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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사실 검증 (Fact Verification)

- 웹(Web) 상에서 쉽고 빠르게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쉽게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함

- 국내에는 아직 자동 사실 확인 모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셋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

- 사실 검증 절차

1) 주장(claim)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 문서 검색

2) 검색된 문서들 중 적절한 증거 문장 선택

3) 뉴럴 모델을 통한 주장의 사실 확인



1. 서론

◼︎ HyperCLOVA[1]

- 최근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는 GPT-3 언어 모델을 한국어 태스크에 맞게 학습 시킨 모델

- 모델에 태스크의 설명과 few shot 을 넣어주어 예측 값을 얻어냄

[1] What Changes Can Large-scale Language Models Bring? Intensive Study on HyperCLOVA: Billions-scale Korean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s [Kim et al., ‘21]

출처: https://ai.stanford.edu/blog/in-context-learning/



2. Fact 검증을 위한 데이터 셋 구축

◼︎ Fact 검증 데이터 셋 자동 구축

Question Answer

세계에서 국토가 가장 큰 나라는 어디야?
세계에서 국토가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총면적

1,709만km2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True Evidence

러시아: 총면적 1,709만km2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진 나라이며, 지구 육지 면적의 7분의 1을 차지한다. 국토
가 넓어 러시아 안에서도 시차가 11시간까지 나며, …

- Fact 검증 데이터 예시

- 사실 확인 데이터의 Label 은 SUPPORTED 혹은 REFUTED.



2. Fact 검증을 위한 데이터 셋 구축

◼︎ Fact 검증 데이터 자동 생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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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ct 검증을 위한 데이터 셋 구축

◼︎ TopicD: 토픽 추출

- 주어진 증거 문장 내에서 질문의 대상이 될 만한 스판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임

김대한(야구선수). 덕수중학교 재학 시절 투수
로 140km를 던지며 주목 받았다. 휘문 고등학
교 1학년 당시 …

김대한(야구선수). “덕수중학교 재학 시절 투수
로 140km를 던지며” 주목 받았다. 휘문 고등학
교 1학년 당시 …

단조지 역. 단조지 역은 일본 오카야마현 구메
군 구메난 정에 위치한 서일본 여객철도 쓰야마
선의 철도역 이다.

단조지 역. 단조지 역은 “일본 오카야마현 구메
군 구메난 정에 위치한 서일본 여객철도 쓰야
마 선의 철도역” 이다.

HyperCLOVA HyperCLOVA



2. Fact 검증을 위한 데이터 셋 구축

◼︎ TopicD: 질문 생성

- 토픽 추출 단계에서 얻어진 토픽을 이용해 질문을 생성

김대한(야구선수). “덕수중학교 재학 시절” 투수
로 140km를 던지며 주목 받았다. 휘문 고등학
교 1학년 당시 …

야구선수 김대한은 언제 주목 받았어?

김대한(야구선수). 덕수중학교 재학 시절 “투수
로 140km”를 던지며 주목 받았다. 휘문 고등학
교 1학년 당시 …

김대한은 덕수중학교 재학 시절 어떻게 주목을
받았어?

HyperCLOVA HyperCLOVA



2. Fact 검증을 위한 데이터 셋 구축

◼︎ TopicD: 질문 생성

- 토픽 추출 단계에서 얻어진 토픽을 이용해 질문을 생성

생성된 질문 Context

미네소타 와일드는 어느 나라 팀이야?
미네소타 와일드(Minnesota Wild)는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소재한 프로 아
이스하키 팀”이다.. 

미네소타 와일드는 어느 리그에 속해있어?
이 팀은 1997년에 창단되었으며, 현재 “NHL 서부 콘퍼런스 센트럴 디비전”에 속해
있다.

판의 경계에는 무슨 특징이 있어?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잦으며, 대부분의 화산은 판의 경계에 따라
있다”

판의 경계는 무슨 종류가 있어? 판의 경계는 “발산형경계와 수렴형경계, 보존형경계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Fact 검증을 위한 데이터 셋 구축

◼︎ TopicD: 답변 생성

- HyperCLOVA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 증거 문장과 질문으로부터 증거 문장에 기반한 SUPPORTED
답변을 얻어냄

질문 증거 문장 생성된 답변

미네소타 와일드는 어느 나
라 팀이야?

미네소타 와일드(Minnesota Wild)는 미국 미네소타주 세
인트폴에 소재한 프로 아이스하키 팀이다.. 

미네소타 와일드(Minnesota Wild)는 미국 미
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소재한 프로 아이스하
키 팀입니다.

은 몇 g이야?
근(斤)은 질량과 무게의 단위이며, 1근은 16냥 또는 160
돈이며, 미터법으로는 약 600g이다. 근은 160돈 또는 600g 입니다.

드라마 흑기사는 언제 방송
했어?

《흑기사》는 2017년 12월 6일부터 2018년 2월 8일까지
KBS 2TV에서 방송된 수목드라마이다. 

《흑기사》는 2017년 12월 6일부터 2018년 2
월 8일까지 KBS 2TV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사포딜라의 원산지는 어디
야?

원산지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벨리즈 등 북·중미
지역이다.

사포딜라의원산지는과테말라,니카라과,멕시
코,벨리즈등북·중미 지역입니다.



2. Fact 검증을 위한 데이터 셋 구축

◼︎ TopicD: 답변 변형

- 답변 생성 단계에서 얻어진 지문에 근거한 SUPPORTED 답변으로부터 REFUTED 답변을 얻어냄

기존 답변 변경된 답변

카를로스 사인스는 스페인의 자동차 경주 선수입니
다.

