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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대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가짜뉴

스는 동성애 혐오, 다문화 반대, 인종차별주의 등 사회적 문제를 극단화시

키고, 특정한 정치적 이슈를 강조하여 이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게 만들

며, 시민들을 선동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허위사실에 속은 시민들

이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주변에 전파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

로 모바일,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은 가짜뉴스가 주로 이러한 경로로 전달되고 있다

는 점에서 기성세대에 비해 가짜뉴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으로 팩트체크 수업이 제시되

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있어, 시민들이 뉴스를 

이용할 때마다 모든 뉴스를 팩트체크하여 소비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팩트체크 교육을 한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인 가짜뉴스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 

기반한 가짜뉴스 식별능력을 향상하고 동시에 뉴스를 책임감 있게 전파하는 

태도에 기반한 가짜뉴스 전파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수업으로써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고안하였다. 먼저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가짜뉴

스 식별과 가짜뉴스 전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기존의 팩트체크 수업

과 연구자가 구상한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 중 어느 수업이 더 효과적

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수업인가를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아래

와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가설 1]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고등학생의 가짜뉴스 대응에 효과

적일 것이다.

[하위가설 1-1]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고등학생의 가짜뉴스 식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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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위가설 1-2]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고등학생의 가짜뉴스 전파태

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주가설 2]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팩트체크 수업보다 고등학생의 가

짜뉴스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위가설 2-1] 팩트체크 수업보다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고등학생

의 가짜뉴스 식별능력을 더 향상시킬 것이다.

[하위가설 2-2] 팩트체크 수업보다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고등학생

의 가짜뉴스 전파태도를 더 감소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일반계 G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수업과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처치하고 사전-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최종 262부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팩트체크 만들기 수업은 가짜뉴스 식별능력을 향상시키고, 가

짜뉴스 전파태도를 감소시켰다. 또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팩트체

크 수업과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가짜뉴스 식별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짜뉴스 전파태도에서는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팩트체크 수업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주가설 1은 채택

이, 주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팩트체크 만들기 수업

을 통해 학습자는 가짜뉴스의 요소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뉴스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기능이 작용하여 

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작한 팩트체크 

뉴스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작용하여 뉴

스를 책임감 있게 전파하는 태도가 함양되어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태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업이라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 iii -

  한편, 가짜뉴스 전파에 있어서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팩트체크 수

업보다 더 효과가 있었지만, 가짜뉴스 식별에 있어서는 팩트체크 수업과 팩

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무임승차 효과

(free-rider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무임승차 효과를 

보이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비판적 사고력에서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팩트체크 만들기 수업의 경우,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뉴스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뉴스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 학생에게 과

도한 업무가 배정되어, 다른 역할을 한 학생들에게서 무임승차 효과가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스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가짜뉴스 식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에서 알 수 있었다. 이에 무임승차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를 재설계하여, 다시 측정한다면 가짜뉴스 식별능력에서도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짜뉴스 관련 사회과 수업

을 제시했고, 뉴스 소비 리터러시와 뉴스 생산 리터러시를 함께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을 제시했으며,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가짜뉴스 대응에 어떠한 효

과를 미치는지 검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과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된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발이다. 둘째, 가

짜뉴스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뉴스 리터러시 수업의 개발이다. 셋째, 가

짜뉴스 대응 효과를 엄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개발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더하여 앞으로 무임승차 효과를 억제하는 방법에 기반

하여 연구를 설계하고, 가짜뉴스 대응효과를 엄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유의미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주요어: 가짜뉴스, 뉴스 리터러시 교육, 가짜뉴스 대응, 팩트체크 뉴스 만

들기 수업, 가짜뉴스 식별, 가짜뉴스 전파

학번: 2020-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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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은 COVID-19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을 더 혼란

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가짜뉴스는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고, 이로 인해 의학적으로 부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도록 유도했다. COVID-19 팬데믹 초기 소금물, 

식초, 양파, 알코올 등이 COVID-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가짜뉴스가 퍼졌

고, 실제로 이를 믿고 시행했던 한 교회에서 집단으로 감염된 사실이 있

다1). 

  더 나아가,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가짜뉴스는 COVID-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로 확산하였다. 가짜뉴스는 일부 국가에서의 특정한 사례를 왜곡 

및 과장하여 백신의 일반적인 부작용 및 위험성으로 간주하거나 백신이 유

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짜뉴스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

키고, 접종을 기피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며, 결국 집단면역 확보 시점

이 지연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 종

합대책을 발표했다2). 

  가짜뉴스는 비단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는 미국 대선 결과

에 큰 영향을 미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ETF 언

론사의 가짜뉴스였다. 이 기사에는 교황이 발표했다는 성명서가 포함되어 

1) 소금물로 코로나 퇴치?…인포데믹 부른 재난유형 1위는 감염병(연합뉴스, 

2020.10.20., 검색일자: 2021.08.03.)

2)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신속 삭제·수사(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2.10., 검색일자: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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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뉴스의 사실 여부를 판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대선 이후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뉴스는 미국 대선 전 3개월간 가장 많이 

공유된 뉴스로, 페이스북에서 96만 회 ‘공유하기’ 또는 ‘좋아요’를 받

았는데, 실제 기사를 보거나 클릭까지 한 사용자를 합치면 1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Cailin O’Connor & James Owen Weatherall, 2016/2021).

  실제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짜뉴스를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다. 

CIGI-Ipsos가 전 세계 25개국을 대상으로 2019년에 실시한 가짜뉴스 설문조

사3)를 살펴보면, 전 세계 응답자 21,251명 중 85%가 가짜뉴스에 속은 경험

이 있고, 우리나라 응답자 807명 중 85%가 가짜뉴스에 속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2018년 설문조사4)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응답자 1,218명 중 94.2%가 동영상 플

랫폼(유튜브)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66%는 동영상 플랫폼(유튜브)을 

통해 가짜뉴스를 보거나 전달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는 SNS나 모바일 메신

저(카카오톡), 온라인 카페 및 밴드에서 가짜뉴스를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더 나아가, 가짜뉴스는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2019년 설문조사5)를 살펴보면, 청소년 

응답자 2,363명은 모바일 이용률이 97.2%에 다다르며, 그중에서 온라인 동

영상(유튜브) 이용률이 98.1%에 달한다. 즉,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s) 세대로서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이라고 불리

는 기성세대에 비해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고, 이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5·18 기념재단의 5·18 청

소년 인식조사 연구보고서(정건지 외, 2021)에 의하면, 청소년 응답자 

1,150명 중  5·18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10.9%이며, 가짜뉴스를 접

3) https://www.cigionline.org/cigi-ipsos-global-survey-internet-security-and-trust/

  (검색일자: 2021.08.03.)

4) https://www.kpf.or.kr/front/research/issueListPage.do

  (검색일자: 2021.08.03.)

5) https://www.kpf.or.kr/front/research/consumerListPage.do 

  (검색일자: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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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로로써 동영상 플랫폼(유튜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청소년들이 뉴스나 시사적인 정보를 이용할 때, 텍스트보다 동영상으로 보

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고 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

션이 동영상 플랫폼(유튜브)이라고 응답한 점, 청소년들이 가짜뉴스를 접하

는 경로가 동영상 플랫폼(유튜브)이라고 응답한 사실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 성인들보다 청소년들이 더 심각하게 가짜뉴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학교를 통해 가짜뉴스와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기에 적절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받지 못하면,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사회화 기관을 통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더 나아

가, 일반적으로 성인기부터 시행한 교육의 효과를 청소년기부터 시행한 교

육의 효과와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높지 않기에 청소년기에 학교를 통한 

적절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통해 가짜뉴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었고, 이에 따라 가짜뉴스 처벌에 대한 법률적 논의와 함께 교육적 논의

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적 논의가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최근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교육적 방안으로 팩트체크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팩트체크 교

육은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가짜

뉴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 4 -

  그러나 가짜뉴스를 식별했다고 해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해

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다. 우선, 가짜뉴스가 생산되

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뉴스를 이용할 때마다 모든 뉴스를 

팩트체크하면서 소비하기 불가능해졌다. 뉴스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를 소비할 때마다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구분하고, 가

짜뉴스를 일일이 팩트체크하면서 읽어야 한다면, 이로 인한 인지적 과부하

로 뉴스 이용자가 뉴스 소비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

다. 다음으로,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대로 식별했다고 하더라도 광

범위하게 전파되는 가짜뉴스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다. 즉, 팩

트체크 교육은 뉴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

할 수 있게 하지만, 이러한 교육으로 뉴스가 생산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의 

가짜뉴스 문제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뉴스 제작 수업이 책임감 있게 뉴

스를 전파 및 공유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고안하게 되었다.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동시에 가짜뉴스 전파의 역기능과 팩트체크 뉴스 전파의 

순기능을 인식하여 가짜뉴스 전파를 감소시켜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가짜뉴스 대응에 어떠한 효

과를 미치는가?

● 연구 문제 2: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팩트체크 수업에 비해서 가

짜뉴스 대응에 더 큰 효과를 미치는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

펴본다. 다음으로 가짜뉴스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관계를 고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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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에서의 가짜뉴스 관련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 우리

나라의 교육을 비교한 후, 가짜뉴스 관련 뉴스 리터러시 교육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수업방법으로서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

을 제시한다.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으며, 팩트체

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가짜뉴스 대응에 효과적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학생들의 가짜뉴스 대응에 효과

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가짜뉴스 관련 사회과 수업을 제시했다. 기존 사회과에서는 가짜뉴

스 개념에 대한 학습만 이루어지거나 청소년을 뉴스 소비자로 간주하고, 비

판적 이해에 초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미 뉴

스 소비자이면서 생산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뉴스를 읽을 

뿐만 아니라 댓글을 달고, 감정표현을 표시하고, 공유 및 전파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짜뉴스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이 필요해졌다. 이에 연구자는 학생을 뉴스 생비자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회과 수업모형을 제시했다.

  둘째,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종합적으로 뉴스 리터러시6)를 증진할 

6) 뉴스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양정

애 등(2015)은 뉴스 리터러시를 뉴스 이해,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뉴스 

활용,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재원 등(2016)은 뉴

스 리터러시를 소셜 네트워크 저널리즘에 맞춰 재개념화한다. 이에 따라 뉴스 

리터러시를 뉴스의 필요성 인식, 뉴스 소비 능력, 뉴스 생산 능력으로 범주화하

고 있고, 뉴스 소비 능력은 다시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와 뉴스 텍스트 비

판적 읽기로, 뉴스 생산 능력은 뉴스 선별하기와 뉴스 공유하기로 구분하고 있

다. 양길석 등(2021)은 뉴스 생산, 유통, 수용 양상의 변화에 따라 뉴스 리터러

시 개념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뉴스 리터러시를 뉴스 이해, 뉴스 접근, 

뉴스 분석 및 평가, 뉴스 제작, 뉴스 공유,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구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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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기존 사회과 교육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이해에 초점을 두어 뉴스 소비 리터러시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소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과정에 관련된 뉴스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특

히, 기존 사회과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소외되는 경향

이 있었는데, 이에 연구자는 뉴스 소비 리터러시와 뉴스 생산 리터러시를 

종합적으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방법을 제시하여, 기존의 한계

를 극복하고자 했다.

  셋째, 가짜뉴스 식별능력과 가짜뉴스 전파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

하기 때문에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가짜뉴스 대응에 미치는 효과를 더 정확

하게 검증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비판적 사고

력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역량 및 공동체 역량에 미치는 영향, 뉴스 리

터러시 및 미디어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하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을 뿐,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 식별능력과 가짜뉴스 전파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설

정하고, 이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뉴스 리터러시 교육적 효과를 좀 더 면밀

하게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

다.

  첫째, 유의 표집을 통해 연구 대상을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한 일반계 G고

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선정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 학년, 

학교급에 적용하여 일반화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

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2차시에 걸쳐 팩트체크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연구를 토대로 뉴스 리터러시가 뉴스 소비 리터러

시와 뉴스 생산 리터러시로 구성되며, 뉴스 소비 리터러시는 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뉴스 생산 리터러시는 뉴스를 제작하고 뉴스를 책임감 있게 공

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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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관련된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와 교과서 단원을 고려했을 

때, 2차시 분량이 넘어가면 수업 진도 등에 차질이 생겨, 실제 학교 현장에

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교사들의 조언 때문이었다. 그러나 2차시의 짧

은 수업으로 그 효과를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

계를 인식하고, 실험 연구를 정교하게 계획하여 여러 차시에 걸쳐 학생들에

게 적용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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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가짜뉴스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가짜뉴스 대응을 어

렵게 하는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요인을 

살펴보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가짜뉴스 대응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후, 핀란드와 독일의 가짜뉴스 관련 뉴스 리터러시 교육

을 우리나라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 비교·분석하고, 가짜뉴스 관련 뉴스 리

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가짜뉴스

  1) 가짜뉴스의 의미

  가짜뉴스는 원래 정치적 풍자 장르의 TV 프로그램을 의미하거나 뉴스의 

형식을 모방하는 기사형 광고를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

고 생산 및 유통되는 허위정보를 의미한다(윤성옥, 2018). 즉, 가짜뉴스는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서 타인을 속이고,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

록 언론 보도의 형식을 갖추고, 사실 검증이 배제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황용석 외, 2017).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우선 가짜뉴스와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가짜뉴스의 속성을 확인하고 정의하고자 한다. 가짜뉴스와 유

사한 개념으로는 먼저 풍자(Satire)가 있다. 풍자에는 정치적 현실과 세태, 

사회 부조리 등을 비꼬는 것으로 뉴스의 형식을 빌린 정치, 사회풍자 TV쇼 

등이 있다(Balmas, 2014).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뉴스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면에서 가짜뉴스와 유사하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기만할 목적은 없다는 점에서 가짜뉴

스와 다르다(오세욱 외, 2017).

  둘째, 정치적 선동(propaganda)이다. 정치적 선동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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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편향된 정보 혹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Lotan, 2016). 특정한 정치적 관점, 목적에 따라 독자들에게 사실

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사실에 기초하지만, 그 사실을 왜곡해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황용석, 권오성, 2017). 

  셋째, 루머(rumor)이다. 루머는 사람들 사이에 확산된 정보로서 그 진위 

가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황용석, 권오성, 2017). 루머

는 경제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에는 개인 메신저를 통해 퍼지는 쪽지형 지라시가 있

다. 이는 다수의 허위, 비방 정보, 미확인 스캔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황용석, 권오성, 2017). 루머의 경우에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뉴스 형

식을 취할 때가 있다.

  넷째, 오보(false report)이다. 오보는 언론 보도의 포괄적인 실수를 의

미하며, 보도 내용이 다루는 사실이 왜곡된 것으로서 한국에서는 법률7)에 

의해 등록한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를 

오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황용석, 권오성, 2017).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허위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지만, 언론사의 오보는 기사 작성 주체가 사실이

라고 생각하는 사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대한 엄격한 과정을 거쳐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실수 또는 잘못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오보는 그 의도성에 있어서 사람들을 기만할 목적이 아니며, 그 내용을 진

실이라고 믿는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

(황용석, 권오성, 2017).

