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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가짜뉴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어 가짜뉴스 문제를 딥러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본문 기반의 가짜뉴스 탐지를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사 본문 외의 보조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과 개선된 방식들 모두 적절한 가짜뉴스 탐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여 모델이 산출한 가짜뉴스 표현 벡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었다. 또한 한국어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절한 공개 데이터셋 또한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어 가짜뉴스 탐지 문제에서 독자 반응정보를 추가

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용자 그래프 기반 한국어 가짜뉴스 판별 방법’과 해당 모델이 적절히 학습할 수

있는 간이 데이터셋 구축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가짜뉴스, 그래프 추론, 모델 설계

1. 서론

지난 2016미국대선을필두로촉발된가짜뉴스문제는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그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COVID-19 유행 이후, 백신 허위정보와 금융시장에서의 허위

투자정보의 성행사례는 가짜뉴스 문제가 현실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잘 보여준다. 가짜뉴스란 ‘기만적 의

도를가진언론보도양식을띈내용물’ [1], ‘악의적의도가담긴

허위정보’ [2]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의거하여 작성 의도

와 허위정보 여부를 기사 본문에서 탐지하고자 하는 과제가

가짜뉴스 탐지문제에서 주를 이뤘다.

국내 한국어 가짜뉴스 탐지 연구로는 자체 수집한 10만개

의 가짜뉴스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Fasttext [3] 임베딩 방법과

CNN모델을활용한가짜뉴스탐지모델이있다 [4].최근에는 [5]

가 word2vec [6]방식을이용하여서기사본문의내용을바탕으

로학습한모델을 TF-IDF로학습한기계학습모델과비교하고

딥러닝 방식의 가짜뉴스 탐지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문 기반의 가짜뉴스 탐지 방식은 특정 시점의 기사

본문을 가지고 학습이 되기 때문에 모델의 일반화 능력이 낮으

며 따라서 산출되는 표현 벡터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기사 본문의 라벨 데이터 구축 작업에 팩트체크 전문가가 필

수적으로 개입되어야 하는 점은 데이터 구축의 비용적 문제와

가짜뉴스 탐지 신속성의 하락을 동반한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가짜뉴스탐지문제에서보조적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셋 구축과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0∗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모델의 필요성에 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7]는

딥러닝 기반의 한국 가짜뉴스 탐지문제의 요구사항들을 명세

했다. 그리고 기사 본문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에 벗어나서

외부 보조 데이터도 활용하는 모델의 필요성과 영어 데이터와

대비하여 부족한 한국어 가짜뉴스 데이터셋 구축의 시급성을

기술했다.

더욱이 본문 이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가짜뉴스탐지연구도등장하기시작했다.우선,뉴스

기사 외에도 독자들의 뉴스 반응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소셜네

트워크 정보를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 제안되었다

[8].하지만뉴스기사와 SNS반응텍스트를모두단순하게 LDA

[9] 방법으로 임베딩한 점은 표현 벡터의 품질을 저하시키며

사용된 모델 또한 기본 DNN형태여서 뉴스 기사, SNS데이터

를 적절히 학습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기사 내용과 관련된

외부지식 데이터를 추가하여서 외부지식과 기사 내용의 문맥

표현을 학습하는 어텐션 네트워크 모델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10]. 그러나 해당 논문은 단순히 데이터셋과 모델의 구축방안

을 제안하는 수준에서 머물며, 실제 구축을 하는 경우 상당한

자원의 소요가 예상되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딥러닝 기반의 선행 한국어 가짜뉴스 탐지과제들

은 뉴스본문과 같은 단일적 정보에 의존하거나 보조적 정보들

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문제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뉴스 본문과 더불어 보조적 정보인 독자 반응정보를 적절히 학

습할 수 있는 ‘사용자 그래프 기반 한국어 가짜뉴스 판별 모델’

을제안하고자한다.해당모델은독자,뉴스,언론사세네트워

크 정보를 학습하는 FANG [2] 모델을 벤치마크하여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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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가짜, 진짜가 라벨링된 뉴스 네

트워크와 각 뉴스에 댓글을 남긴 독자 반응 네트워크를 그래프

기반으로 학습과 추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어 기사의 라벨

정보 및 독자 반응 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가짜뉴스 탐지 데이

터셋 구축 방법론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모델의 제안 타

당성과 모델 성능 검증을 위해 기존의 가짜뉴스 탐지 방법론과

비교실험을 진행했다.

