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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fake news properties of our society through fake news discourse 

covered by media, and to find out how discourse on fake news is formed by each actor through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method. It also looked at how the discussion of social practice could be 

changed depending on the discourse about fake news. The case of fake news presented in the media 

coverage of this study mainly involved subjects of the political sphere. In Korean society, the concept 

of fake news mainly referred to political falsehoods circulating socially, unlike the misinformation of 

the mainstream media as insisted upon by U.S. President Trump. All news outlets, in common, have 

taken the fake news issue seriously. Media reports were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damage and 

loss of image that fake news could place upon the victim, causing social confusion and distortion of 

public opinion. Political power evaluated its position on fake news or related issues according to the 

political camp'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ather than addressing ideal norms such as 

truth-seeking or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fake news issue. In particular, the ruling party and 

government agencies, which have political power, constantly criticized fake news and urged related 

agencies to take strong action. The opposition party also chose to take legal action when there was 

unfavorable fake news. However, the cases of fake news stigma and attacks introduced in the media 

reports were controversial in many respects. The stigma of fake news regarded suspicions on public 

affairs as fake news and was used as a means of avoiding responsibility by the parties. Further, it 

allowed them to be buried in partial factual errors rather than contextual discourse, and replaced the 

other side's interpretation with factual arguments rather than taking a communicative approach in the 

conflict situation, stigmatizing the issue as fake news. It also overlooked the discours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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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nline users, whose presumptions and logical leaps were large.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political 

discourse flowed into a dispute over whether it was true or not without properly discussing the 

purpose and contextual validity of the discourse. Meanwhile, the media discourse was influenced by 

political power, the news media, and social contexts through mutual relations. When political power 

and the media collaboratively formed discourse, the fake news discourse was related to the interests 

of the political camp. While these media emphasized solutions such as legal regulation and media 

literacy, they revealed a double standard of advocating for freedom of expression when fake news 

discourse was politically disadvantageous. On the other hand, when the media integrated external 

experts and political ideologies at the social context level, the news media had various discussions on 

fake news discourse, and freedom of expression was more important than legal regulation.

Keywords: fake news, fake news discourse, freedom of expressio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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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는 지구가 운동한다는 사실을 감각 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지구가 우주의 심에 고정

되어 있고, 다른 행성들이 지구의 주 를 공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아리스토텔

스는 이런 찰에 근거해서 천체계의 운동을 설명했다. 천동설에 한 포톨 마이오스의 기본 

이론은 행성들의 운동을 측할 수 있는 합리 인 수단을 제공하며 수 세기 동안 활용되었다. 물

론 행성들의 궤도가 완 한 원이 아닌 것처럼 보 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은 도 에 직면했다. 하

지만 그러한 변칙 사례 역시 당시 과학자들은 주 원과 이심원의 궤도를 도입해서 천동설을 기

으로 행성 운동을 설명했다. 그런데 달력의 개 은 변칙 사례들의 해소와 정확한 이론의 필요성

이 요구되었고, 천동설 패러다임이 기에 처했다는 것을 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페르니쿠스

는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안이론으로 제시했고, 러, 갈릴 이 등이 그것을 뒷받침함으로

써 과학 명은 일어났다(Ladyman, 2001). 

사실이 비교  명확한 과학  진실조차도 들여다보면 무수한 쟁 이 있고, 진실을 단하

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과학에 바탕한 사회  이슈 역시 그런 사례가 있다. 2008년 4월, 

MBC PD 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우병에서 안 한가>라는 내용의 탐사 보도를 방송하며, 

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받는

다고 주장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안에 해 2011년 법원의 다수 

법 은 보도 내용 가운데 ‘한국인  약 94%가 엠엠(MM)형 유 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보도가 

과학  사실이 밝 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단정 인 내용을 주장하는 보도가 허 에 가깝다고 단

했다. 그럼에도 소수 입장의 법 들은 사소한 부분의 오류나 수치  과장이 있더라도 엠엠

(MM)형 유 자와 인간 우병 발병의 상 계를 과학 으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허 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법원, 2011). 

이처럼 과학  사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사건과 이슈를 두고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경우가 많다. 물론 어떤 사실에 한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담론의 맥락에서 보면 여러 사실들 가운데 어떤 측면의 부분  사

실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다른 진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반

된 입장의 공방이나 정치  쟁 의 립 과정 등이 그런 을 보여 다. 만약 어떤 의혹 제기에 

해 곧바로 사실 입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사실이 밝 질 여지가 있다면 진실과 거

짓을 별하기란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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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  담론과 사실은 그 사회의 담론 경쟁의 결과이며, 사회  진실은 그 사회의 정

치, 문화, 사회  권력 계와 하다(Deligiaouri, 2018; Fairclough, 1992; Hardy & 

Phillips, 2002; Wihbey, 2019). 따라서 진실을 논하고 상반된 생각이 소통하기 해서는 부

분  사실의 진 에 집착하기보다 담론의 의도나 맥락을 악하는 근이 더 필요할 수 있다. 

한 하나의 진실만이 강요되기보다 상반된 시각의 담론이 병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 

최근 들어 가짜뉴스에 한 담론이 부각되고 련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오세욱․정세

훈․박아란, 2017; 이완수, 2018; 황용석․권오성, 2017). 언론의 오보는 오랫동안 늘 있어왔

지만, 최근 국내의 가짜뉴스 담론은 사회 으로 유통되는 허  사실에 한 문제의식에 가깝다. 

특히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가짜뉴스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이미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한 가짜뉴스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론의 왜곡을 야기하는 등 여러 사회  폐

해를 래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가짜뉴스에 한 논의들은 정치 ․경제  목 으로 악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그로 인한 사회  폐해가 지 않다는 인식을 제

로 법 , 사회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유의선, 2018). 

그런데 담론은 그 사회를 제 로 반 하고, 상에 한 본질을 객 으로 제시하기보다 

그 시  권력 계, 지식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산물에 불과하다. 기존의 비  담

론 분석 연구들은 사회  지식과 담론들이 권력과 사회 구성원의 이해 계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

는지를 밝 왔다(Fairclough, 1992; Hardy & Phillips, 1999). 가령, 푸코는 1800년  비

혼모에 한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지 에 있던 비혼모에 불리한 담론이 형성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비혼모을 차별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고 지 한다(Carabine, 2001). 즉 한 

시 의 특정 담론은 주로 권력과 지식에 의해 구성되고, 그 담론은 사회  실천 방향에까지 향

력을 발휘했다.

가짜뉴스에 한 담론은 허  사실 유포라는 잘못된 행 에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탈 진실의 시 에 과학  사실이 아닌 사회  사실(social fact)을 두고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한 가짜뉴스 담론이 구체화되고 해결책이 

제도화되는 과정은 정치 권력, 사안과 련된 각 주체의 이해 계, 상반된 시각의 의견 등이 충

돌할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에 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지, 표 의 

자유를 보장할지, 팩트 체크나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다른 안을 모색할지 등의 사회  실천 방

향까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에서 가짜뉴스에 한 담론은 단순히 선/악의 이분법  구도에서 

탈피해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가짜뉴스에 한 담론 형성 과정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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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담론 형성 과정을 제 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가짜뉴스에 한 

사회  논의 역시 균형  근이 이 지며 문제  역시 합리 으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가짜뉴스에 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시기인 2018년을 심으로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담론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고, 그것이 가진 속성은 무엇이며, 가짜뉴스 담론이 

정치 권력과 언론, 사회 여러 주체들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사회  실천 논의가 규제와 표 의 자유라는 립항 가운데 무엇에 좀 더 비 을 두게 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2018년 언론 보도 가운데 가짜뉴스를 다룬 보도 자료를 수집했

고, 비  담론 분석 방법(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으로 분석했다. 

2. 이론  배경 

1) 가짜뉴스 정의의 속성  한계

가짜뉴스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면 가짜뉴스의 정의는 무슨 속성에 주목하느냐와 어떠한 기

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벤달과 로버슨(Bendall & Robertson, 

2018)은 가짜 정보 생산이 최근 일어나는 상이라기보다 마키아벨리의 권모술수, 20세기 PR, 

세계 에서 심리 , 미디어 왜곡 등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이 진 역사성을 띠고 있다고 지

한다. 최근 늘어난 가짜뉴스라는 표 은 트럼  정부처럼 포퓰리스트 정부가 불편한 뉴스를 정

당화하지 않기 해 언 되었다고 주장한다.

가짜뉴스에 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가짜뉴스의 속성으로 허 , 고의성, 뉴스 형식이 강

조된다. 오세욱, 정세훈, 그리고 박아란(2017, 6쪽)은 가짜뉴스를 “정치 , 경제  목 으로 뉴

스 형식을 차용하여 만들어 낸 허   거짓 정보”라고 정의했다. 황용석과 권오성(2017, 61-68

쪽)은 가짜뉴스를 넓게 바라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 루머, 풍자, 기존 언론사의 

오보나 왜곡 보도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좁게 정의하면 “언론 보도의 

진실스러움만을 훔친 기만  정보”라고 정의한다. 유의선(2018)은 가짜뉴스의 법  규제 필요성

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가짜뉴스를 단할 때 살펴 볼 주요 속성으로 허 , 언론 보도 형식, 실질

 폐해, 고의성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가짜뉴스 개념은 막연한 허  사실이나 가짜뉴스의 범주를 구체  논의 상으로 

좁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들 개념은 가짜뉴스의 다양한 속성과 실  담론

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포 성의 범주에서 제 로 설명되지 않거나 논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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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 요소들이 있다. 사회  사실(social fact)을 두고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어떻

게 단정 지을 수 있을 지에 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고의성’ 기  역시 입증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자나 패러디 장르처럼 의도 인 가짜뉴스를 포 하기 어렵다. 한 가짜 뉴

스의 기 으로 ‘뉴스 형식’을 강조할 때 제는 객 성 형식을 갖추었던 기존의 뉴스 형식이 진실

에 가깝다는 단이 내포될 수 있지만 과거의 수많은 오보를 떠올리면 그것 역시 한 기 이 

되기 어렵다. 

이 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째 ‘탈 진실(post-truth)’ 담론의 맥락에서 사회  사실

(social fact)의 진실과 허 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델리기아오리(Deligiaouri, 

2018)는 과학  증거에 의존하는 과학  진실과 사회 으로 구성되는 진실은 구별해서 볼 필요

가 있다고 말한다. 사회  진실은 그 사회의 권력 계와 무 할 수 없으며 진실의 해석은 각기 

다른 담론의 경쟁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 담론에서는 독  진실이나 논리  진실이 강조되면 

오히려 사회  험성을 래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다른 의 정보 소

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진실 담론보다 오히려 ‘탈 진실(post-truth)’ 서사가 더 많이 출

할 수 있다고 지 한다. 

한 정  갈등이 첨 한 사안에서는 동일 이슈에 한 상반된 정보와 해석, 주장이 펼쳐

졌을 때 무엇이 진실이고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왜냐면 정 성이 강한 사

람일수록 정 에 유리한 정보는 선택하지만 불리한 정보는 기피하는 선택  노출이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Garrett & Stroud, 2014; Stroud, 2010). 상반된 정치 진 의 사람들이 무엇

이 진실인지를 두고서 논쟁을 벌이는 동안 정치 진 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 상이 나타나면 진실은 더 이상 무의미해진다(Sunstein, 2009/2011). 이 때 

진실은 각자의 정치 진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회  담론에서 진실이란 과학  사실과 달리 사회  요소와 여러 권력 계 등이 

경쟁한 결과일 뿐, 하나의 진실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의견이 진 화되고, 집단 극화 

상이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진실 단의 기 이 정  입장에서 어떤 사실이 더 유리하고 불리

한가로 가름 된다. 이런 에서 진짜와 가짜의 이분법  근과 하나의 진실만을 강요하는 태

도는 진실을 둘러싼 입체 이고 다양한 담론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 

둘째, 가짜뉴스를 단하는 주요 잣 로 ‘고의성’ 역시 가짜뉴스 생산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렵다. 게다가 풍자 장르의 경우 기만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더라도 

사회 비 의 에서 그 을 나쁘게만 평가할 수 없다. 물론 황용석과 권오성(2017)은 기만, 

즉 의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해 표 물만으로 악하기 힘들더라도 유추는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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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한 2016년 미국 선 기간 마 도니아에서 경제  목 으로 가짜뉴스 공장을 차리

고, 큰 수익을 올렸던 은 기만의 의도가 선명한 바 있다. 하지만 루머의 생산과 확산 과정에서

는 사람들의 사실 오인과 논리  비약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결과 으로 가짜뉴스라 할지라도 가

짜뉴스 생산자나 유통자가 거짓의 의도가 있었다는 을 명백히 밝히기 어렵다. 그래서 윤성옥

(2018, 56쪽)은 가짜뉴스의 법  규제를 실화한다는 맥락에서 ‘목 ’의 개념이 법 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목 성과 계없이 허 정보를 모두 가짜뉴스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풍자’처럼 기만의 의도가 선명한 장르는 가짜뉴스라 하더라도 고의성을 근거로 비난

하기 어렵다. 1988년 매디슨에서 설립된 <더 오니언(The Onion)>은 풍자 뉴스 매체이다. 인쇄 

출 으로 시작했지만 1996년 웹 사이트를 개시했고, 2007년 ONN이라는 온라인 방송을 시작했

다. 2013년부터는 온라인에서만 방송을 한다. 더 오니온은 CNN.com이 보도한 내용을 비틀어

서 다시 방송하곤 했다. 가령, 가수 시러스(Cyrus)의 공연을 CNN.com이 뉴스로 보도하면 더 

오니온은 보도 형식으로 왜 시러스가 오늘 아침 탑 기사인지 묻고, 시러스의 공연을 이디 가가

의 공연과 비교한다. 오니온의 보도를 보면 가짜뉴스이지만 정치 경제 역의 화제는 진짜 뉴스

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패러디, 조롱, 비 , 조작 등을 통해 진짜 뉴스를 비 하는 역할을 한

다. 이를 통해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가 사라지고, 실제 뉴스와 다른 방법으로 사회를 비 함으로

써 가짜가 오히려 더 진실처럼 신뢰받는 하이퍼 리얼리티(Hyper reality)가 된다(Berkowitz 

& Schwartz, 2016). 

<더 데일리 쇼(The Daily Show)>는 늦은 밤의 토크쇼와 유사한 로그램이다. 통  텔

비  뉴스 세트에서 앵커는 사건 이미지를 설명한다. 정치 정보는 퀴즈 쇼나 게임 등을 통해 

달되고, 외교 정책이나 테러리즘 쟁 등을 코믹하게 다룬다. 주류 뉴스 미디어의 주장을 거부

하고 주 인 주장을 펼치면서 앵커는 거짓말로 유머를 구사한다. 이 로그램은 가짜뉴스로 평

가받지만, 많은 시청자 확보와 함께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역설 인 도 있다. 그 이유는 

이 로그램이 공공 정책에 한 이슈와 임, 지식을 달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속 

시원히 말하고 싶은 바를 신 표 하거나 풍자해주기 때문이다. 리즘의 표  행이나 도덕

 근을 거부한 이 로그램은 가짜뉴스로 비난받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비  리즘으로 평

가 받았다(Baym, 2005; Brewer & Marquardt, 2007).