  이러한 유사 개념 분석을 통해서 가짜뉴스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연구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

호, 2020. 3. 24., 타법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등록 조항이 있다.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

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

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

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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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가짜뉴스 개념을 정의하면서 박아란(2017)의 분석 틀을 도입하고자 한

다. 박아란(2017)은 가짜뉴스를 작성 주체, 작성 내용, 작성 목적이나 의

도, 작성 형식 등의 범주를 통해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표 Ⅱ-1> 가짜뉴스의 개념

분류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아닌 내용

작성 

주체
제한 없음(온라인 이용자, 1인 미디어, 전통적 언론사 등 포함)

작성 

내용
허위 사실 진실, 진실 오인에 상당성, 오보

작성 

목적

허위 사실의 고의적 / 유도적 

유포
공공의 이익

작성 

형식
기사 형식

정보 보고, 지라시, 루머 등 기사 

형식이 아닌 것으로 작성된 형태

*출처: 박아란, 2017: 24.

  첫째, 작성 주체다(박아란, 2017). 가짜뉴스의 작성 주체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문법에 의해 등록된 언론사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

이나 기관도 작성 주체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 작

성되는 전통적인 언론사가 개인들보다 더 신뢰성 높은 기사를 생산하기는 

하지만, 언론사도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터넷신문의 

발달로 인해 언론매체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언론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기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성 주체가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둘째, 작성 내용의 진위 여부이다(박아란, 2017). 가짜뉴스의 경우, 허위 

또는 거짓 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구분 짓는 속성이다. 다만, 

우리나라 사법부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가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은 내용의 뉴스의 경우에는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명 ‘미네르바 사건’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8)(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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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등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에서 현재 거짓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거짓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

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이 허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

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법원(대법원 2020. 1. 22. 선고 2000다37524 판

결)도 ‘진실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객관적 진실과 합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진실에 완벽하게 합치되지는 않지만 사소한 오류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경우 가짜뉴스라고 분류할 수 없다. 

  셋째, 작성 목적이다(박아란, 2017). 가짜뉴스는 작성자가 내용이 허위사

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이다. 작성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

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임을 작성자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작성 및 유

포하는 풍자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작성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지 여부이다(Verstraete, Bambauerber & Bambauerber, 

2017).

  넷째, 작성 형식이다(박아란, 2017). 가짜뉴스는 기사 형식을 갖춘 것이

어야 한다. 그러나 진짜뉴스와 달리 가짜뉴스의 경우, 뉴스 이용자를 속이

기 위해서 제호, 발행 일자, 기자 등의 기사 형식 중 일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존 언론사 명칭을 사칭하거나 가상의 언론사 이름을 

만들어 내 기사처럼 작성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의 경우, 뉴스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은 형식이라도, 객관적으로 뉴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형식을 갖춘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사 형식을 갖

추지 않은 속칭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지라시나 모바일 메신저, 문자 

8)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허위사실’에 대한 표현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왜냐

하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도 언제나 항상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기 없고,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사실’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이라고 밝

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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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등은 가짜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작성내용의 허위, 독자의 기만 여부, 뉴스 형식의 여부가 가짜뉴

스 개념을 정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요인이며, 가짜뉴스를 ‘원본과 

작성 주체의 불명확성을 특징으로,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거짓 내용을 

작성하고, 독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뉴스 형식을 사용한 거짓 정보로서 뉴스 

소비자가 쉽게 속을 수 있는 뉴스 형식을 갖추고 소셜 미디어, 모바일 메신

저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오세

욱 외, 2017).

  2) 가짜뉴스의 문제점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가짜뉴스가 다양한 사회

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유럽위원

회(Council of Europe)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짜뉴스가 여론을 양

극화하고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증오 발언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를 훼손하고 민주적 과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

다고 평가했다9). 

  특히, 가짜뉴스로 인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논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최

근 2년 동안 가짜뉴스 관련 법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

정안이 16개나 발의되었는데, 다른 사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높은 수

치인 것을 알 수 있다. 통합 법률개정안10)에서는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으로 

9) Council of Europe. Dealing with propaganda, misinformation and fake news

   (검색일자: 2021.8.9.).

https://www.coe.int/en/web/campaign-free-to-speak-safe-to-learn/dealing-with-

propaganda-misinformation-and-fake-news#1

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색일자: 2021.10.0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C0R0U6B0K9L1J4V4

U4D2F7S5Y5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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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의해 재산상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손해배

상을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

리나라 사회에서도 가짜뉴스가 이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먼저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

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짜뉴스는 동성애 혐오, 다문화 반대, 인종차별주의 등 사회적 문

제에서 극단화 현상을 부추기며(Berghel, 2017), 가짜뉴스는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 토론과 합의로 해결하기보다는 분쟁을 증폭시키고 있다(윤성옥, 

2018). 예를 들어, 국회에서 2021년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앞으

로 청소년들은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가 될 

확률이 높다는 가짜뉴스가 있었다11). 그 근거로 영국이 평등법을 제정한 이

후,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늘어났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영국에

서는 트랜스젠더가 몇 명인지 통계를 낸 역사가 없으며, 이미 교육현장에서

는 이 법률의 제정과 별개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주장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직 성소수자 문

제와 관련한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짜뉴스는 특정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강조하거나 생략하여 이슈

의 중요도를 인식하게 만든다(송상현, 2020). 즉, 가짜뉴스가 어떠한 특정

한 이슈만을 강조하여 보도하면, 뉴스 이용자들은 그 이슈를 중요한 의제로 

인지적으로 수용하게 되며, 이는 가짜뉴스가 수용자들에게 중요한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의사를 왜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는 본래 민주

주의 사회의 구성원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짜뉴스는 이러한 정보의 순환을 왜곡하

여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근간을 약화하고 있다(이정미, 2021). 

11) [팩트체크] 없던 성소수자 더 생긴다?…'차별금지법' 가짜뉴스

    (JTBC, 2021.06.08., 검색일자: 2021.9.20.)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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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가짜뉴스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선동하는 태도에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선동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강정민, 

2020). 예를 들어,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해 박사모 등 

50여 개의 단체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

국)를 구성했다12). 당시 탄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족수가 9인

이 아니여서 무효라는 주장,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재판부가 기

각했다는 주장, 형사재판과 같이 엄격한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

을 토대로 탄핵심판에 불복하는 집단적 행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

람들이 선동되었다.

  넷째, 가짜뉴스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

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게 만든다. 가짜뉴스는 특정한 

요소를 부각하게 시키는 예리화(sharpening)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회

의 인지구조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화(assimilation)하는 식으로 변화해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Allcott & Gentzkow, 2017). 그래서 가짜뉴스의 진

위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는 과도한 인지적 피로를 느끼며, 이러

한 식별과정을 회피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성향의 사람들을 속인다. 가

짜뉴스에 속아서 이를 수용한 시민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이를 합

리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공유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에 근절되

기 매우 어렵다(Dwyer, 2019). 

12) [팩트체크] “탄핵심판 불복” 탄기국 8가지 주장 뜯어봤더니…

    (한겨레, 2017.02.28., 검색일자: 2021.09.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45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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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짜뉴스 대응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

  1) 가짜뉴스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규제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 가짜뉴스에 노출되었을 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는 Christian Scheibenzuber 외(2021)의 모형을 통해 먼저 인

간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적인 모형은 다음의 <표 Ⅱ-2>와 같다.

<표 Ⅱ-2> 가짜뉴스 인지적 처리 모형

처리단계 지지요인 가짜뉴스 효과

반응
진실착각 효과

휴리스틱 사고

  가짜뉴스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쉽게 받아

들임.

정보 수용
진실 편향

확증 편향

  가짜뉴스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자

신의 세계관, 태도 및 의견에 적합한 가짜뉴스

를 찾고 이를 수용함.

인지적 

통합

확증 편향

필터 버블

  가짜뉴스의 정보를 토대로 형성된 자신의 관

점이 유일하게 유효한 관점으로 보고, 다른 정

보를 거부함

공유

필터 버블

반향실 효과

사회적 동조

  가짜뉴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확대 

재생산함.

*출처: Christian Scheibenzuber et al., 2021: 2를 재구성함.

  Christian Scheibenzuber 외(2021)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교육적 개입

(educational intervention)의 이론적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들에서 제시하는 이론들을 통합하여 인간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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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왜 가짜뉴스 대응에 취약한지를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모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응단계(Reception)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해당 주제에 

관심을 두고 가짜뉴스를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실착각 효과(illusory 

truth effect)가 작용하는데, 반복적으로 진술되는 가짜뉴스의 기사들로 인

하여,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의 뉴스보다 반복적 진술에 의한 뉴스 

정보를 더 쉽게 처리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Fazio et 

al., 2015). 특히, 진실착각 효과는 이중처리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에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중처리이론(dual process theory)에 의하면 정보처리성향이 두 유형의 

정보처리 과정(시스템 1, 시스템 2)을 통해 이루어진다(Kahneman, D., & 

Frederick, S., 2002). 먼저, 시스템 1은 감정적이고 직관적이며 반사적인 

판단으로 의식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을 하는 방식이다

(박영준, 2016). 한편, 시스템 2는 직관과 본능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으로, 

심사숙고와 성찰을 거쳐 작동하는 느리게 생각하는 판단인데, 이러한 숙고

적 사고를 통해, 의식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해결 전략을 만들어 가는 방

식이다(박영준, 2016).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각각의 역할이 있으며, 시스템 2가 중요한 요소이

기는 하지만, 시스템 1도 꼭 필요한 요소이다(구본권, 2019). 예를 들어, 

매사를 시스템 2에만 의존하여 판단한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할 상황에서 적

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직관에 의해 반사적

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1은 인류가 수 백만 년에 이르는 구석기 시기에 형성

돼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도구였고, 시스템 1은 현대 사회에서도 무의

식적으로 수행된다(Evans, 2003).

  문제는 시스템 2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시스템 1

에 의해서 정보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를 휴리스틱(heuristics) 사고라고 

한다(박영준, 2016). 휴리스틱 사고를 쓰는 이유는 시스템 1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정보처리를 하는 데 비

해, 시스템 2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처리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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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 2에 의해서 정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두뇌 능력을 많이 소비하

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고자 일상생활에서 시스템 1에 의해 사고하여 두뇌 

능력을 보존하려고 한다(구본권, 2019). 즉, 휴리스틱 사고에 의해 자신의 

판단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수락, 차단 또는 제어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

게 되어, 결국 시스템 2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Morewedge, C. K., D. Kahneman, 2010). 

  특히, 휴리스틱 사고는 가짜뉴스를 쉽게 믿게 만든다(Nadine Liv & Dov 

Greenbaum, 2020). 즉, 휴리스틱 사고에 의해 기존에 접했던 정보라고 인식

하여 가짜뉴스를 시스템 1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성

이 높아진다(Pennycook et al., 2018). 이 과정에서 동일한 정보에 자주 노

출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친밀도가 증가하고(Begg, Anas, & 

Farinacci, 1992), 이에 따라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능숙도가 높아져

(Reber & Schwarz, 1999; Unkelbach, 2007)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접하거

나 단 한 번 노출된 경우에도 이를 사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Pennycook et al., 2017). 

  둘째, 정보수용 단계(Information acceptance)에서는 가짜뉴스에 반응하

고 나서, 개인이 이러한 정보를 수용하여 기존의 지식 체계에 통합할 것인

지 여부를 정보의 진실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진실성 평가(Truth 

evaluation)는 분석적 과정을 거친 팩트체크가 아닌 직관적으로  이루어지

는데, 이 때문에 논리적인 이유가 없이 가짜뉴스를 진짜뉴스처럼 느껴진다

는 이유로 수용하게 된다(Schwarz & Jalbert, 2020). 즉, 분석적 과정에 따

른 팩트체크에 의해 속임수 식별(Identifying deception)을 하지 않고, 진

실편향과 확증편향에 의해 정보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진실편

향(truth bias)은 별도의 검증 없이 자신이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사람들을 믿고,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van Swol, 

2014). 또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자신의 세계관, 태도 및 의견

에 적합한 가짜뉴스를 찾고 이를 수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Nickerson, 

1998).

  특히, 확증편향이 이 단계에서 많이 작용하는데, 확증편향이 높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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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뉴스를 유용한 정보로 인식하고, 자

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가짜뉴스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염정윤, 

2018; Hergovich, Schott, & Burger, 2010). 심지어 뉴스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진짜뉴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가짜뉴스

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이재국, 2018). 확증편향은 가짜뉴스와 진짜뉴스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개인의 확증편향은 합

리적인 사고를 통한 진위구별을 어렵게 한다(염정윤 외, 2018). 

  셋째, 인지적 통합(Cognitive intergration) 단계에서는 확증편향으로 인

해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 즉 기존의 부적절한 신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이를 수용하여 결함이 있는 지식구조(flawed 

knowledge structures)를 구축하고 통합한다(Weeks et al., 2017). 이 과정

에서 필터 버블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필터 버블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뉴스 이용자의 관심 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필터링을 거친 뉴스만을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James Ball, 2017/2020). 이 용어를 창시한 엘리 프

레이저(Eli Pariser)는 많은 사람들이 필터 버블로 인해 다수의 매체가 전

하는 내용을 믿지 않고, 매우 극단적인 주장을 더 믿으려고 한다고 보았

다13). 결국 확증편향과 필터 버블로 인하여 개인은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유일하게 유효한 관점으로 보고, 대안적 정보를 비합리적이거나, 미

숙하거나, 편향된 정보라고 생각하고 일축시킨다(Ross & Ward, 1996; Weeks 

et al., 2017). 

  넷째, 공유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짜뉴스의 정보를 알리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Oyersman & Dawson, 2020) 소셜미

디어 등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공유한다. 가짜뉴스를 긍정적으로 수

용하는 태도가 높은 뉴스 이용자는 가짜뉴스를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행위로 가짜뉴스 확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김은정 외, 2020). 이 과정에

서 필터버블(Filter bubble)과 반향실 효과(Echo-chamber effect)가 작용하

13) The author of The Filter Bubble on how fake news is eroding trust in 

journalism. The Verge(2016.11.16., 검색일자: 2021.10.7.)

https://www.theverge.com/2016/11/16/13653026/filter-bubble-facebook-election-

eli-pariser-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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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필터버블은 유사한 가짜뉴스를 공유하고 서로의 신념을 확인하게 하

여 탈진실 사회를 부추기고(James Ball, 2017), 반향실 효과(Echo-chamber 

effect)를 일으킨다(Nguyen, 2020). 반향실 효과란 유사한 경향 및 태도를 

가진 사람 및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뉴스 이용자의 태

도나 신념이 강화되는 환경을 의미하는데(Cinelli et al., 2021), 이로 인

해 태도가 극단화되고 편향적인 관점이 확대 재생산된다(이은지 외, 2019). 

따라서 필터버블과 반향실 효과로 적극적으로 뉴스를 공유하고자 하는 인지

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짜뉴스 공유는 사회적 동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살펴보

고자 한다. 사회적 동조(social conformity)는 사회적 규범이나 대다수의 

의견 등에 개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동화시키는 경향으로, 다수의 의견에 순

응하여 집단의 의견을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Mallinson and Hatemi 

2018). 사회적 동조를 확인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명백한 정답이 있는 상황

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거짓 답에 동조할 경우, 피실험자는 결국 집단

의 의견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Asch, 1951). 가짜뉴스의 전파의 경우에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게시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 생각

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침묵한다(Gearhart & Zhang, 2014).

  사회적 동조는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로 작용한다

(Bikhchandani et al., 1992). 일반적으로 정보가 발생하고 전파가 되는 과

정에서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

다(Bordia and Rosnow, 1998). 하지만 개인이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서 개인의 판단이 다수의 의견과 상충한다면 이로 인해 관계 형성에 어려움

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여,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긴다(Rosnow 

et al., 1986). 즉, 사회적 동조 현상은 타인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개인

이 이미 알거나 개인의 의견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안에서 합의된 다수의 의견을 거스르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된다(박민정, 2021).