• 뉴스, 독자 네트워크로 구성된 한국어 가짜뉴스 판별 데이

터셋 구축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 한국 가짜뉴

스 문제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뉴스 라벨 데이터 수집원 및

독자 반응정보 수집원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수집 방법을

제안한다.

• 사용자, 뉴스 그래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짜뉴스 탐지

모델을 제안한다. 그래프 노드 임베딩, 서브 그래프 내 관

계, 모델 학습 방법 등을 소개하여 독자, 뉴스 정보를 모두

잘 활용할 수 있는 탐지모델의 개요를 제안한다.

• 비교 실험을 통해 제안 모델의 가짜뉴스 탐지 성능, 그리

고 기사 본문 외 보조 정보를 활용한 가짜뉴스 탐지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본문 외 보조적 정보

를 잘 활용하도록 설계된 선행 연구사례를 통해 제안 모델의

벤치마크 모델 FANG에 관해서 살펴본다. 다음 제안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셋과 모델의 그래프 구조 및 학

습 과정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안 모델의 실험 결과와

결론을 통해 제안내용을 마무리한다.

2. 관련 연구

2.1 가짜뉴스 탐지 모델

본문 외 보조적 정보를 활용하는 가짜뉴스 탐지 방법은 차

례대로 독자 정보, 그리고 언론사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CSI [11]는 시간에 따른 독자의 반응정보 변화를

바탕으로 가짜뉴스 탐지를 시도했다. 먼저 기사별 독자의 반

응정보(Twitter, Weibo 게시물)을 LSTM으로 학습하여 얻은

표현 벡터와 독자들간 동시 반응 기사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

된 인접행렬을 DNN에 투입하여 생성된 값을 결합한다. 최종

표현 벡터는 단순 선형 분류기를 통과하여 가짜뉴스를 탐지한

다. Tri-FN [12]은 행렬분해 기법을 사용하여서 가짜뉴스 탐지

를 시도했다. 또한 언론사 정보를 추가하여서 언론사의 당파

성(partisanship)이 가짜뉴스 탐지에 기여하도록 모델을 구성

했다.

FANG [2]은 뉴스를 둘러싼 독자, 언론사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그래프를 구축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래프 기반의

학습모델이다. 이전의 CSI, Tri-FN과 차별화되는 점은 뉴스 -

독자, 언론사 - 언론사 관계 설정이다. 뉴스 - 독자 관계는 독

자가 기사에 취하는 중립, 부정, 거부, 신고 4가지 차원의 태도

(stance)로 구성했다. 언론사 - 언론사의 관계는 서로 간의 인

용(citation)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용은 각 언론사가 타

언론사를 하이퍼링크로 참조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뉴

스를 둘러싼 그래프를 구성함에 있어 풍부한 관계설정과 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래프 기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2500여개의

데이터로도 우수한 가짜뉴스 탐지성능을 보였다.

2.2 가짜뉴스 탐지 데이터셋

기사 본문 외 보조정보를 학습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다량의 독자 반응정보가 구축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Fak-

eNewsNet [13]은 Tri-FN, FANG에서활용된데이터셋이다.해

당 데이터셋의 기사 본문은 영미권 뉴스 팩트체크 플랫폼 Poli-

tiFact1와 영미권 연예 뉴스 팩트체킹 플랫폼 Gossipcop2에서

수집했으며, 각 기사별 독자 반응정보는 Twitter3에서 추출했

다. 또한 가짜뉴스 발생의 시간적,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도록

각 twitter 유저별 반응 작성시간 및 Twitter 프로필 기재 지역

정보도 수집했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은 국내 가짜뉴스 탐지 문제의 현실과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FANG 논문을 벤치마크한 ‘사용자 그래프 기반의 한

국어 가짜뉴스 판별 방법’을 제안한다. 모델이 학습하기 위한

국내 가짜뉴스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아, FakeNewsNet의 구

조를참조하여기사본문및국내뉴스독자반응정보가포함된

간이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학습을 진행했다.

3.1 사용자 정보를 반영한 간이 데이터셋 구축

가짜뉴스 탐지 데이터셋 구축에 있어서 가장 원천이 되는

부분은 라벨링된 기사 데이터의 여부이다. 국내 기사 중 라벨

링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SNU FactCheck4를 이용했다.

