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개체명 및 사용자 재확산 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COVID-19 가짜 뉴스 검출

박채원◦,1, 강지원1, 이다은1, 이문영2, 한진영∗,1

성균관대학교1, 한국전자통신연구원2

chaewonpark@g.skku.edu◦,1, {jiwonkang,delee12,jinyounghan∗}@skku.edu1, munyounglee@etri.re.kr2

COVID-19 Korean Fake News Detection

using Named Entity and User Reproliferation Information

Chaewon Park◦,1, Jiwon Kang1, Daeun Lee1, Munyoung Lee2, Jinyoung Han∗,1

Sungkyunkwan University1,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2

요 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염증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코로나 관련 루머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코로나 가짜 뉴스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개체명과 사용자 재확산 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가짜 뉴스 탐지 모델을 제안한

다. 가짜 뉴스 팩트체킹 언론인 서울대팩트체크센터에서 코로나 관련 루머 및 가짜 뉴스에 대한 검증 기사를 수집한

후, 기사로부터 개체명 추출 모델을 통해 주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 유튜브 상의 사용자 재확산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BERT 기반의 제안 모델을 다양한 비교군과 비교하였고, 특성 조합에 따른 실험을

통해 각 특성 정보(기사 텍스트, 개체명 데이터, 유튜브 데이터)가 가짜 뉴스 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주제어: 가짜 뉴스, 가짜 뉴스 탐지, 소셜 미디어, COVID-19

1. 서론

소셜 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 뉴스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1], 사회갈등을 조장하면서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

서 피해를 야기한다 [2].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관련 가짜 뉴스는 감염병 전염을 예방

하기 위한 건강지침을 혼란하게 만들고, 일반 사람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3]. 코

로나 전염병 관련 가짜 뉴스는 뉴스의 주제, 전파량, 전파자의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일반 가짜 뉴스와 구분된다 [4]. 일반 가

짜 뉴스가 정치, 선거 관련 주제에 치우쳐 있는 반면에,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는 주로 감염병의 사회적 영향, 보건과 같은 주

제를 가졌다. 또,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가 일반 뉴스에 비해

전파량이 약 3배(133,374 vs. 47,790 트윗) 많았고, 전파자의

팔로워 수를 살펴봤을 때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용자 개개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따라서, 코

로나상황에서의가짜뉴스를조기에탐지할수있는가짜뉴스

검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가짜 뉴스와 기존의 가

짜 뉴스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당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가짜 뉴스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 유튜브(YouTube)에서 재

확산되는 정보 및 개체명 정보를 이용해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코로나 가짜 뉴스 분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0∗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2. 관련 연구

코로나 관련 연구는 첫째,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 데이터셋

구축, 둘째, 코로나 가짜 뉴스 분석, 마지막으로 코로나 가짜

뉴스 검출 모델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Patwa et al. [5]은 10,700개의 코로나 관련 소셜 미디어 게

시글과 기사에 대해 가짜 뉴스 여부를 검증한 후 데이터셋을

공개하였다. Shahi et al. [6]는 팩트체킹 사이트인 Poynter1,

Snopes2의 팩트체킹 기사에서 원본 팩트체킹 사이트 링크를

얻어, 총 91개의 팩트체킹 사이트로부터 5182개의 기사를 수

집하여 참/거짓 여부를 구분하였고 이를 11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40개 언어로 된 최초의 다국어 코로나 데이터셋을

공개하였다(영어, 40%, 한국어 0.4%).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짜

뉴스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BERT 기반의 모델을 개발하였고,

F1 Score기준으로 76%의 성능을 보였다. Cui and Lee [7]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보건 관련 기

관이나 Healthline3 및 ScienceDaily4 와 같은 신뢰할만한 미

디어에서 수집한 코로나 관련 진짜 혹은 가짜 건강정보 뉴스와

그에 대한 사용자들의 상호 작용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을

공개하였다.

