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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e news, coupled with the post-truth era, is disrupting democracy and accelerating distrust
in media. In this situation, ‘fact-check news,’ which verifies whether a statement is true, aims
to rebuild the credibility of the media and protect democracy at lar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fact-check news, a new form of journalism, can restore the
declining media credibility rating and recover the media in crisis. In this study, two of the
characteristics of fact-check news distinct from general news were derived: The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implicit method vs explicit method vs visual method) and the clarity of
the judgment (mostly false vs false). We empirically analyzed through what mechanism these
two characteristics could affect the credibility recovery of the media.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edia credibility rating did not increase just because the audiences were exposed to
the fact-check news. The media credibility rating was found to increase through the
mediated effect in the case of fact-check news that verified the claims of a politician. In
other words, only the visual metho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edia credibility rating by
mediating the extent of agreem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fact-check news, which
verified the claim of a conservative group, media credibility rating increased through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Although media credibility rating has risen only in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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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s, these results show that fact-check news may be a concrete way to overcome
the crisis of declining credibility in journalism.
Keywords: fact-check news, media credibility rating, journalism,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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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이 연구는 최근 들어 새로운 저널리즘의 형식으로 등장한 팩트체크 뉴스(fact check news)가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판정 제시 방식과 판
정의 명확성 여부 두 변인에 초점을 두고 팩트체크 뉴스와 매체 신뢰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해 보고자 한다.
2016년 옥스퍼드 사전은 그해 세계의 단어로 '탈 진실'(post-truth)을 선정했다
(McIntyre, 2018). 탈 진실(post-truth)이란 '공중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신념
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국지적 현
상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특성으로 설명했다. 이미 2016년 미 대선에서 진실 보
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 유권자들로부터 대통령을 결정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나 서구 민주주의 국가나 할 것 없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가
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청률과 구독률 감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위기의 원인도 민주주의 발달 정도에 따라, 국가에 따라, 정치 제도에 따라, 문화적 전통에 따
라 다양하다. 이민웅(2003)은 한국 언론의 신뢰 하락에 대해 국가 권력과의 유착 등 정파성,
언론의 상업화, 선정성 논란, 공론장 기능의 부실 등 문제점을 정리하면 20가지도 넘는다고 밝
힌 바 있다.
먼저 전 세계적 언론 위기를 살펴본 후 한국 언론 위기의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널리즘 위기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는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Gronke & Cook, 2007). 가령, 시카고 대학의 전미여론조사연구소가 실시한 미국인 의식조
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000년 41%에서 2010년
42.9% 그리고 2018년에는 45.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이 같은 신뢰도 하락은 이용
자수의 감소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텔레비전을 통해 뉴스를 자주 접한다는
응답은 2016년 57%에서 2018년 49%로 감소했다. 반면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뉴스를 자주
접한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20%로 증가해, 2018년 16%로 하락한 인쇄 신문을 능가
하기 시작했다(Pew Research Center, 2018). 미국 신문사의 편집 책임자가 ‘편집국에서 우
리는 더 이상 저널리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거나 ‘우리는 회사의 경영 압박과 수익에 신경

1) http://gss.norc.org/Get-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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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쓸 수밖에 없다’는 고백은 저널리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kovach
& Rosenstiel, 2014/2014). 이처럼 언론의 역사가 깊고 언론의 자유를 일찍부터 보장했던 서
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언론의 신뢰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시민이 기대하고, 민주사회가 언론에 부여한 원칙과 역할 그리고 책임을 언론이 적절
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Hopmann, Shehata, & Strömbäck, 2015;
Ladd, 2012). 미국 신문편집인협회 윤리 강령(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
Statement of Principles)의 제1조는 언론인의 책임에 대한 것으로 “뉴스와 여론을 수집하고
전파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에게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 보도
혹은 정확성이나 완결성이 부족한 정보는 언론이 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이것이 언론에 대한 불만족과 불신 그리고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민영, 2016). 따라서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언론계 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워싱턴포스트, 뉴리퍼블릭, CBS와 USA투데이 등 미국
주요 언론의 경우 오보나 조작 등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책임을 묻는다.
2014년 3월 뉴욕타임스는 영화 ‘노예 12년’의 주인공이었던 흑인 남성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
는 정정 보도를 내기도 했다. 161년 만의 일이었다(김성해, 2014).
두 번째로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저널리즘이 정보 자본주의에
부적합한 정보 양식이라는 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김승수, 2011). 정당이나 정부 기관지에 불
과했던 신문들이 본격적인 상업 신문으로 탈바꿈 하는 그 중심에 바로 산업혁명이 있었다. 그리
고 신문이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면서 신문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혁명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장이 세분화되고 그로 인해 대중적 광고의 필요성이 쇠퇴하면서 소셜 미디어나 포
털 사이트가 전통 저널리즘을 대체하며 새로운 형태의 정보 소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인공지능(AI)과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함께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 번째로,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 또한 언론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Ladd, 2012; Lee, 2010). 일부 언론이 수지가 맞는 비즈니스 모델로 ‘정파적 선명성’을 강조
하면서 정치인들의 비판 대상이 되었고 시민들 역시 뉴스가 특정 정당에 우호적이라고 인식할 경
우 해당 언론을 불신하기 시작했다(Prior, 2013).
저널리즘 위기가 전 세계적 현상이듯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언론 위기의 가장 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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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이와 같은 세계적 위기에 한국적 특수 요인이 더해졌다는데 있다. 경제 원칙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생존이 지속되면서 정상적 시장 원리에 따른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역대
정권이 산업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기 보다는, 정치적 관리와 통제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실
질적인 정책이 부재했다(윤석민, 2010).
저널리즘은 정치권력, 경제·문화적 권력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감시하고(환경감시기능) 다
양한 사실과 의견 가운데 중요하고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며(의제설정기능), 많은 의견
이 표출되고 주목 받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공동의 경험과
지식 제공 등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라스웰(Lasswell,
1948)이 말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불신은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듦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원인들 외에 가짜뉴스가 ‘탈진실의 시대’와 맞물려 언론 신뢰
도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한 뉴스의 소비와 유통이 급격히 커지면서 알고
리즘에 의한 ‘필터 버블’(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는 필터
링 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은 수용자들을 더욱 고정 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언론 환경 변화는 언론인의 저널리즘 윤리의식을 희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대중으
로 하여금 어느 의견이 전체 여론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저널리즘의 근본 마저 뒤흔
드는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언론 위기가 심화되면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쩍 증가하고 있지만,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는 연구는 많지 않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대
통령을 역임한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양자택일을 하라면 나는 조
금도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언론은 반드시 필요하며 언론 신뢰 회복은 더
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의혹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판정해
보도하는 팩트체크 뉴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팩트체크 뉴스는 사실 검증을 하
는 도구로서의 역할로 시작 됐지만 점차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중요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안(정
은령, 2019)으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역할을 기대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
만 팩트체크 뉴스가 저널리즘의 새로운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수용자가 팩트체크 뉴스에 노출됐
다는 것만으로 해당 매체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 이처럼 형식만 바꿨다고
해서 매체 신뢰도가 쉽게 향상될 수 있다면 언론 종사자들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신뢰 회복을