이처럼 가짜뉴스를 단하는 잣 로 고의성을 내세우는 것은 행 자의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풍자나 패러디와 같은 장르에서는 악의나 고의  기

만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표 의 자유나 사람들의 호응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 될 여지가 어든

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말할 때 ‘악의’라는 속성은 특정 시각에서 주  단에 불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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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뉴스 보도가 객 이고 진실성을 갖추었다는 주장은 신화(mythology)에 가깝다. 미

국 리즘 역사에서 객 성 규범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833년부터 뉴욕 등지에서 신문 한 

부를 6센트에서 1페니에 는 ‘페니 신문(penny papers)’의 등장과 맞물린다. 페니 신문은 독자 

확보 경쟁을 해 특정 정당과 거리를 두는 략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1870년 와 1880년 의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에 충성하기보다 후보, 정당, 정책을 고려한 합리  선택을 시하는 운동이 

강해졌는데, 신문 역시 이런 분 기에 편승해 특정 정당을 편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흐름이 나타

났다. 한 리스트들은 고유한 문 역을 확인하는 규율을 발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객

성 윤리는 구체화된다. 1920년  결성된 미국신문편집인 회가 채택한 리즘 윤리 강령에는 

정직(sincerity), 진실(truthfulness), 정확(accuracy), 불편부당(impartiality)이 명시되었

다. 그리고 과학과 효율성이 시되던 이 시기에 객 성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진보  

이데올로기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Shudson, 2011/2014, 93-103쪽). 

그런데 뉴스가 외형 으로 객 성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해서 뉴스의 진실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박 민(2015)은 언론이 사실성 입증 기제로 다양한 정보원을 인용하지만 

인용 사실에 한 사실성과 성은 간과된다는 을 제기한다. 이명박 정부의 4 강 추진 논란 

기사에서 한겨  신문과 동아일보는 정보원 인용을 통해 외형  객 성은 유지했지만 실질 으

로는 서로 다른 정보원을 통해 4 강 이슈에 한 상반된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 웅, 양승목, 

김규찬, 그리고 송 주(2007)는 한국 언론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직  인용 부호의 문제 을 

통해 언론 보도가 객  형식을 띠고 있지만 보도 내용이 실제 진실과는 무 할 수 있다는 을 

지 한다. 언론사들이 직  인용 제목을 자주 활용하는 이유로 단순 실수나 편집 행, 선정주의

 요소도 있지만 인용 제목이 형식 으로 객 성을 유지할 수 있고, 편집진에 한 불공정성이

나 편 성 비 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단한다. 송용회(2005)는 조선일보와 한겨  신

문은 사실성을 입증하기 해 인용과 숫자를 자주 활용한다고 지 한다. 특히 사회면 기사는 날

짜, 돈 액수, 거리, 련자 수 등을 상세하게 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숫자의 정확성은 정

보의 사실성과 생생함을 높이기 한 기제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통  리즘에서 뉴스는 객 성의 규범을 강조하며, 정보원 활용과 인용, 숫자

를 구체 으로 제시하며 사실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외형  

객 성은 어  보면 편향성과 왜곡 보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어 기제로 이용되지는 않는

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이창훈(2012)은 CCTV 상의 실 재 조차도 사실에 기반한 객 성

을 띠면서도 조작  실을 만들 수 있다고 지 한다. 2011년 방송 뉴스에서 활용하는 CCTV의 

81.7%는 편집이 이 지고, 60%는 디지털 상 효과, 27%는 시간 흐름 조작, 26%는 반복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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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했다. 하지만 수용자들은 빠른 상의 흐름 속에 그것을 사실 이고 객  상으로 받아

들인다. 사실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행이 한편으로는 사실로 포장된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부분

 사실만 강조함으로써 왜곡 달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는 셈이다. 

넷째, 가짜뉴스의 강조는 진실과 거짓이 혼용되어 있는 디지털 문화의 속성을 자칫 편견  

시각으로 재단할 우려가 있다. 앨런(Allan, 2006/2008)은 온라인 공간의 다양한 뉴스와 게시

물들이 즉시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1995년 오클라호마시 폭

 사건을 보더라도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장 지도, 최근 뉴스, 테러에 사용된 다양한 폭

탄 그림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 주류 언론사들이 제 로 보도하지 

않는 내용들을 온라인의 신생 미디어나 온라인 이용자들은 온라인 공간에 올릴 수가 있다. 문제

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뉴스와 의견이 범람하며 정보의 신뢰성이 무 진다는 이

다. 가령, 1996년 롱아일랜드 지역 동부 서양에서 747 여객기가 추락한  있었는데, 인터넷

에서는 추락 원인이 미사일 격추설이라는 의혹이 떠돌았다. 한 국의 다이애나 황태자 비가 

랑스 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가짜 장 사진이 순식간에 확산되기도 했다. 블로그들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이나 가십을 상당히 근거 있는 견해처럼 다루곤 한다(Allan, 2006/2008). 

이처럼 온라인 뉴스나 게시물은 빠르다는 속성과 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 이면에 진실성, 

객 성에서 많은 의심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의 무수한 뉴스와 게시물을 모두 사실 확인하고, 오류를 검하며 참여

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에 가깝고 굳이 그런 활동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

문이다. 온라인 공간은 상 으로 정보 검색이 용이하고 반박 가능하다는 이 이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정정될 수 있다는 낙  기 도 있다. 오

히려 거짓과 사실이 공존하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인정하고, 하이퍼링크나 상호 작용성을 높여 

서로 다른 정보나 견해를 병치할 수 있는 구조  환경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실 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가짜뉴스에 비  시선을 제로 가짜뉴스

에 근하며 가짜뉴스의 개념을 논할 때 허 , 고의성, 뉴스 형식을 강조한다. 하지만 과연 이 속

성이 가짜뉴스의 입체  속성을 제 로 해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거짓 루머는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탈 진실 패러다임에서 근하면 사회  사실을 두고 명쾌한 진

실을 단언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가짜뉴스란 어떤 사람들의 주  에서 거짓이라고 단

하는 정보나 의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 의견의 진 화가 만연하고 무수한 온라인 게시물이 

쏟아지는 실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규제하려는 시도가 어떠한 효용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가짜뉴스 담론이 미국의 트럼  통령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를 낙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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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비  담론을 억압하는데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긴다. 

온라인 리즘 환경에서는 통 인 리즘이 강조하던 사실성, 객 성의 규범이 존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못지 않게 해석과 

을 요시하기 때문이다. 즉 부분  사실의 옳고 그름이 요한 것이 아니라 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의제, 어떤 사실들을 나열하고 추론을 한 후 메시지를 생산할 때 그 메시지를 공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뉴스를 선택하고 반응한다(김경희, 2012). 특히 정치  이슈와 련된 

뉴스에서 정보의 선택  노출과 의견 진 화는 새삼스러운 상이 아니다. 근거없는 소문이나 가

십을 생산하며 객 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비 받는 블로그가 통  뉴스를 신했던 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독자들은 어떤 사안에 한 분석, 안  등의 이유로 온라인 공간에

서 새로운 매체를 찾아가며(Allan, 2006/2008), 정확한 사실이나 객 성 여부는 뉴스 제작자

의 의도와 달리 뉴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비 을 차지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 사회 으로 학문 으로 부각된 가짜뉴스 논의가 팩트 체크처럼 부분  사실 여부만 주목한

다면 온라인 이용자의 의도나 담론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사실 오류만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연구는 실 공간에서 가짜뉴스의 의미가 기존 연구의 가짜뉴스 정의에 한정되

지 않고, 실제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 가짜뉴스에 한 문제 의식과 해

결 방향 등 가짜뉴스 담론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알고자 한다. 특히 언론사

의 정치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 담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짜

뉴스 담론에 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며, 가짜뉴스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가짜뉴스 담론이 

어떤 한계 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2) 표 의 자유와 제한의 배경

한 개인의 존재가 사회 구성 요소의 산물이고, 각자가 고유성을 띠고 있다면(Arendt, 1958/ 

2017) 생각이나 의견, 정치  입장의 차이는 언제든 존재할 수 있다. 각자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이해 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서로 다른 

의견은 자유롭게 표 될 수 있고, 공감 혹은 논쟁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진리란 하나만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 스튜어트 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개인이나 시 는 언제든 오류를 범할 수 있

고 의견은 부분  진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 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것이 진리를 찾는 과정

이라고 이해한다. 만약 다른 생각이 훗날 옳은 것으로 밝 진다면 그 생각을 침묵시킨 행 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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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교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만약 표출할 수 없던 다른 의견이 오류로 나타난다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자유로운 토론이 존재하지 못한

다면 특정 교의가 진리로 강조되더라도 사람들에게 감동 인 확신을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 역시 차 퇴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Elliott, 2007; Mill, 1859/1992). 

표 의 자유(The freedom of expression)는 다양성과 한 련성이 있다. 시 나 사

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진리에 한 인식, 결코 동일할 수 없는 정치  입장을 사람들은 

통제 받지 않고, 표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래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다양성이라는 가치 속에서 표 의 자유라는 원칙을 포용하면서도 표 의 자유가 가진 한계 을 

보완하고자 노력해왔다. 가령, 스웨덴은 언론의 자유와 표 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미디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공  정보에 한 근을 용이하게 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정보 제공과 감

시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공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했다(Kenyon, Svensson, & Edström, 2017). 

하지만 바카리스(Bakalis, 2018)는 맹목 인 표 의 자유가 래할 수 있는 문제 을 지

하며 법 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메시지, 텍스트

나 시각  표 을 활용해 사람을 모욕하는 행 , 인종, 종교나 성  취향, 장애 등에 한 감 

표출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 계 단 , 

실직 등의 피해로 확장되고 사회에서 분리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표 의 자유는 추구해야 할 이

상  규범이지만 실에서 사회 구성원 삶을 하거나 사회  폐해를 래할 때 보완책을 논의

할 수밖에 없다. 박홍원(2004)은 언론 역에서 자유가 남용되며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허친

스 원회의 사회책임이론이나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 개념이 논의되었다고 말한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표 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내란선동, 음란이나 명 훼손처럼 사회  해악

을 래하는 발언들은 공익을 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 체에서 표 의 자유 

역시 공익을 해서는 정 범주에서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표 의 자유

도 작권과 련될 때, 술, 담배 등 건강과 련된 내용일 때, 미성년자 음란물의 경우, 국가 안

보를 할 수 있을 때처럼 공동체의 삶을 할 때 제한될 수 있다(Kenyon et al., 2017).

그러나 표 의 자유를 규제하기 해서는 그로 인한 개인  피해나 사회  폐해가 합리

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에 근거해 부정  향이 과장되고 

다양한 근의 논의보다 규제 일변도의 해결책이 쉽게 공감 받을 수 있다는 이다. 미디어 수용

자에 한 ‘제3자 효과(The third-person effect)’ 이론은 표 의 자유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

한 콘텐츠의 폐해 인식이 과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람들은 매스커뮤니 이션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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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미치는 향은 과소평가하면서도 타인에게 미치는 향을 더 크게 평가한다. 이를 제3

자 효과(The third-person effect)라고 하며, 미디어 내용의 검열을 비 하는 근거로 언 될 

수 있다(Davison, 1983).

제3자 효과는 특히 미디어 내용이 안 벨트 이용처럼 바람직한 내용보다 미디어 폭력처럼 

부정 인 메시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Perloff, 1999). 루베이커(Brubaker, 2008)는 

2004년 미국 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메시지들이 사람들에게 미친 향을 제3자 효과 이론을 

심으로 분석했다. 설득  미디어 메시지가 바람직한 메시지일 때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메시지

일수록 유권자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메시지에 더 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 로

와 웨이(Lo & Wei, 2002)는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에 한 제3자 효과 연구에서 사람들은 본인

은 나쁜 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타인에 한 포르노그라피의 향은 크게 인

식했다.

제3자 효과는 사회  거리와 한 상 성을 갖고 있다. 즉 본인은 해당 이슈에 큰 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타인에 해서는 사회  거리가 멀수록 더 크게 향을 받는다고 인

식한다. 가령, 호 와 부하난(Hoffner & Buchanan, 2002)은 텔 비  콘텐츠의 폭력성 

향을 부모들이 사회  거리에 따라 다르게 단한다는 을 보여주었다. 부모들은 본인의 아이

들은 비열한 세계 지각, 공격의 용인, 공격  행동에 해서 TV로부터 향이 다고 생각하면

서도 다른 아이들은 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인식을 보 다. 윤, 버, 그리고 샤(Youn, 

Faber, & Shah, 2000)는 도박 고에 한 제3자 효과 연구에서 카지노나 복권 고가 본인

(M = 2.31, M = 2.09)에게는 큰 향이 없다고 단하면서도 사회  거리에 따라 다른 사람

에게 미치는 향을 다르게 인식했다. 조사 상자들은 도박 고가 본인의 자녀(M = 3.36, M 

= 3.42)에게는 본인보다 더 향이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성인들(M = 3.83, M = 3.78)은 

도박 고에 본인의 자녀들보다 더 많이 향을 받는다고 인식했다. 

온라인 공간 역시 부정 인 콘텐츠가 증가할수록 제3자 효과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

투로이우, 두라, 우드리아, 그리고 코부(Buturoiu, Durach, Udrea, & Corbu, 2017)의 연구

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의 설득  메시지에 본인이 향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페이스북을 덜 이용하는 사람

일수록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골란과 림(Golan & Lim, 2016)은 수니  무장단체인 

ISIS가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원을 모집할 때 미국 성인들은 자신이 별 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

각(M = 1.26)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많은 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응답자들은 미국의 

청년 2.38, 미국 무슬림 3.54, 미굴의 청년 무슬림은 4.07 수치만큼 향을 받는다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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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디어 콘텐츠에 한 제3자 효과 연구를 살펴보면 온라인 공간이든 오 라인 

공간이든 사람들은 미디어 내용이 본인에게 미치는 향은 게 평가하면서도 타인에게 미치는 

향은 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람들은 표 의 자유가 래할 수 있는 유해 콘텐

츠의 문제 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인식할 수 있다. 그 결과 표 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등을 

실제 보다 더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가짜뉴스의 향력 역시 제3자 효과가 나타

나는 사례이다. 스테 니타, 코부, 그리고 부투로이우( tefanita, Corbu, & Buturoiu, 

2018)는 루마니아 국민들을 상으로 가짜뉴스에 해 제3자 효과를 분석했다. 사람들은 본인

(M = 3.06)이나 내부 그룹의 사람들(M = 3.67)보다 외부 그룹처럼 본인과 동떨어진 사람들

(M = 4.5)이 가짜뉴스에 더 많이 향을 받는다고 단했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한 제3자 효

과가 나타나면 가짜뉴스의 사회  을 실제보다 과장하게 받아들이고, 필요 이상의 법  규제

에 동의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마르챌(Marechal, 2015)은 인터넷 역이 기술 발달과 함께 스 일을 키워가고, 사회 체

제의 변화를 유도하지만 인권  측면에서 취약 이 많다고 주장한다. 개인 정보의 수집, 분석, 

공유가 쉬워지며 사생활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고 검열할 수 있고, 

시민들의 요 정보 근과 유포를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이 권력 기구의 감시 

역이 아니라 공  역의 토론장이 되고 권력의 립 지 로 남기 해서는 공익을 명분으로 한 

국가의 개입을 비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3. 연구 문제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이 연구는 기존의 가짜뉴스의 정의와 련 담론을 바탕으로 실 담론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통용되고, 어떠한 담론  속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언론 보

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을 분석해서 가짜뉴스가 실 으로 어떠한 속성으로 다 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허 ’라는 의미 규정 속에 담긴 사회  맥락을 알아보고, 가

짜뉴스 담론의 한계와 배제될 수 있는 담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언론이 다루

는 가짜뉴스의 속성에 따라 가짜뉴스에 한 사회  실천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 지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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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사례와 문제 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가짜뉴스에 한 언론 보도 담론에서 각 주체는 어떻게 담론을 구성하는가?