Calvillo et al. [8]에 따르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람

들이 위협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 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할

수록코로나에대한위협을덜느끼며코로나관련가짜뉴스와

1https://www.poynter.org/
2https://www.snopes.com/
3https://www.healthline.com/health-news?ref=global
4https://www.sciencedaily.com/news/health_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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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Singh et.

al. [9]는 코로나 관련 트위터(Twitter)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

였는데, 트윗의 40%가 URL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신뢰성

있는 URL (WTO 등)과 신뢰성 낮은 URL이 비슷한 비율로

공유되었다. Han et al. [10]는 가짜 뉴스가 불안보다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에 의해 더 널리 전파된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소셜미디어트위터에서전파되는코로나관련가짜정

보를 예측하기 위해 직접 설계한 특성(hand-crafted features)

을 추출하여 가짜 뉴스를 검출하는 모델들이 제안되었다 [11,

12]. Al-Rakhami and Al-Amri [11]는 사용자 레벨 특성 및 트

윗 레벨 특성을 추출하여 7개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앙상블 모델로 학습하였다. Kar et al. [12]는 트윗에 대한 bias

score, fact verification score를 계산한 후 트위터 사용자 정보,

트윗 텍스트와 병합하여 가짜 트윗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하

였다. Serrano et al. [13]는 소셜 미디어 유튜브에서 해당 영

상의 댓글과 제목 텍스트, 그리고 음모론 관련 댓글들의 비율

(conspiracy percentage) 정보만을 이용하여 코로나 관련 음모

론 내용을 담고있는 영상을 판별하는 간단한 기계학습 기반의

모델을 제안하였고, 89.4%의 정확도를 보였다.

3. 데이터 구축

본연구에서구축한한국어코로나가짜뉴스데이터셋은 (1)

가짜 뉴스 기사, (2)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을 이용한 주제 키워드, (3) 사용자 재확산 정보로 구성된다.

3.1 가짜 뉴스 데이터 수집

코로나관련가짜뉴스를수집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서

울대 팩트체크센터5를 타겟서비스로 선정했다. 서울대팩트체

크센터는팩트체크위원회에서의결된언론사가수행한팩트체

크결과를공유하는플랫폼으로서,한국어로된가짜뉴스를가

장방대하게아카이빙하고있는플랫폼이다.서울대팩트체크센

터에서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를 포함한 모든 팩트체킹 기사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파이썬(Python) 기반의 오픈소스

웹사이트크롤링프레임워크인스크래피(Scrapy)[14]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을 작성하였다. 팩트체킹 기사는 루머

의제목(title),해당루머에대한설명보충설명(body),루머의

팩트체킹 결과(veracity), 팩트체킹 기사 원문 출처(source) 및

루머의 발언자(speaker), 루머의 카테고리(category)로 구성된

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항목 및 그에 대한 예시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집된 한국어 가짜 뉴스 데이터셋은 2017년

3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의총 2,246개의팩트체킹

기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코로나 관련 기사는 187개이다.

5https://factcheck.snu.ac.kr/

표 1.가짜뉴스기사데이터예시. veracity는 1(전혀사실아님)

부터 5(사실), 0(판단유보)의 6가지 값을 가질 수 있음.

항목명 설명 예시

id 기사의 고유 번호 2041

title 기사의 제목 ”일회용 마스크, 일주일 써도 된다?”

url 기사의 링크 https://factcheck.snu.ac.kr//v2/facts/2041

created at 기사 발행일 2020-02-05 09:45:00

category 카테고리 기타—국제, 사회, 문화, 코로나 바이러스

body 검증 루머의 내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우려로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제품이 품절되거나 가격이 오

르는 일도 늘어나면서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모양이 훼손되지만 않았다면

일회용 마스크를 여러 번, 일주일 이상까지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따져봤다.

veracity 루머 검증 결과 2

speaker 루머의 발언인 홍혜걸

source 루머의 원문 출처 홍혜걸 의학박사 페이스북

logo url 발언인 로고 이미지 banner kbs.png

is covid 코로나 관련 여부 TRUE

표 2. 기사 내용과 추출된 개체명 예시

기사내용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사드 반대 입장 유지했다”

키워드 [문재인, 민주당, 안철수, 사드, 북한, 국민의당]

기사내용

”코로나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그랩 서비스 중단” 2월 9일 오전, 헤럴드

경제가 ”中폭스바겐 공장가동 연기, 동남아시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싱

가포르 차량공유서비스 그랩은 서비스를 중단한다. 신종코로나 확진자

가 40명에 달해 우려가 고조된 영향이다”라고 전했다.