팩트체크 뉴스가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9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팩트체크 뉴스의 특징들이 어떤 메커니
즘을 통해 매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선행 연구를 통해 예측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
석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문헌 검토
1) 매체 신뢰도
언론학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신뢰도 변수는 출처 신뢰도(Source Credibility Rating)와 매
체 신뢰도(Media Credibility Rating)이다. 이 중에서 매체 신뢰도는 신문사나 방송사 등 우
리가 흔히 매체라고 부르는 전문화되고 제도화된 사회적 커뮤니케이터에 대한 신뢰도로 정의할
수 있다.
매체 신뢰도는 범위에 따라 전체 언론에 대한 신뢰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개별
뉴스 기사에 대한 신뢰로 다시 구분된다(나은경·이강형·김현석, 2009).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신뢰는
낮지만 그 언론사의 개별 기사에 대한 신뢰도는 높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전체 언론에 대한 신뢰는 낮을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 언론사에 대
한 신뢰도는 낮지만, 언론에 대한 신뢰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관련해서는 이같이 3가지 차
원의 신뢰도가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언론 신뢰는 개별 뉴스 기사부터 특정 뉴스 매체
까지 다양한 단위에서 측정되고 있다(Turcotte, York, Irving, Scholl, & Pingree, 2015).
이처럼 ‘신뢰(trust)’는 백년 넘게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변인
이었다. 하지만,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confidence)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다원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그다지 쉬운 개념은 아니다(Vanacker & Belmas,
2009). 바나커와 벨마스에 따르면 신뢰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대상이 미래에 어떤 기대
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언론을 신뢰한다는 것
은 언론이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사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알
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 신뢰는
정보(개별 뉴스 기사)가 아닌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제도로서의 언론)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용
자가 언론의 보도 또는 취재 행위를 기대함으로써 그 기사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Hanitzsch, van Dalen, & Steindl, 2018). 같은 맥락으로, ‘특정 매체에 대한 신뢰’
도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제도로서 전체 언론에 대한 신뢰보다 범위가 한

10

한국언론학보 65권 4호 (2021년 8월)

차원 낮은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열독 신문이나 방송사 등 특정 언론 매체에 대한 수
용자의 신뢰도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가장 좁은 범위의 신뢰도 측정인 ‘뉴스 신뢰도’는 ‘뉴스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로 정의 할 수 있으며(박정의, 2001), 이는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닌 정보(개별 뉴스 기사)에 적용되는 차원으로 수용자의 개별 뉴스 기사에 대한 인식, 태도 등
을 측정하게 된다.
이처럼 언론에 대한 신뢰는 전체 언론과 특정 언론 매체 그리고 개별 뉴스 기사에 대한 신
뢰도 등 세 가지 차원의 신뢰도가 존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언론 매체, 즉 팩트체크
뉴스가 해당 뉴스를 제작한 매체의 신뢰도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현재의 언론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이와 같은 현실에서 팩트체크 뉴스의 수
용성이나 이용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팩트체크 뉴스가 특정 매체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매체 신뢰도가 팩트체크 뉴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용자가 특정 매체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 또는 팩트체크 뉴스를 클릭해
읽어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처럼 팩트체크 뉴스가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
는 이유는 추락한 언론 신뢰를 이제는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저널리즘의 새로운
형식으로 등장한 팩트체크 뉴스가 일반 뉴스와는 달리 언론 신뢰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
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팩트체크 뉴스란 정치가와 모든 선출직 공직자, 여론 주도층 인사 그리고 권력 기관과 각종
단체가 언급한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은 물론 인터넷에 떠다니는 소문에 대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공정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참, 거짓 여부를 알려주는 뉴스를 말한다(정성
욱, 2020). 이처럼 팩트체크 뉴스는 의혹이 높아져 가는 발언의 사실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핵
심 목적인 뉴스이다.
문제 제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언론에 대
한 신뢰는 여전히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다(gallup, 2020). 국가마다 신뢰 하락의 구체적 원인
도 다르며 따라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기존의 뉴스 형태로는 신뢰도를 높이는 일
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연구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형식으로 등장한 팩트체크 뉴
스가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 매체 신뢰도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탐색적 연
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형식으로 등장한 팩트체크 뉴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
고 있는지, 이와 같은 특징이 어떻게 매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양상을 이
어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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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팩트체크 뉴스의 특징
저널리즘의 새로운 형식으로 등장한 팩트체크 뉴스는 일반 뉴스와 비교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가장 큰 차이점은 기자가 직접 의혹이 높아져 가는 발언이나 주장2)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사실 여부를 판정하는 일일 것이다. 미국 저널리즘에서 객관성 규범의
핵심 원칙은 기자는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다(Schudson, 2001). 이런 시각에서 보자
면, 팩트체크 뉴스의 사실 여부 판정은 기존의 보도 관행에 확연히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 팩트
체크 뉴스는 이와 같은 사실 여부 판정의 결과를 암시적으로 또는 텍스트를 통해 명시적으로 제
시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기관에서는 판정 결과를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해 제시하고도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뉴스를 판정 제시 방식(judgment presentation method)
에 따라 ‘암시적’ 제시 방식(implicit method)과 ‘명시적’ 제시 방식(explicit method)으로 구
분하고, 더 나아가 ‘명시적’ 제시 방식이 시각적 판정 시스템까지 포함하고 있으면 ‘시각적’ 제시
방식(visual method)으로 다시 분류했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일반 뉴스와 구분되는 팩트체크
뉴스의 첫 번째 특징이다. 광고나 캠페인에서 결론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방식(explicit
conclusion)은 “X 라는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더 우수하다”처럼 결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이다(Kardes, Kim, & Lim, 1994). 이와 같은 형태의 메시지는 수용자가 메시지를 잘못 해석
할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Kardes et al., 1994). 반대로, 결론을 암시적으
로 알려주는 방식(implicit conclusion)은 결론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다. 이 방식은 수용자를
의도된 결론으로 이끌기 위해 디자인된, 함축적인 주장에 의존한다(Sawyer & Howard,
1991). 결론을 보여주는 데 있어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이 효과적 인
지를 연구한 17편의 논문에 대해 메타 분석한 결과를 오키프(O’keefe, 2002)가 발표했다. 발표
에 따르면 명시적 결론이 암시적 결론 보다 더 설득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렇다면 팩트
체크 뉴스에 있어서도 명시적 방식이 암시적 방식보다 더 효과적일까?
인지부하이론(Cognitive Load Theory)에 따르면 정보 처리를 위한 정신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인지 자원(cognitive resources)이 필요하며, 수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지 자원보다
과제 해결에 더 많은 인지 자원이 필요할 경우 인지적 과부하(cognitive overload)를 일으켜

