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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짜뉴스가 사회연결망 상에서 빠르게 전파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가짜뉴스를 탐

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가짜뉴스 탐지 연구에서 사회연결망의 전파 정보

를 활용한 방법이 기존 뉴스 컨텐츠 기반 가짜뉴스 탐지 방법보다 효과적임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CoAID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사회연결망상의 전파 데이터를 포함하는 COVID-19 

Cascade 데이터셋을 소개한다. COVID-19 Cascade 를 활용하면 전파 기반 가짜뉴스 탐지 방법에도 적

용이 가능하다. 이후 간단한 분석을 통해 진짜뉴스와 가짜뉴스의 차이를 확인한다.  

 

1. 서론 

COVID-19 는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해 

발병하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

산되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가짜뉴

스란 인터넷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생산 및 유통

되는 허위 정보를 의미한다 [1]. COVID-19 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관련 가짜뉴스 

역시 많이 생성되었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을 통해 빠

르게 전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COVID-19 를 치료할 

수 있다는 가짜뉴스로 인해 60 여명이 실명되었다. 2 

이러한 이유로 가짜뉴스를 탐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

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가짜 뉴스를 탐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뉴스의 컨

텐츠 정보를 분석한다 [3]. 그러나 가짜뉴스는 사람들

을 속이기 위해 진짜뉴스를 모방하여 작성되기 때문

에, 뉴스 컨텐츠 정보 분석만으로 가짜뉴스를 탐지하

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 뉴스의 

컨텐츠 정보 뿐만 아니라 뉴스가 사회연결망 서비스

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나타내는 전파 

정보도 함께 활용하여 가짜 뉴스를 탐지하는 전파 정

보 기반 가짜뉴스 탐지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전파 정보가 가짜뉴스를 탐지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임을 보였다 [3, 4]. 

 
1 교신저자 
2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3129800009 

최근 COVID-19 관련 가짜뉴스 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COVID-19 

관련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CoAID 는 이러한 데이터셋 중 하나로, COVID-19 관

련 뉴스와 이를 트위터에 게재한 트윗 정보를 포함하

고 있다. 하지만 CoAID 에는 트위터의 사용자 간 연

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사회연결망에서 

COVID-19 뉴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파 정보기반 가짜

뉴스 탐지 방법에 적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CoAID 데이터셋 [5]을 전파 정

보 기반 가짜뉴스 탐지 방법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

기 위해, 이를 기반하여 뉴스가 트위터 상에서 사용

자에게 전파된 정보를 수집한 COVID-19 Cascade 데이

터셋을 소개한다. 뉴스가 트위터상에 처음 게재된 트

윗을 기반으로 사용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트윗을 단

계별로 수집하였고, 이후 간단한 분석을 통해 진짜뉴

스와 가짜뉴스의 차이를 확인한다. 

 

2. 관련 연구 

2.1 CoAID 데이터셋 

CoAID 데이터셋3은 COVID-19 관련 가짜뉴스 탐지 

연구를 돕기 위한 데이터셋으로 뉴스 정보와 이를 트

위터에서 게재한 트윗 정보로 구성된다. 뉴스 정보는 

2019 년 12 월부터 2020 년 7 월까지 신뢰할 만한 9 개

 
3 https://github.com/cuilimeng/Co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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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뉴스 미디어 매체에서 보도한 COVID-19 관련 뉴

스이며, 트윗 정보는 보도된 뉴스의 제목 및 URL 을 

게재한 트윗이다 [5].  

2.2 정보 전파 그래프  

 

(그림 1)정보 전파 과정. 

정보 전파 그래프(cascade)란 정보가 사용자 사이에 

전파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하나의 뉴스

가 사회연결망을 통해 사용자들 사이에 전파되는 과

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a)) 먼저 미디어상에 뉴스가 

공개되면 이를 초기 사용자가 사회연결망에 게재하여 

초기 게시물이 생성된다. (그림 1(b)) 이후 사회연결망 

사용자들 사이에 이것이 공유되어 전파된다. [3]에서는 

가짜뉴스를 탐지하기 위해 뉴스 컨텐츠 정보 뿐만 아

니라, 정보 전파 그래프의 구조적, 시간적 특징을 함

께 활용하는 방법이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

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 효과적임을 보였다.  

 

3. COVID-19 Cascade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는 COVID-19 Cascade 데이터셋을 소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CoAID [5]에서 제공된 총 

3,921 개의 뉴스를 기반으로 트위터 상에서 전파된 흐

름을 Twitter API4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3.1 데이터 통계 

<표 1> COVID-19 cascade 데이터셋 통계 

Data Count Data Count 

# 진짜뉴스 3,055 # 트윗 150,002 

# 가짜뉴스 866 # 인용 트윗 43,310 

# 사용자 129,057 # 전파 그래프 2,763 

 

<표 1>은 COVID-19 Cascade 데이터셋의 통계를 나

타낸다. 해당 데이터셋은 총 3,921 개의 뉴스와 이를 

게재한 193,312 개의 트윗으로 구성된다. 뉴스는 진짜

뉴스 3,055 개와 가짜뉴스 866 개로 구분된다. 트윗은 

150,002 개의 트윗과 이들을 공유한 43,310 개의 인용 

트윗으로 구성된다. 트윗을 통해 전파된 사용자는 총 

129,057 명이다. 이를 통해, 총 전파 그래프는 2,763

개가 생성되었다. 

 
4 https://developer.twitter.com/en/docs/twitter-api 

3.2 데이터 분석 

뉴스를 처음 게재한 초기 트윗(Seed)이 트위터에서 

몇 단계(hop)까지 전파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초기 트윗을 처음 공유한 트윗은 1-hop 이 되고, 이를 

공유한 트윗은 2-hop 이 된다. 아래 <표 2>는 이에 대

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가짜뉴스가 더 잘 전

파된다는 기존 분석과 같이 [3], 전파 단계별 진짜와 

가짜(T/F) 트윗 비율 분석에서 가짜뉴스가 더 멀리 전

파된다는 결과를 예상했다. 아래 <표 2>에서 알 수 있

듯이, 초기 트윗과 비교하여 가짜뉴스 트윗이 1-hop

기준 약 20%정도 더 멀리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전파 단계별 T/F 트윗의 개수와 비율 

Tweet Total 
Fake True 

Count Rate(%) Count Rate(%) 

Seed 150,002 9,745 6.50 140,257 93.50 

1-hop 39,910 3,198 8.01 36,712 91.99 

2-hop 3,153 198 6.28 2,955 93.72 

3-hop + 247 21 8.50 226 91.50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탐지를 위한

COVID-19 Cascade 데이터셋을 소개했다. 이 데이터셋

은 기존 CoAID 데이터셋 [5]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전

파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일반적인 가짜뉴스 탐지 

방법 뿐만 아니라 전파 정보 기반 가짜뉴스 탐지 방

법도 사용 가능하다. 우리는 향후 데이터셋의 구조적, 

시간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한 가짜뉴스 탐지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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