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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fake news from newspapers and social 
media is a serious issue in news credibility. Some of 
machine learning methods (such as LSTM, logistic regression, 
and Transformer) has been applied for fact checking. In 
this paper, we present Transformer-based fact checking 
model which improves computational efficiency. Locality 
Sensitive Hashing (LSH) is employed to efficiently compute 
attention value so that it can reduce the computation time. 
With LSH, model can group semantically similar words, 
and compute attention value within the group. The 
performance of proposed model is 75% for accuracy, 
42.9% and 75% for Fl micro score and F1 macro score, 
respectively.

Keywords : Automated fact checking, Locality sensitive 

hash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ransformer

Ⅰ. 서  론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

면서 뉴스도 이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진실과 다른 정보를 퍼트리는 가짜 뉴스

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

지고 있는바,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뉴스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 하
지만 작업이 현재 작업자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나

머지, 모든 뉴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검토하기엔 역부

족이다. 이에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정을 자동화하

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1].
최근 관련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자동화 모델에 트랜

스포머(Transformer) 모델을 접목하고 있다[2]. 하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의 특성상 계산 복잡도가 커 이를 효율

화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Locality Sensitive Hashing(LSH) 알고

리즘을 이용해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을 묶은 후, 이러한 

집합 별로 attention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트랜스포

머 모델의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모델을 제안할 것

이다.

Ⅱ. 관련 연구

2.1. 팩트체크 자동화 모델

기존의 팩트체크 모델은 주로 텍스트 자체의 분석을 

주안점으로 두고 발전했는데, 초기에는 TF-IDF를 이용

하여 팩트 뉴스와 가짜 뉴스에서 각각의 단어 빈도수로 

둘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텍스트 데이터가 여러 단어로 이뤄진 순차 데이터

(sequential data)인 점에서 착안해 LSTM과 같은 순환형 

신경망 모델을 이용한다[1]. 또한, 텍스트 분석 수준을 

넘어 텍스트의 맥락을 벡터로 만들고, 여기에서 나오는 

특징을 통해 뉴스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모델도 제안

되고 있다. 

2.2.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3]란 어텐션 함수에 기반한 자연어 처리 

모델로, 단어 간의 관련도를 계산하여 맥락을 벡터로 생

성하는 방식으로 모델 학습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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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어텐션(attention) 함수란 소프트맥스 함수를 

변형한 공식이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1)

이 식에서 Q는 입력에 해당하는 쿼리(Query) 벡터, K
는 쿼리 벡터와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키(Key) 벡터, V
는 후에 소프트맥스 값과 곱해지는 밸류(Value) 벡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d는 벡터 차원을 뜻한다. 즉, 어텐션 

함수는 Q와 K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고, 를 나눠 정

규화하는 단계를 거쳐 softmax 함수에 넣은 후 결과값과 

V와의 내적으로 결과값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트랜스포머 모델의 또다른 특징인 인코더-디코더 구

조에 있다. 인코더-디코더 구조는 sequence-to-sequence 
모델로 분류되는데, 문장을 입력 데이터로 받은 후 출력 

데이터로써 문장을 받기 때문이다. 영한번역 케이스를 

예로 들자면, 인코더는 번역 대상이 되는 영문 문장을 

분석한다. 이후 여러 어텐션 함수로 묶인 인코더 층을 

통해 나온 기울기 값을 디코더에 전달한다. 이때 디코더

는 그 값을 받아서 영문 문장에 해당하는 한국어 문장을 

출력한다.
이러한 구조의 트랜스포머는 머신번역이나 자연어 

생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었다. 그리고 인코더

나 디코더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모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각각 BERT[4]나 GPT가 있다.

2.3. Locality Sensitive Hashing (LSH)

LSH[5]란 높은 유사도를 가진 데이터 값끼리 같은 해

시값을 부여하는 함수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해싱

되지 않은 때에 비해 모델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양을 줄

일 수 있다.
우선 LSH 알고리즘에서 하는 것은 단어를 집합 단위

로 묶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어의 경우 각 단어를 알파

벳 단위로 쪼갠 후 n-gram 방식으로 묶어서 유사도를 계

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의미적으로 비슷한 단

어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집합으로 만든다. 이후 집합에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를 매기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에서 해시값이 매겨지게 된다.
이러한 LSH 알고리즘을 활용한 트랜스포머도 연구

되고 있다. 리포머(Reformer)[6] 구조가 그 예인데, LSH

를 이용해 관련도가 높은 단어끼리 같은 해시값을 부여

한 후, 그 집합 별로 어텐션 값을 계산한다.