카를로스 사인스는 미국의 자동차 경주 선수입니다.

Black Eyes는 대한민국의 걸 그룹 티아라의 세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Black Eyes는 대한민국의 걸 그룹 티아라의 세 번째 미니 앨
범입니다.

오후의 재발견은 2006년 4월 24일부터 2009년 4월
19일까지 춘천MBC FM4U(FM 94.5MHz)에서 매일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방송했던 대중음악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오후의 재발견은 1999년 8월 12일부터 2010년 6월 15일까
지 춘천MBC FM4U(FM 94.5MHz)에서 매일 오후 4시부터 저
녁 6시까지 방송했던 대중음악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흥부전은 조선 시대의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로 빈
부 격차에 대한 비판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 입니다.

흥부전은 삼국 시대의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로 빈부 격차에
대한 비판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
입니다.



2. Fact 검증을 위한 데이터 셋 구축

◼︎ TopicD: 답변 변형

- 답변 생성 단계에서 얻어진 지문에 근거한 SUPPORTED 답변으로부터 REFUTED 답변을 얻어냄

- 주어를 제거한 후 얻어낸 REFUTED 답변

기존 답변 변경된 답변

카를로스 사인스는 스페인의 자동차 경주 선수입니
다.

브라질 축구 선수입니다.

Black Eyes는 대한민국의 걸 그룹 티아라의 세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일본 걸 그룹 베리즈코보의 네 번째 싱글 앨범입니다.

오후의 재발견은 2006년 4월 24일부터 2009년 4월
19일까지 춘천MBC FM4U(FM 94.5MHz)에서 매일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방송했던 대중음악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아침 10시에 방송되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흥부전은 조선 시대의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로 빈
부 격차에 대한 비판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 입니다.

미국에서만들어진뮤지컬이며,국내에는없는것으로보입니다.



2. Fact 검증을 위한 데이터 셋 구축

◼︎ SumD

- 모델의 multi-hop 추론 능력 향상을 위해 생성한 데이터 셋
- TopicD 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며 [2]의 BART 모델과 HyperCLOVA 모델을 이용하여 자동 구축함

증거문서
이이익: 이이익 1868년 4월 26일 ~ 1935년 3월 12일)은 대한제국 관료 출신 독립운동가이다.
호는 산남. 경상북도 칠곡에서 출생하였고 지난날 한때 경상북도 달성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으며 …

생성된질문 이이익에 대해 알려줘

SUPPRTED 답
변

대한제국 관료 출신 독립운동가 이이익은 1881년 인동 장씨 문중의 6년 연상녀 장진평과 결혼
후 1892년 음서로써 관직에 천거되어 1903년에서 1909년까지 경상북도 칠곡군 인동 태수 직을
지냈습니다.

REFUTED 답변
대한제국 관료 출신 독립운동가 이이익은 김응하의 아들로서 대한제국의 무관 이자 군인 이였
습니다.

[2] Bart: Denoising sequence-to-sequence pre-training for natural language generation, translation, and comprehension [M. Lewis et al., ‘19]



3. 실험

◼︎ 증거 문서 검색 및 증거 문장 선택

- 주어진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증거(evidence)가
뒷받침 되어야 함

- 주장에 대한 증거 문서를 검색하기 위해 검색 모델인 REALM[3] 을 이용함
-
- 검색된 증거 문서 중 적절한 증거 문장 선택 과정에는 TF-IDF 를 이용함

전체 문서 셋 검색된 증거 문서 선택된 후보 증거 문장들

TF-IDFREALM

[3] Realm: Retrieval-augmented language model pre-training, [K. Guu et al., 20]



3. 실험

◼︎ 실험 세팅

-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자동 생성된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
(TopicE, TopicD, SumD)

- 데이터 셋 제작에는 39B 크기의 HyperCLOVA 모델을 사용함

- 최근 Fact 검증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거둔 [4]의 KGAT 모델, [5]의 GERT 모델과 [6]의 MLA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 및 평가를 진행함

[4] Fine-grained fact verification with kernel graph attention network, [Liu et al., 19]

[5] Gear: Graph-based evidence aggregat- ing and reasoning for fact verification, [Zhou et al., 19]

[6] A multi- level attention model for evidence-based fact checking, [Kruengkrai et al., 21]



3. 실험

◼︎ 실험 세팅

- 평가 셋은 네이버로부터 제공받은 평가 셋을 이용함 (네이버 지식백과 평가 셋)



3. 실험

◼︎ 실험 결과

- 실험 결과, KGAT 모델이 F1 score 65.93% 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함



3. 실험

◼︎ 실험 결과

- 각 데이터 셋이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4. 결론

-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Fact 검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HyperCLOVA 모델을 이용하
여 사실 확인 데이터 셋을 자동으로 구축하여 최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Fact 검증 모
델들을 학습 및 그 성능을 측정함

- 즉, 답변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명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증거 문서에 기반한 사실인 경우 모
델은 이를 SUPPORTED 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최종적으로 KGAT 모델의 성능이 F1 score 65.93%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함

- 기존 Fact 검증 데이터와 달리 주장(Claim)을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나누었기 때문에 드
러난 한계점은 질문과 답변의 연관성을 고려한 모델의 추론 능력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것 이었음

- 결과적으로 이러한 답변과 질문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한 Fact 검증 모델의 추론은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