키워드 [그랩, 코로나, 헤럴드경제, 폭스바겐,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우버]

3.2 주제어 키워드를 위한 개체명 추출

뉴스의 중심 주제를 잘 나타내는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서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방식을 적용했

다. 본 연구에 사용된 BERT와 CRF(Conditional Random

Fields) 기반의 개체명 추출기6는 한국어 사전 훈련 언어 모

델인 KoBERT7를 기반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자연언어처리 연

구실에서 공개한 NER dataset8에 대해 훈련된 개체명 인식 모

델이다. 이 개체명 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가짜 뉴스의 제목과

본문의텍스트로부터개체명을추출한후, 8개의개체명태그셋

중에 사람이름(PER), 지명(LOC), 기관명(ORG), 기타(POH)

와 같이 개체 이름 범주에 해당하는 태그를 가진 개체명 키워

드만을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개체명 키워드에 대한

예시는 표 2에서 볼 수 있다.

3.3 코로나 가짜 뉴스의 사용자 재확산 정보 수집

코로나 가짜 뉴스 전파에 따른 사용자 재확산 정보를 수집하

기 위해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가 많이 확산되는 소셜 미디어

6https://github.com/eagle705/pytorch-bert-crf-ner
7https://github.com/SKTBrain/KoBERT
8https://github.com/kmounlp/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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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튜브 데이터 수집 항목과 그 예시

제목 마스크 썼지만...코로나19 확진자와 10분 대화로 감염 / YTN

설명
쿠팡 확진자와 ’10분 대화’. . .마스크 쓰고도 감염 스치기만 해도 감염?

시간보다 ’밀접 접촉’이 결정적 부산의료원 간호사 아버지, 커피 한잔 마시고 전파

플랫폼인 유튜브 [15]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용자들은 소

셜 미디어에 해당 가짜 뉴스에 대한 게시글을 업로드하면서

가짜 뉴스를 재확산시킨다. 이렇게 재확산된 가짜 뉴스의 정

보를 데이터셋에 포함하여 해당 가짜 뉴스 기사의 특징을 잘

포착하고자 하였다. 가짜 뉴스와 관련된 주제를 가진 유튜브

게시글을 검색하기 위해, 앞서 3.2에서 설명한 BERT와 CRF

기반의 개체명 인식 모델로 추출한 가짜 뉴스의 주제 키워드

를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해당 가짜 뉴스에 대한 보다 관련 있

는 사용자 재확산 정보를 포착하기 위해, 해당 기사가 등록된

날짜 기준으로 1주일 전후의 기간 안에 업로드된 영상들의 데

이터만을 수집하였다. 유튜브 데이터 수집은 Google API9를

사용하였고, 수집한 항목은 제목 (title) 과 설명 (description)

항목이다 (표 3).

4. 가짜 뉴스 검출 모델

본연구에서는코로나관련가짜뉴스의참/거짓을분류하는

검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했다. 1) 모델 학습 시 코로나 관련 문맥을 반영하는 것이

성능향상에 도움이 된다. 2) 가짜 뉴스를 예측할 때, 루머의 텍

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텍스트에서 추출한 개체명 정보,

해당 루머에 대한 사용자 재확산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성능향

상에 도움이 된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훈련셋(training set)과 특성셋(fea-

ture set)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여러 모델을 사용해 실험을 수

행했다. 사용된 모델은 기존의 기계학습 방식인 로지스틱 회귀

(Logistic Regression,이하 LR),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

est,이하 RF) [16], XGBoost(이하 XGB) [17]와딥러닝방식인

CNN [18], LSTM [19]뿐만 아니라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뛰어

난 성능을 보이는 BERT [20] 모델이 있다.