2) 팩트체크 뉴스는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적 진술에 대해 정확성과 진실성을 검증하는 작업이다(Kohring &
Matthes, 2007). 따라서, 의견이나 주장은 ‘사실성’이 없고 화자의 신념이나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팩트체크 뉴스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사실과 주장이 함께 있는 ‘사실적 주장(factual argument)’의 경우는 주장이 사실을 적
절히 이용하여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검증 가능한 사실’ 부분이 참인지 거짓인지뿐만 아니
라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까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장영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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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학습을 방해하거나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Sweller, 1994). 연구자
들은 이처럼 인지 자원을 더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 논리적인 사고를 방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집중을 분산 시키는 자극물을 제시하거나 (맛있는 쿠키의 유혹, 영화 관람 중 정신을 분산시키는
자극물 제시), 정신 활동의 감소로 인지 자원에서 차이가 나는 두 집단(노인 vs 청년)을 대상으
로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예상대로 인지 자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분석적인 업
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노인집단에서 잘못된 정보에 편견을 가질 가능
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en & Blanchard-Fields, 2000).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암시적 팩트체크 뉴스에 노출될 경우 수용자들은 판정 결과를 스스로 파악해야 하
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과 인지 자원이 필요 하게 되며, 이는 인지 과부하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
이고 따라서 메시지 처리에 어려움을 느껴 팩트체크 뉴스의 수용성이 명시적 팩트체크 뉴스에 노
출됐을 경우보다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같은 논리로 시각적 방식에 노출된 수용자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더 쉽게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지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
라서 명시적 방식에 노출된 수용자보다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를 더 잘 수용할 것이라는 예
상 또한 가능하다.
팩트체크 뉴스의 두 번째 특징은 검증 대상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 판정을 판정 척도를 사
용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판정 척도의 서로 다른 범주(예를 들자면 ‘거짓-대체로 거짓-사실반 거
짓반-대체로 사실-사실’)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대체로 거짓(불명확한)’ 판정과 ‘거짓(명확한)’
판정, 즉 판정의 명확성(the clarity of judgment) 여부가 매체 신뢰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팩트체크 뉴스는 사실 여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이 짙은 발
언을 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판정 결과는 ‘사실’보다는 ‘거짓’이나 ‘대체로 거짓’ 판정이 많을 수
밖에 없다(Graves, 2016). 실제로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SNU 팩트체크 사이트에
올라온 팩트체크 뉴스 가운데 대통령 후보자들의 발언이나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검증한 174
건을 분류한 결과 ‘거짓’이 48건(2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체로 거짓’ 41건
(23.5%), ‘거짓반 사실반’ 37건(21.2%) 등의 순서였으며 ‘사실’은 16건으로 9.2%에 불과했다
(박아란 등, 2018). 특히 논쟁거리가 되는 정치인의 발언은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고 따라서
이들 발언에 대한 검증 결과는 ‘사실’ 혹은 ‘거짓’으로만 구분하기에는 애매한 것이 많다(마동훈
등, 2013).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판정 가운데 하나인 ‘대체로 거짓’을 수용자들은 ‘거짓’과
‘사실’ 사이의 어디쯤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거짓 판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판정 결과의 차이가 의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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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지만 판정 결과가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 ‘대체로 사실’과 ‘대체로 거짓’
을 비교했거나(Fridkin et al., 2015), ‘사실’, ‘사실반 거짓반’, ‘거짓’을 비교한 경우(김선호·백
영민, 2018), ‘거짓’과 ‘대체로 사실’을 비교한 경우(정성욱, 2018) 등에 그치고 있어 방향은 같
고 정도가 다른 판정 결과(‘대체로 거짓’ vs ‘거짓’) 간의 영향력 차이를 보고자 하는 본 논문과는
역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체로 거짓(mostly false)’이란, 발언 내용이 완전히 거
짓은 아니지만, 거짓에 좀 더 가깝다고 판정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대체로 거짓’ 판정은 메시지
의 질적 수준이 높더라도, 즉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더라도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론이 사실이라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야?”라는 질문을 유발할 수 있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거짓’은 일말의 어떠한 가능성 혹은 여지 때문에 ‘(완전한)거짓’이라는 판정
을 내릴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false) 판정은 판정이 일관되기 때문
에, 많은 인지적 노력 없이 읽어 나갈 수 있어서 수용자가 내용을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어
메이진 등(Amazeen et al., 2018)도 명확한 판정의 팩트체크 뉴스를 수용하기 더 쉬운 반면,
‘사실반 거짓반’(half true) 판정은 수용자들이 판정 결과를 수용하기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따라서 판정 결과가 ‘거짓’인 팩트체크 뉴스에 노출된 수용자가 ‘대체로 거짓’에 노출된 수
용자보다 판정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등에서 더 높은 수용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판
정 제시 방식과 판정의 명확성 여부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같은 영향력 차이가 다음 절에서 설
명할 수용성 변인을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다. 또한 두 가지 특징이 매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으로 만들 수 있는 팩트체크 뉴스는 3(암시적, 명시적, 시각적)X2
(대체로 거짓, 거짓), 즉 6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6가지 종류의 팩트체크 뉴스를 읽은
후 해당 매체에 대해 갖는 신뢰도와 일반 뉴스를 읽은 후 해당 매체에 대해 갖는 신뢰도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았다.

