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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하루에 발생하는 가짜뉴스는 방

대하며, 실제 뉴스기사를 악의적으로 재생산 또는 언론사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연구가 많으

나, 공인된 뉴스 기사인지에 대한 신뢰성 입증과 관련된 연구 논문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뉴스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적용, 공인된 뉴스 제공자가 기사 내용에 대한 Fingerprint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공인된 

기사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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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가짜뉴스는 사실에 대한 오인을 유발할 목적으로 생산 및 유포되는 

거짓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1]. 가짜뉴스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30조로 추정하였다[2]. 가짜뉴스는 기존 기사를 

악의적으로 편집 또는 언론사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 가짜뉴스를 탐지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3]. 해외 연구 중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을 이용하여 인용에 

대한 가중치로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Bitpress라는 연구가 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 특성상 노드 생성에 따른 보상, 부분 분기, 처리 

속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점이 있다[4]. 

본 논문에서는 가짜뉴스를 프라이빗 블록체인를 이용하여 공인된 

기자에게 기사내용에 대한 Fingerprint를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구독자가 공인된 뉴스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짜뉴스를 줄이는 플랫폼을 설계한다.

II. Design of the Platform

1. System Architecture

뉴스 신뢰성 검증 플랫폼은 기사의 생성부터 공유까지의 기사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

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노드 채굴에 대한 보상, 부분 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하였다. Fig. 1은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뉴스 검증 플랫폼은 뉴스 생산자, 언론사 서버,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독자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뉴스 생산자로서는 뉴스통신 진흥

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편집인등의 기사나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된다. 언론사 서버는 뉴스 생산자가 작성한 기사를 저장하고 

블록체인에 핑거프린트(Fingerprint)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역할과 

구독자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사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기사에 대한 메타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블록체인 원장은 기사의 ID, 작성자, 작성일자, 

제목, SHA256으로 해시화된 기사 내용, 열람 횟수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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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시스템의 실행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Fig. 2. Sequence Diagram

기사를 게재 시, 뉴스 생산자가 기사를 언론사 서버로 업로드하면 

서버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에서 TPM(Transaction Processing 

Module)로 기사 DB 저장,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 요청한다. TPM에서

는 기사의 메타데이터와 해시(hash)화된 기사내용을 블록체인에 

Deploy 요청을 하게 되고 이 내용을 뉴스 생산자에게 업로드 성공 

여부를 반환하게 된다. 구독자가 기사 조회 요청 시, 언론사 서버에서는 

TPM으로 기사 내용 요청을 하게 된다. TPM에서는 블록체인에게 

해시화된 기사 내용을 Query 요청하게 된다. TPM은 블록체인 Query 

요청 반환 값과 기사 DB의 기사내용을 해시 처리하여 나온 값을 

비교하고 일치할 경우, 구독자에게 기사 내용을 반환한다. 뉴스 생산자

가 기사를 수정할 경우, TPM에서 블록체인에 수정된 내용의 해시값을 

Invoke 요청한 뒤, 구독자에게 수정사항에 대해 푸시 알림을 한다.

2. Platform Implementation and Experiment

뉴스 신뢰성 검증 플랫폼 구현은 Hyperledger Fabric v1.0 을 

사용하였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 포함된 특정 사용자만 원장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채널 별로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챗봇을 

프론트엔드로 구성하여서 구독자가 쉽게 뉴스기사에 접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험은 연합뉴스에서 기사를 크롤링하여 플랫

폼에 업로드, 뉴스 기사를 수정 그리고 기사 조회를 진행하였다. 

Fig. 3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뉴스 신뢰성 검증 플랫폼에서 기사 

조회가 정상 작동됨을 확인하였다

.

Fig 3. Transaction Experiments Result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공인된 뉴스기사에 대해 신뢰

성 검증을 하여 가짜뉴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고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현, 실험 결과 정상 작동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구독자가 공인된 뉴스 기사와 그렇지 않은 뉴스 기사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기술하였으나, 공인된 뉴스 내에서 

발생하는 가짜뉴스, 오보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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