SNU FactCheck는 “공적 관심사항으로 언론보도, 공직자 및

선거 (예비)후보 등의 진술, 기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적정보”를검증하며플랫폼과제휴를맺은언론사들이검

증의주체가된다 [14].플랫폼에서제공하는라벨정보중 ‘전혀

사실아님’, ‘사실’을각각가짜,진짜뉴스로취급하여라벨링을

했다. 수집된 기사의 작성 기간은 2017.03.29 부터 2021.06.15

까지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본문을 둘러싼

유저 반응정보를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므로 그에 관한 정

보도 데이터셋에 구축하고자 했다. 이에 기사 라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기사에 반응한 유저의 반응 정보를 수집했다. 국

1https://www.politifact.com
2https://www.gossipcop.com
3https://www.twitter.com
4https://factchec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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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NG 훈련 데이터셋 검증 데이터셋 평가 데이터셋

# 전체 뉴스 데이터 58 19 39

- 진짜 뉴스 29 9 19

- 가짜 뉴스 29 10 20

# 전체 유저 반응 41,540 6,074 17,089

표 1. 간이 데이터셋 기본 통계량

내 독자의 인터넷 기사 이용행태가 포털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15]을 고려하여 네이버 뉴스 플랫폼5에서 각 기사의 독자 댓

글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 반응정보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댓글

반응정보 데이터셋은 1)독자 - 뉴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

독자가작성한댓글정보, 2)개별독자의특성을파악하기위한

각독자의최근작성댓글 5개로구성했다.특히 1)의경우수집

된 댓글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각 댓글별로

해당뉴스에취하는태도정보를구축하고자했다.태도정보는

긍정, 부정의 2가지 라벨로 KoBERT기반의 감정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pseudo 라벨링을 했다. 수집된 기사 본문, 댓글, 독

자별 텍스트 정보는 모두 KoBERT6로 임베딩했으며 학습을

위해 사용된 독자 id는 모두 익명처리를 진행했다.

표 1는 데이터셋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여준다. 총 수집된

기사데이터는 265개로가짜뉴스는 207개,진짜뉴스는 58개다.

독자 반응 정보의 경우 총 114,975 개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가짜, 진짜뉴스의 비율이 균등하지 못한 문

제와 진짜뉴스 데이터의 부족 문제로 두 라벨 데이터가 균등한

최대치의 데이터량으로 최종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3.2 사용자 그래프 기반의 모델 구조

제안 모델의 그래프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해당 그래프는

3.1에서 구축된 간이 데이터셋 자료들을 바탕으로 생성했다.

독자들간의 관계는 ’동시 등장 관계’로 노란 점선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동시 등장 관계란 어떤 두 독자가 공통으로

반응한 기사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생성되는 관계이다. 예

를 들어 u1, u2가 기사 a5, a10에 모두 반응을 하였다면 u1, u2

는 동시 등장 관계가 성립된다. 또 독자 - 뉴스 태도 정보는

청, 적색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독자가 해당 기사

에 취한 긍정 혹은 부정의 태도를 의미한다. 그림 1의 도식을

notation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G는 뉴스 엔터티

A = {a1, a2, ..., ai}와 독자 엔터티 U = {u1, u2, ..., uj}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연결관계는 E = {e1, e2, ..., ek}로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연결관계는 ek = {ai, uj , t, xe}로 표현되는데
t는 관계 구성 시점, xe는 관계 라벨값을 의미한다. 본 그래프

에서는 독자가 뉴스에 취하는 태도가{부정:0, 긍정:1} 형태로
5https://news.naver.com
6https://github.com/SKTBrain/KoBERT

구성되어있고 독자 간의 동시 등장 관계는 공통적으로 반응한

기사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설

정했다.

za = vtemp
a +GraphSAGE(a) (1)

제안 모델은 지도, 자가지도, 비지도 학습의 세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한다. 먼저 그래프의 각 뉴스 기사

별로 반응한 독자들을 샘플링하고 학습을 시작한다. 첫째는 기

사에 대한 지도학습이다. 지도학습의 결과물은 수식 1이다. 모

델은 각 뉴스 마다 유저들이 반응한 태도 정보를 바탕으로 학

습을 하게 된다. 이 때 학습에 사용하는 모델은 Bi-LSTM [16]