연구문제 1: 팩트체크 뉴스에 노출된 수용자와 일반 뉴스에 노출된 수용자의 매체 신뢰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팩트체크 뉴스의 두 가지 특징이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한 매체의 신뢰도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적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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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판정 제시 방식’과 ‘명확성 여부’는 수용자의 매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직접 효과)
을 미치는가?

3) 팩트체크 뉴스의 수용성
팩트체크 뉴스에 노출된 수용자들은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더 나아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팩트체크 뉴스는 특정인의 발언을 제3자적 입장에서 알려주고 그 발언
의 사실 여부를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객관주의 저널리즘과는 달리 발언을 검증하여 사실 여부를
판정하고 더 나아가 판정 결과를 수용하도록 독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뉴스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은 팩트체크 뉴스를 접해본 수용자가 미래에 정치인의 발언을 언급하는 일반 뉴스에
노출될 경우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관련 뉴스 등 추가정보를 찾아보려
는 동기’가 생길 수 있는지에도 관심을 가지려 한다. 그리고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와 판정의
근거 자료 등 중요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비판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팩트체크 뉴스에 대한 수용 정도를 ①판정 결과에 대한 수용자
의 ‘동의 정도(extent of agreement)’ ②‘미래 뉴스 사용 동기(motivation to use news in
the future)’ 그리고 ③뉴스 내용 ‘이해(understanding)’ 등 세 가지로 측정하고자 한다.
세 가지 수용성 변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동의 정도’란 팩트체크 뉴스의 판
정 결과에 대해 수용자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7년
팩트체크 뉴스 이용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47%가 ‘팩트 체크 뉴스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동의했으며, ‘팩트 체크 뉴스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는 43%가 동의했다(김선호⋅김위근, 2017). 정확한 비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동일 조사에서
‘언론인들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한다’는 문항에는 14%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봤
을 때, 수용자들이 팩트체크 뉴스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일반 뉴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팩트체크 뉴스를 정확성과 객관성에 있어서 이처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일반 뉴스와 다
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 뉴스와 달리 팩트체
크 뉴스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판정 결과를 기자가 직접 알려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
거 자료도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링크를 통해 원자료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거 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에 공정성과 당위성이 부여되
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근거를 통한 객관적인 판정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에 따라 팩트체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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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때로는 역효과(backfire effect) 마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정성욱, 2018; Byrne & Hart, 2009; Nyhan & Reifler, 2010)가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수용자들이 진실을 알려주는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보다 선입관이나 정파성을 우선시 한다
면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 거짓임을 알려주는 팩트체크 뉴스
의 판정 결과를 수용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며, 따
라서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Wood & Porter, 2019). 반면, 팩
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에 맞춰 수용자들이 자신들의 기존 생각을 바꾸는 사례와 관련 연구 결
과가 지속적으로 쌓여간다면, 선거 전략가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팩트체크 뉴스는 무엇보다 수용자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팩트체크 뉴스는 수용자가 사실로 생각했던 혹은 의혹은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정치인의 발언이 거짓(또는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을 경험할 경우, 그 이후 미래에 접하
게 되는 뉴스에서도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의문을 품고 스스로 추가정보를 찾아 사실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는 식견 있는 시민(well informed citizen)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식견
있는 시민(well informed citizen)’이란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신중히 생각하며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갖춘 시민으
로 이해될 수 있다(Delli Carpini, 2000; Fishkin, 1991/2003; Schudson, 1998). 따라서
예전에는 당연히 사실로 여겼던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발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던지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찾거나, ‘새로운 정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발렌티노, 허칭스, 뱅크스, 그리고 데이비스(Valentino, Hutchings, Banks, &
Davis, 2008)는 ‘걱정하는 시민이 좋은 시민인가?( Is a Worried Citizen a Good
Citizen?)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이 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 변인들을 연구했는데 ‘정보 추구(information seeking)’가 이
연구에 사용된 3가지 종속 변인(정치적 관심, 정보 추구, 학습) 가운데 하나였다. 즉, ‘정보 추구’
가 식견 있는 시민의 자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다. 또한 실제로 팩트체크 뉴스
에 노출된 수용자들이 이후 접하게 되는 정치인의 발언 등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클레이턴 등(2019)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뉴스에 ‘폴리티팩트(PolitiFact)에 의
해 거짓으로 판정됐다’라는 태그를 붙이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
줄 경우 그 이후 접하게 되는 태그가 없는 가짜 뉴스나 사실 뉴스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경고 메시지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출된 집단에서 사실 뉴스를 거짓으로 믿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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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실험이 본 논문의 종속 변인처럼 ‘미래 뉴스 사용 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은 아니지
만, 경고 메시지에 노출된 실험 참가자들이 심지어 사실 뉴스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고 메시지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른 뉴스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고 메시지처럼 팩트체크 뉴스의 거짓(또는 대체로 거짓)
판정에 노출된다면 이후 정치인의 발언 등을 언급한 뉴스 기사에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고 따라
서 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행위, 즉 ‘미래 뉴스 사용 동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
하다.
이처럼, 민주사회의 ‘식견 있는 시민’을 만드는 것 또한 팩트체크 뉴스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3대 팩트체크 기관(Factcheck.org, PolitiFact, and
Fact Checker)들은 민주 사회의 시민들을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ry)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Young, Jamieson, Poulsen, & Goldring, 2017).
셋째, 세 번째 종속 변인인 ‘이해’는 수용자가 해당 메시지나 미디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
기 위한 지적 작용을 말한다. 맥과이어(McGuire, 1985)의 입출력 모델에 따르면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 정도는 다음 단계인 학습과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여겨져 왔다. 뉴스 ‘이해’를 통해 수용자는 사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담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치 뉴스에 대한 ‘이
해’는 정치적 식견을 늘려주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치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해주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인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팩트체크
뉴스는 사실 여부가 쟁점인 정치인의 발언이나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려준
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뉴스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 할 수 있다.