코로나 가짜 뉴스 예측 모델 파이프라인은 크게 (1) 특성

추출, (2) 코로나 가짜 뉴스 예측 모델 적용 및 결과 예측 두

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이를 통해 모델은 코로나 관련 뉴스의

진위여부를 판별한다(그림 1).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는 (1) 수집된 뉴스 기사의 제목 및 본

문 데이터, (2) 해당 기사에서 추출된 개체명 데이터, (3) 해당

기사의 주요 키워드로 검색된 유튜브 영상 정보(제목, 본문)

데이터이다.

9https://developers.google.com/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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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모델 구조도

4.1 특성 추출

특성 추출 단계에서는 실험에 사용될 데이터를 분류 모델

이 입력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특성 추출을 진행하였다. 가짜 뉴스 기사

및 유튜브 등의 텍스트 데이터는 사용할 모델에 맞게 임베딩

을 적용하여 텍스트의 의미 표현(semantic representation)을

추출하였고, 단어의 의미 표현 정보보다는 단어의 포함 여부가

더 중요한 개체명 데이터의 경우 원-핫 인코딩을 적용했다.

4.1.1 텍스트 데이터

기사 내용 및 유튜브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변환하

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 워드 임베딩 적용을 수행했다. 먼저,

파이썬 기반의 형태소 분석기 라이브러리(KoNLPy) [21]를 사

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여 불필요한 조사 등을 제거하

고 일련의 단어들로 나누는 토큰화(Tokenization)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단어들로 구성된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 모델에 따라 각각 다른 임베딩 방식을 적용했다.

• 단어 임베딩 : 위키피디아의 3억 3,900만 개의 대용량 데

이터로 훈련시킨 Word2vec [22] 언어 모델을 사용했다.

Word2vec 모델은 비슷한 분포를 가진 단어들은 비슷한 의

미를 가진다는 가정에 기반해 단어셋을 학습하며 임베딩

벡터 값을 계산한다. 사전 훈련된 Word2vec 모델을 사용

하여 뉴스 기사를 각 단어 당 200개 차원을 가진 임베딩

벡터로 변환했다.

• Transformer 기반 임베딩 : 텍스트에서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을양방향에서파악할수있게고안된 Transformer [23]

기반 BERT 모델의 인코더에서 토큰화된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받아나온토큰벡터중 [CLS]토큰을임베딩벡터로사

용했다. BERT는임베딩과정에서도학습이함께일어나는

모델이기때문에,별도의단어임베딩모델(e.g., Word2vec,

fastText [24], etc.)을 사용하지 않고, BERT 모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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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딩을 수행했다.

유튜브 데이터의 경우, 기사 하나당 최대 100개의 데이터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유튜브 데이터에 대해 임베딩 벡터

로변환한뒤,해당벡터들의평균을구하여최종유튜브임베딩

벡터로 사용했다.

4.1.2 개체명 데이터

카테고리 형태의 개체명 데이터는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을 통해 하나의 벡터로 변환했다. 결과적으로 En-

tity는 크기가 실험 1에서는 223차원, 실험 2에서는 313차원인

원-핫 벡터(One-Hot Vector)로 변환됐다.

4.2 코로나 가짜 뉴스 예측 모델 적용 및 결과 예측

구글에서 공개한 BERT는 기존의 Word2vec과 같은 단어

임베딩 모델들에 비해 단어의 문맥까지 양방향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전 학습된 모델을 Fine-tuning 하는 것

만으로도 여러 자연어처리 태스크에서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

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량의 네이버 뉴스 댓글로 사전 학습된 BERT 기

반모델인 KoBERT-base모델을 Fine-tuning하여코로나관련

가짜 뉴스 탐지 모델을 학습하였다.

특성추출단계에서생성된세가지데이터(뉴스기사텍스트

데이터, 개체명 데이터, 유튜브 텍스트 데이터)의 특성 값은 루

머 분류 레이어(Rumor Classification Layer)에서 하나의 벡터

로 병합(concatenate)된다. 이후, 과적합(Overfitting) 방지를

위해 드롭아웃(Dropout)을 적용한 후 이전 계층과 다음 계층

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완전연결계층(Fully-Connected Layer)

과 활성화 함수인 소프트맥스(Softmax)를 순서대로 거쳐 해당

기사의 진위여부를 파악한다.

