터 셋이 모델의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 제시 하였다.

최종적으로 [11]의 KGAT 모델의 성능이 65.93% F1-score 로

가장 높게 측정 되었다.

그러나 기존 Fact 검증 데이터와 달리 주장을 질문과 답변

의 형태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등장한 한계점은 질문과

답변의 연관성을 고려한 모델의 추론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이

었다. 즉, 모델이 잘 못 추론하는 경우는 답변이 질문에서 요구

하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지만 증거 문서에 기반한 사실이었을

때모델은이를 SUPPORTED라고예측하는경우가다수존재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답변과 질문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모델의 추론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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