Ⅲ. 제안 모델

3.1. 모델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만 쓰는 BERT를 골격으로 하여, LSH attention 층
을 임베딩 층 위에 얹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이리하여 

문장을 벡터로 만든 후에 단어 간 유사도가 높은 것끼리 

같은 해시값을 부여하여, 같은 해시값을 공유하는 집합

끼리 어텐션 값을 계산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해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Fig. 1 The architecture of proposed model

제안 모델은 LSH에 기반하여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

어 벡터끼리 어텐션 값을 연산하므로, 모든 단어쌍에 대

해 어텐션 값을 일일이 연산하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

델과 비교할 때 계산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이점을 갖

고 있다. 또한, 리포머 모델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 취급하는 문장의 길이가 긴 반면, 이 모

델은 상대적으로 짧은 트윗을 학습시키는 것이 목적이

라 데이터 크기가 작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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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환경 및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먼저 제안 모델 생성에 활용한 데이터부터 설명하자

면, PHEME 데이터셋[7]을 사용했다. 이 데이터셋은 샤

를리 에브도 총격 사건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 트위터에 

공유된 뉴스나 뉴스를 공유한 리트윗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여기에는 rumour/non-rumour로 라벨이 달려 있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가리는 모델을 학습하는 데 적

합하다.
제안하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8:1:1 비율로 나누었고, 
폴더별로 JSON 파일이 산재되어 있는 특성상, 윈도우 

명령어 프롬프트 명령어를 통해 자동으로 파일을 합치

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전처리할 때, 리트윗의 경우 출

처 트윗이 없는 것은 제거하였다. 데이터의 크기를 라벨 

별로 나눠서 정리하자면 표 1과 같다.

Table. 1 Dataset summary.

source tweet retweet

non-rumour 2588 24632

rumour 1461 12809

또한, 제안 모델의 성능을 비교 측정하기 위해 벤치마

크 모델을 만들었다. 양방향 RNN, LSTM, GRU는 텍스

트 데이터가 순차 데이터라는 점을 고려해 선정했고, 
BERT의 경우 제안 모델의 골격이 되는 모델이라 선정

하게 되었다.
또한, 제안 모델 및 벤치마크 모델을 모두 5 에포크씩 

훈련 학습을 실행했고, AdamW 옵티마이저를 이용해 

모델 최적화를 실행하였다. Learning rate는 0.00001로 

설정했다. BERT의 경우 임베딩하는 문장의 최대 길이

는 256으로 설정했다.

4.2. 제안 모델의 성능

성능 측정 지수의 경우 정확도(Accuracy)와 F1 score
를 썼다. F1 score는 precision과 recall의 조화평균을 뜻

하는데,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micro와 macro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집단과 관계없이 모든 분석 결과를 기반으

로 계산하고, 후자는 집단별로 세분화해서 계산한다.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n proposed model.

Accuracy F1 score 
(Micro)

F1 score 
(Macro)

Train 
Time (s)

Proposed 0.75 0.429 0.75 1245

Bi-LSTM 0.656 0.656 0.396 216

Bi-GRU 0.656 0.656 0.396 216

Bi-RNN 0.656 0.656 0.396 216

BERT 0.999 0.999 0.999 3833

표 2와 같이 순환형 신경망 및 BERT 모델과 성능 비

교한 결과, 제안한 모델이 BERT보다는 뛰어나지 않지

만, 순환형 신경망 모델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안한 모델이 BERT에 비해 훈

련 시간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가 퍼져 팩트체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바, 팩트체크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LSH를 이용한 트

랜스포머 모델을 응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동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이를 통해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제안 모델이 BERT에 비해 정확도가 낮지만 훈

련 시간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연구에서 모델 

고도화를 하게 되면 높은 정확도와 적은 훈련 시간 모두

를 얻어, 정밀하고 빠른 실시간 팩트체크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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