5. 실험 및 결과

5.1 실험 구성

코로나 관련 문맥을 반영했을 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총 두 가지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1의 훈련셋에는 코로

나이전의가짜뉴스만포함하여코로나관련문맥을제거했고,

실험 2의 훈련셋에는 실험 1의 훈련셋에 2020월 2월 14일 이

전에 보고된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를 추가하여 코로나 관련

문맥을 반영했다. 단, 두 실험 모두 2020년 2월 14월 이후에

보고된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로 구성된 테스트셋을 사용했다.

더불어, 기사의 개체명 및 사용자 재확산 정보가 결과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에 입력되는 변수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변수 조합으로, (1) 뉴스 기사의

텍스트 데이터만 변수로 입력한 경우, (2) 뉴스 기사의 텍스트

데이터와 개체명 데이터를 변수로 입력한 경우, (3) 뉴스 기

사의 텍스트 데이터와 유튜브 텍스트 데이터를 변수로 입력한

표 4. 실험 데이터 구성

Train Test

True Fake Total True Fake Total

실험 1 일반 1,055 1,055 2,110

실험 2 일반 1,055 1,055 2,210 92 92 184

코로나 50 50

경우, (4) 뉴스 기사의 텍스트 데이터, 개체명, 유튜브 텍스트

데이터 모두를 변수로 입력한 경우를 지칭한다.

추가로,서울대팩트체크센터에서수집된데이터셋의경우대

다수가 가짜로 판명되어, 정보의 비율이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었다.이는모델훈련에어려움을야기하고거짓이아닌정보

의 비율이 더 많은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실제 일반 뉴스 기사를 빅카인즈(BIG KINDS)10와

네이버 뉴스11에서 추가로 수집하여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의

비율을 1:1로 맞췄다. 실험 1과 2에서 사용된 훈련셋과 테스트

셋 개수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5.2 결과

표 5과 표 6은 각각 실험 1과 실험 2 결과를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Score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1은 훈련셋에 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이고, 실험 2는 훈련셋에 코

로나 관련 데이터가 들어간 경우를 말한다. 특성 컬럼은 각각

모델에 입력되는 변수 조합으로, (1) 뉴스 기사의 텍스트 데

이터만 변수로 입력한 경우, (2) 뉴스 기사의 텍스트 데이터와

개체명 데이터를 변수로 입력한 경우, (3) 뉴스 기사의 텍스트

데이터와 유튜브 텍스트 데이터를 변수로 입력한 경우, (4) 뉴

스기사의텍스트데이터,개체명,유튜브텍스트데이터모두를

변수로 입력한 경우를 지칭한다.

5.2.1 코로나 관련 문맥 반영 효과

실험 2는 트레이닝 세트에 코로나 관련 뉴스가 들어간 경우

로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 1에 비해 성능이 향상되었다. 정확도

측면에서 특성 4의 BERT 모델은 실험 1보다 약 21% 상승한

82.61%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실험 2에서도 실험 1과

마찬가지로유튜브데이터가개체명데이터보다성능향상에도

움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셋의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80%가 넘는 정확도와 98% 이상의 재현율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이 코로나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10https://www.bigkinds.or.kr/
11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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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 1에 대한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특성 컬럼은 (1) 뉴스 기사의 텍스트, (2) 뉴스 기사의 텍스트와 개체명, (3) 뉴스

기사의 텍스트와 유튜브 텍스트, (4) 뉴스 기사의 텍스트, 개체명, 유튜브 텍스트 모두를 변수로 입력한 경우를 지칭.