이며 Attention [17]계층을 추가한 형태이다. 독자의 태도정보

ek = {ai, uj , t, xe (0 or 1)}가주어지면각 t시점마다독자노드

임베딩 값이 Bi-LSTM + Attention 모델에 투입되어 학습이

된다. 이렇게 생성된 표현 벡터가 vtemp
a 이다. 다음으로 뉴스

노드 자체에 대한 표현 벡터는 GraphSAGE [18]모델을 통해

서 산출하게 되며 이 값이 GraphSAGE(a)이다. GraphSAGE

는 각 노드별 임베딩 정보를 업데이트 할 때 사용자가 설정한

단계의 이웃 노드들의 임베딩 정보까지 합쳐서 표현 벡터를 생

성하는노드임베딩학습모델이다.즉각노드별로자기자신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연결된 노드의 정보까지 포함하여 임베딩

벡터를 업데이트 하므로 각 노드들은 그래프의 구조적 정보를

담게 된다. 최종 산출된 표현 벡터 za는 완전연결계층을 통과

해 cross-entropy손실함수를통과해서손실값을산출하게된다.

손실 산출 과정은 다음 수식 2와 같다.

Ĺnews =
1

T

∑
a

yalog(σ(oa)) + (1− ya)log(1− σ(oa)) (2)

oa는 za가 완전연결 계층을 통과해 생성된 객체이며 ya는

실제 라벨값 {가짜뉴스:0, 진짜뉴스:1}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독자 정보를 이용한 자가지도, 비지도 학습이 이뤄

진다. 두 학습 모두 독자의 표현 벡터 zu = GraphSAGE(u)

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자가지도학습의 경우, 한 뉴스

에 동일한 태도를 취한 독자 간의 표현 벡터 거리는 가까울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독자 노드의 투영

객체 αc(u) = Aczu와 기사에 관한 투영객체 βc(a) = Bcza를

내적하여 유사성 점수를 산출하고 이 점수가 최대화되도록 학

습한다.아래수식 3의 u, a, c는각각독자,기사,태도인덱스를

의미한다.

Ĺstance = −
∑
u,a,c

yu,a,clog(αc(u)Tβc(a)) (3)

마지막으로 관계를 맺은 독자, 즉 같은 기사에 등장한 빈도

가 높은 독자끼리는 서로 비슷한 태도나 행위를 취할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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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 모델 그래프 구조도

가정하에 그러한 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반대의 경

우의 독자끼리는 거리가 멀어지도록 비지도학습을 진행한다.

즉 각 독자 노드마다 관계를 맺지 않은 네거티브 샘플링 노드

들의 표현 벡터와 관계를 맺은 가까운 노드들의 표현 벡터를

이용하여서 손실을 산출한다. zrp는 positive sampling 표현 벡

터를의미하고 zrn은 negative sampling표현벡터를의미한다.

손실함수는 다음 수식 4과 같다.

Ĺprox = −
∑

rp∈Pr

log(σ(zTr zrp)) +Q ·
∑

rn∈Nr

log(σ(−zTr zrn)) (4)

모델의 최종 손실값은 SUM(Ĺnews + Ĺstance + Ĺprox)이며

해당 값을 미분하여 역전파 하는 방식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3.3 FANG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

제안모델은 FANG의모델을벤치마크하여구성했으나한국

어 데이터셋 형식에 맞게 변형된 부분이 존재하며 일부 개선된

사항도 존재한다. 먼저 FANG은 언론사 정보도 함께 학습하

였으나 FANG이 제시한 방식대로 국내 언론사간의 인용관계

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개념적, 실증적 어려움이 존재하여 간이

데이터셋에는 언론사 정보를 담지 않았다. 따라서 본 모델은

FANG에서 언론사 정보를 뺀 경량화된 방법이다. 한편 FANG

은각노드별임베딩값을단순 TF-IDF생성벡터에 Glove [19]

임베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본 제안 모델은 한

국어 사전학습 모델 KoBERT의 임베딩 값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각 노드 임베딩값의 기본 품질을 기존 FANG과 비교하

여 향상시키고자 했다. 또한 본 제안 모델에서는 FANG에서

설정한 독자 - 독자 관계와 독자 - 뉴스 관계를 국내 뉴스 이

용실태에 맞게 재구성했다. 독자 - 독자 관계의 경우 twitter

와 달리 이용자 간의 명시적인 친구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네이

버 뉴스 플랫폼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저간의 동시 등장 관계로

설정했다. 한편 뉴스 - 독자 관계의 경우 FANG에서는 데이

터 어노테이터들을 이용하여서 태도 관계를 구축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fine-tuning된 KoBERT기반의감성분석모델을사