  이에 따라 뉴스의 내용이 가짜라는 댓글이 달린 가짜뉴스를 읽은 뉴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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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정도가 감소한다. 즉, 사회적 동조 효과로 인

해 뉴스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뉴스의 허위 여부와 관계없

이 이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Jonas Colliander, 2019).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짜뉴스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

한 요인들이 개입되고, 이로 인해서 가짜뉴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가짜뉴스의 형식만을 보고 가짜뉴스를 무비판적

으로 사실인 정보로 간주하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경우 가짜뉴스에 대

한 신뢰도가 높아져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자기 생각이 주변으로부터 

지지받으리라 생각되면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짜뉴스 대응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관계

  Christian Scheibenzuber 외(2021)는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요인들을 억제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짜뉴스를 접하는 경험을 했을 때, 가짜뉴스에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Christian 

Scheibenzuber 외(2021)의 가짜뉴스 대응모형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인지적

으로 처리하는 단계별로 필요한 가짜뉴스 대응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대응

요인이 미치는 효과를 토대로 어떻게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을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이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이러한 가짜

뉴스 대응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구체적인 

가짜뉴스 대응모형은 다음의 <표 Ⅱ-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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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가짜뉴스 대응 모형

처리단계
대응요인

(Counteraction)
가짜뉴스 대응효과

반응 건전한 회의주의
  가짜뉴스의 속임수 기법 등을 사전에 인지하

여 가짜뉴스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함.

정보 수용 분석적 정보처리
  분석적 방법에 의한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

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함.

인지적 

통합
비판적 수용태도

  다른 대안적 정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거

부하는 태도를 수정함.

공유

책임감 있게 

뉴스를 공유하는 

태도

  공유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자 하

는 뉴스 정보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가짜뉴스를 공유했을 때, 어떠한 결과

를 미칠 것인지를 성찰함. 

*출처: Christian Scheibenzuber et al., 2021: 3-4를 재구성함.

  우선, 반응 단계에서는 가짜뉴스의 헤드라인이 대부분 자극적이고 부정적

인 어조로 작성되기 때문에 뉴스 이용자를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의 뉴

스에 몰입하게 만드는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냉전 시

기에 프로파간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접종이론(Inoculation theory)을 

적용하면 그 대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건전한 회의주의

(healthy scepticism)에 기반하여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뉴스의 소재를 선정하고 이를 접하는 과정에서 뉴스의 진위여부를 항상 의

심하고, 가짜뉴스의 속임수 기법 등을 토대로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지적 방어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가짜뉴스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보수용 단계에서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방식의 직관적인 팩트체크 방식을 극복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분석적 방법에 의한 팩트체크가 대안

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가짜뉴스 정보출처에 대한 비판적 이해 과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McG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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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지적 통합 단계에서는 부적절한 신념이 생성되고, 이러한 신념이 지속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Chi, 2013). 사람들이 사전에 지니고 

있는 세계관에서 부적절한 신념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 능력이 필요한데(De keersmaecker & Roets, 2017), 사

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유일하다고 인식하고 다른 대안적 정보에 대

하여 무조건 거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유수준에서는 가짜뉴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감소시켜야 한다. 팩트체크에 기반하여 가짜뉴스의 진위여부를 알려주는 뉴

스 신뢰도 지수(credibility indicator)나 경고 문구(warning label)는 가

짜뉴스의 전파를 감소시키는데(Chung & Kim, 2020; Yaqub et al., 2020), 

이는 가짜뉴스 정보에 대한 정확한 평가 정보가 가짜뉴스 전파 행동에 영향

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뉴스 이용자는 책임감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뉴스를 

공유하는 행동을 유도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가짜뉴스에 대응을 위해서는 분석적인 팩

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관점과 다른 뉴스

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와 가

짜뉴스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책임감 있게 뉴스를 공유하려는 태도를 함양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먼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데 어

떠한 효과를 내는지 살펴본 후,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 가짜뉴스 대응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뉴스 리터러시를 함양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을 의미한다. 여기서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news)와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로, 뉴스에 관련된 비판적 이해 및 제작 능력을 의미한다(양정애 외, 

2015). 기존의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자가 뉴스가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콘텐츠 장르라는 점에서 뉴스 리터러시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요소로 분류해왔다(Powers, 2010).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통상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미디어 활용, 창조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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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콘텐츠 생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Potter, 2010). 뉴스 리터러시는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능력들을 뉴스 리터러시 역시 강조한다

(양정애 외, 2015).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가 다소 광범위하고, 그 경계가 모호하며, 뉴스라

는 장르 특유의 속성, 예를 들어, 뉴스의 내러티브, 생산구조, 민주사회에

서의 역할 등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뉴스 리터러시와 미

디어 리터러시를 구분하기 시작했다(Schneider, 2008; Mihailidis, 2012; 

Fleming, 2014). 즉, 뉴스 리터러시는 시민들이 뉴스에 담긴 정보, 의견 등

을 구분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기술을 훈련하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

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가 담당하고 있는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며, 시

민들에게 좋은 뉴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구분된다(양정애 외, 2015).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정의하면 비판적, 분석적 사고에 기초하여 

뉴스를 선택 및 이해하고, 뉴스의 중요성, 정보원의 품질, 뉴스 생산과정과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뉴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며, 책

임감 있는 뉴스 생비자 겸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교육이다(양정

애 외, 2015).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뉴스 리

터러시의 함양이다. 뉴스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과정, 

뉴스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나름의 근거를 가지

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 더 나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

할 것인지 결정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모든 과정에 비판적인 사고방식

이 포함된다(Fleming, 2012; Miller, 2010; Powers, 2010). 따라서 뉴스 리

터러시 교육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이해와 실천 경험 등이 제공되는 학습

경험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뉴스 리터러시가 향상된다

(Meilhammer, 2019).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으로 구분된다(Ennis, 

1987). 비판적 사고기능은 인지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과정이나 능력을 

의미하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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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성향을 의미한다(Ennis, 1962). Ennis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기능은 

구체적으로 사실과 의견의 구분, 타당한 근거를 통한 주장과 평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선택,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기 등으로 구분되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구체적으로 신중성(성급한 결론 및 행동 자제), 건전한 

회의성 등으로 구분된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뉴스 가치를 이해하고 뉴스와 뉴스와 유사한 정보

를 분별하며, 선별한 뉴스를 읽으면서 해당 내용을 이해·분석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 정보원의 신뢰도 등을 기준으로 

주어진 정보의 수용 여부를 비판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oth, 

2012).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사고기능을 향상하는데, 이를 

매개로 하여 가짜뉴스인지 의심하고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비판적으

로 이해하며, 팩트체크 행동을 유지하게 시키는 동력이 된다(양길석, 2021; 

이미나, 2011; 이화행 외, 2011; 현영섭, 2019; Buluc, 2018; Georgiadou 

et al., 2018; Meilhammer, 2019). 

  다음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기존 뉴스의 공유 및 전파 및 뉴스를 재

가공해서 게시, 직접 글을 작성하며, 댓글, 메일, 블로그 등을 통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 주장을 제시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며, 뉴스를 타인과 공유하

는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양정애 외 2015). 

즉,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하는데(이원섭, 2014), 

이를 매개로 하여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가짜뉴스를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가짜뉴스를 성급하게 

전파하는 태도를 자제시키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더라도 가짜뉴스라는 사

실이 인식되면 거부하는 태도를 길러준다(염정윤, 2018; 허윤철, 2020; 

Pennycook & Rand, 2017).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

시키며, 이를 기반으로 뉴스 리터러시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이숙정 외, 

2017; 이하나 외, 2021). 즉,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뉴스 메시지를 비판적

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며, 

책임감을 갖고 뉴스를 생산하거나 주변에 뉴스를 공유하는 행동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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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양정애, 김경보, 2018;, Wittebols, J. H., 2020).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

적 사고성향으로 구성된 비판적 사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판

적 사고기능은 가짜뉴스 대응요인 중 분석적 정보처리 요인과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가짜뉴스 대응요인 중 건전한 회의주의, 비

판적 수용태도, 책임감 있는 뉴스 공유태도와 관계가 있다. 결국, 뉴스 리

터러시 교육은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교육적 대안으로 볼 

수 있는데, 학자들도 이에 따라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이용준 외, 2020; 최숙 외, 2021; 허윤철, 

2020).

 

  3) 뉴스 리터러시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

  현행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과목(통합사회,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을 분석해보면, 뉴스 생산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요소는 

단 1개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설규주, 2021). 여기에서 뉴스 소비 리

터러시 교육은 뉴스 소비자로서 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뉴스 

생산 리터러시 교육은 뉴스 생산자로서 뉴스 제작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

을 의미하는데, 사회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생산 리터러시 관련 활동이 

적은 이유를 교과서를 통해 추론해볼 수 있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

과서 본문에는 시민이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

조하고 있는데(김왕근 외, 2018), 이는 뉴스 이용자를 뉴스 소비자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뉴스 이용자에 대한 인식관

으로 인해 사회과에서 뉴스 제작 교육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연구자는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으로써 뉴스를 비

판적으로 이해하는 교육과 더불어 뉴스 제작 교육이 통합된 수업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20년대 초기 매스 미디어 연구들은 자극-반응 모델(stimulus-response 

model)에 의해 진행되었다(안정임 외, 1999). 이는 미디어가 매우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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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가진 존재로서 탄환과 같이 수용자에게 침투하며, 모든 메시지는 

즉각적인 반응을 야기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자극이라고 보았다(안정임 

외, 1999). 따라서 수용자는 고립되고 원자화된 대중의 특성이 있어서 매스 

미디어가 전달하는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인식되었다(은혜정 

외, 2001). 

  이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대중예술적 관점에서 실시되었는데 이

는 매스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제기하고, 강력한 영

향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양은, 2005). 

대표적으로 Dorothy G. Singer 등이 개발한 텔레비전 활용하기 교육

(Getting the most out of TV)이 있다(Dorothy G. Singer et al., 1981). 

이 교육 프로그램은 텔레비전이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동시

에 청소년 수용자가 텔레비전의 폭력을 모방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

며, 프로그램의 목적은 과도한 텔레비전의 시청을 줄이고, 텔레비전의 부정

적인 영향을 완화하여 수동적인 청소년 수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안정

임 외, 1999).

  한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초기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 수용자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다(은혜정 외, 2001). 문화연구에서

는 미디어를 단순히 지배 계급의 의견과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보는 것

을 거부하고, 수용자를 미디어에 의해 희생된 수동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미

디어와 의미를 타협하는 존재이며, 원자화된 개인의 집합을 넘어서 문화적 

지향점을 공유하는 하부 문화적 구성체로 간주한다(은혜정 외, 2001). 또

한, 수용연구(reception studies)에서는 수용자가 의미생산의 주체이고 개

인적인 해독의 행위를 정치적·경제적 구조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자율적

인 것으로 가정한다(은혜정 외, 2001). 이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산업-기술적 관점에서 실시되었는데, 이는 비판적 이해를 토대로 수용자가 

대중매체의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김양은, 2005).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이러한 능동적 수용자 인식관을 바탕으로 신문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 NIE)으로 시작되었다(이정훈, 2012). 신문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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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교육(NIE)은 1930년대 미국에서 사용한 NIC(Newspaper in Class)에서 유

래되었으며(최상희 외, 2010), 이는 뉴스 매체의 대표적 사례인 신문을 교

육과정에 결합하여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사유를 행하고 현상에 대한 비판

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스크랩 활동, 기사 

요약하기 활동 등의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뉴스 수용자로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교육목적을 두었다(김기태 외, 2010; 양정애 외, 2015). 

  그러나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구두 언어, 문자 언어, 영상 언어를 넘어서 

디지털 언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언어는 정보 전달과 매개에 필요한 고유

의 매체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시대의 주류 매체로 등장하게 되는 등 언어

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김양은, 2005). 즉, 문자 언어에

서 텍스트 제작은 저자, 텍스트 이해는 독자의 능력으로, 영상 매체에서는 

영상 제작은 생산자, 영상 시청은 수용자의 능력으로 가정된 위계적이고 이

분법적이던 구조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비선형적인 다층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변화되었다(김양은, 2005).

  디지털 언어는 기존 언어가 가지지 못했던 정보구성과 창조자의 역할을 

일반 수용자에게 부여하였고, 디지털 언어에 의한 정보는 반복성, 영구성 

등의 특징을 지닌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자신의 지식으로 재

창조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김양은, 2005). 따라서 모든 뉴스 이용자는 뉴스 소비자의 지위와 함께 

뉴스 생산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존재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청소년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바

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이다. 이 개념은 미국의 교육학자 마

크 프렌스키(Marc Prensky)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컴퓨터와 각종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마치 원어민(native speaker)과 같이 자유자재로 활용하

는 세대를 지칭한다(고흥석, 2014; Prensky. M., 2001a). 마크 프렌스키

(Marc Prensky)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 병렬처

리와 멀티테스킹을 선호한다. 둘째, 문자 위주의 텍스트 정보보다는 그림, 

영상, 소리 등의 복합적인 정보를 좋아한다. 셋째, 삶 전체에 네트워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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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고 있어서 상호작용적인 평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Prensky. M., 

2001b). 따라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근

간으로 형성되었으며,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각종 디지털 미디어로 거대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삶을 살아온 것

을 알 수 있다(김민정, 2015).

  뉴스 이용자를 뉴스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바라보는 인식관에 토대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환경론적 관점의 영향을 받아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의 기본 요소로써 ‘읽기’와 ‘쓰기’를 강조한다(Buckingham, 

D., 2003). 여기에서 미디어 ‘읽기’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

해하는 활동을, 미디어 ‘쓰기’는 텍스트를 제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Buckingham, D., 2003). 이를 토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이해

와 제작 활동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았

다. 즉, 단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거나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

적으로 미디어 환경과의 소통을 중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비

판적 이해를 중점으로 하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이해와 제작을 

복합적으로 통합한 교육으로 변화되었다(Buckingham, D., 2003).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뉴스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전에 소수의 언론사 및 언론인들이 독점해왔던 뉴스 생산 및 유통이 접근

하기 편리해진 기술로 인해 원하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 즉, 뉴

스 이용자는 과거와 같이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

라, 생산과 유통을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뉴스 생비자’로 거듭난 것이다

(양정애 외, 2016). ‘생비자(prosumer)’는 생산자를 뜻하는 ‘producer’

와 소비자의 뜻을 지닌 ‘consumer’를 합친 영어 신조어를 우리말로 번역

한 것으로, ‘생산 소비자’ 또는 ‘참여형 소비자’ 라고도 불린다(양정애 

외, 2016).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가 생산자의 영역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생비자이며, 특히, 뉴스 분야에서 뉴스 이용자들이 생산과 유

통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가 바로 

‘뉴스 생비자’이다(양정애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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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생비자는 다양한 형태로 뉴스에 관여하는 활동을 하는데, 험프리스

(Humphreys, 2011)는 이러한 뉴스 관여 활동의 핵심을 공동 생산 경험

(experience of co-production)에 있다고 보고, 공동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

에 따라 뉴스 관여 행위가 ‘뉴스에 대한 접근 및 관찰(Access and 

Observation)’ → ‘선택과 필터링(Selection and Filtering)’ → ‘정보

처리 및 편집(Processing and Editing)’ → ‘배포(Distribution)’ →    

 ‘해석(Interpretation)’ 순으로 관여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Humphreys, 2011: 98). 즉,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뉴스를 선정하고 이를 

소비자로서의 행위(선택과 필터링)보다 뉴스에 ‘좋아요’와 같은 공감 표

시를 누르는 행위(정보처리), 주변 사람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행위(배포), 

뉴스에 댓글을 작성하는 생산자로서의 행위(해석)를 고차원적인 활동으로 

인식하였다(양정애, 최지향, 2017).