연구 문제 3. 가짜뉴스 담론에 나타난 가짜뉴스 규정의 한계와 배제된 담론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4. 각 언론사의 가짜뉴스 담론 형성에 따라 사회  실천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2) 연구 방법 

(1) 비  담론 분석 방법 

담론(discourse)은 실 세계에 향을 미치는 인식, 혹은 지식이다. 이 담론은 사람들의 사회

 인식과 경험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권력을 발생시키며 사회 실이나 제도를 구성하는 과정

의 토 가 된다. 하지만 담론은 새로운 목소리들이 보태지면서 기존의 담론과 제도의 속성도 변

화가 나타난다(Hardy & Phillips, 2002). 

언론 보도를 통해 생산되고 공유되는 가짜뉴스에 한 담론은 사회 구성원의 가짜뉴스에 

한 인식에 향을  수 있다. 그런데 언론 보도는 사회 실을 반 하는 듯 하지만 한편으로 

살펴보면 언론 보도는 사회 으로 구성된 실에 가깝다. 뉴스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  사실을 규정하고, 사회  의미를 재구성 한다(Tuchman, 1978). 한 언론 보도의 내용

은 기자 개인의 정체성, 언론사의 취재 행, 조직의 게이트 키핑 과정, 정치 권력과 고주, 미

디어가 가진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제도  산물이다(Shoemaker & Reese, 1996).

강명구(1994)는 조선일보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지면을 통해 어떻게 경제 기를 

실 구성하는지 분석하며 담론과 지배 권력의 계를 악하고자 했다. 조선일보는 경제 민주화 

담론 시기 던 1987년과 1988년에 노사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고 정부의 개입 지를 주장한

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경기 하락과 무역 자의 시기에 조선일보는 경제 기 담론을 만

들어낸다. 그런데 경제 기라고 할 때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다양하지만 조선일보는 경제 문제를 

경제 성장률, 임  인상, 물가 상승 등에 집 하며 노사 분규나 과소비에 경제 기의 책임을 돌

린다. 조선일보의 정책 제안 역시 경제 성장에 집 하지만 분배나 복지의 문제에는 무 심한 채 

노동 윤리와 소비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 기의 책임은 정부가 아닌 과소비

를 하고 노동 윤리가 결핍된 에게 돌려진다. 이러한 뉴스 담론은 선택과 배제의 원리로 실

을 특정한 방향에서 규정하며 경제 기 극복을 명분으로 권력에 한 동의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처럼 언론 보도는 단순히 실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 복합 인 사회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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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로 나타난다. 그리고 언론 보도는 다시 실 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사회에 향력을 행사한

다. 즉 미디어가 구성하는 실 담론은 언론사의 이데올로기, 지배 권력과의 이해 계와 무 하

지 않으며 특정 방향으로 규정된 담론은 다시 권력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비  담론 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은 담론이 어떻게 사회  지식과 

믿음을 재생산하고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며, 사회  변화를 야기하는지 분석한다(Fairclough, 

1992). 를 들어 푸코는 권력과 지식, 담론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며 실에 향을 미치는지 비

혼모 사례를 계보학 으로 분석했다. 1834년 국의 신구빈법(New poor law) 제정 당시 왕립 

원회에서 사생아를 둘러싼 비혼모와 비혼부에 한 담론은 다르게 구성되었다. 이 담론에서 사

생아는 언 되지 않았고, 비혼부는 모든 책임에서 사면된다. 하지만 비혼모에 한 담론은 비혼모

가 거짓, 성  문란, 불법 성 계 등 부도덕한 주체로 구성되며 극단 인 비혼모 사례가 근거로 

선택된다. 1830년  당시 국은 부부와 아이가 있는 산층 가정을 국가 도덕의 재생산자로 담

론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때문에 비혼모의 ‘다름’에 한 담론은 더 강화되었다. 그런데 이

게 형성된 담론이 오랫동안 향력을 발휘해 1990년  반까지 비혼모 권리에 향을 주었다

(Carabine, 2001). 

이 연구에서 가짜뉴스에 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짜뉴스에 한 언론 

보도가 그 당시의 여러 사회  제도와 상호 작용한 산물로 보기 때문이다. 한 언론사의 이해

계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언론사마다 담론이 미묘한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가짜뉴스 담

론은 언론사별로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표 의 자유라는 가치를 기 으로 볼 때 어떤 방향으

로 사회  실천이 제안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에 한 담론 역시 폐해에 

한 문제 인식이 커지고, 다른 근의 담론이 축될수록 가짜뉴스에 한 법  규제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 반면 가짜뉴스에 한 담론이 진실과 허 가 애매한 경계선이거나 공  역에서 상

반된 인식이라는 단이 들면 가짜뉴스에 한 문제는 사회  담론 경쟁으로 해결책에 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하디와 필립스(Hardy & Phillips, 1999)의 담론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행

자 심의 근을 시도했다. 하디와 필립스(1999)는 캐나다의 난민 시스템 사안을 두고서 각 조

직들이 어떻게 담론 투쟁을 벌이고 실천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해 이민 문제를 다룬 시사만

화 분석과 캐나다 난민 시스템의 사례 연구를 결합했다. 시사만화를 분석한 이유는 사람들이 사

회 상황을 바라보는 특정 시각과 사회 질서에 한 담론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화에 표상

된 이민 담론은 정부와 NGO의 주체 치를 강화하는 구성이 나타났다. 난민에 한 담론은 가

짜 난민, 불법 이주자들이 부각될 경우 정부의 통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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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일 성이 떨어지는 담론이 부각될 때 NGO의 존재 목

은 강화된다고 분석한다. 시사만화에서 난민을 묘사할 때 그들이 자율 이고 독립된 존재와 동

떨어진 이미지로 그려지고 도움이 필요한 무력한 존재로 재 된다고 한다. 그로 인해 난민들은 

권한을 부여받기 해(empowerment) 필요한 담론을 시사만화에서 지원받지 못한다고 하디와 

필립스는 지 한다. 

이 연구는 본격 인 분석 이 에 가짜뉴스에 한 보도를 검토하며 정치 권력, 언론사, 사

회  맥락을 심으로 가짜뉴스 담론이 개되는 에 주목했다. 그래서 하디와 필립스의 연구 

분석틀이었던 행 자 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하다고 단했다. 우선 가짜뉴스 담론에서 정

치권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짜뉴스와 련된 정치인, 이들의 발언, 사실 

계, 가짜뉴스에 한 입장과 응 태도 등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가짜뉴스 담론에서 언론은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언론사마다 가짜뉴스에 해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각기 다른 의

제 설정과 임을 보인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보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악하고자 

했다. 사회  맥락 차원에서는 언론 보도에 다 진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이 있고, 이슈가 된 가

짜뉴스의 속성은 어떠한지를 분석했다. 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 되어 가짜뉴

스에 한 응책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2) 자료 수집 방법과 특징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에 한 담론을 살펴보기 해 이 연구는 자료를 선택할 때 두 차원

에서 근했다. 하나는 정 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매체의 속성이다. 우선 분석 상에서 

다른 정 성의 언론을 고려한 이유는 언론 보도가 정 성에 따라 동일한 이슈라도 다르게 보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보수 진 의 언론사가 특정 내용을 부각하는 동안 진보 진 의 다른 언

론사는 그 사안을 게 보도하거나 아  보도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상반된 정치 성향의 언론

은 동일한 이슈라도 다른 쟁 을 선택할 수 있다(방성 ․이건호, 2013). 다음으로 분석 상에

서 신문과 방송처럼 다른 매체 선택을 고려한 이유는 매체의 속성에 따라 다루는 뉴스 비 이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일권(2010)은 텍스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신문사가 방송사보다 법

조 기사를 더 많이 다루는 반면 상 가치를 시하는 방송사는 신문사보다 재해 뉴스 등을 더 

많이 다룬다고 했다. 이처럼 매체에 따라 주목하는 뉴스의 속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

에 한 보도 역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단에서 이 연구는 신문 매체와 방송 매체를 선택했

다. 이 연구에서 선택한 분석 상은 진보 성향이나 친여 성향이 비교  짙은 매체로 MBC 뉴

스(방송 매체)와 경향신문(신문 매체)을 선택했고, 상 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거나 친여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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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리가 있다고 단한 매체로 동아일보(신문 매체)와 SBS 뉴스(방송 매체)를 선택했다. 

뉴스 검색 분석 사이트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2018년 1월~12월 언론 

보도 가운데 ‘가짜 뉴스’ 키워드를 입력해서 자료를 검색했다. 2018년을 분석 상으로 한 이유

는 이 시기를 후로 국내에서 가짜뉴스라는 말이 확산되며 가짜뉴스에 한 문제의식이 부각되

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  통령이 집권 후 주류 매체와의 갈등 속에서 가짜뉴스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며(Bendall & Robertson, 2018) 이 용어가 국내에도 익숙해졌고, 한국 

사회에서는 허  사실을 비 할 때 가짜뉴스라는 표 이 늘어났다. 

자료 검색 결과 경향신문 245건, 동아일보 218건, MBC 뉴스 250건, SBS 뉴스 39건이 검색

되었다. 그런데 자료 가운데 트럼  통령과 련된 내용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왜

냐면 트럼  통령과 가짜뉴스는 지 않은 보도가 있었지만 미국의 가짜뉴스는 트럼  통령

과 미국 주류 언론과의 갈등 속에서 오보 논란을 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 

이 지는 담론은 언론의 오보 논란보다 사회 으로 유포되는 허  사실에 더 주목하고 있었다. 

 자료들 가운데는 ‘가짜뉴스’ 단어가 포함되지만 ‘역사 속 가짜 이야기’처럼 이 연구에서 살펴보

고자 하는 맥락과 다른 내용들이 있었다. 한 언론사가 기사 수정을 거치며 복하여 생성된 기

사들도 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모두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쓰인 보도 건수는 경향신문 

119건, 동아일보 140건, MBC 뉴스 27건, SBS 뉴스 18건이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자료의 

보도 건수에는 스트 이트 기사와 칼럼, 사설 등도 포함되었다. 다만 연구 결과에서 서술할 때 

칼럼과 사설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이 드러날 수 있도록 표시하 다. 

4. 연구 결과

1)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의 심각성 

가짜뉴스에 한 언론 보도의 기본 제는 가짜뉴스가 악의  의도를 가진 채 거짓 정보를 생산

하고 그로 인한 사회  폐해가 지 않다는 이다. 그래서 각 언론은 가짜뉴스에 해 강도 높

은 비 을 쏟아낸다. 가짜뉴스에 한 언론 보도 담론은 공통 으로 가짜뉴스가 ‘당사자에게 

망, 사회에 고통과 혼란, 빈번하게 노출되는, 사생활 괴, 사회 오’ 등의 결과를 래한다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물론 가짜뉴스에 한 근 방향과 비  강도는 언론사별로 미묘

한 차이를 보인다. 언론사별로 주목하는 가짜뉴스 소재가 다르며, 가짜뉴스에 한 태도 역시 

이슈나 시기에 따라 언론사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 을 논하기 에 우선 언론 보도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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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이 있고, 언론은 가짜뉴스의 어떤 문제 을 지 하며,  가짜뉴스 해법을 어

떻게 주장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BC 뉴스는 가짜뉴스가 어떠한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를 환기시킨다. MBC 뉴스

는 ‘세월호 루머, 5.18 북한군 개입설’ 등에 한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드러

내며 가짜뉴스를 일 되게 비 한다. MBC 뉴스의 가짜뉴스 비  사례를 보면 “(세월호) 유가족

을 겨냥한 가짜뉴스는 그들을 이 , 삼 의 망으로 몰아갔습니다. ( 략) “돈벼락 맞았다”, “

학교에 특례 입학한다”, “공무원 시험 가산 이 있다더라”. 세월호 참사 이후 헛소문이 횡행했습

니다. 유족은 물론 피해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 주민들까지 괴로워했습니다.”(이재민, 

2018, 4, 15)라며 가짜뉴스가 피해 당사자에게 주는 정서  고통을 드러낸다. MBC 뉴스는 

5.18 북한군 개입설에 해 “시민을 학살하고 무소불 의 권력을 휘두른 신군부조차 거짓으로 

결론 낸 북한군 개입설. 그 가짜뉴스가 38년이 지난 지 까지 유족과 우리 사회를 고통과 혼란으

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배주환, 2018, 5, 17)라며 해당 가짜뉴스가 야기하는 사회  폐해

를 지 한다. 그리고 앙정보부 직 직원과 보안사 직 수사 의 인터뷰를 인용해 5.18 북한

군 개입설이 터무니없다는 결론을 내린다(이덕 , 2018, 5, 18). 한편 MBC 뉴스는 연세 학교 

바른ICT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성인 1천3백여 명을 상 로 뉴스 인식조사를 한 결과 

88.6%가 가짜뉴스에 해 들어본 이 있다고 답했고, 60.6%는 가짜뉴스를 실제로 봤다고 답했

습니다.”(이필희, 2018, 11, 23)라며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가 범 하게 퍼져 있음을 알린다.

경향신문의 가짜뉴스에 한 보도를 살펴보면 정치권이 민감한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이며, 

정치권의 가짜뉴스 응이 어떻게 이 지는지를 알 수 있다. 경향신문은 “‘청와  직원 탄 균 백

신 종설’ 등 211건을 가짜뉴스 유포  명 훼손 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민

주당이 고소한 가짜뉴스는 ‘청와 에서 탄 균을 수입해 청와  직원만 맞았다’, ‘문재인 통령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다’라는 것 등이다. 김 ․노무  정부의 특활비와 련된 가짜뉴

스도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라며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한 법  응을 보도한다(노도 ․박

순 , 2018, 1, 29). 민주당은 이후에 총 449건의 가짜뉴스 련자를 고소․고발했는데,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교회는 신도들을 상 로 “민주당은 북한과 같은 공산당”, “민주당은 

동성애당”이라는 주장이 담긴 강연”이 있었다며 사례를 소개한다(김한솔, 2018, 3, 5). 경향신문

은 한 보수 성향 시민들 사이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우려를 드러낸다. 경향신문은 시민 인터뷰

를 통해 그 시민의 아버지가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이후 가짜뉴스를 계속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

에 열성 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다른 시민은 아버지로부터 “박근혜 통령 무죄사면  문

재인 통령 면 주장부터 19  선 부정선거 등 각종 가짜뉴스들”에 한 문자를 지속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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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고 했다(류인하, 2018, 3, 17). 경향신문은 한 유튜  동 상에 한 허 정보 테스트

를 한 결과 정답률이 40.7%에 그쳐 지 않은 사람들이 허  정보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

한다(경향신문 디지털뉴스 , 2018, 10, 10).  

