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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영어 기반의 기술 팩트체크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한국 기반 팩트체크 서비스는 비기술적

(언론인 등 전문가의 교차 검증을 통한 팩트체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술 팩트체크 서비스가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요소와 비기술적인 요소의 서비스를 함께 사용

할 때 허위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

한 팩트체킹 서비스를 제안한다. 

 

I. 서론 

 글로벌 조사 전문기관인 ‘Ipsos’에서 전세계 25 개국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85%의 국민이 가짜 뉴스에 속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노년층의 경우, 노화 및 치매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정보격차가 점점 더 커져 정보가 올바른지 

판단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다[1]. 

정형화된 뉴스기사가 아닌 SNS 를 통해 유포되는 

비정형화된 가짜뉴스, 가짜정보 또한 매우 많은데, 이를 

검증하는 서비스가 구현되어 있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이 적용된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짜 뉴스, 가짜 정보 판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장,노년층을 비롯한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가짜 뉴스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추출하는 시각을 함양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기계 학습 및 자연어 처

리 분야에서 토픽이라는 문서 집합의 추상적인 주제를 발

견하기 위한 통계적 모델 중 하나로, 텍스트 본문의 숨겨

진 의미 구조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기

법이다. 각 문서에 포함된 용어의 빈도수에 기반하여 유사 

문사를 그룹화한 뒤 각 그룹을 대표하는 주요 용어들을 추

출함으로써 해당 그룹의 토픽 키워드 집합을 제시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 사용되는 문서는 문서, 제목, 요

약, 본문, 댓글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의미한다[2]. 

 

2.2 Bi-LSTM 

 

게이트 기법을 통해 순환 신경 회로망(RNN)의 한계를 극

복한 모델인 LSTM을 순방향 뿐 아니라 역방향의 결과를 함

께 이용하는 모델이다. 문맥(Context)을 기반으로 하는 연

관성 분석에 유리하여 속도를 고려한 다양한 NLP 문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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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한글 형태의 카카오톡 가짜 정보와 가짜 뉴

스로 알려진 언론사의 기사들을 수집하여 CSV 파일 형식의 

DB 를 구축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형태소 분석 및 토

픽 모델링을 수행한 후  Bi-LSTM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패

턴 분석을 통한 가짜 뉴스의 패턴 정보 추출 및 저장을 수

행한다. 또한 AWS 를 활용하여 카카오톡 가짜 정보 및 가짜 

뉴스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하여,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새

로운 내용의 카카오톡 가짜 정보 및 가짜 뉴스에 대한 신

뢰도를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가짜 정보 및 가짜 뉴스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 피해, 금전적 피해 및 집단의 경제적 

피해, 사회적 피해를 예방한다. 
 

Ⅲ. 구현 

 

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주요 IDE 로는 파이썬

(Python) 3.8 을 사용하기 위한 Pycharm 및 Anaconda 를 활

용하며, 가짜 뉴스 및 기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AWS 의 S3 와 RDS 를 활용한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

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본 서비스의 형태는 안드로이

드 어플리케이션을 채택하며, 이에 따라 Android Studio 를 

활용한다.  

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동작

하며, 사용자가 의문을 갖는 카카오톡 가짜 정보 및 기사

를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Input)을 받는다. 그림 1 은 위 

구현방법을 간단히 구성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SW 구성도 

텍스트를 입력 받으면 Lambda 서버에서 데이터와 핵심키워

드를 저장 후, python 서버를 통해 확률을 분석한다. 분석

한 결과를 다시 Lambda 서버로 전달 후 사용자에게 보여준

다. 

 

 3.1 데이터 수집 

 
뉴스 데이터의 경우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SNU 

FactCheck’ 사이트를 중점으로 가짜 뉴스 혹은 진짜 뉴스

로 판별된 뉴스기사를 수집하였고, 가짜 뉴스 판별 정확도

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짜, 가짜 뉴스에 대한 네이버 뉴스 

댓글을 수집하여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카카오톡의 

경우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의 객관성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 15 만건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 데이터로 사

용하였다. 