모델 정확도(Accuran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 Score

특성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LR 60.33 61.96 60.33 61.96 57.36 59.02 57.36 59.02 80.43 78.26 80.43 78.26 66.96 67.29 66.96 67.29

XGB 65.22 60.33 60.33 59.78 62.07 57.72 58.41 57.63 78.26 77.17 71.74 73.91 69.23 66.04 64.39 64.76

RF 62.5 63.59 64.13 63.04 59.5 60.16 60.32 59.23 78.26 80.43 82.61 83.7 67.60 68.83 69.73 69.37

BERT 64.13 69.57 59.78 61.96 62.04 66.98 55.49 57.32 72.83 77.17 98.91 100 67.00 71.71 71.09 72.87

CNN 64.67 63.59 63.59 67.93 59.85 59.54 60 66.67 89.13 84.78 81.52 71.74 71.61 69.95 69.12 69.11

LSTM 65.22 67.93 69.02 67.39 62.07 62.22 64.71 62.31 78.26 91.3 83.7 88.04 69.23 74.01 72.99 72.97

표 6. 실험 2에 대한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특성 컬럼은 실험 1과 동일.

모델 정확도(Accuran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 Score

특성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LR 65.76 66.85 65.22 66.3 62.83 67.82 61.86 66.67 77.17 64.13 79.35 65.22 69.27 65.92 69.52 65.94

XGB 65.22 68.48 62.5 67.39 62.73 65.18 60.95 63.33 75 79.35 69.57 82.61 68.32 71.57 64.98 71.70

RF 62.5 65.76 64.67 64.67 59.2 62.39 61.95 60.98 80.43 79.35 76.09 81.52 68.20 69.86 68.30 69.77

BERT 73.37 61.41 76.63 82.61 65.47 56.86 74.75 84.44 98.91 94.57 80.43 80.85 78.79 71.02 77.49 82.61

CNN 69.02 69.02 68.48 72.28 67.33 69.66 65.74 73.56 73.91 67.39 77.17 69.57 70.47 68.51 71.00 71.51

LSTM 67.93 71.74 72.83 72.83 66.02 66.39 68.75 66.15 73.91 88.04 83.7 93.48 69.74 75.70 75.49 77.48

5.2.2 개체명 및 사용자 재확산 정보 반영 효과

실험 1의경우특성 2 + BERT모델이정확도와정밀도부분

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났고(정확도: 69.57%, 정밀도: 66.98%),

재현율에서는 특성 3을 변수로 입력한 BERT 모델(재현율:

100%)에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XGB와 CNN을 제외

하고 개체명 데이터를 추가한 특성 2의 경우가, 뉴스 기사의

텍스트 데이터만 넣은 특성 1의 경우보다 정확도, 정밀도, F1

Score의 측면에서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튜브텍스트데이터를추가한특성 3의경우 LR, RF, BERT

에서그렇지않을때보다재현율, F1 Score성능이향상된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개체명과 유튜브 텍스트 데이터가 코로나

가짜 뉴스를 탐지하는데 적절한 특성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튜브 데이터보다 개체명 데이터가 성

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BERT의 경우에는 모델이 입력받을

수 있는 최대 문장길이가 존재한다는 한계점 때문에 유튜브 데

이터를 추가하였을 때 정확도 성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한국어로 된 가짜 뉴스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개체명과

사용자 재확산 정보를 활용한 한국어 가짜 뉴스 탐지 모델을

제안하였다. 먼저 한국어 가짜 뉴스 데이터셋 구축을 위해 (1)

가짜뉴스팩트체킹플랫폼인서울대팩트체크센터에서루머및

가짜 뉴스에 대한 검증 기사를 수집하고, (2) BERT 기반 개체

명추출모델을이용해추출한가짜뉴스관련키워드를이용해

(3)관련유튜브영상의텍스트데이터를수집하여가짜뉴스에

대한사용자재확산정보를수집하였다.개체명정보,사용자재

확산 정보를 가짜 뉴스에 추가로 더하여, 주어진 가짜 뉴스의

주장에 대해 해당 주장이 참 혹은 거짓인지를 분류하는 모델

을 제안하였다. 본 모델은 Transformer 구조를 사용하여 문장

을 앞에서 뒤, 뒤에서 앞의 양방향에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BERT 기반의 분류 모델로서, 문장 전체를 입력받아 빈칸으로

처리된 부분에 들어갈 단어를 예측하며 학습을 진행하고, 각

특성 벡터에 대해 출력된 벡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루머에 대한 참/거짓을 여부를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정확도 82.61%, 재현율 98.91%, F1 Score 82.61% 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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