4) 팩트체크 뉴스의 특징과 수용성 그리고 매체 신뢰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용성 변인들이 매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
다.
뉴스 전달 양식에 따른 뉴스 내용 기억의 차이 등을 분석한 순다(Sundar, 2000)의 연구
에 따르면 텍스트만 있는 뉴스, 사진(Picture) 혹은 오디오(Audio)와 함께 제시되는 뉴스 등 5
개 조건으로 분류한 집단 간에 뉴스 내용에 대한 기억(story recognition) 정도에 대해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지만, 뉴스 신뢰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뉴
스 퀴즈 쇼와 전통적인 라디오 뉴스를 듣는 집단으로 나눈 실험에서도 두 집단 간에 뉴스를 기억
(recognition+recall)하는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지만(퀴즈 쇼 집단의 기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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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높았다) 뉴스 신뢰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Lowrey, Young, &
Cain, 2008). 물론 이 실험이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은 아니었지만, 이 같은 분석 결
과는 전통적인 뉴스 형태가 아닌 퀴즈 쇼 형태의 뉴스에 노출되더라도 전통적인 뉴스보다 기억
정도가 높아질 경우 퀴즈 쇼에 대한 신뢰도가 라디오 뉴스에 대한 신뢰도와 다르지 않을 만큼 증
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만들어 준다.
또한 이들 두 연구가 본 논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이해 정도와는 다르게 기억을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억과 이해가 질적으로 모두 인지적 정보처리 현상을 가리킨다는 점에 주목해 본
다면(Robinson & Levy, 1986), 이해가 높아진 뉴스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
상이 가능하다. 반면 순다(2000)의 연구에서처럼 이해와 신뢰도 간에 상관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 정도가 매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동의 정도’와 ‘미래 뉴스 사용 동기’는 매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체 신뢰도 측정은 전체 언론에 대한 신뢰도 측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박정의,
2001). 예컨대 매체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보원으로서의 미디어의 특성 혹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의 특성에 주목해 메시지의 정확성(accuracy), 편향되지 않음(unbiased), 완성
도(be careful in its grammar and spelling), 질(quality) 등이 뉴스 매체의 신뢰도 측정을
위한 항목으로 개발됐다(양혜승, 2012).
이처럼 개념이나 측정 방법이 유사한 개별 뉴스와 언론사 그리고 전체 언론의 신뢰도는 서
로 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먼저,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개별 뉴스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보원(특정 매
체)이 독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보원 신뢰도는 개별 뉴스를 통해 독자의 태도 변화에 많은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ovland & Weiss, 1951; Kao, 2013). 실례로 국내의 경우 과다한 광
고물과 선정적 광고물로 인하여 언론사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날 경우 해당 언론사
사이트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혜승, 2012).
그렇다면, 반대로 개별 뉴스에 대한 신뢰는 해당 언론사나 전체 언론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과 TV
정치 토크쇼 등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비해 대체적으로 언론 매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또는 청취 정도가 높을수록 언론 매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
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fau, Moy, Radler, & Bridgeman, 1997: 박재영·김세은,
2004 재인용). 즉, 방송사나 라디오의 개별 프로그램이 언론 매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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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별 뉴스나 방송사의 개별 프로그램이 언론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개별
뉴스로서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는 해당 매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페이스북에서 의견 지도자(opinion leader)로 알려진 페이스북 친구가 추천한 뉴스를 읽
은 사람들은 해당 뉴스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의견 지도자가 아닌
일반 페이스북 친구가 추천한 뉴스를 읽은 사람들은 해당 뉴스를 작성한 언론사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Turcotte et el., 2015). 이는 호감도가 높은 친구로부터 추천 받은
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자세히 읽게 되고 이를 통해 높아진 뉴스의 설득력이 해당 언론
사의 신뢰도를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팩트체크 뉴스 판정 결
과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다는 것도 결국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고 따라서 해당 팩트체크 뉴스를 작성한 언론사의 신뢰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이유이다. 또한, 정치 신뢰와 정치인 신뢰의 관계(Warren, 1999), 그리고 메시지와 메시지 작
성자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등이 선행 연구들에서 누적적으로 밝혀졌다는 점(Roberts, 2010)
에서, 팩트체크 뉴스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할수록(판정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뉴스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수준 역시 높을 것이고 이를 통해 해당 매체의
신뢰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해 팩트체크
뉴스 판정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매체에 대한 신뢰도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가
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팩트체크 뉴스에 대한 수용 정도, 즉 수용성은 매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 팩트체크 뉴스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3-2: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매체에 대한 신뢰
도는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3-3: ‘미래 뉴스 사용 동기’가 증가할수록 해당 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2) 팩트체크 뉴스의 특징’에서 시각적 방식은 명시적 방식보다 그리고 명시적 방
식은 암시적 방식보다 판정 결과를 더 잘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거짓 판정 역시 대체로
거짓 판정보다 더 높은 수용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팩트체크 뉴스의 특징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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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같은 영향력 차이를 통해 ‘이해’, ‘동의 정도’ 또는 ‘미래 뉴스 사용 동기’를 매개로 매체 신
뢰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탐색적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구체적
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4: ‘판정 제시 방식’과 ‘판정의 명확성 여부’는 ‘이해’, ‘동의 정도’ 또는 ‘미래 뉴스 사용 동
기’를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팩트체크 뉴스의 두 가지 특징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한다면 수용성 변인에 의
한 매개효과가 팩트체크 뉴스의 두 가지 특징에 의해 조절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5: 수용성 변인들에 의한 매개 효과가 팩트체크 뉴스의 두 가지 특징에 의해 조절되는 조
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가?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뉴스의 두 가지 특징을 독립 변인으로 삼아 3(판정 제시 방식: 암시적
방식 vs 명시적 방식 vs 시각적 방식) X 2(판정의 명확성 여부: 대체로 거짓 vs 거짓) 피험자
간(between-subjects) 요인 설계를 적용한 온라인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조건은 모두 6개이
며 이와 같은 실험 조건에 맞춰 자극물인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팩트체크 뉴스와
비교를 위한 일반 뉴스로는 정치인이나 특정 집단의 발언만을 언급하는 단신 뉴스(brief news)
를 선정했다. 따라서 6개의 팩트체크 뉴스는 실험 조건과 일치하는 6개의 집단에 각각 제공되고,
1개의 단신 뉴스는 단신 뉴스 집단에 자극물로 제공되었다.