SBS 뉴스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가짜뉴스 때문에 제 로 된 공론이 이 지지 못하는 측면

을 지 한다. 독일에서는 SNS 기업이 가짜뉴스나 오 발언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액의 벌

을 받는다고 소개한다. 물론 가짜뉴스와 오 발언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뉴스는 독일 경

찰 변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 두 사안을 뭉뚱그려 가짜뉴스가 인종차별에 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한다(배재학, 2018, 1, 3). SBS 뉴스는 인권교육지원법이 동성애를 교육하는 법이

라는 가짜뉴스가 개신교와 일부 시민 단체를 심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결국 법안이 자진 철회

되었다며, 가짜뉴스가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고 비 한다(권지윤, 2018, 10, 2). 

동아일보는 2018년 상반기에 사설이나 외부 필진의 칼럼, 해외 특 원의 보도를 통해 가짜

뉴스의 문제 을 지 하거나 해외의 가짜뉴스 규제를 소개한다. 동아일보는 “세계는 가짜뉴스와 

쟁… 獨 24시간 방치에 640억원 물려” 사설에서 랑스, 독일 등 세계 각국이 가짜뉴스와 

쟁을 본격화했다고 주장한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 역시 가짜뉴스들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해 불필

요한 갈등 유발과 경제  손실을 래한다며 비 한다. 가짜뉴스 근 을 해 표 의 자유를 보

장하면서도 법  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함께 주문한다(동아일보, 2018, 1, 9). 동아일

보는 가짜뉴스와 련된 교황의 발언도 소개한다. 교황은 가짜뉴스가 사탄의 속임수라며 가짜뉴

스 확산의 동력이 권력, 소유, 즐기려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손택균, 2018, 1, 

26). 동아일보의 외부 칼럼에서 선 의 한 직원은 매년 허  사실 공표 발이 증가하고 있다

며 이는 표심의 왜곡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 방을 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재우, 2018, 3, 6). 동아일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정보원으로 단식 농성 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 표가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편향  뉴스 배치 때문에 

오보와 편  보도가 주로 노출되고, 뉴스 이용자들의 조롱까지 이 진다고 보도한다(홍정수, 

2018, 5, 7). 동아일보는 앙선 가 발한 가짜뉴스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페이스북으로 계되었는데, 국회의장의 가짜 축 과 축하 화환이 등장해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확산되었다는 것이다(황성호, 2018, 6, 7). 

이처럼 가짜뉴스에 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각 언론사들은 가짜뉴스에 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한 언론 보도들은 가짜뉴스가 특정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으며, 터무니없는 사실로 사회 혼란을 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까지 왜곡시키는 문

제 을 갖고 있다고 지 한다. 한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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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이 해법을 찾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그런 흐름에서 법

 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등 가짜뉴스에 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정치 진 의 유불리에 따라 이 지는 정치 권력의 가짜뉴스 응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존재할 수 있지만, 언론 보도에서 

다 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정치 역의 가짜뉴스에 집 된다. 이는 가짜뉴스 담론이 정치  

담론 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치 뉴스의 주요 정보원인 정치권이 어떻게 

가짜뉴스에 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담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수  요소이다.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을 살펴보면 가짜뉴스에 한 각 정치 진 의 입장은 ‘진

실 추구’, ‘표 의 자유’처럼 가치 추구  성격보다 각 정 의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 문제나 해

당 이슈에 한 입장을 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우선 정치 뉴스에서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공세를 취하는 담론 주체는 주로 재 집권한 정치 진 이나 정부 기 이다. 야당이 여당이나 정

부 측에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 정부나 여당은 반박에 앞서 의혹 자체를 가짜뉴스로 규정한다. 

한 정부와 여당은 지속 으로 사정 기 에 가짜뉴스 단속을 주문한다. 이에 해 보수 야당은 정

부와 여당의 가짜뉴스 낙인에 반발하고 표 의 자유를 내세우며 정부 단속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 야당이 실제로 표 의 자유나 해석 담론의 차이 인정 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한 야당 표는 한 방송사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취재 거부, 법  응 등의 

극 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8년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여당과 정부 기  등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지속

으로 가짜뉴스 단속을 주문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경찰과 앙선거 리 원회 등은 가짜뉴

스를 집  단속한다. 동아일보의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무 용 원칙 구속수사” 기사에 따르면 경

찰이(배 우, 2018, 1, 16), “법무-행안장  “가짜뉴스엔 무 용 처벌””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정안 부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허동 , 2018, 6, 1). 동아일보는 앙선거

리 원회 발표를 인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6.13지방선거와 련한 허 사실 공표가 6월 3일 기

으로 3383건이 발되었고,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의 허 사실 공표 939건의 3.6배라고 보

도한다(황성호, 2018, 6, 7).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에 이러한 강경 응은 경향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

의 “민주당 가짜뉴스 449건 고소, 고발”(김한솔, 2018, 3, 5), “이 총리 “가짜뉴스 더는 묵과 못

해””(김재 , 2018, 10, 2), “김태년 “가짜뉴스는 사회  독극물, 사회악””(김한솔,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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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등의 기사를 보면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를 선악  이분법으로 근하며 법  응을 천명하

고 있다. 경향신문의 인터뷰 기사에서 김 년 선  사무총장은 지역 여론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을 선 가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이지선, 2018, 1, 17). “경찰, 6․13 지방

선거 련 가짜뉴스․해킹 집  단속”(선명수, 2018, 1, 28), “가짜뉴스 간유포자도 처벌”(유

설희, 2018, 4, 13) 기사에서는 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의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열고 가짜뉴스 등을 24시간 단속한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에 한 응은 공정선거 리라는 명분에만 머물지 않았다. 경향

신문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자신의 베트남 방문 시 작성했던 방명록 내용이 김일성 주석에 

한 찬양으로 왜곡되어 퍼져 나갔다며 가짜뉴스를 강력히 성토한다. 이후 이낙연 총리 주도로 정

부 기 의 극 인 가짜뉴스 단속령이 떨어진다(김지혜, 2018, 9, 28).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

의에서 검찰, 경찰, 방송통신 원회 등에 가짜뉴스에 강력히 응할 것을 구하며 가짜뉴스와 

쟁을 선포한다(김재 , 2018, 10, 2). 동아일보의 “  가짜뉴스, 고소고발 없어도 수사” 기

사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 은 검찰에 허 조작정보를 고소  고발 이라도 극 수사하라

고 지시했다(허동 , 2018, 10, 17). 

법무부는 ․ 직 통령에 한 명 훼손 사건 등 주요 처벌 사례 15건을 시로 들었다. 박

근혜  통령이 방북  김정일 국방 원장과 성 계를 가졌다는 허  사실을 2014년 4∼11

월 동 상으로 유포해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된 결이 맨 에 있었다. ‘문재인 통령의 아

버지가 북한 인민군’이라는 허  사실을 2016∼2017년 유포해 징역 10개월형이 선고된 사건도 

포함 다. 이 밖에 △유명 스포츠 스타가 애국가 상에 자신의 경기장면을 넣어 달라고 로비했

다는 주장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이 시신 수습을 못 하게 한다는 명 훼손 사건 △방

송인에 한 출처 불명의 허  폭로  등도 처벌 사례에 들어갔다. (허동 , 2018, 10, 17, 

<동아일보>) 

그런데 아래 제시한 동아일보의 “가짜뉴스 수사-내사 56%가 ‘문재인 통령 비방 ’” 기사

에 따르면 경찰이 한 달 동안 단속한 가짜뉴스 37건 가운데 국민의 삶과 한 사안은 3건에 불

과하다. 수사  내사 인 가짜뉴스 부분은 정부  여당과 립하는 정치 진 에서 나온 내

용 주 다(조동주, 2018, 10, 12).     

 

경찰이 수사 는 내사 인 16건 가운데는 ‘○○군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1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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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문 통령이나 박근혜  통령, 북한 련 이었다. 문 통령을 허  비방한 은 9

건으로 문 통령이 8월 여성 비서 들과 함께 집무실에서 은 사진을 두고 ‘문 통령이 도

드 트럼  미국 통령의 집무실 사진을 모방해 연출 사진을 었다’고 페이스북에 은 이 

표  사례다. 북한에 해 근거 없이 인 취지로 온라인에 쓴 이나 유튜  콘텐츠 역시 

주된 내사  수사 상이었다. “남북 통 철도사업과 고속도로는 기습 남침을 도우려는 것”, “정

상회담 가로 북한에 85조 원을 달했다”는 취지의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 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한  21건 가운데에도 ‘난민이 8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 장년층 정년퇴직이 5년 앞당겨졌다’는 등 2건만 국민 생활과 련이 있었다. (조

동주, 2018, 10, 12, <동아일보>) 

한편 자유한국당을 심으로 한 야당 인사들 역시 가짜뉴스에 한 입장과 응은 정치   

유불리에 따라 이 졌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하반기 국감을 통해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이 표

의 자유를 축시킨다고 강하게 항의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를 통해 정부의 가짜뉴스 책이 표 의 자유를 억압하고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 한다(노도 , 2018, 10, 11; 허남설, 2018, 10, 10).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홍 표 표와 MBN의 갈등 사례처럼 자신들과 련된 가짜뉴스는 

표 의 자유와 경쟁 담론의 형성을 허용하기보다 엄격한 법  응을 선택했다. 경향신문에 따르

면 홍 표 자유한국당 표는 류여해 최고 원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7년 4월 선 때부터라

고 한다. 그래서 홍 표와 자유한국당은 2018년 2월에 ‘수년간 성희롱’ 했다는 MBN의 보도가 

명확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한 응으로 MBN 한국당 출입 지(강병한, 

2018, 2, 2), MBN 담당 기자와 보도 국장을 상 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응을 한다(허남설, 2018, 2, 7). 이 사건에 해 경향신문은 방송 기자연합회 성명서를 인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라고 해서 기자를 장에서 퇴장시키고, MBN 부스를 빼는 등의 행 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처사”, “문제가 된 기사는 표 에 일부 하자가 있었을 뿐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논리의 오류”라며 홍 표의 응을 비 했다(박순 , 2018, 2, 2). 한 경

향신문은 홍 표의 강경 응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MBN만 집  겨냥해 체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라는 해석을 한다(허남설, 2018, 2, 4). 

이처럼 정치 진 의 가짜뉴스 응 방식은 진실이나 표 의 자유라는 가치를 기 으로 

근하기보다 정치  유불리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보 정치 진 이라고 

내세우는 여당 진 의 인사들과 그들이 주도하는 행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가짜뉴스를 극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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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진보 정치 진 이 추구해왔던 표 의 자유라는 가치를 스스로 붕괴시킨다. 

실제 가짜뉴스 단속 사례의 성격이나 이슈를 보면 사  역의 보호나 국민의 삶과 한 사안

이 아니다. 오히려 표 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담론 형성과 경쟁을 보장해야 할 정치 역에

서 가짜뉴스 단속이 이 지고 있다. 보수 야당 역시 정부의 가짜뉴스 책을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거나 표 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반발하지만, 이는 정치 담론 경쟁의 유불리와 련

된 단에 불과하며 진정한 표 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3) 정치 권력과 사회  맥락 속에 달라지는 언론사의 가짜뉴스 담론 

언론사들의 가짜뉴스에 한 태도는 사안이나 시기별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난다. MBC 뉴스는 

가짜뉴스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다는 을 근거로 가짜뉴스를 일 되게 비 한다. 동아일보는 

2018년 상반기까지 가짜뉴스에 한 비  태도가 심이었지만 하반기에는 가짜뉴스 비  담

론이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 경향신문은 이념  가치

에 따라 가짜뉴스를 단한다. 경향신문은 칼럼 등을 통해 가짜뉴스 담론이 래할 수 있는 표

의 자유 축을 경계하지만, 멘 난민 이슈에서 난민을 비하하는 가짜뉴스에 해서는 비 인 

태도를 드러낸다. SBS 뉴스는 가짜뉴스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았고 기사 건수도 비교 상 언론

사 가운데 가장 다. 하지만 SBS 뉴스는 가짜뉴스가 공론 과정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사례를 통

해 비 하면서도 한편으로 가짜뉴스 법  규제가 가진 문제  역시 제기했다.

(1)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따른 가짜뉴스의 담론 차이 

2018년 가짜뉴스에 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언론사들은 가짜뉴스 담론에서 정  태도를 드

러낸다. MBC 뉴스와 동아일보는 특정 정 의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에 근한다. 그런데 비슷

한 정치 진 이라도 MBC 뉴스와 경향신문의 가짜뉴스 담론은 차이가 있다. MBC 뉴스는 정치 

진  성향을 띠며 가짜뉴스에 한 부정  담론을 지속 으로 환기한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소

수자 보호, 표 의 자유라는 이념  가치를 거로 가짜뉴스 문제에 근한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MBC 뉴스가 가짜뉴스 사례로 제시한 내용들은 ‘문재인 통령은 정

신이 이상하다’, ‘ 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정상이 아니다’(오 석, 2018, 10, 1)처럼 주로 특정 

정치 성향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담론에 가까웠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문재인 통령 뇌출

설, 제주 멘 난민 138만원 지원설 등의 가짜뉴스가 속하게 퍼졌다고 비 하며 가짜뉴스의 

문제 을 진단한다(박 회, 2018, 7, 2). 한 보수 성향의 노인들이 동 상 채 , SNS 뉴스 

등을 극 시청하며 가짜뉴스를 맹신한다는 한국일보 기사를 달하고(MBC 뉴스,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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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유한국당 홍 표  표의 유튜  채  ‘V 홍카콜라’가 부분 검증이 안 된 음모론으로 

가득하다고 비 했다(서혜연, 2018, 12, 19). 이처럼 MBC는 가짜뉴스의 사례 선택과 비 에

서 특정 정치 진 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지만, 상  정 의 시선에서 비 할 수 있는 가짜뉴스 

사례는 다루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멘 난민에 한 가짜뉴스를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오성 가짜뉴스로 규정하

며 다른 언론사와 달리 지속 으로 비 한다. 경향신문은 멘 난민 이슈를 다룬 기사에서 난민 

범죄 증가 우려나 난민들이 일자리를 가져간다는 뉴스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사람들의 불안감 

때문에 이런 뉴스가 확산되었다고 주장한다(서의동, 2018, 7, 4). 경향신문의 “언론․정치인의 

‘섣부른 입’ ‘난민 가짜뉴스’ 무한 확산” 기사에서는 사회 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된 담론이 근거

가 부족한 가짜뉴스라고 지 한다. 가령, 한 멘 난민이 아랍 방송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 멘

이 평화로워지면 가족들이 있는 고향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어떤 리꾼이 번역한 카드 

뉴스에서는 해당 발언이 “이런 섬에 갇  있느니 멘으로 돌아가고 싶다”로 왜곡되었고, 일부 언

론 보도와 함께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무슬림에 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시물 등을 

제시하며 이런 뉴스들이 결국 난민 오를 부추긴다고 비 한다(이유진, 2018, 7, 11). 경향신

문은 이성호 국가인권 원장의 청와  국민청원 답변 가운데 “특정 국가․민족․종교라는 이유

만으로 이들을 폄훼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고착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를 인용하며 난민 

련 가짜뉴스에 담긴 편견과 오 등을 지 한다(선명수, 2018, 8, 7).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멘 엑소더스 배경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인데, 그 무기가 우리나라 등이 석유를 구입하며 지

불한 돈으로 이 졌다며 멘 난민 문제가 우리와 무 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면서 

바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는 가짜뉴스와 이슬람 공포증에 근거한 

인종차별  오를 강하게 비 한다(구정은, 2018, 9, 4). 서울  이 웅 교수는 “인터넷 여론

조작과 발언의 자유”라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난민과 동성애 사안에 한 가짜뉴스는 진실이 밝

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그룹에 한 증오는 남는다며 해당 가짜뉴스의 문제 을 지 한다(이 웅, 

2018, 9, 30). 