용하여서 뉴스 - 독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4. 실험

4.1 실험 방법

제안 모델의 가짜뉴스 탐지 성능과 학습 방법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 비교실험을 진행했다. 제안 모델은 본문 단일 정

보 중심의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독자 반응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본문 단일정보만을 학습하는 베이

스라인 모델을 구축하고 제안 모델과 유사한 실험환경을 구축

하여서 학습방법이 다른 두 모델의 가짜뉴스 탐지 성능을 측

정하고자 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KoBERT6를 사용했으며,

pooler output이 완전연결계층을 통과하여 분류를 진행하도록

설계했다. 두 모델의 가짜뉴스 탐지 성능은 ROC-AUC score

로 측정했다. ROC-AUC score는 이진분류 문제에서 x축은 실

제값은 0인데 예측 값을 1로 잘못 예측한 비율(False Positive

Rate), y축은 1에 대한 예측값 중 실제 값과 동일한 비율(True

Positive Rate)로 구성된 그래프 밑의 넓이를 의미한다. ROC-

AUC 그래프는 모델의 분류 임계치를 조정함에 따라서 변화

하는 FPR, TPR 좌표들의 연결선으로 구성된다. 어떤 모델의

ROC-AUC score가 높다는 의미는 임계치를 낮출때 FPR은

낮아지고, TPR값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는,즉 임계치

변화에 강건한 모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ROC-AUC score로

이진분류모델이 0, 1에관한예측을실제값의분포와유사하게

예측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4.2 실험 환경

제안모델과 KoBERT모델을학습및추론하기위한실험환

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RAM 378GB, NVIDIA Quadro RTX

8000(48GB) GPU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서 학습을 진행했

다. 다음으로 학습 프레임워크로는 Pytorch 1.5.1 [20], Hug-

gingface Transformers [21]를 사용했다. KoBERT모델의 설정

하이퍼파라미터는 weight decay = 0.01, max length = 512,

AdamW optimizer (β1 = 0.9, β2 = 0.999, ε = 1e − 8)이

다. 한편 제안 모델의 설정 하이퍼파라미터는 weight decay =

0.0005, Adam optimizer (β1 = 0.9, β2 = 0.999, ε = 1e − 8)

이며 GraphSAGE의 K = 1로 설정하여 인접 노드의 정보만을

합치도록 설정했다. 두 모델 모두 batch size = 16, epochs = 5

로 설정하였으며 동일 학습 횟수내에서 가짜뉴스 탐지 성능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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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름 기사 본문 독자 반응정보 AUC

KoBERT X 0.524

K-FANG (제안 모델) X X 0.663

표 2. 베이스라인, 제안 모델 비교실험 결과

4.3 실험 결과

표 2에 비교 실험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각 모델별로 단일,

다중 정보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나타나있고 가짜뉴스 탐지 성

능이 AUC로 표현되어 있다. 베이스라인 모델인 KoBERT의

AUC는 0.524로 random sampling의 결과와 근접한 정도로 낮

은 성능을 보였으나 제안 모델의 경우 0.663으로 기사 본문만

사용하는 KoBERT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독자

반응정보와그정보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제안모델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또한 제안 모델이 매우 적은 기사 정보로

도 우수한 성능을 내는 점은 벤치마크 FANG모델의 ablation

study결과 [2]와도일치하는바이며향후데이터셋을확대하여

학습을 진행할 경우 보다 향상된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기사 본문 정보와 독자 반응 정보를 결합하여 효

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제안 모델을 제안한다. 더불어 기사

본문별 독자의 반응 태도와 각 독자별 임베딩 정보가 담긴 간

이 데이터셋을 구축 방법을 제안하여서 향후 다중 정보로 구

성된 가짜뉴스 탐지 데이터셋의 구성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단일정보 학습 기반의 모델과 다중정보로 학습된 제안 모델의

가짜뉴스 탐지 성능을 비교하여 제안 모델의 우수성을 보였

다. 다만 3.3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 가짜뉴스 데이터 수집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여 언론사 정보와 다량의 라벨링된 기

사에 대한 데이터셋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량의 기사정보와 언론사 관계 정보가 추가된 데이터셋을 구

축하고 end-to-end 방식의 모델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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