1) 표본
본 연구는 조사 전문 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이 보유한 온라인패널 중 18세 이상 1950명을 대상
으로 2019년 4월과 5월 각 사실적 주장(factual argument)마다 650명씩 3차례(정치인의 사
실적 주장, 보수 단체의 사실적 주장, 이익 집단의 사실적 주장)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참가자 중 유사한 질문임에도 정반대로 대답하는 등 불성실한 응답을 한 35명을 제외하고
1915명이 최종 표본에 포함됐다. 각 주장의 표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치인 주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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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남성과 여성은 각각 310명씩 50%를 차지했으며, 각 연령대(만 18~29세:20.2%, 30
대:19.7%, 40대:20.0%, 50대:20.0%, 60대 이상:20.2%)도 정확히 20%씩 포함되도록 구성
했다. 이처럼 할당 표집을 실시해 성별과 연령대가 동일한 비율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표본의 대
표성을 높였다. 보수 단체와 이익 집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처럼 성별과 연령대를 정치인의 주
장에 적용된 비율과 동일해지도록 할당표집을 실시했다. 학력은 정치인 주장(보수 단체 주장, 이
익 집단 주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7.4(15.0, 17.1)%, 4년제(2년제 포함) 대학 졸
업(중퇴 포함) 또는 재학이 67.7(71.2, 68.9)%, 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이 13.5(13.8, 14.0)%
를 차지했다.

2) 분석 대상 이슈 선정과 작성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팩트체크 뉴스의 검증 대상은 정치인과 모든 선출직 공직자, 권력 기관
그리고 각종 단체가 언급한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다. 따라서 특정 기관이나 집단의 주장만을 검
증하지 않고, 정치인과 보수 단체, 이익 집단의 주장 등 모두 세 개의 사실적 주장을 선택해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ation)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가급적 사실 여부 판정의 효과가 특정 집
단이나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전체 수용자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이어야 한
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면서 가급적 오래된 기사를 선정해 실험 참가자들의 자연적 망각
효과를 이용하고자 했다. 이는 각 주장당 7개씩 총 21개의 자극물을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
에 어느 정도는 기존 뉴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에 맞는 주장이 있으
면 주장의 핵심 주제는 빌려오면서 주장의 대상이나 특정 내용을 조금 다르게 바꾸는 방식을 사
용했다.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의 적자를 키웠다’란 정치인의 주장을 KBS가 팩트체
크 했는데(2018.10.22.), ‘탈원전 정책’을 ‘증가한 안전 점검 일수’로, ‘적자’를 ‘그럼에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다’ 등으로 바꾸는 것처럼 특정 내용 한두 가지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방법 등을
사용해 기존 팩트체크 뉴스를 실험 자극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분석 대상 주장은, 기존 뉴스이지만 가급적 오래된 뉴스 그리고 사실 여부가 논
란이 되었던 주장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우리 정부가 현금으로 70억 달러를 퍼주었기 때문
에 북이 핵을 만들 수 있었다”란 발언은 보수 단체의 사실적 주장,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한국
전력의 경우 경영적자를 기록했다”란 발언은 정치인의 주장 그리고 “두 자릿수 최저 임금 인상으
로 자영업 폐업률이 90%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란 발언은 이익 집단의 사실적 주장들이다. 따라
서 이들 발언의 주체를 바꾸거나 또는 발언 가운데 일부 내용을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하여 본 논
문의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극물로 만들었다.

팩트체크 뉴스가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21

3) 실험 디자인과 자극물
선정된 3가지 주장을 각 집단의 실험 조건에 따라 변화시켜 가며 팩트체크 뉴스를 작성했다. 실
험 자극물인 팩트체크 뉴스는 모두 실제 뉴스 기사처럼 보이도록 기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포
털에서 보이는 뉴스 형식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뉴스 내용이 정파적으로 편향되었을 것이라는 오
해를 주지 않도록 보수나 진보 이념 논리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언론사(YTN)를 선택했
다3).
먼저 6개 집단에 주어지는 실험 자극물, 즉 팩트체크 뉴스는 각각의 실험 조건에 맞게 작성
되었다(<Table 1> 참조). 다음으로 단신 뉴스 집단에 주어지는 자극물은 정치인이나 특정 집단
의 발언만을 언급하는 뉴스로 반대되는 주장이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
되지 않은 스트레이트, 즉 단신 기사(brief news)이다.
Table 1. Differences in Experimental Conditions according to Groups
Group Classification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Clarity of the Judgment

Group1([부록1] 참조)

Implicit Method

Mostly False

Group2([부록2] 참조)

Implicit Method

False

Group3([부록3] 참조)

Explicit Method

Mostly False

Group4([부록4] 참조)

Explicit Method

False

Group5([부록5] 참조)

Visual Method

Mostly False

Group6([부록6] 참조)

Visual Method

False

X

X

Brief News Group
([부록7] 참조)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2가지 독립 변인 가운데 하나인 판정 제시 방식에 따른 팩트체크 뉴
스 구분에서 암시적 방식과 명시적 방식의 차이는(판정의 명확성 여부가 같다면) 마지막 문장에
판정 문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조작하였다. 즉, 암시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팩트체크 뉴스의 제
일 마지막 문장 다음에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한국 전력은 경영적자를 기록했다는 OOO의 발
언은 대체로 거짓(혹은 거짓)이다’가 추가적으로 더해지고 있는 뉴스가 명시적 방식의 팩트체크
뉴스이다.

3)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2019년 공동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매체는 Jtbc, YTN, KBS 순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평가는 아니지만, Jtbc는 진보 성향 매체로 분
류되고 있기 때문에 YTN을 자극물에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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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각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뉴스는 이와 같은 명시적 방식의 팩트체크 뉴스에 시각적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작하였다.
두 번째로, 판정의 명확성 여부에 따른 구분은 판정이 ‘거짓’, 즉 한가지 판정으로 명확한지
아니면 ‘대체로 거짓’, 즉 상반된 판정을 포함하고 있어 불명확한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거짓’ 판
정은 판정 결과는 물론 판정의 근거 자료가 모두 ‘거짓’ 판정을 지지해주는 요소들로 구성되도록
조작하였으며, ‘대체로 거짓’ 판정은 ‘거짓’뿐만 아니라 ‘사실’ 가능성도 존재함을 알려주는 근거를
통해 ‘완전한 거짓’ 판정이 될 수 없도록 조작하였다.