한편 동아일보는 가짜뉴스와 련된 소재 선택에서 정  이해 계를 드러냈다. 동아일보

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의 스캔들 의혹 련 뉴스를 이 연구의 동아일보 가짜뉴

스 담론 분석 상 140건 가운데 16건이나 될 정도로 극 인 보도를 했다. 이재명 스캔들 의혹

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에 배우 김부선 씨와 애를 나 었다는 이야기로 김부선 씨가 주장

하고 선거 기간에 불거졌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김 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TV토론

에서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꺼내자 이 후보는 옛날에 그 배우를 만난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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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스캔들은 본인과 무 하다고 일축했다(최정아, 2018, 5, 30). 그리고 ‘이재명캠  가짜뉴

스 책단’은 애 의혹을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했던 김 환 경기도지사 후보, 배우 김부선 씨를 

허 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최정아, 2018, 6, 26). 이후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두고서 공방이 오

랫동안 이어졌고, 동아일보는 공지 , 김어 , 강용석 등 이슈 계자가 해당 발언을 하거나 김

부선 씨가 페이스북으로 심경을 올릴 때 기사로 실으며 이슈를 지속 으로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한 시기에 따라 가짜뉴스에 한 강력한 비 과 가짜뉴스에 한 옹호라는 

이  잣 를 드러낸다. 물론 동아일보의 기사들을 보면 가짜뉴스에 한 비  태도가 반 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2018년 하반기에 가짜뉴스에 해서 사안에 따라 엇갈린 태도

를 보인다. 동아일보는 청와  국민청원 게시 이 가짜뉴스 담론의 상일 경우 가짜뉴스 문제

을 지 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 책과 련해서는 부작용, 표 의 자유를 내세우며 

비  태도를 보인다. 동아일보는 “사실 확인도 에 “여  폭행” 낙인… 가짜뉴스 불지른 靑청

원” 기사에서 이수역 폭행 사건을 사례로 들며 청와  국민청원 게시 이 ‘가짜뉴스’의 유통 창구

가 된다고 비 한다(이지훈, 2018, 11, 17). 동아일보는 한 청와  국민청원의 “靑국민청원 

반이 ‘고발-처벌요구’… 그  14%는 팩트 오류” 기사에서 청와  국민청원을 통해 왜곡된 정보

가 유통되는 문제 을 지 한다.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99건을 확인한 결과 강력한 처벌

을 요구한 51건 가운데 7건이 사실 계에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의 경우에도 피의자 김성수가 스스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김성수가 

심신 미약으로 참작을 받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퍼져갔다. 그리고 청와  국민청원 게시 에서 

119만 명이 심신미약 참작을 반 하는데 동의했다. 이런 을 근거로 동아일보는 청와  국민청

원 게시 이 가짜뉴스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윤다빈, 2018, 11, 20).  

하지만 동아일보는 2018년 하반기에 정부의 가짜뉴스 책이 자칫 표 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장원재, 2018, 10, 9). 동아일보는 여당 측 자문 교수가 ‘ 재 형법․정보통

신망법상 명 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라고 말하거나 진보  시민 단체가 ‘정부의 개입이 부

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라고 말한 을 인용하며 학계와 시민 단체의 의견을 빌려 여당의 가

짜뉴스 응책에 문제를 제기한다(장원재, 2018, 10, 24). 동아일보의 한 논설 원 칼럼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엄정 처가 과거 정권에서 시도되었던 ‘유언비어 엄단’의 신종 패러디처럼 보인

다고 주장하며 권력에 반하는 발언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고미석, 2018, 10, 

24). 동아일보의 해외 특 원 칼럼에서는 아 리카 국가들의 가짜뉴스 상을 진단하고 비 하

면서도 말미에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구실을 내세워, 표 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한 견제나 비난을 원천 으로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이를 권력의 입맛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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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활용하려는 아 리카 정부들의 태도가 더 큰 문제다.”라는 내용을 덧붙인다(서동일, 2018, 

11, 19). 동아일보의 ““군사합의 비 은 가짜뉴스”라는 軍의 비뚤어진 언론 ” 사설에서는 국방

부가 군 주요지휘  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의 문제 을 비 한 기사들을 모아 

‘FAKE’로 빨간 낙인을 었다며 국방부의 태도를 강하게 성토한다(동아일보, 2018, 12, 20). 

SBS는 주로 단편  사실 주로 가짜뉴스에 한 내용을 소개한다. 가짜뉴스의 문제 을 

지 한 기사도 있었지만(권지윤, 2018, 10, 2; 배재학, 2018, 1, 3), 정치  쟁 이 발생할 때 

간략하게 사건의 내용을 소개하는 식이다. 가령, 홍 표 표가 홍 표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MBN 측에 강경 응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와의 쟁을 선언할 때 SBS 뉴스는 자유

한국당과 MBN 측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하고, 감정  응, 비  보도 축 의도라는 해석이 정

치권에서 나온다는 정도로만 간략히 평가한다(권란, 2018, 2, 2). 이는 경향신문의 이 사안에 

한 집  보도와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스캔들 의혹 역시 SBS는 비  있게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련된 뉴스 내용도 상반된 주장을 균형 으로 서술한다(김기태, 2018, 6, 

26). 이는 이 사안을 집 으로 다루었던 동아일보의 보도 방향과 차이를 드러낸다. 

SBS 뉴스는 그 외 심재철 의원의 청와  업무 추진비 폭로에 해서도 세부 쟁 을 기  

vs. 국민 알권리, 시스템 오류 vs. 불법 알았을 것, 의정활동 vs. 가짜뉴스로 나 어 다른 시각

을 균형 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정치  가짜뉴스 논란에 소극 으로 보도하던 SBS 뉴스는 정

부의 가짜뉴스 책에 해서 비  태도를 보인다. 가령 SBS는 이 문제를 ““가짜뉴스 엄단” 법

무부 발표에...“과거 정부와 뭐가 다른가””(임찬종, 2018, 10, 16), ““가짜뉴스 극 수사” 발표 

논란...과거 사례 보면 ‘우려’”(임찬종, 2018, 10, 17), “정부의 ‘가짜뉴스 쟁’ 실효성 있나?...

논란 계속”(장훈경, 2018, 10, 21), “가짜뉴스 사라질 수 있을까?...규제안 따져보니”(박세용, 

2018, 10, 21) 뉴스에서 비교  집 으로 다루며 표 의 자유가 축될 우려를 집  제기한

다. 한 SBS 뉴스는 이러한 가짜뉴스 책이 과거 보수 정부에서 시도되었던 규제와 뭐가 다르

냐며 비 한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한 각 언론사의 담론을 살펴보면 해당 언론사의 정 성과 정치 권력

의 이해 계와 무 하지 않다는 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는 2018년 반에 가짜뉴스에 한 

강도 높은 비 을 이어갔지만, 하반기에는 비  횟수가 어지고 오히려 가짜뉴스 단속을 경계하

는 칼럼을 보낸다. 가짜뉴스 담론에 한 MBC 뉴스와 동아일보의 태도는 언론이 정치 권력과 

어떤 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내용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목이다. 경향

신문은 언론사의 가치 을 기 으로 가짜뉴스 담론에 근한다. 경향신문은 멘 난민 등 소수자

와 련된 가짜뉴스에 극 으로 비 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사설과 외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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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가짜뉴스 단속에 해서는 표 의 자유를 거로 내세우며 수사 기 의 처벌보다 자율 

규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MBC 뉴스와 동아일보가 가치 추구 인 태도보

다 정  이해 계를 변했다면, 경향신문은 정  이해 계보다 정치 진 이 다루어왔던 정

치 담론, 즉 소수자 보호나 표 의 자유를 심으로 정치성을 드러냈다는 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SBS는 가짜뉴스와 련된 보도에서 비교  립  태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2018년 하반기의 가짜뉴스와 련된 정부의 규제책에 해서는 극 인 비  태도를 보인다.

 

(2) 신문은 SNS를, 방송은 유튜 를 가짜뉴스 유통 경로로 비

2018년 가짜뉴스에 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일부 매체 갈등  성격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문 

역인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SNS나 포털 뉴스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방송 역

인 MBC 뉴스는 보수 성향의 유튜  채 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며 극 비 한다. SBS 뉴스

는 가짜뉴스에 한 기사 건수가 었을 뿐만 아니라 직 인 유튜  비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확산되는 주요 통로로 SNS를 지목한다. 경향신문은 한 

기사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이유로 SNS 보 을 말하고 있다(김태훈, 2018, 

10, 13). 김서  성공회  교수도 “ 통  매체는 여 히 요”라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가짜뉴스

의 유통 경로로 SNS를 언 한다(김서 , 2018, 2, 4). 경향신문은 페이스북이 스리랑카 등 6

개국에서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와 그 지 않은 뉴스를 분리하는 실험을 한 후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페이스북 랫폼에서 더 늘어났다는 내용을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말한다(주 재, 

2018, 3, 2).  경향신문은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하드 만주가 2개월 동안 소셜 미디어 

신 신문과 주간지 등 종이로만 뉴스를 보았더니 잘못된 정보를 할 일이 없었고, 해당 기간에 

있었던 특정 사건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한다(남지원, 2018, 3, 16). 

경향신문의 “SNS 피로도 왔나” 기사에서는 소셜 미디어 가입률과 이용 시간이 감소한 이유

로 가짜뉴스 등 콘텐츠 신뢰도 등의 문제 때문에 이용자들이 피로감과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라

고 서술한다(주 재, 2018, 6, 25). 물론 경향신문은 가짜뉴스를 하는 경로로 유튜  등을 거

론하기도 한다(이보라, 2018, 11, 23). 하지만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주요 통로로 

SNS를 말하고 있으며, 그 척 으로 정보를 걸러내는 종이 신문의 장 을 부각한다. 그런데 이 

담론을 보면 경향신문은 기성 언론의 오보 등을 제 로 지 하지 않는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

통을 오직 온라인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 

동아일보는 가짜뉴스의 온상지를 인터넷 공간, 특히 SNS와 포털뉴스 댓 을 지목한다.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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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의 한 기자는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비 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박용, 2018, 

4, 23).  다른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카카오, 포털 뉴스 등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다고 말

한다(신무경, 2018, 5, 17). “SNS에 지쳐가는 사람들” 기사에서는 SNS 이용 시간이 감소한 이

유  하나로 가짜뉴스 등의 범람을 언 한다(김성규, 2018, 6, 26). 한 논설 원의  칼럼에서

는 SNS가 자극 인 가짜뉴스들의 확산 통로가 되고, SNS 기업들이 이를 방치해서 SNS 이용

자들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우경임, 2018, 7, 31). 최재원 다음 소 트 이사의 “트 터 이어 

페이스북에도 ‘싫어요’ 늘어”라는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페이스북과 트 터가 신뢰도가 부족하다

고 주장한다(최재원, 2018, 8, 10). 이처럼 동아일보는 SNS와 련된 기사 속에서 SNS가 가

짜뉴스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동아일보는 포털 뉴스 댓 란 역시 가짜뉴스의 생

산과 유통 공간으로 지목한다. 동아일보의 “포털의 ‘댓  개미지옥’에 병드는 한민국” 사설에서

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말을 빌려 포털뉴스 댓 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효과  경

로”라고 말한다(동아일보, 2018, 3, 23). 한 동아일보는 네이버가 댓  리를 허술하게 해서 

댓  부 의 장이 되었다고 비 한다(박용, 2018, 4, 23). 동아일보는 포털 뉴스가 편향 인 배

치로 단식 농성을 하는 김성태 의원과 무 한 가짜뉴스를 방치했다고 비 한다(홍정수, 2018, 

5, 7). 동아일보 기사는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의 유통 경로로 SNS를 지목하고, 덧붙

여 포털 뉴스 댓 도 함께 다루는 것을 엿볼 수 있다. 

MBC 뉴스는 가짜뉴스 유통 경로로 SNS를 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언론사보다 유튜 를 

더 직 이고 구체 으로 비 한다. 를 들어 극우 성향 채 의 유튜  방송이 성장하고 가짜

뉴스가 늘어나서 자유한국당도 이런 상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자체 콘텐츠 제작을 늘려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내용을 보도한다(김 석, 2018, 9, 30).  보수 성향의 유튜  채  가운데 2개를 

선택하고 ‘문재인 정신 이상설’, ‘거짓 국정 지지도’처럼 가짜뉴스로 볼 수 있는 장면을 편집해서 

가짜뉴스로 제시한다(오 석, 2018, 10, 1). MBC 뉴스는 가짜뉴스의 주요 출처가 유튜 라는 

을 지목한다(이필희, 2018, 11, 23). 홍 표 표가 ‘TV 홍카콜라’를 유튜 로 방송하기 시작

했는데 유튜  방송 내용이 가짜뉴스와 막말로 가득하다는 평가를 다른 정당의 정보원을 빌려 말

하고 있다(서혜연, 2018, 12, 19). 이처럼 MBC 뉴스는 보수 성향 유튜  채 을 언 하며 이 

채 들의 가짜뉴스를 비 한다.  

신문 매체가 SNS 가짜뉴스를 주로 비 하고, 방송 매체가 유튜  가짜뉴스를 비 하는 

은 매체의 특성과도 련 있을 수 있다. 정일권(2010)은 국내 뉴스의 사회면 기사를 분석하며 

방송 뉴스와 신문 뉴스의 차이를 설명한다. 방송사는 상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재해 뉴스가 신

문사보다 2.5배 높다. 반면 신문은 텍스트 가치가 높기 때문에 법조 기사 비 이 방송보다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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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이 주로 비 하는 가짜뉴스 매체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텍스트를 심으로 바라보는 신문 매체와 상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방송 매체의 특성이 

반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가짜뉴스 공격이 외면하는 가짜뉴스 사례의 속성

2018년 언론 보도에서 이슈가 되었던 가짜뉴스 공방을 보면 해당 사례에 허  가능성이 분명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다. 