  이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상호작용성은 

‘매체-매체’, ‘매체-인간’, ‘인간-인간’으로 구분된다(Chung, 2008). 

매체 간 상호작용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간이 뉴스를 접하

는 것을, 매체-인간의 상호작용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뉴스를 소비하는 

행위를, 인간-인간의 상호작용은 뉴스를 매개로 하여 다른 뉴스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양정애, 최지향, 2017). 따라서 인간-인간의 상호

작용으로써 뉴스에 감정표현을 표시하고, 뉴스를 공유하고, 뉴스의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뉴스를 소비하는 행위보다 중요해졌다. 이는 뉴스 생태계

의 변화에 따라 뉴스 생비자가 등장하였고, 뉴스 생비자는 뉴스를 소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과정에까지 관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뉴스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뉴스를 소비하는 과정과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에 노출될 위험도 같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박민정, 2021).

  먼저 뉴스 소비 차원에서 과거와 비교해 뉴스의 양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짜뉴스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했다는 점이다(양정애 외, 2016). 

과거에는 일부 언론사가 뉴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었고, 개인은 이러

한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에 대해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뉴스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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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을 벗어나게 해주는 소셜미디어가 확산되었고,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IT 기기들의 확산에 따라, 개인이 접근 및 처리하는 정보의 양

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되는 가짜뉴스를 언론사와 전문

가, 또는 뉴스 소비자가 협력하여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뉴스 생산 차원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의 전파가 급속

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양정애 외, 2016).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

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기초적인 기술만 이용해서 실제 뉴스와 동일한 형태

의 정보를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어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확장은 가짜뉴스를 진짜

뉴스와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가짜뉴스가 주변으로 걷잡을 

수 없게 전파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콘텐츠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확산이 매우 쉽고 빨라졌다. 다수의 가짜뉴스는 온라인 뉴스 플랫폼

에서 전파되고 있는데, 온라인 뉴스를 많이 읽을수록 다른 사람들과 정치적 

메시지 및 견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그 결과 사회정치적 

참여 행위가 증가한다는 점(Lee, Shah, & McLeod, 2013)에서 가짜뉴스의 전

파가 가속화된다. 2018년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 Vosoughi, S., 

Roy, D., & Aral, S.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트위터에 게시된 뉴스 중 

300만 명이 총 450만 번 넘게 트윗한 12만 6천 건의 뉴스를 분석했는데, 가

짜뉴스가 진짜뉴스보다 리트윗되는 비율이 70% 더 높으며,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3배 이상 더 빨리 확산한다는 사실을 밝혔다(Vosoughi, S. et 

al., 2018). 

  특히, 청소년들은 뉴스 생비자로서 온라인 뉴스 플랫폼에서 언론사가 제

공하는 뉴스를 소비하는 동시에,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뉴스를 재가공하는 

등 참여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한다(Lee & Ma, 2012; Mutz & Young, 

2011). 또한, 청소년들은 온라인 뉴스 플랫폼에서 ‘공유하기’ 기능을 이

용하여 뉴스를 쉽게 확산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자신이 읽은 뉴스를 직접 

친구나 지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이차적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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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외, 2017).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2019년 10대 청소

년 미디어 이용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온라

인 뉴스 플랫폼에서 접한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37.4%), ‘좋아

요’ 등 공감을 표시하는 행위(37.0%)를 많이 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나누

어 보면, 초등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뉴스를 공유하는 행위(각 20.9%, 

51.4%)를, 중학생의 경우 공감을 표시하는 행위(41.4%)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뉴스 관여 행동에 적극적인 이유는 소셜 미디어상에서 

학연, 혈연, 지연에 의존한 기성세대와 달리 나이와 영역에 상관없는 사람

들과도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친구를 맺는 특성에 있다(조남억, 2012). 즉, 

청소년들은 자신의 네트워크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

을 표현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높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이슈를 다

른 이용자들과 공유함으로써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특정 분야의 뉴스를 더 많이 공유한다.

  청소년의 특성과 가짜뉴스의 문제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이 뉴스 생비자로

서 뉴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뉴스 정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또한,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짜

뉴스를 포함한 수많은 뉴스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를 주변 사람에게 책임감 있게 전파하는 태도가 중요

해졌다.

  따라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기존의 뉴

스 이용자를 뉴스 소비자로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주체로 보았던 

인식관과 더불어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뉴스 생산자이자 뉴스 유통자로 바

라보는 인식관을 추가하여 뉴스 생비자로서 자질과 함양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양정애 외, 2015). 이에 따라 뉴스 생비자 인식관에 기반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첫 번째 하위차원은 뉴스에 담긴 정보의 진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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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는 활동에 기반한 비판적 이해 교육이다. 정보의 홍수, 가짜뉴스가 

일상화된 21세기 뉴스 생태계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믿을 수 있는 

뉴스 정보원에 의미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오늘날 뉴스 

수용자들에게는 뉴스를 이용할 때, 어떤 정보가 신뢰할 수 있을지 판단하

며, 그 판단을 토대로 뉴스를 선별해야 하는 숙고의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

므로 뉴스 소비자들은 이 과정에서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먼저, 뉴스 정보의 출처는 어디이며 그 정보를 제공한 출처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으로, 뉴스의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파나지오토와 데오도시아도

(Panagiotou  & Theodosiadou, 2014)는 뉴스 리터러시를 뉴스 ‘정보원’에 

대한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보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평

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으며, 뉴스 리터러시의 핵심은 신뢰도가 높

은 뉴스의 선별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으로 뉴스를 선별하고, 선별한 뉴스를 읽으면서 해당 내용을 이해·분석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 정보원의 신뢰도 등을 

기준으로 주어진 정보의 수용 여부를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Loth, 2012).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두 번째 하위차원은 뉴스 제작 활동을 통한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교육이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뉴스는 무엇이며, 뉴스가 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양정애 외, 2015). 또한, 이 영역에는 좋은 뉴스는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말릭 등(Malik et 

al., 2013)은 뉴스란 무엇이며, 왜 뉴스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통해 사회에

서 뉴스가 가지는 영향력과 중요성,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뉴스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 혹은 바람직한 뉴스이고, 왜 그러한지 판단할 수 있

는 힘을 키울 수 있다(Reece & Blackall, 2007). 

  특히,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하는 교육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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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검증 가능한 사실(verifiable fact)을 선정하며, 피상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상식, 객관화된 통계 수치를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 기사의 배경과 

인과관계, 논거의 타당성 등 맥락적 적합성을 분석하는 종합적인 가치판단 

과정의 교육이다(정성훈, 2020). 따라서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뉴스를 한층 더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뉴스 제작 교육은 뉴스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기획되고 제작되는지

와 더불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는지와 관련하여 뉴스 생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관련 태도를 기른다(양정애 외, 2015). 메

이필드(Mayfield, 2006)는 뉴스 생산활동을 (1) 태그, 코멘트(댓글) 작성하

기, 공유 등의 방식과 (2) 뉴스와 관련된 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것(제작), 내용에 대한 지속적 수정, 그리고 해

당 과정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 등의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즉, 뉴스를 

직접 제작하는 교육은 뉴스 제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작 행위의 결과

물인 뉴스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 제작 교육은 뉴스 공유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력에 대해 생

각해 보도록 유도하며, 이에 따른 생비자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뉴스 제작 교육이 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뉴스를 공유

하는 태도를 길러준다는 효과는 이숙정, 양정애(2017)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뉴스 분석과 뉴스 제작으로 구성된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간의 뉴스 리터러시 수준을 검증

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그렇지 않

은 집단보다 뉴스를 더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뉴스를 공유하고 생산할 때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선행연구

를 통해서 본 연구자는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하는 교육에

서도 역시 가짜뉴스를 한층 더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즉, 가짜뉴스를 더 잘 

식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한 이후, 이를 주변 친

구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뉴스를 책임감 있게 전파하는 태도를 길러 결과적으

로 가짜뉴스의 전파도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 34 -

  한편, 가짜뉴스 관련 뉴스 리터러시 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떠한 

리터러시를 갖춘 이용자가 가짜뉴스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염정

윤, 정세훈(2019)의 선행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우선, 가짜뉴

스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의 뉴미디어를 통해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미디어 관련 리터러시를 살펴본다. 뉴미디어 리터러시를 크게 

두 개의 활동으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기능적(functional) 측면과 비판적

(critical)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 소비(consuming)와 생산

(production)의 측면이다(Chen et al., 2011). 여기에서 소비 리터러시는 

뉴스를 이해하는 능력을, 생산 리터러시는 뉴스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 위의 기준으로 뉴미디어 리터러시를 구분해보면, 이는 기능적 

소비, 기능적 생산, 비판적 소비, 비판적 생산 리터러시 4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4> 뉴미디어 리터러시의 구분

소비(consuming) 생산(production)

비판적

(critical)

  뉴미디어 메시지를 분석 및 

해석하고, 뉴미디어 콘텐츠의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춤으로써 편향되지 않는 

정보 접근을 가능케 하는 능력

  사회문화적 가치와 이데올로

기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

고, 뉴미디어에 비판적으로 참

여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전달

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기능적

(functional)

  뉴미디어에 접근하고 텍스트

를 이해하는 능력

  뉴미디어 콘텐츠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능력

 *출처: Chen et al., 2011: 85

 

  일반적으로 소비활동보다 생산활동이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이며, 기능적 

리터러시보다 비판적 리터러시가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류하는 형태의 비판적 생산 리

터러시에 초점을 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뉴스 리터러시

를 증진하게 시킬 수 있다(최인호 외, 2018). 그러나 비판적 생산 리터러시



- 35 -

만 높은 경우, 다시 말하자면, 민주 시민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사

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높은 경우, 자신이 획득한 정보를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태도

가 높아졌다(염정윤, 2018). 즉, 비판적 생산 리터러시를 기르는 뉴스 제작 

교육만으로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연구자는 비판적 소비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는 즉, 비판적 이해

를 토대로 한 뉴스 소비활동과 뉴스 제작 교육을 토대로 한 뉴스 생산활동

을 통합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능력을 향상하

고, 뉴스를 책임감 있게 공유하는 태도를 길러 다른 사람에게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것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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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

  1) 팩트체크 뉴스의 의미

  팩트체크는 1990년대 말 미국 선거 토론이나 정치 광고에서 등장하는 뉴

스 진위여부 판정 시스템 구축에서 출발하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아

넨버그 공공정책센터(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에서 정치권에서 나

오는 뉴스나 정보에 허위정보가 다수 있고, 이것이 선거결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사실 검증을 위한 시스템인 ‘팩트체크(Fack 

Check)’를 운영하였다(현영섭, 2019). 그러나 치밀한 방법으로 개인에게 

대량의 가짜뉴스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언론사 등 뉴스 공급자가 팩트체크를 

하여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염정윤 외, 2018).

  전문기관이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뉴스 수용자가 

팩트체크 하는 방법과 동일하다(현영섭, 2019). 우선,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5>과 같다.

<표 Ⅱ-5> 가짜뉴스 팩트체크 방법

독일연방정치교육원

(BPD)(2019)

- 출처확인(언론사, 작성자)

- 정보의 원본 소스 확인하기

- 정보의 의도 파악하기

- 사진 확인(장소, 날짜, 누구에 의해)

- 교차 검증하기

국제도서관연맹(IFLA)

(2019)

- 출처, 저자, 날짜, 근거자료 확인

- 헤드라인과 본문 함께 읽기

- 선입견은 아닌지 점검

- 풍자성 글은 아닌지 점검

- 전문가에게 조언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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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하는 방법은 (1) 출처 확인

(언론사, 작성자, 작성 날짜, 출처 등) (2) 내용의 정확성과 목적성(사진, 

인용된 원본자료, 뉴스의도 등) 검토 (3) 교차검증 (언론사, 전문기관, 주

변인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팩트체크 뉴스란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에서 제기되는 주장

에 대해 펙트체크 방법을 통해 내용상 진위여부를 판정하여 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뉴스를 의미한다(김선호 외, 2018). 팩트체크 뉴스는 전통적 

뉴스에서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보도 관행으로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정확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

의 저널리즘 운동의 결과이다(Graves, 2016; Spivak, 2010). 객관주의 저널

리즘에서는 정치적인 논쟁이 있을 때, 논쟁의 주제들을 공정하게 재현해야 

하며, 보도하는 사실에 대해 논평을 하거나 편향을 보이지 않는 ‘뉴스’만

을 보도해야 했다(Schudson, 2001). 따라서 이러한 저널리즘에서 진실은 논

쟁에서 제시된 주장들의 타당성을 분석하기보다는 논쟁 자체를 그대로 정확

하게 반영했는가에 제한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언론인들이 정치인들에 의해 제기된 주장의 

유럽위원회(EC)(2019)

- 자료의 출처 확인하기

- 저자 확인하기

- 동영상, 사진 등의 시간, 장소 확인하기

- 다른 기관에서 교차 검증하기

방송기자연합회(2020)

- 발언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 관련 법률과 판례 확인하기

- 통계자료 확인하기

- 논문 원본 확인하기

- 사료나 언론 사건 보도 등 기록 확인하기

방송통신위원회(2021)

- 출처, 작성자, 근거 확인

- 공신력 있는 정보 찾기

- 사실여부 다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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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을 직접 평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객관주의 저널리즘과 구별된다

(Graves, Nyhan, & Reifler, 2016). 팩트체크 저널리즘에서는 화자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 적는 것을 넘어서, 그 발언이 사실인가를 기자들이 

독자적 조사를 통해 규명한 뒤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검증, 해석, 판정이라

는 평가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Amazeen, 2013). 

  우리나라의 경우,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2012년 ‘오마이뉴스’가 대통령

선거 공약을 검증하는 코너인 ‘오마이팩트’를 운영한 것을 기점으로, 

2014년 9월 JTBC ‘뉴스룸’이 팩트체크를 고정코너로 하면서 대중화되었다

(김양순 외, 2019). 특히, 2017년은 팩트체크의 저널리즘의 원년으로 평가

되고 있다(김선호, 김위근, 2017). 왜냐하면 2017년 대선 기간 JTBC의 팩트

체크는 물론 SBS의 ‘사실은’, 뉴스타파의 ‘正말?’, 한국일보의 ‘팩트

파인더’, 매일경제의 ‘레이더P’ 등 20여개가 넘는 언론사들이 팩트체크 

뉴스 코너를 만들어 대통령 후보자들의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검증하기 시

작했기 때문이다(정성욱, 2020). 또한 대학을 기반으로 언론사와 학계가 협

업하는 팩트체크 모델인 ‘SNU 팩트체크’가 출범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

구소가 팩트체크를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제휴한 주요 15개 언

론사(2021년 9월 현재 31개)가 독립적으로 생산한 팩트체크 뉴스를 게시하

는 구조이다. 특히 같은 이슈에 대한 언론사들이 교차검증을 할 수 있어 정

보이용자들이 판정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의 의미

  민주시민의 핵심역량은 사회적 공감역량, 사회적 의사결정 역량, 사회적 

참여역량, 성찰역량으로 볼 수 있는데(정원규 외, 2019), 가짜뉴스가 시민

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시민들을 선동하여 사회 참여에 동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

짜뉴스는 민주시민의 핵심역량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

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 시민적 자질

을 회복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해지고 있는데(설규주, 2021),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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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이러한 점에서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에 포함

된다.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우

선 핀란드와 독일 및 우리나라의 가짜뉴스 관련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

램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핀란드 공교육은 이미 1972년 미디어 리터러시 내용을 의무 교육과

정에 포함했고(정현선 외, 2020), 학교 교과 과정의 원칙으로 미디어에 대

한 관찰과 해석, 비판적 채택, 정보 기술의 표현방식과 내러티브에 대한 이

해 등을 토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했다14). 핀란드에서 미디어 교

육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강조되며, 다양한 부서와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황치성 외, 2013).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는 2014년에 국가 수준의 교

육과정을 개발하고,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 핵심 교육과정에서 

멀티 리터러시를 핵심 요소로 두었다(FNBEa, 2016). 이는 다양한 도구를 사

용하여 다양한 방식, 다양한 맥락 및 상황에서 정보를 얻고, 결합하고, 수

정하고, 생산하고, 제시하고, 평가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멀티 리터러시는 

비판적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FNBEb, 2016).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미

디어 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교육문화부 산하기관인 국립

시청각연구소는 수백 개 기관이 참여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Media 

literacy Week)을 운영한다(Saara Salomaa et al., 2019/2020).