4) 실험 절차
온라인 실험은 총 3개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한 주에 하나의 주장씩 3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매
주 조사 전문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보유한 온라인패널 중 650명을 할당표집 방식에 의해
선정했으며 이들 650명의 실험 참가자들(다음 실험에서는 기존 참가자들은 배제)을 팩트체크 뉴
스 집단에는 백 명씩, 단신 뉴스 집단에는 오십 명씩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3주에 걸쳐 매주 실
시되는 온라인 실험은 자극물로 제시되는 팩트체크 뉴스가 다를 뿐이지 실험 방법과 절차는 동일
하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실험 중간에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점, 중단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그리고 실험 과정에 위험 요소가 없음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물었다. 실험 참여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참여자는 “평소 포털 화면에서 뉴스를 읽는 것처럼 읽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읽는 것으로 시작된다.
2단계에서는 수용자 특성, 즉 인구 통계학적 속성(성별, 연령, 교육정도, 소득수준)과 수용
자의 정치적 성향을 묻게 된다.
질문에 응답했으면 3단계가 시작되는데, 실험 참가자가 속한 집단의 조건에 맞는 뉴스 자
극물이 제시된다. 제시된 뉴스를 다 읽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 수용자는 조작화 검증을 위한 문
항에 답해야 한다(4단계).
5단계에서 실험 참가자는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와 팩트체크 뉴스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그리고 ‘미래 뉴스 사용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마지막 6단계에서 실험 참가자는 자신이 읽은 뉴스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응
답하게 되면 모든 실험을 끝마치게 된다.
단신 뉴스 집단에 노출된 피실험자는 1,2단계를 거친 뒤 3단계 뉴스 자극물(단신 뉴스)을
읽고 바로 6단계로 가서 ‘매체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 실험을 끝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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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변인 측정

(1) 정치적 성향(partisanship):
정치적 성향 변인은 실험 참가자의 이념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7점의 리커트 척도(1 = ‘매우 진
보적이다’; 7 = ‘매우 보수적이다’)를 이용해 측정했다(정치인:M = 3.71, SD = 1.18; 보수
단체:M = 3.81, SD = 1.22; 이익 집단:M = 3.83, SD = 1.25)

(2) 인구통계학적 속성:
인구통계학적 속성으로 성별(sex), 연령(age), 교육수준(education), 소득수준(monthly
income)을 측정했다. 성별은 더미 변수로(세 가지 주장 모두 남녀 각각 50%씩 할당표집 실시),
연령은 만 연령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했다(정치인:M = 43.89, SD = 13.71; 보수 단
체:M = 44.01, SD = 13.62; 이익 집단:M = 44.28, SD = 13.57).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1), ‘4년제(2년제 포함) 대학 졸업(중퇴 포함) 또는 재학’(2), ‘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
이상’(3) 중에서, 소득수준은 ‘월100만원 미만’(1)부터 200만원 단위로 ‘900만원 이상’(6) 중에
서 해당 사항을 선택하게 했다.

(3) 종속변인
① 이해(understanding):
이해 정도 측정은 뉴스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묻는 방식 보다는 뉴스를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이
해 했는지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해 정도를 7점 척도(1 : very difficult to
comprehend, 7 : very easy)로 측정한 브랜스포드와 존슨(Bransford & Johnson, 1972)
의 연구 그리고 이해 정도를 2개의 문항(얼마나 쉽게 이해 했는가? 이해했다고 느끼는 정도는?)
으로 측정한(range:-4 to +4) 렛네쉬워와 차이켄(Ratneshwar & Chaiken, 1991)의 연구
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뉴스의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란 단일 문항
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 – (8) 매우 그렇다의 8점 리커트 척도로 이해 정도를 측정하였다
(정치인:M = 5.10, SD = 1.63; 보수 단체:M = 5.25, SD = 1.64; 이익 집단:M = 5.16,

SD = 1.52).

② 판정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는 “팩트체크 뉴스가 A 정치인의 주장을 거짓(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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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 내렸습니다. 이 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응답자
의 동의 정도를 8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 =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했
다(정치인:M = 5.39, SD = 1.77; 보수 단체:M = 5.37, SD = 1.91; 이익 집단:M =
5.10, SD = 1.71).

③ 미래 뉴스 사용 동기:
미래 뉴스 사용 동기는 실험 참가자에게 “앞으로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발언을 뉴스를 통해 접하
게 될 경우 이 발언의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정보를 찾아보시겠습니까?”라는 문항을 이
용하여 8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8 = ‘매우 그럴 것이다’)로 측정했다
(정치인:M = 5.23, SD = 1.40; 보수 단체:M = 5.26, SD = 1.42; 이익 집단:M = 5.20,

SD = 1.32).

④ 매체 신뢰도: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①‘이전 화면에서 읽은 뉴스를 제작한 매체는 믿을 만하다’, ②‘이전
화면에서 읽은 뉴스를 제작한 매체는 정확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한다’, ③‘이전 화면에서 읽은
뉴스는 깊이가 있다’의 3개 항목(Flanagin & Metzger, 2007)을 8점 척도(1 = 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8 = 매우 동의한다)를 이용해 측정했다. 그리고 3개 항목의 평균을 계산해 ‘매체 신
뢰도’로 사용했다(정치인:α = .95, M = 4.40, SD = 1.35; 보수 단체:α = .96, M = 4.17,

SD = 1.52; 이익 집단:α = .94, M = 4.42, SD = 1.32).