공  사안에 한 의혹 제기를 방어  입장에서 일단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지, 해당 담

론의 맥락보다 부분  사실 오류를 쟁 으로 만들어 가짜뉴스 시비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진

를 단하기 어려운 해석 역의 담론을 가짜로 규정한다든지, 추정과 논리  비약이 심한 온라

인 담론의 속성을 간과한 채 허 성을 부각하는 담론  특징이 그러한 경우이다. 특정 입장에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어떤 에서 가짜뉴스 낙인에 모호한 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공  사안에 한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

정치 역이나 공공 역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당사자들은 일단 그 의혹을 가짜뉴스로 낙인

고 의혹 제기자를 가짜뉴스 생산자로 몰아간다. 한 국회의원이 청와 의 업무 추진비에 한 

의혹을 제기하면 공  역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잘 이해하는 담당자가 해명이나 반론을 하면 

된다. 하지만 가짜뉴스 담론에서는 의혹 제기 자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  응 검토 등 강

경하게 응(정환보, 2018, 9, 28)하는 문제 이 있다. 공  역에서 의혹 제기가 있을 때 바

람직한 응은 가짜뉴스로 낙인 기보다 상반된 담론 제시와 경쟁을 통해 무엇이 사실이고, 더 

타당하다는 을 설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 의 자녀 의혹처럼 의혹 제기 자체가 명백하게 가

짜뉴스로 드러난 경우도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측은 시험 부정으로 구속된 ‘숙명

여고 둥이’ 사건의 교사 A 씨가 김상곤  부총리의 세 딸  두 딸의 담임이었고, 명문  치

에 합격한 딸의 학생부종합 형 결과에 의문이 생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가짜뉴스는 김  

부총리의 두 딸이 숙명여고에 재학한 사실을 연결 고리로 의혹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

지만 A 씨는 김  부총리의 두 딸 담임을 맡은 바가 없으며, 두 딸 역시 치 가 아니라 해외 

학, 어느 사립  법 에 진학한 것으로 밝 졌다.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가

짜뉴스 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다(김소정, 2018, 11, 16; 홍정수, 2018, 11, 17).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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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제 로 된 검증 없이 의혹을 제기했고, 사실이 확인되자 가짜뉴스로 많은 비 을 받았다.  

하지만 공  역에서는 특정 단서를 바탕으로 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

는 답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공 기 이나 담당자는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낙인 으며 주장

을 억압하기보다 해명 등을 통해 경쟁 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 담론에서는 

해당 기 이 일방  해명만 제시한 후 상  주장을 가짜뉴스로 낙인 는다. 아래 제시한 기사를 

살펴보면 2018년 10월 서울교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다. 공사의 무기계약자를 정규직으로 환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들의 친인척에 

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이다. 이에 해 서울시 측은 7월에 정규직 환을 발표했는데, 

그 에 미리 그것을 알고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실시한 ‘친․인척 재직 황 조사’ 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용 특혜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었다고 비 했다. ( 략) 여당 의원들은 서울교

통공사 의혹과 련해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윤 석 의원은 “서울교

통공사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하겠다”면서 “한 일간지가 제기한 교통공사 민주노

총 소속  노조 원장 아들의 특혜입사와 련해 정정보도가 나왔다” (이명희․이진주 2018, 

10, 22, <경향신문>)

지하철 1∼8호선을 운 하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의 출발 이었던 정규직 환자  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 수가 당  108명에서 112명으로 4명 늘었다. 서울시는 공사 1․3․4  

직원의 배우자, 자녀 등 4명이 추가로 확인 다고 24일 밝혔다. 시 계자는 “이 4명은 공채와 

제한경쟁 입사자로서 채용비리와는 무 하다”고 설명했다. ( 략) 윤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사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에 한 특혜는 없었다”며 “일정상 

정규직 환이 될 것을 미리 알고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사의 정규직 환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이고, 정규직 환 상자들은 이보다 

먼  입사했으므로 환 방침을 미리 알고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

사의 상당수 직원들은 “정규직 환 얘기는 2012년부터 나왔고 주변 사람에게 정규직 환을 기

하고 무기계약직 입사를 권유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우신, 2018, 

10, 25, <동아일보>)

이 사안에 한 언론 보도를 보면 경향신문은 야당과 여당의 양쪽 주장을 나란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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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역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한 서울시 측의 해명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동아일

보는 경향신문과 달리 추가 정보원 진술을 통해 공사 직원의 주변 사람들이 정규직 환을 기

하며 무기계약직에 먼  입사를 시도했다고 보도한다. 동아일보는 서울시 부시장의 해명을 액면 

그 로 받아들이며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수용하기보다 이처럼 서울시와 공사 측의 해명에 다

시 의문을 제기한다. 

(2) 부분  사실 오류 vs. 맥락  담론

담론이나 이슈에서 그것의 맥락보다 부분  사실에만 매몰되면 쟁 도 달라지면서 담론의 심

과 다른 방향에서 팩트 논쟁에 빠져들 수 있다. 이 경우 공론장에서 이슈 제기와 그것에 한 담

론  반박보다는 각자에게 유불리한 특정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쟁 을 만들

고 상  주장을 가짜뉴스로 몰아갈 수 있다.  

아래 사례를 보면 방송인 김미화 씨는 이언주 의원이 제기한 ‘남북철도추진 원장설’을 가

짜뉴스라고 규정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에 ‘남북철도추진 원회’라는 기

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김미화 씨는 한 시민단체가 주도한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 원회’의 원

장이다(장연제, 2018, 12, 13). 이 경우 부분  사실과 담론의 맥락  무엇을 심으로 보느냐

에 따라 가짜뉴스 여부가 결정된다. 이언주 의원의 문제 제기 속에 담긴 김미화 씨의 정확한 소

속과 명칭은 사실과 다르다. 게다가 김미화 씨가 화이트리스트로 정부 요직을 맡았다고 이 의원

이 주장한다면 가짜뉴스이다. 하지만 맥락 으로 살펴보면 방송인 김미화 씨가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 원회 원장’을 맡으며 남북철도 연결을 앞장서 추진한다는 사실이 틀리지는 않았다. 김미

화 씨의 직책명만 보아서는 이 활동이 정부 활동인지 민간 활동인지 표면 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이 의원의 문제 제기 맥락은 문재인 정부와 련된 인물

들이 화이트리스트로 요직을 맡고 있다는 을 비 하는 과정에서 ‘김미화 남북철도추진 원장’

을 언 했기 때문에 부분  사실 오류가 강조되면 정작 담론의 맥락에서 벗어난 쟁 이 새로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김미화와 방송인 김

제동 등을 지목해 논란이 다. 그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면서 

당시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문제 삼아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던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없어졌느냐”며 “김제동 7억 연  공 방송 시사 로 진행자, 

김미화 남북철도추진 원장, 문팬 카페지기 공기업 사외이사. 이들이야말로 화이트리스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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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냐”라고 주장했다. (장연제, 2018, 12, 13, <동아일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제기한 ‘남북철도추진 원장설’에 해 방송인 김미화가 가짜뉴스라

며 사과를 요구하자 이 의원은 “ 도 팩트가 궁 하다”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 퍼트렸다고, 팩트를 체크하겠다고 한다. 하시라. 남북철도추진 원장. 김미화가 

그 직을 맡았던 당시 언론 등에서 그 게 지칭해서 도 그리 지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략)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북철도추진 원회’라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김미화

는 올해  시민단체 ‘희망래(來)일’이 주도해 출범한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 원회’ 원장을 맡

고 있다. ‘희망래일’ 2010년 남북철도에 한 국민  심을 높이려고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윤

우열, 2018, 12, 13, <동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캔들 의혹은 그가 과거에 한 배우와 회를 했다는 주장과 그것에 

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박이 이어지며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이 사안은 공공 사안도 아니고 

성폭력도 아니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자 스캔들로 부각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가짜뉴스 책단’이라는 명칭으로 응단을 만들고 처음부터 상  주장을 모두 가짜뉴스로 

몰아간다. 이에 해 해당 배우와 폭로에 계된 인물들은 이 지사 측 주장을 반박하며 공방을 

벌인다.  

이 당선자 측 가짜뉴스 책단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4일 사이 비가 온 날 김 씨와 이 당선자가 서울 성동구 옥수동 김 씨 

집에서 회를 가졌다고 했다”며 “하지만 5월 23일부터 노무   통령 결식이 있던 29일까

지 서울에서 비가 온 날은 23일뿐이었는데 김 씨는 그날과 24일 제주 우도에 있었다. 따라서 명

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당선자는 23일 서거 당일 경남 김해시 하마을 조문

을 갔고 24∼29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분향소를 지켰다”고 말했다. 책단은 2009년 5월 

23, 24일 우도에서 은 김 씨 사진이 담긴 개인 블로그 캡처 사진을 증거로 공개했다. (최정

아, 2018, 6, 27, <동아일보>)

그는(김부선) “나는 2009년 5월 ‘22일~24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한  없다. 비가 엄청 오는 날 

고 노무  통령님을 뵈러 하에 가는 길이라 했다”며 “이날 나는 하로 향했고 성남을 지나

가며 분명히 이재명과 해당 내용의 통화를 했다. 그리고 하에 내려가 기자도 만났고 숙소를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의 속성과 사회  실천 방향 39

못 잡아 차 안에서 1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날짜를 헷갈렸던 은 있었으나 이후 

날짜를 특정한 은 없었다”며 “날짜를 헷갈렸다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팩트

다”고 밝혔다. (최인진, 2018, 6, 26, <경향신문>)

에 제시한 기사를 보면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구체 인 날짜와 

양 당사자의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해당 날짜에 이 지사의 스캔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재명 지사 측은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마을 조문, 성남 분향소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만남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 배우 김부선 측은 날짜를 특정한  없고 비 오는 날

씨와 하 가는 길 등 당시 회의 맥락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 공방을 보면 이재명 지사 측

은 특정 날짜를 부각하며 회설을 가짜뉴스로 주장하지만 배우 김부선 씨는 회와 련한 맥락

을 제시하며 회가 거짓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재명 

가짜뉴스 책단’은 이 사건을 제기했던 김 환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수사 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결정을 했다(최인진, 2018, 11, 

8; 최정아, 2018, 11, 8).  

(3) 다른 해석의 맥락을 부정한 가짜뉴스 낙인   

특정 사안에 한 입장이나 이해 계가 충돌하는 갈등  상황에서 소통이나 문제 해결을 해서

는 부분  사실의 진  여부 단보다 양 측이 주장하는 담론의 해석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첨 하게 입장이 갈릴수록 당사자들은 그런 근보다 상반된 해석  담론을 사실의 문제

로 치환하고 상  주장을 가짜뉴스로 낙인 는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문제를 두고서 일어나는 갈등은 련자의 입장에 따라 상  주장을 가

짜뉴스로 규정한다. 우선, 박용진 의원 등은 교육청 감사 결과를 근거로 사립 유치원의 비리 행

태를 폭로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박용진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해당 감사 결과 가

운데 상당수가 행정 착오 문제나 경미한 반이었음을 주장하며 박용진 의원의 주장을 가짜뉴스

로 규정한다(노도 , 2018, 10, 18).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는 더 나아가 사유 재산을 출자한 사

립 유치원의 출연  회수는 시장 경제 원칙이기 때문에 법 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상우, 2018, 10, 18). 이에 해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이 세제 혜택을 받는 비 리 교육기

이기 때문에 교육 목  외에 학부모 부담 을 쓸 수 없으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한다(한수연, 2018, 11, 20). 즉 사립 유치원은 민간 자본을 출자한 기 이기 때

문에 수익을 실 할 수 있다는 한유총의 시각과 반 로 련법에 따라 교육 이외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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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부 주장이 립하고 각 주체는 상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한다. 이 사안에 해 SBS 

뉴스는 박용진 의원의 폭로가 가짜뉴스이며 유치원 설립자의 출연  회수는 비리가 아니라는 한

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주장을 인용한다. 반면 MBC 뉴스는 교육부의 주장을 인용해 사립 유치원

은 세제 혜택을 받는 비 리 교육기 이기 때문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달한다.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는 감사 결과의 96%는 경미한 반이었는데도 체를 비리 유치원으로 

모는 것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치원 땅과 건물에 출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출연 을 회수하는 것은 법이나 비리가 아닌 시장경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우, 2018, 10, 18, <SBS 뉴스>)

한유총 비 는 18일 “박용진의 비리유치원은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 재 명단

이 공개된 원들은 감사결과가 이의제기  사법심사를 완 히 마치지 않은 채 일방 으로 노출

돼 비리를 지른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 어도 비리라고 가치 단을 하려

면 사법심사를 마쳐 처벌받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단순 행정착오는 비리로 매도할 것이 아

니라 사립유치원에 맞는 제도를 통해 지도․계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노도 , 2018, 10, 

18, <경향신문>)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학부모 부담 은 마음 로 쓸 수 있다는 주장. 거짓입니다. 사

립유치원은 재 재산세, 취득세 같은 세제 혜택도 받고 있는 학교이자, 비 리 교육기 입니다. 

따라서 련법에 따라 학부모가 낸 돈도 교육 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한 회계감사 시스템이 없다는 주장도, 지난해 2월 이미 련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항목을 신설했기에 사실이 아닙니다. 한유총은 이에 해 “(교육부와) 의 차이일 

뿐 가짜뉴스가 아니며, 학부모를 상 로 홍보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연, 

2018, 11, 20, <MBC 뉴스>)

아래의 보도 역시 어떤 맥락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짜뉴스에 한 단이 다를 수 있음

을 보여 다. 자유한국당 측은 국민일보가 홍 표 표의 ‘ 장 평화쇼’ 발언 때문에 한국당 지지

율이 추락했다는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해당 설문조사가 남북정상회담 에 

이 졌고, 이 기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일보의 보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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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설문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추락한 이유가 홍 표 표의 발언 

때문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해석의 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 지만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것 

역시 모호하다. 왜냐면 이 시기 남북 정상회담에 한 입장이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달랐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분 기가 무르익으면서 정당 지지율에 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뉴스는 진실과 거짓의 별 역이라기보다 해석 담론의 경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국당 정태옥 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8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 장평화쇼” 홍 표 ‘역

풍’… 한국당 지지율 12% ‘추락’>이란 제목의 기사를 지목하면서 ( 략) 정 변인은 “해당 기사

는 편향  사실을 근거로 잘못된 내용을 사실인 듯 왜곡, 확 하여 배포하고 여론 조작을 의도

하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 략) 허성우 수석부 변인은 이어 논평을 내고 “기사가 인용한 한

국갤럽 여론조사는 조사시기가 4월 24~26일로 남북정상회담 에 이 졌으며 한국당 지지율

은 4월 13일, 20일, 27일 3주 연속 변동이 없었다”면서 “명백하게 악의  의도를 가진 허 사실 

유포이자, 자극 인 낚시성 제목을 달아 클릭을 유인해 포털의 메인화면을 차지하려는 언론이기

를 포기한 댓 장사이자 추잡한 뉴스장사”라고 비 했다. (허남설, 2018, 4, 29, <경향신문>)

(4) 추정과 논리  비약이 큰 온라인 담론의 속성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회  이슈를 두고서 온라인 이용자에게 호소력 있는 담론들이 생산, 확산된

다. 그런데 이 담론들을 보면 때론 사실은 아니지만 그 다고 해서 가짜라고만 규정할 수 있는지 

모호한 내용들도 지 않다. 동아일보의 “가짜뉴스 수사-내사 56%가 ‘문재인 통령 비방 ’” 기

사를 보면 경찰이 특별 단속한 가짜뉴스 사례 가운데 문 통령이 집무실에서 여성 비서 들과 

은 사진이 미국의 트럼  통령이 집무실에서 은 사진을 모방 연출했다는 주장이 있다(조

동주, 2018, 10, 12). 실제 두 사진은 공통 이 많다. 그래서 온라인 이용자의 의문 제기가 설

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사진의 구도가 우연의 일치라고 본다면 이 주장은 거짓이 될 수 있다. 공

공에 해를 가하지 않는 이런 사안도 때론 가짜뉴스로 규정되고 경찰의 단속 상이 되었다. 