  핀란드의 비영리 기구인 Avoin yhteiskuntary에서 운영하는 Faktabaari는 

학교 교사 협회(consortia of EPAS school teachers)와 유럽의회 헬싱키 정

보국(European parliament Helsinki information office)의 지원을 받아 가

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팩트체크 교육을 개발했다. 이 자료는 유럽위원회

에서 제시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유럽식 방법에 부합하는 교육자료로써, 

핀란드 초·중등 교사들에게 배포된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팩

트체크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arkus Neuvonen, 2018).

14) KAVI. Finnish Media Education: Promoting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 Finland. (검색일자: 2021.8.17.)

https://kavi.fi/sites/default/files/documents/mil_in_finlan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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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핀란드(Faktabaari)의 가짜뉴스 교육 프로그램 내용

  둘째, 독일은 2012년 5월 주 교육부 장관회의에서 미디어 능력을 핵심역

량으로 채택했고(KMK, 2012), 2016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미디어 능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였다(MfKJS B.-W., 2016). 독일 미디어 

교육에서 미디어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능력이자, 미디어 커뮤니

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기 결정적인 행동을 위한 전

제조건으로,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필요한 인간의 확장된 커뮤니케이

션 능력이다(문해성, 2004).

  또한, 2018년 10월 주 교육부 장관회의에서 학교 역사, 정치교육에 대한 

결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교육의 목표임을 확인하고 민주시민교육

이 간학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나, 그중 핵심은 사회과임을 확인하고 있다

(KMK, 2018). 이에 따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교육부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침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관용 및 다양성 수용 교육, 폭력 

예방 및 건강증진 교육, 진로 교육, 소비자 교육과 더불어 미디어 교육을 

핵심으로 제시했다(MfKJS B.-W., 2019).

  한편, 독일은 미디어법에 따라 각각의 주 미디어 청은 미디어 능력을 개

발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정책을 핵심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강진숙 

단계 주제 내용요소

1단계
가짜뉴스 

인식하기

(1) 학생들의 SNS에서 경험한 가짜뉴스 사례 공유 

(2) 학생들에게 가짜뉴스의 속임수 모형에 대하여 설명

(3) 가짜뉴스를 무관심하게 공유했을 때의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설명

2단계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1) 뉴스 선정: 학생들이 유튜브 동영상 및 SNS나 뉴스 

웹사이트에서 뉴스 선정 

(2) 뉴스 분석: 뉴스의 내용을 주장과 근거로 나누고, 

주장의 진위를 입증할 자료 찾기

(3) 팩트체크 하기: 주장에서 인용한 출처의 정확성, 

주장과 출처의 근거와의 정합성 분석하기

(4) 재작성하기: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가짜뉴스를 재작

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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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7). 이에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미디어청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

유가 중요하지만, 민주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교육

이 필요하다고 보고, 초등과 중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Wolfgang 

Schweiger et al., 2019).

<표 Ⅱ-7>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Landesmedienzentrum 

Baden-Württemberg)의 가짜뉴스 교육 프로그램 내용

학교급 단계 주제 내용 요소

초등

1단계 거짓말

(1) 거짓된 정보를 섞어서 자기소개 한 후, 어느 

정보가 거짓인지 맞춰보기 

(2) 자신이 생각하는 거짓말의 의미를 발표한 

후, 공통된 속성을 도출하기 

(3) 거짓말 관련 단어 찾아보기 

(4) 진실의 의미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5) 거짓말의 영향과 처벌에 대해 논의하기

2단계

가짜뉴스

의미

(1) 동일 주제에 대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비

교하기 

(2)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유, 가짜뉴스의 악영

향 등에 대한 토의하기

가짜뉴스 

구별방법

(1) 가짜뉴스 vs 진짜뉴스 게임을 통해, 어떤 것

이 가짜뉴스인지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

하기 

(2) 게임의 결과를 모둠별로 공유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해보기 

가짜뉴스 

대응방안

(1)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토의하기(가짜뉴스 전파금지, 가짜뉴스에 대

한 댓글 쓰지 않기, 좋아요 누르지 않기, 가

짜뉴스 신고하기 등)

중등 1단계
가짜뉴스

의미

(1) 가짜뉴스 분석하기: 주제, 출처, 뉴스에 대

한 본인의 생각, 기사 형식과 구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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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8월에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종합계획」15)을 발표했다.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두고 4대 전략 과제로 ‘첫

째, 온·오프라인 미디어 교육 인프라 확대, 둘째,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셋째,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넷째,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을 제시했다. 4대 전략 과제 중에는 ‘미디어 정보 판

별 역량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가짜뉴스 관련 교육방안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라는 전략 과제의 목적은 미디어

15) 방송통신위원회,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 관계부처 합동 

보도 자료(2020.8.27.), 검색일자: 2021.08.03.

생각 

(2) 재작성된 뉴스와 가짜뉴스를 비교해보기

(3) 가짜뉴스에 대한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하기

(가짜뉴스의 의미, 가짜뉴스의 의도, 가짜뉴

스 확산의 이유, 가짜뉴스의 영향 등)

가짜뉴스 

관련용어

(1) 가짜뉴스 관련 용어에 대해 정보 수집 후, 

발표하기: 필터버블, 에코챔버 등 

(2) 발표 후 피드백 주고받기

가짜뉴스 

식별방법

(1) 가짜뉴스 식별방법에 대한 영상 시청하기 

(2) 영상을 시청한 후,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

는 방법을 정리하고, 영상에서 제시된 이외

의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2단계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영상 시청한 후, 팩트체크 방법에 

대해 학습하기 

(2)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실습하기 

(3) 팩트체크의 결과에 대해 토의하기

가짜뉴스 

대응방안

제작 및 

배포

(1)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토의하기 

(2)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터를 

기획하고(내용, 디자인, 색상 등) 학교에 포

스터 게시하기 

(3) 모둠별 포스터에 대해 피드백 주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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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험하는 정보를 분별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시

민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전략 과제는 시민들이 미디어를 이

용할 때, 시민들 스스로 정보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가짜

뉴스 등과 같은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

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공유하고, 팩트체크 전 과정을 다른 시민들과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을 구축하고 운영해서 팩트체

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교육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팩트체크 역량강화 교육내용(방송통신위원회, 2020: 

94)을 살펴보면, 교육 대상은 청소년, 성인, 노인, 교사로서 세분화하여 뉴

스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육내용은 정보의 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 미디어 이용습관, 허위정보의 

피해사례, 팩트체크 기사 작성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구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이와 관련한 수업

지도안과 활동지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청

소년의 경우 팩트체크의 의미와 팩트체크 과정을 학습하고 팩트체크 방법을 

카드뉴스로 제작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성인의 경우 팩트체크를 

통해 허위기사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하는 교육을 하

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2019년 7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16) 

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분산되어 진행되어 온 미디어 교육의 표준화 방

안을 마련하고, 교과 연계 및 관심 진로 중심 자료를 개발하며, 미디어 콘

텐츠를 수업에서 실제로 제작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4월 교육부는 「초등 국어 교과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만나 

원격 수업 지원한다.」17)라는 보도 자료도 발표했다. 이 보도 자료에 따르

면, 기존의 교과서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

16) 교육부,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발표」 보도 자료(2019.7.26.), 

검색일자: 2021.08.03.

17) 교육부, 「초등 국어 교과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만나 원격 수업 지원한다.」 

보도 자료(2020.4.21.), 검색일자: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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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교육부는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였다. 

초등 5~6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미디어와 연계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슬기

롭게 누리는 미디어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거짓 정보와 마녀사냥 바로 잡기’는 초등 수준에서의 가짜뉴스 관련 

교육 콘텐츠이다.

  ‘거짓 정보와 마녀사냥 바로 잡기’ 콘텐츠는 성취기준 ‘[6국05-02] 작

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를 바탕으로 2차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 내용은 인터넷상의 글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고, 거짓 정보와 마녀사냥의 폐해를 알아보고, 매체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는 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사

례와 유사하게 팩트체크 활동을 통한 비판적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팩트체

크 기사 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

회의 교육은 초등학생 대상 수업사례의 경우 독일의 교육 프로그램과 성인 

대상 수업사례의 경우 핀란드의 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 해외 가짜

뉴스 관련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와같이 팩트체크 뉴스 제작에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과 수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으로 이루

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교육부에서 개발한 가짜뉴스 관련 뉴스 리터

러시 수업은 초등학교 교과 수업시간에 적용 가능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

미가 있지만, 뉴스 이용자를 뉴스 소비자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육으로 

팩트체크를 통한 매체의 내용을 비판적 이해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연구자는 위에서 살펴본 국내외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

여,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써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

업을 구상하였다. 먼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실태

를 살펴보면, 주로 뉴스 미디어 이용에 대한 윤리의식/네티켓이나 뉴스 미

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올바른 취사선택 방법의 비중이 높은 반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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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활용능력과 뉴스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분석 및 비평, 뉴스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해의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배상률, 2014). 이에 연

구자는 지금까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소외됐던 뉴스 제작 교육을 기본적 토

대로 하면서 동시에 뉴스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재로써 

팩트체크 뉴스에 주목하게 되었다. 

  기존의 뉴스 제작 수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뉴스 제작 소재를 선정하는 

과정, 이에 대한 기사의 헤드라인과 본문을 작성하는 과정, 뉴스를 책임감 

있게 공유하는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양정애 외, 2016). 또한, 뉴스 

제작 수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뉴스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 즉, 게

이트키핑, 뉴스 보도 원칙, 취재 관행, 언론사의 수익 구조 등을 다루고 있

다(양정애 외, 2015). 따라서 뉴스 제작 교육은 뉴스가 제작되는 전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제작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기존의 뉴스 제작 수업이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집

중하여 뉴스 생산자로서의 역량은 강화했지만, 뉴스 제작 수업에서 뉴스 소

비자로서 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역량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

다. 이는 뉴스 제작 수업만으로는 뉴스를 제작하는 역량과 뉴스를 비판적으

로 이해하는 역량을 동시에 함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역량을 동시에 함양하는 방법으로써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사회과의 신문활용수업(NIE)은 대표적인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인데, 이는 신문을 수업 소재로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써 독해 및 쓰기 능력을 향상하고 의사결정력 등 고차사

고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차경수, 모경환, 2019: 170). 팩트

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신문활용수업(NIE)과 다른 점은 뉴스를 수업의 보

조 자료로써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 자료로써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

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신문활용수업(NIE)을 적용한 다문화 관련 단원에서

는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가 도래됨

에 따라 겪게 될 사회적 문제라는 수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소재로 뉴스

가 활용되었다면,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에서는 가짜뉴스의 의미,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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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임수 기법, 팩트체크의 의미,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식별하

는 활동, 팩트체크 뉴스의 의미, 팩트체크 뉴스 제작과정의 이해, 가짜뉴스

를 팩트체크 뉴스로 재작성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수업의 주 소재로 뉴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업 내용도 뉴스의 의미와 뉴스 식별 방법 및 뉴스 제작 

방법 등 뉴스 자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팩트체크 뉴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가짜

뉴스를 비판적 이해하고 기존의 가짜뉴스를 재작성해봄으로써 한층 더 깊이 

있게 가짜뉴스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주변 

사람에게 전파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여 책임감 있게 뉴스

를 전파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이 수업

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과와 단원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와 법 교과의 ‘Ⅲ. 정치 과정과 참여 3. 2) 이

익집단, 시민 단체,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단원의 성취기준은 정당, 언론

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

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문화 교과의 ‘Ⅲ. 문화와 일상생활 2. 

2) 대중문화’ 단원의 성취기준은 대중매체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

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두 단원에서는 뉴스 미디어를 공통으

로 내용 요소로 다루고 있어서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적용하기에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팩트체크의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가짜뉴스

에 적용해봄으로써 뉴스 소비 리터러시를 향상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 뉴스를 제작해봄으로써 뉴스 생산 리터러시를 향상하여 뉴스 리터러시

를 종합적으로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의 내용은 우선, 가짜뉴스가 시민들을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한 방법을 학습하여,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식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다음으로, 팩트체크 방법에 기반하여 가짜뉴스의 진위여부를 판

정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그 후,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하

는 과정을 학습하고, 팩트체크 뉴스의 형식을 통해 기존의 가짜뉴스를 재작

성하는 실습을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제작한 팩트체크 뉴스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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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전파하는 활동을 해봄으로써 뉴스의 전파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자신이 평상시 뉴스를 공유하던 태도를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감 있게 뉴스를 전파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 단계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Ⅱ-8>과 같다.

<표 Ⅱ-8>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

단계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 문제 제기 ⇨ ●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 나누기

● 가짜뉴스의 사회적 문제

⇩

전개 ⇨

팩트체크 하기 ⇨ ● 가짜뉴스의 의미

● 팩트체크의 의미와 방법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

● 팩트체크 뉴스의 의미

● 팩트체크 뉴스 제작 과정 이해

●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뉴스 형식으

로 재작성하고, 제작한 팩트체크 

뉴스를 다른 학생에게 전파하고 

반응 확인하기

●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의 전파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 예상해보

기

⇩

정리 ⇨ 종합 ⇨ ●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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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는 주로 언론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

근에는 교육학계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학계에서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또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김진아(2021)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뉴스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가짜뉴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비판적 

평가와 분석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수업내용은 가짜뉴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여 가짜뉴스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가짜뉴스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가짜뉴스를 식

별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수업 구

상에 그쳐, 그 수업의 효과를 알 수 없으며 가짜뉴스 해결을 위한 제도와 

쟁점까지 다루고 있어 가짜뉴스 식별활동이 주된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성정은(2018)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비판적 읽기 교육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자는 가짜뉴스 판별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방법으

로 비판적 읽기 교육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의 핵심역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시

행한 결과, 비판적 읽기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유의미하게 향상하게 시켰

다. 그러나 실시간 원격화상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교사-학생 간, 학생-

학생 간 상호작용에 제약이 있었고, 비판적 읽기 교육이 실제 가짜뉴스 판

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가짜뉴스 판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인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송보라(2021)는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선 추적 모형을 통해 가짜뉴스 

판별에서의 읽기 전략을 탐색하고 있다. 가짜뉴스 관련 교육은 2차시에 걸

쳐 처치하는데, 주된 내용은 가짜뉴스의 개념,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읽기 

전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 처치 결과, 연구참여자는 기존의 수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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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뉴스를 읽던 방식에서 뉴스 내용의 사실여부를 따지면서 신뢰성, 타당

성, 공정성을 검증하는 비판적 읽기로 변화되는 보였다.