 

3.2 데이터 처리 

 
수집한 데이터를 카카오톡 가짜 뉴스와, 인터넷 뉴스 기사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3.2.1 인터넷 뉴스 기사 
 

분석하고자 하는 뉴스 기사를 검색하면 TF-IDF 알고리즘으

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해당 내용과 관련된 뉴스 데이

터를 조회한다. 먼저, 토픽모델링으로 추출한 핵심 키워드

로 자체적으로 수집한 SNU 팩트체크 뉴스 데이터를 검색하

고, 네이버 뉴스 크롤링을 진행한다. 검색된  모든 네이버 

뉴스에 대하여 팩트체크 뉴스 데이터로 학습한 Bi-LSTM 모

델과 네이버 댓글 반응으로 학습한 Bi-LSTM 모델에 입력하

여 각 뉴스의 신뢰도를 분석한다. 

 

3.2.2 카카오톡 가짜 뉴스 
 

분석하고자 하는 카카오톡 텍스트를 검색하면 인터넷 기사 

검색과 마찬가지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해당 내용과 

관련된 뉴스 데이터를 조회 및 분석한다. 이에 더하여 해

당 내용을 리뷰 데이터로 학습된 감성 분석 LSTM 모델에 

입력하여 객관성 정도를 판단한다. 

 

3.3 안드로이드 연동 

 

(그림 2) 하드웨어 구성도 

 
그림 2 는 하드웨어 구성도를 나타내며, 사용자가 높은 편

의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UI/UX 를 고려하여 

Android Studio 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 후, 

AWS EC2 상에서 작동되도록 한 본 연구의 Logic 의 결과를 

AWS EC2와 통신하여 어플리케이션 상에 출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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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현 결과 

4.1 가짜 뉴스 판별 모델  

 

4.1.1 under sampling (데이터 불균형) 

 

SNU 팩트체크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학습 데이터로 

가짜 뉴스 판별 모델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수집한 뉴스 

데이터의 경우 가짜뉴스 80%, 진짜 뉴스 20%의 비율로 구

성되어 있어 데이터 불균형으로 인한 과적합 문제가 발생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짜 뉴스의 비율을 진짜 뉴스

의 비율에 맞춰주는 under sampling을 진행하였다. 
 

4.1.2 데이터 분류 

 

과적합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여전히 가짜뉴스를 판별하기

에는 모델의 정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체 뉴스 데

이터를 각 분야(정치, 경제, 사회, 기타)별로 분리하여 학

습 데이터를 재구성하였다. 
 

4.1.3 댓글 반응 분석 

 

또한 팩트체크 된 뉴스의 수가 부족하고, 뉴스 데이터만으

로는 새로운 뉴스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뉴스 데이터 

분석에 더하여 해당 뉴스에 대한 네이버 댓글 반응을 분석

하여 기존 가짜 뉴스 판별 모델을 보완한다. 
 

4.2 실험 결과 

 

가짜 뉴스 판별 모델을 under sampling, category, 

comments 기준으로 표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가짜 뉴스 판별 모델 비교 

 정치 경제 사회 기타 

카테고리 

(under sampling) 

with Comments 

53.2% 41.9% 64.5% 63.0% 

카테고리 

(under sampling) 
53.2% 48.3% 60.7% 67.3% 

전체 

(under sampling) 
50.6% 54.8% 55.6% 54.3% 

전체 67.5% 64.5% 68.3% 67.2% 

under sampling된 모델이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전체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과 비교하여 정확도가 낮

게 나타난다. 이는 현재 수집한 팩트체크 뉴스의 수가 매

우 부족하고, under sampling으로 인해 전체 학습 데이터

의 60%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데이터 부족 현상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전체 데이터 중 다른 카테고리와 비교하

여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제 카테고리 모델의 경우 

학습된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도가 많이 낮아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톡 가짜 정보에 대한 진실,거짓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토픽모델링을 통한  키워드 추출과 Bi-LSTM 을 

적용한 감성분석으로 해당 가짜 정보 내용에 대하여 

주관적/객관적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데에 주목하였다. 

인터넷 기사의 경우, 토픽모델링으로 키워드 추출 및 해당 

키워드와 연관 있는 검증된 기사와 네이버 뉴스 댓글을 

활용한다. 하지만 현재 제 4.2 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팩트체크 된 뉴스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여 뉴스 기사와 

댓글 반응에 대한 분석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추후에는 

가짜뉴스 DB 공유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자체적으로 수집한 

가짜뉴스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직접 가짜뉴스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분석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DB 를 공개하여 가짜뉴스 

관련 연구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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