정작 단속한 건 부분 문재인 통령이나 북한에 한 허 ․비방성 이었던 것으로 확인

다. ( 략) 문 통령을 허  비방한 은 9건으로 문 통령이 8월 여성 비서 들과 함께 집무

실에서 은 사진을 두고 ‘문 통령이 도 드 트럼  미국 통령의 집무실 사진을 모방해 연출 

사진을 었다’고 페이스북에 은 이 표  사례다. (조동주, 2018, 10, 12,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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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법  응을 하겠다는 온라인 

루머 사례이다. 이 당시 김성태 원내 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는 동안 한 시민이 그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사례는 ‘연양갱 테러당하고 농성 단된 김성태’, ‘내부자 

소행 정황’, ‘ 코바 주는 척 얼굴 가격’을 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

다. 하지만 온라인 이용자들은 특정 사건을 두고서 각자 단하고 의견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

한 추정과 의견 제시는 사실과 어 나기도 하지만 온라인 이용자의 단 오류를 의도성을 가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도 있다. 하지만 결과론 으로 근하면 가짜뉴스가 되고 법  책

임의 상이 된다. 결국 공공의 안녕에 큰 해를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규정이 표

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한국당은 ‘자작극’이라는 일부 온라인상 반응을 두고는 “뒷받침하는 ‘문 병’이 보수우 로 가장

해 한국당과 지지층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 원내 변인은 페이스북에 “그 모습이 어떻

게 짜고 칠 수 있는 장면인가”라고 했다. 당은 폭행 사건 련 ‘가짜뉴스’에 해 민형사상 고소

도 하기로 했다. 당이 시한 가짜뉴스는 ‘단식 단 허 사실 보도’ ‘연양갱 테러당하고 농성 

단된 김성태’ ‘내부자 소행 정황’ ‘ 코바 주는 척 얼굴 가격’ 등이다. (강병한, 2018, 5, 6, <경

향신문>)

온라인 공간은 이용자들이 가볍게 의견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특정 이슈에 해 키워드나 

직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로 단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추정과 논리  비약이 흔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만약 온라인 공간의 게시물에서 정확한 사실 여부만을 집 하게 된다면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시민의 정치 참여

와 온라인 공간을 통한 여론 형성은 축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사  역이 아닌 정치 역

에 한 담론이고, 사회  폐해를 크게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설사 가짜뉴스라 할지라도 법  

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5) 가짜뉴스 담론의 형성 과정에 따른 사회  실천 담론의 방향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에서 가짜뉴스 담론을 형성하는 3요소는 아래의 <Figure 1>

과 같이 정치 권력, 언론사, 사회  맥락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정치 권력은 여당, 정부 기 , 

유력 야당이다. 정치 권력은 정치  유불리에 따라 어떤 사실이나 담론을 가짜뉴스로 낙인 고 

법  응을 고려하거나 반 로 표 의 자유를 내세우며 옹호하기도 한다. 언론사는 가짜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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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제를 제시하고 임을 결정한다. 언론 보도의 가짜뉴스 담론 형성이 정치 권력과 

한 MBC, 동아일보의 경우 주목하는 사례 역시 정 성을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응에 한 방향 역시 여당 혹은 야당의 정치 권력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연구에서 사회

 맥락의 범주는 가짜뉴스의 상자,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자, 외부 문가와 같은 오피니언 리

더 등으로 악할 수 있었다. 경향신문의 경우 가짜뉴스에 한 근을 할 때 소수자 보호와 표

의 자유라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요한 거가 되었고, 이러한 입장은 가짜뉴스에 한 외부 

필진의 의견과 합하며 담론을 형성했다. 이들 보도 담론이 정치 권력이나 사회  맥락과 어떻

게 계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짜뉴스 규제 혹은 표 의 자유 추구처럼 사회  실천 담론의 방

향에도 향을 주었다.   

(1) 정치 권력과 언론의 력  담론 형성

가짜뉴스에 비  태도를 드러내는 보도들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부각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

한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 사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딥페이크(deepfake) 기

술의 발달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짜뉴스 문제까지 제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짜뉴스에 

한 부정  담론을 형성하면 가짜뉴스에 한 법  규제 역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동아

일보와 MBC 뉴스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은 여당 혹은 야당의 정  근과 궤를 같이한다. 

즉 가짜뉴스 담론을 형성하는 언론 보도는 언론사의 정치 성향, 여당이나 야당의 정치 권력과 무

하지 않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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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2018년 상반기까지 가짜뉴스에 비  태도를 드러내며 제재 방안을 시사했지

만 하반기부터 가짜뉴스에 한 다른 담론을 허용한다. 동아일보는 2018년 상반기 가짜뉴스에 

한 기사들을 보면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주로 가짜뉴스의 문제 을 드러내고 강력한 제재에 

을 둔다. 를 들어 동아일보의 “佛도 가짜뉴스에 철퇴… 선거기간엔 해당 웹사이트 차단”(조

은아, 2018, 1, 5), “정부는 사이트 차단, SNS기업은 경고 표시, 학교는 별교육”(박용, 2018, 

1, 9), “세계는 가짜뉴스와 쟁… 獨 24시간 방치에 640억원 물려”(동아일보, 2018, 1, 9), “가

짜뉴스, 伊선 경찰이 팩트체크… 英은 담조직 구성”(동정민, 2018, 1, 25), “ 란치스코 교황 

“가짜뉴스는 사탄의 속임수””(손택균, 2018, 1, 26), “가짜뉴스, 中유명포털-트 터서 활개… ‘댓

 알바’ 200명-사이트 1만개 철퇴”(윤완 , 2018, 2, 7), “日산 이, 가짜뉴스 들통나 망신”(장

원재, 2018, 2, 9), “獨도심 아수라장 만든 극우 가짜뉴스”(동정민, 2018, 8, 30), “아 리카 국

가들이 가짜뉴스를 피하는 방법”(서동일, 2018, 11, 19) 기사들이 다루는 의제는 가짜뉴스에 

한 비 이다. 동아일보는 “시민 의식 일깨워주는 미디어 해독교육”이라는 외부 필진의 칼럼을 통

해 진짜와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우병동, 

2018, 6, 6), 팩트 체킹을 통해 올바른 정보 구별을 제안한다(이원주, 2018, 8, 31). 

하지만 가짜뉴스에 비 인 태도를 보이던 동아일보 기사들은 2018년 하반기로 가면 가

짜뉴스 비  빈도가 에 띄게 어지고 언론 보도의 자유나 표 의 자유에 좀 더 비  있게 주

장한다. 가령, 동아일보의 “가짜뉴스에 뒤늦게 분노한 집권세력” 칼럼에서 한 논설 원은 집권당

이 지난 정권에서 가짜뉴스 효과를 렸으면서 재는 불리한 뉴스들을 가짜뉴스로 몰고 간다며 

비 한다. 그는 가짜뉴스 유형을 상업  정치  목 성을 갖고 허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행

, 객 과 주 을 교묘히 섞어 진실을 왜곡하는 행 , 제 로 된 팩트 체크가 이 지지 않아 발

생한 착오로 분류하며 가짜뉴스에 한 사회  책은 상업  정치  목 의 허  조작 정보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기홍, 2018, 11, 1). 

MBC 뉴스는 가짜뉴스의 소재 선택부터 정치 진  성격이 묻어난다. MBC 뉴스는 가짜

뉴스 던 문재인 통령의 뇌출 설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과정을 추 한다. SNS를 통해 

된 내용이 ‘추운 러시아 방문’, ‘청와  출입 기자의 언’, ‘일본 신문 기사’가 근거라고 했지만, 

해당 청와  출입 기자가 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근거로 제시된 일본 신문 기사 역시 원문이 

‘그런 추측이 있다’라는 내용뿐이었다고 보도는 말한다(박 회, 2018, 7, 2). 트 터 게시물을 

분석했던 미국 MIT 학교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새 소식이고, 내용도 자극 이기 때문에 

정상 뉴스보다 6배 빨리 된다고 한다. 그리고 MBC의  다른 뉴스에서는 한 남성이 캐나다 

가수 ‘ 스틴 비버’로 변장해서 라치에 노출되었더니 인터넷과 언론에 진짜 스틴 비버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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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되었다고 말한다(박지윤, 2018, 10, 31). 이처럼 MBC 뉴스는 지속 으로 가짜뉴스의 문

제 을 지 하며, 강력한 처벌 등의 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종환, 2018, 4, 17). 물론 

MBC의 이러한 근이 반드시 법  규제를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 MBC의 한 뉴스의 

경우 한 학교의 가짜뉴스 구별 교육을 사례로 보여주며 가짜뉴스 해결책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 도 제안하기 때문이다(이필희, 2018, 11, 18). 하지만 MBC 뉴스는 2018년 언론 보

도에서 가짜뉴스에 비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며 가짜뉴스의 생산 과정과 문제의 심각성을 지

속 으로 환기한다. 

가짜 여론에 휘둘리지 않게끔, 비 으로 정보를 바라보는 노력,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를 괴하는 여론 시장의 작  세력,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반드시 막이야 

할 할 겁니다. ( 종환, 2018, 4, 17, <MBC 뉴스>) /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 에 이처럼 의

문을 갖고 미디어를 읽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부 주에서 이 같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필희, 2018, 11, 18, 

<MBC 뉴스>)

이 두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한 보도는 특정 정치 진 의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에 한 

입장이나 태도가 선택되어 가짜뉴스에 한 담론을 형성한다. 그 게 형성된 가짜뉴스 담론을 근

거로 이들 언론사는 가짜뉴스에 한 법  규제를 주장하거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제안한

다. 그러나 동아일보처럼 가짜뉴스 비  담론이 정치 진 으로 불리하다고 여겨질 때 가짜뉴스 

규제 주장은 표 의 자유를 근거로 비  근이 나타나기도 했다. 

(2) 외부 문가와 정치  이데올로기의 합  담론 형성

경향신문의 가짜뉴스에 한 태도는 다음 사설들을 통해 구체 으로 드러난다. 경향신문은 “민주

사회의  가짜뉴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는 사설에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소수자를 공격하고 증오를 조장하지만, 당사자에 한 사실 확인 차나 반론권을 제공하지 않는

다며 가짜뉴스 문제 을 지 한다. 이러한 가짜뉴스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민주 사회를 태롭

게 만든다며 시민 사회가 가짜뉴스에 한 자율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경향신문, 

2018, 10, 2). 그럼에도 경향신문 사설은 수사 기 을 통한 가짜뉴스 처벌을 경계한다. 경향신

문은 “허 정보 잡는다며 권 주의 정권 흉내내는 법무부”라는 사설에서 가짜뉴스를 방치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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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지만 수사기 의 개입은 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의견, 오보, 의혹 제기 등에

서 의도  허  사실의 범주를 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며 ‘미네르바 사건’의 례를 근거로 제시

한다(경향신문, 2018, 10, 16). 이처럼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편으로는 가짜뉴스를 강하게 

비 하지만 수사 기 을 통한 단속과 처벌보다 시민 사회의 자율 규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경향신문은 동아일보나 MBC 뉴스와 비교할 때 가짜뉴스에 한 유연한 태도를 갖는다. 

경향신문의 외부 필진 칼럼들은 이런 여론 형성에 향을 주는 담론을 제공한다. 물론 경향신문 

역시 가짜뉴스를 옹호하기보다 비  입장을 견지한다. 외부 칼럼에서 윤태진 교수는 가짜뉴스 

개념이 실 공간에서 “잘못된 사실 계가 포함된 기사, 낚시성 기사, 유언비어, 편향된 의견 기

사” 등으로 확장되어 쓰인다고 지 한다(윤태진, 2018, 9, 2). 

그러나 경향신문은 가짜뉴스 단속이나 법  처벌이 표 의 자유를 축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신 한 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다. 이 웅 교수는 “진짜 언론이 필요한 이유”(이

웅, 2018, 3, 11), “가짜 학회 가짜뉴스”(이 웅, 2018, 8, 26), “인터넷 여론조작과 발언의 자

유”(이 웅, 2018, 9, 30) 칼럼에서 가짜뉴스의 범주와 속성을 규정하기가 모호하고 가짜뉴스 

규제가 자칫 표 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언론

의 참 역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한다. 정은령 언론학 박사는 “허 정보와 길고 지루

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칼럼에서 의혹 상자들이 정치  공방을 벌여야 할 사안을 “가짜

뉴스다”라는 한 마디로 토론을 종결짓는다며 가짜뉴스와 련한 당사자들의 태도를 비 한다(정

은령, 2018, 10, 30). 경향신문의 “스티  라이어 미 연방 법  “가짜뉴스․ 오표 이라도 

구나 하고  말 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인터뷰 기사에서 스티  라이어는 모두가 말할 기회

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허용되고 지되는 발언을 정하는 순간 권력자의 개입이 발

생한다고 경고한다(이범 , 2018, 12, 4). 

이처럼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악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한 경향신문의 논조는 가짜뉴

스에 한 담론 경쟁이 나타난다. 즉 문제 을 인지하고 있지만 가짜뉴스를 단순히 가짜라고 말

하기 쉽지 않은 가짜뉴스의 속성, 가짜뉴스의 법  규제가 래할 표 의 자유 축 문제를 우려

한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한 해결책으로 강제성 있는 법  조치보다 자율 규제나 진 를 구별

해서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 수용자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 함양 등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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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논의 

각자의 사회  정체성,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은 그 사회의 역할  산물에 가깝다. 즉 

고유성을 가진 각자는 이 동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이슈에 한 이해 계가 동일하

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설정하고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타자

를 억압하는 폭력  성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Arendt, 1958/2017). 탈 진실 담론이 확산되

는 시 에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진짜뉴스냐 가짜뉴스냐를 두고 사실 논쟁이 한창이다. 물론 가

짜뉴스의 확산이 피해 당사자에게 상처를  수 있고, 여론 왜곡 등 사회  폐해를 야기할 수 있

다는 에서 가짜뉴스는 분명 문제 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에 한 담론이 우려스러운 

은 가짜뉴스의 입체  속성을 간과한 채 선악의 이분법  구도로 가짜뉴스에 근하면 하나의 

진실만이 강조되고, 법  규제가 이 지면 시민의 다양한 생각이 억압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에 한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가짜뉴스의 정의와 속성에 부분 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 에 의문을 갖고 시작했다. 실 공간에서 부

각되는 가짜뉴스란 무엇이 있으며, 그것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을까? 가짜뉴스에 한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 자들은 구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가짜뉴스에 한 

담론 형성에 따라 사회  실천은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될까? 그런 의문을 풀기 해 2018년의 

가짜뉴스에 한 언론 보도를 비  담론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실제 통용되는 가짜뉴스의 

의미와 속성을 살펴보았다.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가짜뉴스의 개념은 미국의 트럼  통령이 주류 언론과의 갈등 속

에서 곧 주장하는 언론의 오보 논란과 다른 의미이다. 한 선행연구에서 가짜뉴스의 속성으로 

제시한 ‘뉴스 형식’은 이 연구의 가짜뉴스 주요 사례에서 찾기 어려웠다. ‘고의성’ 역시 정치  상

 진 을 비방하려는 악의는 엿보일지라도 가짜뉴스 생산자나 확산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퍼

뜨린다는 의도를 증명하기에는 단서가 부족했다. 이 연구에서 가짜뉴스로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란 정치  역에서 특정 사람들이 허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

다.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허  사실 사례들 가운데는 진짜라고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허

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요소, 부분  사실 오류 여부보다 해석이나 맥락  담론으로 근

할 필요가 있는 사례들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들을 뭉뚱그려 ‘가짜뉴

스’라는 낙인 기 표 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짜뉴스에 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가짜뉴스 공격이 외면하는 가짜뉴스의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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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엿볼 수 있다. 공  사안에 한 의혹 제기를 일단 가짜뉴스로 낙인 는다거나, 정치  

공방이나 사실 논쟁이 있을 때 부분  사실을 강조하며 가짜뉴스로 규정하려는 시도이다. 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담론을 특정 부분만 부각해 가짜뉴스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이다. 