  정선임(2020)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 세대를 대상

으로, 비판적 읽기 교육과 뉴스 제작 교육을 통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면담 결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노인 세대들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를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효능감이 자존감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질적 연

구이기 때문에 실제 계량화된 연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뉴

스 리터러시 교육을 신청한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학생들만 표집 편향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위의 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학계

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짜뉴

스를 식별하기 위한 비판적 읽기 교육에 치중된 한계가 있었고, 제작 교육

까지 포함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데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직접 측정한 연구가 부

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 관련 뉴스 

리터러시 교육방법으로 비판적 읽기뿐만 아니라 뉴스 제작 교육까지 통합된 

방법을 처치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사전-사후 검사에서 가

짜뉴스 대응 효과를 직접 측정하여 교육적 효과를 직접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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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대한 가설을 확인

하고자 한다. 가설 확인을 위해 연구 대상을 살펴보고, 연구에서 사용되는 

독립 변인, 종속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변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확인한다. 또한, 연구 절차와 통계적인 분석 방법에 관해 기술

하고자 한다.

1. 연구 가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사고에 기

반한 뉴스 리터러시를 향상하게 시키며, 이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구상한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이루어

지던 비판적 이해에 초점을 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인 팩트체크 수업과 연구

자가 구상한 비판적 이해와 팩트체크 뉴스 제작역량을 통합적으로 달성하고

자 하는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비교하여, 어떠한 수업방법이 가짜뉴

스 문제에 대응하는 점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수업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가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가설 1]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고등학생의 가짜뉴스 대응에 효

과적일 것이다.

[하위가설 1-1]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고등학생의 가짜뉴스 식별능

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위가설 1-2]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고등학생의 가짜뉴스 전파태

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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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설 2]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팩트체크 수업보다 고등학생의 가

짜뉴스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위가설 2-1] 팩트체크 수업보다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고등학생

의 가짜뉴스 식별능력을 더 향상시킬 것이다.

[하위가설 2-2] 팩트체크 수업보다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고등학생

의 가짜뉴스 전파태도를 더 감소시킬 것이다.

2. 연구 대상

  본 실험의 연구 대상은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G 고등학

교 1학년 7개 학급, 총 167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수업

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전·사후 설문에 응한 학생 중 불명확하게 표시한 

경우는 제외했다.

  연구 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에 한정한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

는, 정치와 법 교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사회문

화 교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법’ 교과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을 학습했고, ‘사회·문

화’를 선택한 학생은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학습했기

에,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에서 배제했다.

<표 Ⅲ-1> 연구 대상의 기초 정보

학급
성별

전체
남자 여자

1반 12명 12명 24명

2반 11명 12명 23명

3반 10명 13명 23명

4반 10명 14명 24명

5반 11명 13명 24명

6반 11명 14명 25명

7반 10명 14명 24명

합계 75명 92명 1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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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변인 및 검사 도구

  1) 종속 변인 및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가짜뉴스 대응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측정했다. 사전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1주일이 지난 이후 독립변인을 처치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가짜뉴스 대응을 측정하기 위해 조은희(2019), 최숙 외(2021)에 사용된 가

짜뉴스 식별능력 문항을, 박민정(2021), 염정윤 외(2019), 유현중 외

(2020), Lee & Oh(2017), Schultz, Utz, & Göritz(2011)에서 사용된 가짜뉴

스 전파태도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은 가짜뉴스 식별능력, 가짜뉴스 

전파태도이다. 첫째, 가짜뉴스 식별능력은 가짜뉴스를 현실로 오인하지 않

고 가짜뉴스라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Balmas, 2014)이다. 가짜뉴스 식별능

력을 측정한 선행연구(조은희, 2019, 최숙 외, 2021)를 토대로 SNU팩트체

크, 팩트체크넷, 기타 언론사에서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검증된 3개의 

가짜뉴스 제시와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정확하게 식별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2개의 진짜뉴스를 섞어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다. SNU팩트체크 

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설문 응답지를 ① 거짓 ② 대체로 거짓 ③ 거짓 반 

사실 반 ④ 대체로 사실 ⑤ 사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가짜뉴스에 

대해 ① 거짓 ② 대체로 거짓으로 답한 응답자들은 가짜뉴스 식별능력이 있

다고 보고 1점을 부여하고, 그 외 응답은 0점으로 코딩했다.

  둘째, 가짜뉴스 전파태도는 가짜뉴스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

게 전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염정윤 외, 2019). 가짜뉴스 전파태도를 측정

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9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했다(박민정, 2021; 양정애 

외, 2018; 염정윤 외, 2019; 유현중 외 2020; Lee & Oh, 2017; Schultz, 

Utz, & Göritz, 2011). 구체적으로 3개의 가짜뉴스 문항을 식별한 후, 각각

의 문항에 대하여 “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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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해줄 것이다.”라는 문항을 통해 가짜뉴스를 전파하려는 태도를 확인

하고자 했다. 이 문항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뉴스를 책임감 있게 전파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나는 뉴스를 공유할 때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이다.”, 

“나는 뉴스를 공유할 때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에서 뉴스를 

공유할 때 출처를 밝힐 것이다.”, “온라인에서 뉴스를 공유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생각해 볼 것이다.”의 4개의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이 문항에 대해 점수가 낮을수록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태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9개의 문항은 측정은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표 Ⅲ-2> 사전-사후 검사지 문항내적합치도

검사 구성요인 문항번호 Cronbach's 
사전

검사

가짜뉴스 

식별문항
1-1, 2-1, 3-1, 4-1, 5-1 .754

가짜뉴스

전파문항

1-2, 2-2, 5-1, 5-2, 5-4, 

6-1(역), 6-2(역), 6-3(역), 6-4(역)
.830

사후

검사

가짜뉴스

식별문항
1-1, 2-1, 3-1, 4-1, 5-1 .687

가짜뉴스

전파문항

1-2, 2-2, 5-1, 5-2, 5-5, 

6-1(역), 6-2(역), 6-3(역), 6-4(역)
.858

※ 역 = 역코딩 한 문항을 의미함.

  이 척도를 수업 처치 전후에 사전-사후 검사에 활용하며, 사전검사와 사

후검사에서의 문항의 번호는 위의 <표 Ⅲ-2>와 같다. 문항 간 신뢰도를 검

증하기 위해 Cronbach's 값을 산출했는데 .60 이상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이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문항으로 볼 수 있는 점을 토

대로 보면 사전-사후 검사지의 문항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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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 변인

  본 연구의 목적은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학습자의 가짜뉴스 대응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과 팩트체크 수업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뉴스 리터러시 교

육이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상이한 교수 처치를 했다.

  우선, 팩트체크 수업은 ‘비교집단’에 처치하는 교수 활동으로써 가짜뉴

스의 개념, 가짜뉴스 속임수 모형, 팩트체크 방법에 대해 교사가 강의식으

로 전달하고, 학습자가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 가짜뉴스의 진위여부를 판정

하는 실습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실험집단’에 처치하는 교수 

활동으로써 가짜뉴스의 개념, 가짜뉴스 속임수 기업, 팩트체크 뉴스 제작방

법에 대해 교사가 강의식으로 전달하고, 학습자가 팩트체크 활동과 팩트체

크 뉴스 만들기 활동을 실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집단에 처치된 팩트체크 수업이 팩트체크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실험집단에 처치된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팩트체크 활동과 더불어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하는 과정을 통해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추구하는 동시에,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뉴스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뉴스 제작 역량과 가짜뉴스의 전파가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뉴스 소비 리터러시와 뉴스 생산 

리터러시를 종합적으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연구 방법

  1) 연구 집단 설계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뉴스 리터러시 수업방법에 따라 두 집단으

로 구분된다. 비교집단은 팩트체크 수업을, 실험집단은 팩트체크 뉴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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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해보는 수업을 진행했다.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은 무작위로 배정했으며, 

수업 처치 전에 사전검사 점수를 토대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을 

분석했다. 

<표 Ⅲ-3> 연구 집단 설계

집단 구분 사전검사 수업처치 사후검사

비교집단   
실험집단   

: 팩트체크 수업 2차시

: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 2차시

: 가짜뉴스 식별, 전파 사전검사

: 가짜뉴스 식별, 전파 사후검사

  2) 수업 처치 절차

   본 연구는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의 가짜뉴스 대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팩트체크 수업과 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수업 진행에 앞서 연구대상의 가짜뉴스 대응(가짜뉴스 식별능력, 전파태

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다. 이때 사전 조사가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수업 1주 전에 설문을 시행했다.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가짜뉴스의 의미와 특징, 팩트체크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비교집단의 경우 팩트체크의 방법을 통해 가짜뉴스 

사례에 직접 적용해보는 활동을 처치한다. 실험집단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

한 팩트체크 후, 이에 기반하여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하는 활동을 처치한

다. 수업 후에는 가짜뉴스 대응(가짜뉴스 식별능력, 전파태도)에 대한 사후 

조사를 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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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
수업 처치

사후

조사

가짜

뉴스

대응

⇨

비교

집단

1. 가 짜 뉴 스 의 

의미와 문제점

2. 팩 트 체 크 의 

의미와 방법

⇨

  가짜뉴스 사례에 학

습한 팩트체크 방법 적

용하여 식별하는 활동

하기

⇨
가짜

뉴스

대응실험

집단

  가짜뉴스에 대한 팩

트체크 뉴스 제작하고,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를 다른 모둠에게 

공유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그림 1> 연구 진행 절차

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고등학생의 가짜뉴스 대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과 팩트체크 수업의 효

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사례를 

입력한 후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과 절차를 적용

했다.

  첫째, 연구 대상자에 대한 기초적인 분포와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의 평균 

및 전체적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했다. 둘째, 수업을 

처치하기에 앞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점수에 기초하여 집단 간의 동

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셋째, 팩트체크 뉴스 만

들기 수업이 가짜뉴스 대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

을 실시했다. 넷째,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과 팩트체크 수업이 가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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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대응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여 어느 수업이 더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Scheffe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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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가짜뉴스 대응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와 팩트체크 수업과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 중 가짜뉴스 대

응에 어느 수업이 더 효과적인지를 양적 검증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 기술통계

  연구 대상이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 

변인은 가짜뉴스 식별능력과 가짜뉴스 전파태도이다. 각각의 종속 변인에 

대한 집단별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Ⅳ-1> 집단별 사전-사후 종속 변인 평균

학급

가짜뉴스 대응

가짜뉴스 식별능력 가짜뉴스 전파태도

사전 점수

평균

사후 점수

평균

사전 점수

평균

사후 점수

평균

1반 .51 .64 3.38 2.73

2반 .45 .57 3.53 2.33

3반 .45 .43 4.03 2.55

4반 .46 .50 3.62 2.55

5반 .51 .58 3.23 2.84

6반 .46 .51 3.39 3.12

7반 .47 .53 3.39 2.09

전체 .47 .53 3.5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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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실행 결과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받은 경우와 팩트체크 수업

을 받은 경우 모두 가짜뉴스 식별능력 평균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가짜뉴

스 전파태도 평균 점수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반의 경우 가짜

뉴스 식별능력에서 평균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가짜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판단을 유보하는 항목에 응답한 학생 수가 많은 것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른 학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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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단 간 동질성 분석

  수업을 처치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점수

에 기초하여 집단 간의 동질성을 독립표본 t검정에 의하여 검증하였다.

<표Ⅳ-2> 실험-비교집단 간 동질성 분석 결과

항목

실험집단

(N=74)

비교집단

(N=59)

Levene의 

등분산성 검사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t검증

M(SD) M(SD) F p t p

가짜

뉴스 

대응

가짜뉴스 

식별능력
.45(.20) .49(.18) .80 .37 1.20 .23

가짜뉴스 

전파태도
3.89(.90) 3.96(.78) 1.49 .22 .41 .67

  검증 결과, 가짜뉴스 식별능력은 처치집단이 평균 .45, 비교집단이 .49로 

평균차이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짜뉴스 전파태도는 처치집단이 

3.89, 비교집단이 3.96으로 평균차이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짜뉴

스 식별능력의 경우 비교집단이 근소하게 높고, 가짜뉴스 전파태도의 경우 

처치집단이 근소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p값이 각각 .23과 .67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집단은 가짜뉴스 식별능력과 

가짜뉴스 전파태도에서 동질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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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통한 가짜뉴스 대응 

변화 양상

  본 연구의 [주가설 1]은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가짜뉴스 대응에 

효과가 있는가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인으로 가짜뉴스 식별능력과 

가짜뉴스 전파태도의 사전-사후 점수를 토대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다. 

<표Ⅳ-3>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통한 가짜뉴스 대응 분석 결과

항목 N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M(SD) M(SD)

가짜

뉴스 

대응

가짜뉴스 

식별능력
70 .46(.21) .58(.29) -3.09*

가짜뉴스 

전파태도
70 3.62(.78) 2.31(.78) 10.20***

(<.05, <.001)

  위 <표Ⅳ-3>에서 나타나듯이, 검증 결과, 학생들의 가짜뉴스 대응은 팩트

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통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가짜뉴스 식별능력은 수업 처치 전에는 평균 .46이었는데, 수업 처치 

후에는 평균 .58로 향상되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 -3.09, p = .03). 또한, 가짜뉴스 전파태도는 수업 처치 전에

는 평균 3.62였는데, 수업 처치 후에는 2.31로 감소되었으며, 그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 10.20, p = .00).

  이는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가짜뉴스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전파하는 태

도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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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뉴스 리터러시 수업 간 효과 분석

  본 연구의 [주가설 2]는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팩트체크 수업보다 

가짜뉴스 대응에 더 효과가 있는가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3개의 집단으

로 구성을 하였다. 하나의 집단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집

단이며, 다음 집단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 중 팩트체크 수업을 처치한 집단

이며, 마지막 집단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 중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처치한 집단이다.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분석방법으로 채택한 이유는 집단 간 t검

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엄밀한 자료 분석을 위해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분산이 동질한지 검증하고, 그에 따른 사후검정(Post-hoc test)을 실시하여 

어떠한 수업이 가짜뉴스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Ⅳ-4> 뉴스 리터러시 교육 간 효과 비교 분석 

분류 N M(SD) F Scheffe

가짜뉴스 

식별능력

미실시a 133 .35(.25)

21.86*** a<b=c*
팩트체크 수업b 57 .57(.20)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c
72 .50(.21)

가짜뉴스

전파태도

미실시a 133 3.58(.78)

54.79*** a<b<c*
팩트체크 수업b 57 2.90(.95)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c
72 2.33(.81)

(<.05, <.001)
  검증 결과, <표Ⅳ-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등분산 검증에서 가짜뉴스 식

별능력(F = 21.86, p = .00)과 가짜뉴스 전파태도(F = 54.79, p = .00) 모

두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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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분산분석을 할 때 구체적으로 교육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하였다. Scheffe 사후검정은 

일반적으로 집단 간 크기가 다른 경우에 사용하며,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사후검정 방법이기에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우선, 가짜뉴스 식별능력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M = .35)보다 팩

트체크 수업(M = .57)과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M = .50)을 처치 받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팩트체크 수업을 처치한 

집단(M = .57)과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처치한 집단(M = .50) 간 평

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가지 수업 모두 교

육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가짜뉴스 식별능력을 향상하게 시키지만, 두 수업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짜뉴스 전파태도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M = 3.58)보

다 팩트체크 수업(M = 2.90)과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M = 2.33)을 처

치 받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특히, 팩트체크 수업을 

처치한 집단(M = 2.90)과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처치한 집단(M = 

2.33)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따라서 두 가지 수업 모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가짜뉴스 전파태도를 감소시켰고, 팩트체크 뉴

스 만들기 수업을 처치한 경우 가짜뉴스를 전파하려는 태도가 팩트체크 수

업을 처치한 경우보다 효과적으로 가짜뉴스 전파하려는 태도를 감소시켰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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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논의를 전개한 후 후속 연구

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한다.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가짜뉴스 대응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때 가짜뉴스 대응은 가짜뉴스 식별능력과 

가짜뉴스 전파태도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에 제시

되고 있는 팩트체크 수업과의 비교를 통해 어느 수업이 더 가짜뉴스 대응에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

다.  

[연구 가설 1]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고등학생의 가짜뉴스 대응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위 가설 1-1]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고등학생의 가짜뉴스 식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위 가설 1-2]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고등학생의 가짜뉴스 전파

태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연구 가설 2]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팩트체크 수업보다 고등학생

의 가짜뉴스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위 가설 2-1]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팩트체크 수업보다 고등학

생의 가짜뉴스 식별능력을 더 향상시킬 것이다.

[하위 가설 2-2]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팩트체크 수업보다 고등학

생의 가짜뉴스 전파태도를 더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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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학생들의 가짜뉴스 식별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짜뉴스 전파태도를 감소시켜 고등학생들이 가짜뉴스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채택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가

짜뉴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써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인지적 

측면과 뉴스를 주변에 전파할 때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성찰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는 태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연구

자는 기존의 팩트체크 수업을 보완한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제시한

다. 연구자는 단순히 팩트체크 방법을 숙지하고, 숙지한 팩트체크 방법을 

양적으로 다수의 가짜뉴스 사례에 적용하는 것과 달리, 하나의 가짜뉴스 사

례에 대하여 질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뉴스 형

식으로 재작성해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에서 가짜뉴스에 대응

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가짜뉴스와 제작의 결과물인 팩트체크 뉴스를 

주변 사람에게 전파하는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태도적 측면에서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따라서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가

짜뉴스와 진짜뉴스를 식별했다는 점에서 뉴스 소비 리터러시가 향상되고, 

뉴스를 책임감 있게 전파하는 태도가 증가하여 가짜뉴스를 식별하고 그 뉴

스를 주변에 전파하지 않으려는 가짜뉴스 전파태도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뉴

스 생산 리터러시가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은 뉴스 리터러시를 종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영섭(2019)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영섭(2019)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생교육 기관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가짜뉴스 식별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검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짜뉴스 관련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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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육 프로그램이 인지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유사하게 연구자의 연구 결과도 뉴스 리

터러시 교육이 가짜뉴스 식별능력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

며, 더 나아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가짜뉴스 전파태도에도 효과가 있음

을 검증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가짜뉴스의 요소들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팩트체크 뉴스 형식을 재작성하는 과정에

서 비판적 사고기능이 작용하여 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뉴

스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작용하여 건전한 회의성과 신중

성 등을 갖춰 뉴스를 책임감 있게 공유하는 태도를 함양하여 가짜뉴스를 전

파하는 태도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과 팩트체크 수업의 효과를 비교한 결

과, 가짜뉴스 전파태도 면에서는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팩트체크 수

업보다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짜뉴스 식별능력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

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팩트체

크 뉴스 만들기 수업과 팩트체크 수업에서 가짜뉴스 식별능력과 관련된 인

지적 측면에서는 두 수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임

승차 효과(free-rider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임승차 효

과란,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참여하려는 개인의 동기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Kerr, 1983). 이를 수업 상황에서 적용해보면, 무임승차는 학습 활동을 성

공적으로 마쳐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특별한 기여 없이 그 목표를 취

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Avernethy & Lett, 2005). 

  선행연구에 의하면, 무임승차를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서 인지적 측면의 학습역량에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특히 비

판적 사고와 초인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은철, 2019). 가짜

뉴스를 식별하는 과정이 인지적 측면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

해보면, 뉴스 리터러시 수업 중 무임승차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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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과 비교했을 때, 향상되는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의 수업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팩트체크 수업의 

경우, 학습한 팩트체크 방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개별적으로 팩트체크하여 

진위여부를 판정해 본 후, 그 결과를 그룹원끼리 공유하면서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이었기에 무임승차 효과가 나타났던 단계가 거의 없었다.

  반면,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의 경우, 뉴스에 댓글을 작성하고, 감정

표현을 선택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모둠원이 협동하여 참여가 잘 이루

어졌으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뉴스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뉴스를 

작성하는 글쓴이 역할을 맡은 학생에게 과도한 업무가 배정되었다. 이 과정

에서 상대적으로 업무가 적은 다른 역할을 수행한 학생들의 무임승차가 발

생하여 가짜뉴스 식별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짜뉴스 식

별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지를 분석했을 때, 글쓴이 역할을 수행한 학

생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 학생들보다 가짜뉴스 식별능력이 향

상된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다. 

  Cheng & Warren(2005)은 조별 과제를 수행하면서 무임승차 효과를 억제하

는 방법으로써 그룹원끼리 서로를 평가하는 동료평가(peer evaluation)를 

제안하고 있다. 정은숙(2018)은 동료평가 방법을 대학교 학부생 수업에 적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는데, 동료평가가 팀원들의 기여도 및 책임감을 측

정하여 무임승차 효과를 부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vernethy & Lett(2005)는 ‘넌 해고야’(You are fired)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룹원이 조별 활동에 전혀 참석하고 있지 않거나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교사에게 통보하여 해고하고 0점

의 평가점수를 받는 방법을 의미한다. 박종혁(2013)은 ‘넌 해고야’방법을 

대학교 학부생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는데, 조원들의 책무감을 

높여 무임승차 효과가 일부 억제되었다.

  따라서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해서 

무임승차 효과를 억제하여 역할 및 업무의 배분한 후, 다시 측정한다면 팩

트체크 수업이 가짜뉴스 식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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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정책과 후속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반영된 사회과 교

육과정의 구성을 제안한다. 독일의 경우, 2016년 주 교육부 장관회의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으로 

정보 검색 및 정보 처리 역량, 의사소통 및 협력 역량, 제작과 발표,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및 안전한 사용 역량, 문제해결 및 실천 역량, 분석 

및 성찰 역량을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분석 및 성찰 역량은 시민이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

참여 과정에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본다(KMK, 2016: 16-19). 이 

권고안을 반영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2016 공동사회(Gemeinschaftskunde)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21년 주 교육부 장관회의에서는 2016년 권고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했는데,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핵심역량을 종합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되는 

것이 전제조건임을 밝히고 있다(KMK, 2021: 7-9).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

사하게 미래 사회의 핵심교육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

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

회적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교육부, 2021: 15).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

면 민주시민교육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의 민주시민교육이 다른 교과의 민주

시민교육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는지에 대한 내용이 2022 개

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자는 사회

과 수업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가 뉴스이며, 뉴스가 본질적으로 사회

적 현안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은 비판적 사고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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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및 시민

의 참여와 실천을 이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과의 민주시민교육으로

써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적합한 내용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수업모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수업모형으로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제시했지

만, 50분 분량의 2차시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 요

소 중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즉,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

함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뉴스 이용의 올바른 방법, 내 삶과 뉴스의 관

계, 뉴스의 보도원칙, 뉴스 생태계 구조에 대한 이해, 모바일(인터넷)이 뉴

스 생태계에 미친 영향, 탐색한 뉴스 정보를 분류 및 정리하기, 국내 및 국

제사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 언론 저널리즘

과 시민 저널리즘의 비교, 뉴스 저작권에 대한 교육, 댓글 예절 교육, 뉴스

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충돌에 대한 해결방안, 언론 피해 구제 절차 

등이 있다(양정애 외, 2015). 따라서 연구자가 제시한 수업모형은 뉴스 리

터러시 교육의 많은 내용 요소 중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요소만을 선별하여 구상한 하나의 수업사례에 불과하며, 팩트체크 

수업 및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 이외에도 연구자의 수업모형에서 반영

하지 못한 뉴스 리터러시 내용 요소들을 포함한 다양한 수업모형이 구상되

고, 그 효과를 검증되었을 때,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적인 뉴스 리터러시 수업모형이 구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가짜뉴스 대응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자는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가짜뉴스 식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NU(서울대학교) 팩트체크 사이트나 팩트체크넷 사이

트 또는 기타 언론사에서 ‘사실이 아님’으로 검증된 뉴스로 설문지를 구

성했다. 그러나 소수의 학생이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색창

에 검사지에 제시된 뉴스 제목과 함께 ‘팩트체크’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쉽게 설문지 문항의 출처를 알아내어 정답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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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능력에 의해서 가짜뉴스를 잘 식별한 것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또한,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짜뉴스 전파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했다. 그러나 실제 응답한 문항을 살펴보면, 뉴스를 

책임감 있게 공유하는 태도가 부족해서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경우도 있었지

만, 일부 학생의 경우, 자신의 가치관 또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가짜뉴스의 전파라는 행위가 주변 사

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전파하는 경우와 이러한 사실을 인

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 또는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하는 경

우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측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 식별능력과 

전파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엄밀한 양

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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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전 설문지

사전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길성

입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한 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지의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편안하

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

한 응답이 저의 연구와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설문지의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되며, 숫자로만 기

록되어 통계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설

문 응답을 위해 내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 최길성 올림

본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sksrlftjd@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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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1> 다음은 뉴스의 가짜여부를 식별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뉴스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대학졸업=취업'…日 취업률, 한국보다 30% 높다

한국경제, 정영효 기자, 입력 2021.05.19. 07:49

 올해 일본의 대학졸업자 취업률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도 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올해 졸업한 대학생의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2.0%포인트 하락한 96.0%로 집계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취

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년보다 3.9%포인트 하락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사실상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해 대

졸자 취업률은 98.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대졸자 취업률은 67.7%(2018년)였다. 전

문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71.1%, 4년제 대학 졸업자는 64.2%였다.

 성별로는 남자 대졸자 취업률이 95.0%로 2.5%포인트, 여자 대졸자는 97.2%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전공별로는 문과 96.0%, 이과 95.9%로 각각 1.8%포인트, 

2.6%포인트씩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나고야 등이 있는 주부 지역의 취업률이 

98.3%로 가장 높았다. 홋카이도·도후쿠 지역이 97.0%로 뒤를 이었다. 도쿄가 

속한 간토와 오사카가 속한 긴키 지역 취업률은 95.8%였다.

<문항 1-2> 다음은 뉴스의 전파에 대한 문항입니다. 위 뉴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

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이 뉴스는 

거짓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거짓이다.

이 뉴스는 

거짓 반 사실 반

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사실이다.

이 뉴스는

사실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

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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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1> 다음은 뉴스의 가짜여부를 식별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뉴스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

오.

현용수 원장 “정부·국회가 가정파괴·저출산 조장… 낙태법 폐지-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경청해야”

국민일보 황인호 기자, 입력 2021-05-17 03:09

 정부 및 국회가 가정을 파괴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고 있다는 주장

이 나왔다. 현용수 쉐마교육연구원 원장은 14일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에서 

‘저출산에 대한 기독교적 대책’이란 주제로 열린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정기 포럼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관련법 폐지와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며 “국회가 인구 증가를 방해하는 쪽으로 법을 많이 만들

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낙태 관련법 폐지와 차별금지법(특히 동성애 옹호)은 하나님의 

생명 증가 소원을 막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수 

교회가 외치는 낙태 관련법 폐지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야 한다”고 말했다.

<문항 2-2> 다음은 뉴스의 전파에 대한 문항입니다. 위 뉴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

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이 뉴스는 

거짓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거짓이다.

이 뉴스는 

거짓 반 사실 반

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사실이다.

이 뉴스는

사실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

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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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1> 다음은 뉴스의 가짜여부를 식별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뉴스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

오.

미국 성인 절반, 코로나 백신 최소 1차례 맞아

연합뉴스 2021.04.19 10:54

  미국 성인의 절반이 적어도 1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

신을 맞은 것으로 18일(현지시간) 집계됐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까지 미국에서 1회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 성인이 이 연령대 인구

의 50.4%인 1억2천998만8천여명이라고 집계했다. 18세 이상 성인 중 백신 접종

을 마친 사람은 32.5%인 8천397만6천여명으로 집계됐다.  또 고위험군으로 분류

되는 65세 이상 성인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81.0%인 4천432만8천여명이 최소한 

1회 접종했고, 65.9%인 3천601만9천여명은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39.5%인 1억3천124만7천여명이 최소한 1회 접종했고, 

25.4%인 8천426만3천여명이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 CDC는 또 이날까지 미국 내

에 2억6천450만5천여회분의 백신이 배포됐고, 이 가운데 약 79%인 2억940만6천

여회분이 실제 접종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하루 새 약 350만회의 백신이 추

가로 접종됐다는 뜻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또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백신 접

종 건수는 약 320만건이라고 이 방송은 집계했다.

<문항 3-2> 다음은 뉴스의 전파에 대한 문항입니다. 위 뉴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

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이 뉴스는 

거짓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거짓이다.

이 뉴스는 

거짓 반 사실 반

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사실이다.

이 뉴스는

사실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

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91 -

<문항 4-1> 다음은 뉴스의 가짜여부를 식별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뉴스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

오.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접속 트래픽 14%가 베트남

국제신문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4.30. 10:40

 특정 정당의 해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청원 참여에 대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해외 유입량이 많았던 탓이다.

 30일 오전 10시께 자유한국당 해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전날 오전 10시께 약 22만 명이 참여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불과 

하루만에 78만 명 이상 청원에 참여했다. 이에 질세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10만 명 이상이 몰렸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해산 관련 청원이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 ‘PC

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의 기록(119만2000여 명)을 뛰어넘을 것이라

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 트래픽을 분

석한 결과 베트남 접속자가 전체의 14%에 달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

거졌다. 관련 통계자료는 Similarweb 등 사이트가 제공한 결과를 참조했다.

<문항 4-2> 다음은 뉴스의 전파에 대한 문항입니다. 위 뉴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

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이 뉴스는 

거짓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거짓이다.

이 뉴스는 

거짓 반 사실 반

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사실이다.

이 뉴스는

사실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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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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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

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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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5-1> 다음은 뉴스의 가짜여부를 식별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뉴스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

오.

<문항 5-2> 다음은 뉴스의 전파에 대한 문항입니다. 위 뉴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

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밤마다 윙윙"···시골마을 둘로 쪼갠 풍력발전 저주파의 진실

중앙일보 천권필 기자, 강찬수 기자 입력 2020.08.30 05:00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총 1972건이다. 

 풍력은 태양광과 함께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핵심축이다. 하지만, 최

근 육상풍력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또 풍

력발전단지 조성 지역 대부분이 산줄기, 특히 대간·정맥·지맥 등에 입지해 생

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른바 ‘친환경의 역설’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풍력단지의 저주파 소음을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환경부의 가

이드라인을 초과한 곳들이 많았다. 2016년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

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국내 풍력발전단지 소음영향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

면, 전남과 제주 풍력발전단지 6개소는 이격거리 250m 기준 6곳 중 5곳에서, 1

㎞ 기준 4곳 중 2곳에서 주파수별 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발전단지 1㎞ 이내의 

민가 15곳 중 47%(7곳)에서도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뉴스는 

거짓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거짓이다.