사회  사실(social fact)은 과학  사실과 달리 진실과 거짓을 논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사회  

사실 단에는 권력 계가 향을 미치며, 참과 거짓의 문제라기보다 담론의 경쟁 역이기 때

문이다(Deligiaouri, 2018; Wihbey, 2019). 이런 에서 보면 가짜뉴스에 한 시비는 사회

 사실(social fact)의 담론  속성을 간과한 채 특정 사실 여부만을 따지려는 경향이 두드러졌

다. 그리고 사실(fact) 논쟁 역시 의혹이나 문제 제기의 체  취지나 정치  맥락 속에서 해당 

사실을 해석하고 논하기보다 정치  유불리에 따라 부분  사실을 지나치게 부각해 그것만으로 

진짜와 가짜를 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는 언론 보도가 사회 문제에서 구조  요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편 이거나 일화  요소에 치우치는 바람에 근본  해결과 동떨어

지는 공론 과정의 한계와 유사한 면이 있다(김상호․김병선, 2006). 한 언론 보도처럼 팩트 

확인이 외형 인 객 성이나 사실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담론  차원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진실

성과는 별개일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박 민, 2015; 송용희, 2005; 이 웅 외, 2007). 그래

서 가짜뉴스 논쟁은 정치  담론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기보다 편  사실 여부 확인이라는 

소한 지 에 머물게 하고, 정치  공론장을 상반된 정치 담론의 경쟁과 숙의보다 승패 주로 

나아가게 할 우려가 있다. 

가짜뉴스에 한 담론은 정치 권력과 무 하지 않다. 가짜뉴스 문제를 극 으로 제기하

는 주체는 정치 권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다. 야당의 의혹 제기나 상  정치 진 의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낙인 고, 국가 기 에 가짜뉴스 단속을 지속 으로 주문한다. 하지만 야당 

역시 국가 권력 확보만 다를 뿐 가짜뉴스를 하는 태도가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야당 

표에 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가짜뉴스로 낙인 고 법  응을 천명했다. 이 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짜뉴스를 다루는 철학  입장이 있다기보다 정치 진 으로 유리하면 묵인하면서도 

불리하면 가짜뉴스로 몰아간다는 을 시사한다. 구조  측면에서 보면 권력을 확보한 정치 진

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상  정치 진 의 가짜뉴스에 더 많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정치 

진  간 권력 이동이 이 지면 새로이 권력을 획득한 정당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을 상할 수 있다. 이는 가짜뉴스라는 표 이 정부가 불편한 뉴스에 한 정당성을 훼손하기 

한 시도에서 나왔다는 벤달과 로버슨(Bendall & Robertson, 2018)의 주장과 상통한다. 정리

하면 가짜뉴스 담론은 권력을 가진 그룹이 상반된 정치성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해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속성이 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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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문제에 한 언론의 담론 형성은 언론사와 정치 권력의 계, 언론사와 사회  맥

락의 합 속에서 이 졌다. 동아일보나 MBC 뉴스처럼 언론사가 정치 권력과 하면 언론 보

도 역시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에 한 근이 다르게 이 질 개연성이 높았고, 표

의 자유보다 규제에 더 무게의 심이 실렸다. MBC 뉴스는 여당 진 의 가짜뉴스 입장과 궤를 

같이하며 곧 가짜뉴스에 비 인 태도를 드러낸다. MBC 뉴스가 문제를 제기하는 가짜뉴스 

소재는 세월호, 남북한 단일  루머, 5.18 북한군 개입설, 문 통령 뇌출 (건강 이상설), 난민 

신청하면 정부가 돈을 다, 통령의 지지율, 이총리 베트남 방명록처럼 정치 진 으로 편향

성을 드러냈다. 한 MBC 뉴스는 정부 기 의 가짜뉴스 규제를 달하면서도 그것에 한 비

 시선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상반기에 가짜뉴스에 비 인 태도를 강하게 드러냈

지만, 하반기로 가면 야당 정치 진 과 궤를 같이하며 가짜뉴스 문제에 표 의 자유를 내세우며 

규제를 비 한다. 즉 동아일보와 MBC 뉴스는 언론사와 정치 진 과의 친소 계에 따라 가짜뉴

스를 다루는 태도 역시 유사한 입장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가짜뉴스에 한 근이 가짜뉴스의 다양한 사회  맥락을 고려하고 외부 

문가의 담론을 수용하면서 정치 이데올로기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경향신문은 소수자에 

한 가짜뉴스를 강하게 비 하면서도 규제보다 표 의 자유를 더 시하는 가치 추구형 태도를 나

타냈다. 물론 경향신문 역시 가짜뉴스에 한 비  인식이 자주 나타난다. 하지만 정치 진  

친소 계에 따라 가짜뉴스에 한 태도나 해결책을 말하기보다 멘 난민 사례처럼 ‘소수자 보

호’, 궁극 으로 지켜야 할 가치인 ‘표 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며 가짜뉴스 담론에 근한다. 

표 의 자유를 시하는 외부 필진들의 칼럼은 가짜뉴스에 한 경향신문의 을 다양하게 보

완하는 역할을 했다.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는 미디어 내용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말한 바 있다. 가짜뉴스 담론에서 나타나는 MBC 뉴스와 동아일보의 논조는 정치 권력과의 계

라는 언론사 외  요인과 언론사 조직 내의 게이트키핑 과정이 상 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경향신문의 사례는 미디어의 내용에 향을 미치는 요소가 언론사가 추구하는 이데올

로기 으며, 가짜뉴스에 한 다양한 담론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 요소는 외부 

필진의 칼럼들이었다. 즉 열린 형식의 언론 보도 시스템이 가짜뉴스에 한 다양한 담론을 풍성

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악 구도를 벗어나 가치 지향  근을 가능  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란 한편으로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거짓 정보를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 역이나 공  역의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동의하

기 어려운 뉴스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동안 국내의 가짜뉴스에 한 선행 연구들이 가짜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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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정의할 때 허 성, 기만  의도, 뉴스형식을 강조했지만(오세욱․정세훈․박아란, 2017; 

유의선, 2018; 황용석․권오성, 2017), 이 연구는 실  담론에서 그런 정의가 가짜뉴스가 갖

고 있는 입체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을 시사한다. 공  역에서 의혹 제기를 받는 

기 이나 사람들이 책임 회피성 수단으로 가짜뉴스 낙인을 활용하거나, 진 를 확인하기 모호한 

내용이나 해석  담론을 일부 사실에 국한해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허

 속성을 논할 때 부분  사실에 주목하기보다 담론의 측면에서 해석  역으로 근하며 입체

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짜뉴스의 고의성 역시 조직  차원의 여론 조작이 아니라면 

온라인 이용자들의 단순한 의견 표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온라인 이용자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엄 한 논리  사고와 단을 하기보다 직간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의 단서를 

확장해 사고하며 어떤 사실을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Allan, 2006/2008). 그래서 잘못된 정보

도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온라인 이용자의 특성을 간과한 채 가짜 정보라는 이유만

으로 가짜뉴스 생산자나 유통자의 고의성을 묻기는 어렵다. 한 뉴스 형식의 경우 한국 사회에

서 오보를 말할 때 용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회  이슈가 되었던 가짜뉴스가 뉴스 형식을 갖

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뉴스가 추구했던 객 성 형식에서도 오보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을 고려해 일부의 사실 오류에만 집착하기보다 정치 담론 측면에서 여러 입체  

속성을 고려해 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짜뉴스에 한 이해 계와 가치 단이 다르면 근 방법과 해법 역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의 윤리  문제와 가짜뉴스의 사회  폐해가 담론의 심이 되면 가짜뉴스

에 한 해법은 사회  제재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에 비 이었던 언론사의 가짜뉴스

에 한 논조는 가짜뉴스의 사회  제재를 주문했다. 반면 언론사가 가짜뉴스의 다양한 사회  

맥락과 가짜뉴스의 속성을 수용할수록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한 담론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

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근거지로 지목되는 SNS나 유튜  등 온라인 공

간은 과거에 비해 제약이 많아졌다. 이경락과 백선기(2010)는 방송통신 원회가 주도했던 각종 

인터넷 규제들이 청소년 보호나 유해 사이트 차단 등의 취지를 넘어 비  콘텐츠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 실명제, 공직 선거법, 허 사실유포죄, 명 훼손, 

모욕죄 등으로 이미 온라인 공간은 의견 표출에 제약이 많아졌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가 느

낌, 생각, 감정 등을 잘못 드러낼 경우 법  처벌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표 의 자유는 축

되고, 결국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 축소와 담론과 콘텐츠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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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한 선악의 이분법  담론이 우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까지 온라인 공간

에서 확 되었던 규제 과정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과 언론의 이해 계에 따라 

력  담론이 형성되면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보다 과장될 수 있다. ‘제3

자 효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바람직한 메시지보다 부정  메시지에서 본인보다 타인이 더 부정  

향을 받는다고 단한다(Davison, 1983; Perloff, 1999). 가짜뉴스 역시 사람들은 본인이 

받는 향력을 작게 인식하면서도 타인에게 미치는 향력은 크다고 생각한다( tefanita et 

al., 2018). 이는 결국 가짜뉴스에 한 부정  여론을 확산시키고  다시 규제와 표 의 축

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재 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의 담론은 진실과 허  정보가 혼재된 양면  속성을 갖고 있다. 한편으

로는 거짓이 난무하지만 한편으로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정보도 많이 존재하며 검색이나 논쟁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온라인 공간은 거짓 루머나 허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지만, 상반

된 담론 역시 빠르게 응할 수 있다(Allan, 2006/2008). 가짜뉴스의 문제 을 논의하고 규제 

고민할 때는 이러한 매체와 담론의 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가짜뉴스 담론과 규제는 개 사  역보다 정치 역을 상으로 한다. 정치 담론이나 공  

역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될 경우, 일시 으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더라도 정치인이나 공공기  등

은 충분히 가짜뉴스에 응할 수 있는 조직이나 언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향력이 있다. 어

보면 정치 역에서 담론이란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이 우선될 뿐(Sunstein, 2009/2011), 

정보나 뉴스의 정확성은 부차 인 문제일 수 있다. 

물론 가짜뉴스의 문제 을 알면서도 맹목 인 표 의 자유만을 내세운다면 그것 역시 논란

의 여지가 있다. 가짜뉴스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  상처, 의도  기만행  때문에 발생할 수 있

는 경제  피해, 사회 혼란과 여론 왜곡 등은 가짜뉴스 규제를 말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더군다

나 정치  상업  목 으로 조직 인 허  정보가 생산된다면 마냥 방치할 수 없는 도 있다. 

표 의 자유를 시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도 사회  해악이 클 때는 공익을 해 제한할 수 

있고(박홍원, 2004), 스웨덴 역시 국가 안보나 공동체의 삶을 할 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Kenyon et al., 2017). 표 의 자유는 공동체를 한 책임 의식이 제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  역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  폐해가 심각하면 표 의 자유를 맹목 으

로 옹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한 표 의 자유를 규제하기 해서는 가짜뉴스의 단면  폐해만 강조

되어 낙인 기보다, 가짜뉴스의 속성과 담론이 무엇인지 제 로 이해되고, 실질 인 피해나 폐해

가 합리 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런 에서 가짜뉴스에 한 사회  담론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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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하고, 가짜뉴스에 한 다수 선행연구와 다른 시선에서 근했다는 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가짜뉴스 해결을 한 방향은 다양한 경쟁 담론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구조  환경을 개

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이다. 다시 말해 정치와 같은 공  역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짜뉴스를 믿고 있다면 사회 으로 필요한 응은 상 의 목소리를 힘

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근거를 제시하며 담론이 경쟁하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부각하

는 이슈를 두고서 상반된 담론이 동시에 제시된 후, 그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역이기 

때문에 구도 강요할 수 없다. 사회가 할 일은 특정 이슈에 한 상반된 담론의 경쟁이 이 질 

수 있는 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진실에 한 단은 각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를 성찰하며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

구는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의미가 어떻게 통용되는지를 분석하고 가짜뉴스 담론 분석을 

근거로 가짜뉴스 해결을 한 사회  실천 방향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가짜뉴스

에 한 사회  해법 논의는 언론 보도에 나타난 기사나 칼럼 등을 정리해서 제안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왜냐면 가짜뉴스에 한 언론 보도 담론은 가짜뉴스 담론의 입체  속성을 분석하기보다 

이미 가짜뉴스에 한 낙인을 제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에 한 담론이 

균형 이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에 제시된 해결책은 추상 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사회  

실천 방향으로 규제, 표 의 자유 옹호,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 체크 등의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는 까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는 이 연구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의 다양한 속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에 한 체계 인 문헌 연구나 해외 등의 사례 

조사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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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가짜뉴스 담론분석 언론보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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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2018, 4, 13). “가짜뉴스 간유포자도 처벌” 지방선거 D-60 앞두고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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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강주

(부산 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이 연구는 언론 보도에서 다루는 가짜뉴스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속성을 악하고, 가짜뉴스

에 한 담론이 각 행 자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한 가짜뉴스에 한 담론에 

따라 사회  실천 논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가짜뉴

스 이슈는 주로 정치 역의 소재 고, 각 언론사들은 공통 으로 가짜뉴스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가짜뉴

스 낙인은 공  사안에 한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논의를 회피하도록 했다. 그리고 맥락  담

론보다 부분  사실 오류에 매몰되도록 했고, 갈등 상황에서 상 측 해석을 사실 논쟁으로 근하며 가짜

뉴스로 낙인 었다. 한 추정과 논리  비약이 클 수밖에 없는 온라인 이용자의 담론 특성을 간과하고 있

었다. 그 결과 정치 담론의 구조는 담론의 취지와 맥락  타당성을 제 로 논하지 못한 채 사실 여부에 

한 시비로 흘 다. 언론사의 보도 담론은 정치 권력, 언론사, 사회  맥락이 상호 계를 통해 향을 미

치고 있었다. 정치 권력과 언론이 력 으로 담론을 형성하면 가짜뉴스 담론은 규제에 이 모아졌지

만, 언론이 사회 맥락  차원에서 외부 문가와 정치 이데올로기가 합할 때 규제보다는 표 의 자유가 

더 시되었다. 

핵심어: 가짜뉴스, 가짜뉴스 담론, 표 의 자유, 비  담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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