이 뉴스는 

거짓 반 사실 반

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사실이다.

이 뉴스는

사실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

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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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6> 다음은 뉴스 전파 태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7> 다음은 응답자의 기초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2. 당신의 소속학급은?

   ① 1반   ② 2반   ③ 3반   ④ 4반   ⑤ 5반   ⑥ 6반   ⑦ 7반   ⑧ 8반

3. 당신의 학급번호는?  (        )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뉴스를 공유할 

때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

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뉴스를 공유할 

때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온라인에서 뉴스를 

공유할 때 출처를 밝힌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온라인에서 뉴스를 

공유하는 행동이 어떤 결

과로 이어질지 생각해 본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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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후 설문지

사후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길성

입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한 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지의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편안하

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

한 응답이 저의 연구와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설문지의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되며, 숫자로만 기

록되어 통계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설

문 응답을 위해 내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 최길성 올림

본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sksrlftjd@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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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1> 다음은 뉴스의 가짜여부를 식별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뉴스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

오.

오세훈 "한국 백신 접종 속도, 아프리카 평균보다 느려"

뉴스1 전준우, 이밝음 기자 승인  2021-04-13 12:13 송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가 아프리카 나라 평균보다 

느리다"며 "이게 백신 접종의 현 주소"라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가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느린 편"이라며 "어떤 전문가와 대화해보니 아프리카 나라 평균보다 접종 

속도가 느리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학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무회의 석상에서 복지부장관, 식약처

장에게 서울시와 중대본의 심도있는 협의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도 관계 부처간 충분한 협의가 깊이 있게 이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항 1-2> 다음은 뉴스의 전파에 대한 문항입니다. 위 뉴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

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이 뉴스는 

거짓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거짓이다.

이 뉴스는 

거짓 반 사실 반

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사실이다.

이 뉴스는

사실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

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96 -

<문항 2-1> 다음은 뉴스의 가짜여부를 식별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뉴스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

오.

힐러리 클린턴, GITMO에서 교수형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승인 2021.04.28. 13:17

 지난 3월 6일 美 해군에 의해 체포된 힐러리 클린턴이 관타나모 교도소에서 살

인 종범, 반역, 아동 인신 매매 및 기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수형(월요

일 오후 9시)에 처해졌다고 美 "리얼 라 뉴스"에서 지난 26일 보도를 하였다.

 힐러리는 딥스테이트의 리더격인 인물이었다. 사형에 참관한 트럼프는 자기를 

암살하려 했던 힐러리에 대해서 그녀가 나에게 한 일보다 그녀의 손에서 고통받

고 죽은 (소아성애) 아이들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트럼프는 인류의 공적인 딥스테이트에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앞으로 갈 길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일이 끝날 때까지 축하하

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공적인 딥스테이트 척결이다라고 말했다.

<문항 2-2> 다음은 뉴스의 전파에 대한 문항입니다. 위 뉴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

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이 뉴스는 

거짓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거짓이다.

이 뉴스는 

거짓 반 사실 반

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사실이다.

이 뉴스는

사실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

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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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1> 다음은 뉴스의 가짜여부를 식별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뉴스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

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이 전과자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2020.04.16. 오후 11:46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0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

다. 100억원 이상 자산가는 7명이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과 기록이 5건인 당선자는 1명, 4건·3건인 당선자는 

각각 6명, 2건인 당선자는 28명, 1건인 당선자는 59명이었다. 총 100명이 1건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남 나주화순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당선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5건의 전과가 있었다. 김민석·이광재·김철

민·박용진·송갑석·서영석 당선자 등 민주당 당선자 6명은 전과가 4건씩 있었

다.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당선자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박덕흠 당선자로, 590억76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서 민주당 박정

(360억3600만원), 통합당 김은혜(211억9500만원)·성일종(209억9200만원)·백종

헌(198억3700만원) 순이었다.

<문항 3-2> 다음은 뉴스의 전파에 대한 문항입니다. 위 뉴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

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이 뉴스는 

거짓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거짓이다.

이 뉴스는 

거짓 반 사실 반

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사실이다.

이 뉴스는

사실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

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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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4-1> 다음은 뉴스의 가짜여부를 식별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뉴스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

오.

교육감은 주민소환이 가능하다고?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 07.27. 09:00

 일반고 전환 위기에 놓였던 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26일 교육부는 구 자립형 사립고에 예외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정

량평가에 넣은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전

북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해 위법판단을 내림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로 운영을 계

속하게 됐다.

 이에 전북지역에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

도 나오고 있다.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

제 적용이 가능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는 "주민은 교육감

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19

세 이상의 주민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된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북

지역에선 약 50만명이상이 투표해야 투표함을 개표 할 수 있고, 유효투표의 과반

이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가능해진다.

<문항 4-2> 다음은 뉴스의 전파태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위 뉴스와 관련하여 다음

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이 뉴스는 

거짓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거짓이다.

이 뉴스는 

거짓 반 사실 반

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사실이다.

이 뉴스는

사실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

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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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5-1> 다음은 뉴스의 가짜여부를 식별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뉴스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

오.

돌아온 명절 반려견 쉼터…유기 행태 올해는?

연합뉴스TV 장보경 기자, 기사입력 2020.01.26. 오전 10:31

[앵커]

 통상 명절과 같은 연휴 기간 전후로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곤 합니다. 최근 정

부는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했는데요. 동물 

유기 행태,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기자]

 노원구청은 이번 설에도 반려견을 대신 돌봐주는 쉼터를 운영합니다. 선착순 

30마리로 제한했는데, 올해도 인기가 높습니다. 명절과 같은 연휴 때 유기동물 

수가 늘어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생명존중 인식이 결여된 보호자들이 연휴를 유기의 기회로 삼는다는 게 전문가

들의 분석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한 유기동물 통계 사이트에 집계된 유

기 동물 수는 720마리에 달했습니다. 

<문항 5-2> 다음은 뉴스의 전파태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위 뉴스와 관련하여 다음

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이 뉴스는 

거짓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거짓이다.

이 뉴스는 

거짓 반 사실 반

이다.

이 뉴스는

대체로 

사실이다.

이 뉴스는

사실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

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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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6> 다음은 뉴스 전파 태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문항 7> 다음은 응답자의 기초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2. 당신의 소속학급은?

   ① 1반   ② 2반   ③ 3반   ④ 4반   ⑤ 5반   ⑥ 6반   ⑦ 7반   ⑧ 8반

3. 당신의 학급번호는?  (        )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뉴스를 공유할 때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

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뉴스를 공유할 때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온라인에서 뉴스를 공

유할 때 출처를 밝힐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온라인에서 뉴스를 공

유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생각해 볼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101 -

<부록 3> 팩트체크 수업 지도안

팩트체크 수업 지도안 1차시

학습목표
1. 가짜뉴스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가짜뉴스 사례에서 속임수 모형을 식별할 수 있다.

단계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 가짜뉴스를 접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눔

전개

활동 1

◎ 가짜뉴스의 의미

◎ 가짜뉴스의 사회적 문제

◎ 가짜뉴스의 속임수 모형에 대한 학습

- 자극적 헤드라인

- 익명의 정보원

- 사진 및 영상 조작 등

강의식

활동 2

◎ 뉴스 속에서 가짜뉴스 속임수 찾아보기

- 가짜뉴스 사례를 보고, 학생들이 활동 1에서 

학습한 가짜뉴스 속임수 모형 중 어느 것에 해당

하는지 찾아보기

- 가짜뉴스의 속임수 모형 중 어떠한 모형이 가

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

의 생각 공유하기

정리 ◎ 느낀 점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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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수업 지도안 2차시

학습목표

1.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과정을 말할 수 있다.

2.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팩트체크 과정을 적용하여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다.

단계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 다양한 언론사의 팩트체크 뉴스를 보고, 이를 

접해본 학생들의 경험 나누기

전개

활동 1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학습

- 출처확인, 내용확인, 교차검증
강의식

활동 2

◎ 팩트체크를 통한 가짜뉴스 식별 활동

학생들이 활동 1에서 학습한 팩트체크 방법을 실

제 가짜뉴스 사례에 적용하기

- (출처확인) 정보원의 출처는 확실한가? 

- (내용확인) 헤드라인과 뉴스의 내용은 일치하

는가? 

- (내용확인) 뉴스 속 사진이나 영상의 출처는 

어디인가? 원본과 다른 점은 없는가? 사진과 영

상의 출처를 찾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구

글링 등)

- (교차검증) 동일한 내용의 다른 언론사의 기사

와의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있는가? 내용이 다

르다면, 어느 언론사의 기사가 정확하다고 생각

하는지,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활동 3

◎ 가짜뉴스 vs 진짜뉴스 게임

1개의 가짜뉴스와 4개의 진짜뉴스를 섞어서 학생

들에게 배부

모둠원과 함께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인지, 그 이

유를 함께 논의하기

정리 ◎ 느낀 점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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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 지도안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 지도안 1차시

학습목표

1. 가짜뉴스의 개념과 가짜뉴스의 속임수 모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팩트체크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팩트체크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다.

단계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 가짜뉴스를 접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눔

전개

활동 1

◎ 가짜뉴스의 의미

◎ 가짜뉴스의 속임수 모형에 대한 학습

- 자극적 헤드라인, 익명의 정보원, 사진 및 영

상 조작 등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학습

- 출처확인, 내용확인, 교차검증

강의식

활동 2

◎ 팩트체크를 통한 가짜뉴스 식별 활동

학생들이 활동 1에서 학습한 팩트체크 방법을 실

제 가짜뉴스 사례에 적용하기

- (출처확인) 정보원의 출처는 확실한가? 

- (내용확인) 헤드라인과 뉴스의 내용은 일치하

는가? 뉴스 속 사진이나 영상의 출처는 어디인

가?

- (교차검증) 동일한 내용의 다른 언론사의 기사

와의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있는가? 

활동 3

◎ 가짜뉴스 vs 진짜뉴스 게임

1개의 가짜뉴스와 4개의 진짜뉴스를 섞어서 학생

들에게 배부

모둠원과 함께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인지, 그 이

유를 함께 논의하기

정리 ◎ 느낀 점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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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 지도안 2차시

학습

목표

1. 팩트체크 뉴스의 의미와 제작과정을 말할 수 있다.

2.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를 만들 수 있다.

3.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의 공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

할 수 있다.

단계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 다양한 언론사의 팩트체크 뉴스를 보고, 이

를 접해본 학생들의 경험 나누기

전개

활동 1

◎ 가짜뉴스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고 ‘좋아

요’ 등의 감정표현을 한 뒤, 다른 친구들에게 

전파하기

◎ 가짜뉴스를 전파받은 후, 다른 친구들의 댓

글과 ‘좋아요’ 등의 감정표현을 토대로 뉴스

의 진위여부를 판정해보기

◎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짜뉴스인

지 밝히지 

않은 채, 

뉴스를 

전달한다.

활동 2

◎ 팩트체크 뉴스의 의미, 필요성, 제작과정에 

대한 학습

◎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 작성하기

- 가짜뉴스에서 팩트체크 할 필요성이 있는 부

분 표시하기

- 모둠원끼리 자신이 맡은 가짜뉴스 정보에 대

한 근거자료 수집하기

- 자료를 토대로 팩트체크 뉴스 작성하기

활동 3

◎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를 친구들에

게 전파하기

◎ 기존 자신의 행동(댓글, ‘좋아요’ 등의 

감정표현을 토대로 진위여부 판정하는 행위 및 

뉴스 전파)을 성찰하고, 뉴스를 주변 사람에게 

책임감 있게 전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

하기

정리 ◎ 느낀 점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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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emporary society, fake news is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Fake news polarizes social issues such as homophobia,

anti-multiculturalism, and racism, emphasizes specific political issues

to make them recognized as important issues, incites citizens to

amplify social conflicts, and makes people believe in false facts and

deceived citizens actively spread fake news around them. Compared

to the older generation, adolescents, represented by the digital 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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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are more actively processing information using mobile,

Internet, and SNS. Since fake news is mainly delivered through

theses routes, the risk of youth exposure to fake news is increasing,

so education on this is needed.

Accordingly, an instruction for fact-checking is proposed as an

education to counteract fake news. However, as fake news is being

produced explosively, it has become almost impossible for citizens to

fact-check all news every time and many question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an instruction for fact-checking alone can prevent the

spread of fake news.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designed an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It can improve the ability to

detect fake news based on a critical understanding of news and at

the same time reduce the fake news sharing attitude based on the

attitude of sharing news responsibly. I verified the followings. First,

the effect of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on fake

news detection and sharing is verified. Second, which class can

counteract to fake news more effectively between instruction for

fact-checking and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is verified.

To attain the goal, this study formulated hypotheses as below:

[Primary Hypothesis 1]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will be effective in countering fake news among high school students.

[Secondary hypothesis 1-1]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will improve high school students’ fake news detection ability.

[Secondary hypothesis 1-2]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will reduce high school students’ fake news sharing attitude.

[Primary Hypothesis 2]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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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more effective than the instruction for fact-checking in

counteracting to fake news among high school students.

[Secondary hypothesis 2-1]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will improve the high school students’ fake news detection

ability more than the instruction for fact-checking.

[Secondary hypothesis 2-2]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will reduce high school students’ fake news sharing attitude

more than the instruction for fact-checking.

To verify these hypotheses above, this study provided an

instruction for fact-checking and making fact-check news to first

graders of G high school located in Gangneung-si, Gangwon-do, and

conducted pre-post survey. Among the questionnaire sheets collected,

this study used 262 respondents’ for fin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improved the fake news detection ability and reduced fake news

sharing attitude. Also, as a result of one-way ANOVA,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struction for fact-checking and

the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in fake news

detection ability, but it was verified that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was more effective than the instruction for

fact-checking in fake news sharing attitude. Accordingly, primary

hypothesis 1 was accepted and primary hypothesis 2 was partially

accepted.

These results will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it seems that

students have come to understand fake news critically through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The critical thinking ability

may work in the process of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the elements

of fake news and rewriting the fake news in the form of fact-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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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sharing the produced fact-check

news to the people around, the attitude of sharing fake news seems

to have decreased as the attitude of sharing news responsibly was

developed a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ted. Through this, it was

verified that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is an

instruction that can effectively counteract to fake news.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was more effective than the instruction for fact-checking in

sharing fake new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and the instruction for

fact-checking in fake news detection ability, which can be explained

by the free-rider effect. In previous studies, students who showed the

free-rider effect showed a big difference in critical thinking ability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In the case of the instruction for

making fact-check news, in the process of rewriting fake news in the

form of fact-check news, the students in charge of writing the news

were assigned excessive work, and it seems that the free-rider effect

occurred in the students who played other rol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s who took the role

of rewriting the news scored higher in fake news detection ability

than the students who did not. Therefore, if other researcher design

the study through various methods that can prevent the free-rider

effect and measure it again, I think there will b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ke news detection abili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ocial studies

instruction related to fake news that can be applied in the school

field, and to present an instruction to develop news consumption

literacy and news production literacy together, and to verify the effect

of news literacy education on counteracting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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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ies and follow-up studie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 development of a social

studies curriculum that includes news literacy education. Second,

development of various types of news literacy instructions related to

fake news. Third, the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tool that can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counteracting fake news accurately.

In addition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a more

meaningful effect can be drawn if the study is designed based on the

method of preventing the free-rider effect in the future, and if the

study is conducted using a tool that can accurately measure the

effect of counteracting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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