6) 분석 방법
팩트체크 뉴스를 자극물로 제시받은 6개 집단과 단신 뉴스를 제시받은 집단 사이에 매체 신뢰도
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팩트체크 뉴스의
두 가지 특징으로 구성된 두 개의 독립 변인이 매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수용성 변인이 매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령과 정치성향, 성별, 교육
수준 그리고 소득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변인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개의 독립 변인이 수용성 변인을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매크로(SPSS PROCESS Macro;
Hayes, 2017)를 활용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했다. 프로세스 매크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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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경우 단순 매개 과정뿐만 아니라 매개 효과가 조절 변인에 의해 달라지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적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분석결과
1) 조작화 검증
연구문제와 가설 검증에 앞서 판정의 명확성 여부에 대한 조작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
증했다. 판정제시방식은 판정 결과가 텍스트를 통해 제시된 것인지 또는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 등 시각적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자극물(부록 참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은 제외했다. 명확성 여부의 경우 판정 결과가 ‘거짓’인 팩트체크 뉴스를 제시 받은 집단과
‘대체로 거짓’ 판정을 제시 받은 집단 사이에 판정 결과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실험 참가자에게 “이 정치인의 주장에 대해 앞에서 제시된 뉴스는 어떠한 판정을 내렸나요?”
라고 질문하고, 판정 결과를 5점 리커트 척도(1=‘거짓’, 5=‘사실’)로 측정했다. t-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결과, 세 가지 주장 모두에서 판정 결과가 ‘거짓’인 집단은 ‘대체로 거짓’ 집단에 비해 연구
자가 의도한 대로 판정 결과를 거짓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Table 2> 참조>.
Table 2. Recognition of the Judgment Result of the Experiment Participants
Factual argument

Exposure to ‘mostly false’
judgment

Exposure to ‘false’
judgment

t

p

Politician

M = 2.49, SD = .93

M = 2.23, SD = 1.1

3.07

.002

Conservative
Group

M = 2.55, SD = .97

M = 2.31, SD = 1.07

2.89

.004

Interest Group

M = 2.74, SD = .95

M = 2.45, SD = 1.13

3.41

.001

2) 팩트체크 뉴스와 단신 뉴스 간의 매체 신뢰도 차이
연구문제 1은 팩트체크 뉴스와 일반 단신 뉴스가 해당 매체 신뢰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집단별 매체 신뢰도 평균을 구해본 결과 <Table 3>처럼 정치인
의 주장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에 노출된 집단(집단1~집단6)은 6개 집단 모두 정치인의 주장
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단신 뉴스에 노출된 집단보다 매체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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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팩트체크 뉴스 집단과 단신
뉴스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매체 신뢰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 = .65, p =
.693, partial η2 = .006).
Table 3. Media Credibility Rating by Group (Verification of Politician’s Claim)
Group

M

SD

N

1

4.37

1.31

96

2

4.34

1.23

92

3

4.31

1.23

96

4

4.55

1.40

93

5

4.48

1.57

95
98

6

4.35

1.35

Brief News

4.13

1.70

50

Total

4.38

1.38

620

다음으로 <Table 4>처럼 보수 단체의 주장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에 노출된 6개 집단 모
두 보수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단신 뉴스에 노출된 집단보다 매체 신뢰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4. Media Credibility Rating by Group (Verification of Conservative Group’s Claim)
Group

M

SD

N

1

4.13

1.50

100

2

4.02

1.45

100

3

4.37

1.54

98

4

4.09

1.60

99

5

4.07

1.46

101

6

4.32

1.57

97

Brief News

3.12

1.78

50

Total

4.08

1.57

645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7개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매체 신뢰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 = 4.24, p = .000, partial η2 = .038). 구
체적으로 어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
과 팩트체크 뉴스 6개 집단 모두 매체 신뢰도가 단신 뉴스 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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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onferroni Comparison of Media Credibility Rating between Brief News Group and Fact Check
News Groups(Verification of Conservative Group’s Claim)
(I) Group

95% Confidence Interval

(J) Group

Mean
Difference(I-J)

Std. Error

Sig.

1.00

-1.01*

.27

2.00

-.90*

3.00

-1.25*

4.00

Brief News

Lower Bound

Upper Bound

.004

-1.83

-0.19

.27

.018

-1.71

-0.08

.27

.000

-2.07

-0.43

-.97*

.27

.006

-1.79

-0.16

5.00

-.95*

.27

.008

-1.77

-0.14

6.00

-1.20*

.27

.000

-2.02

-0.38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5 level.

마지막으로 <Table 6>처럼 이익 집단의 주장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에 노출된 6개 집단
모두 이익 집단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단신 뉴스에 노출된 집단보다 매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팩트체크 뉴스
집단과 단신 뉴스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매체 신뢰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
= 1.34, p = .237, partial η2 = .012).
Table 6. Media Credibility Rating by Group (Verification of Interest Group’s Claim)
Group

M

SD

N

1

4.33

1.24

100

2

4.54

1.19

100

3

4.43

1.35

98

4

4.63

1.34

100

5

4.27

1.44

100

6

4.36

1.32

100

Brief News

4.08

1.72

50

Total

4.40

1.35

650

3) 팩트체크 뉴스가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

(1) 정치인의 주장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
연구문제 2는 판정제시방식과 명확성 여부의 두 변인이 수용자의 매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Table 7>처럼 두 변인 모두 매체 신뢰도에 미
치는 직접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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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3-1,2,3은 수용성 변인이 매체 신뢰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검증 결과 동의 정도(B = .23, p = .000)가 높을수록 매체 신뢰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1은 검증되었다(<Table 7> 참조). 하지만 이해 정도나 미래 뉴스 사용 동기
는 매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Verification of Politician’s Claim)
Understanding

Predictor

Extent of agreement

Motivation to use
news in the future

Media credibility
rating

B

SE

p

B

SE

p

B

SE

p

B

SE

p

Constant

4.54

0.60

.000

7.51

0.59

.000

4.80

0.50

.000

3.94

0.57

.000

Sex

-0.27

0.14

.049

0.01

0.13

.948

-0.41

0.11

.000

0.01

0.11

.923

Age

0.01

0.01

.078

-0.01

0.01

.005

0.01

0.00

.002

0.00

0.00

.293

Partisanship

-0.14

0.06

.022

-0.63

0.06

.000

-0.22

0.05

.000

-0.06

0.05

.292

Education

0.15

0.13

.248

-0.10

0.12

.440

0.17

0.11

.111

-0.04

0.10

.673

Monthly
income

0.11

0.06

.049

0.10

0.06

.096

0.10

0.05

.047

0.04

0.05

.403

Explicit

0.61

0.53

.250

0.85

0.52

.102

0.32

0.44

.473

-0.54

0.42

.202

Visual

0.77

0.53

.146

0.66

0.52

.198

0.68

0.44

.121

0.06

0.42

.892

Clarity

0.16

0.24

.489

0.32

0.23

.173

0.42

0.20

.037

-0.11

0.19

.566

Explicit x
Clarity

-0.27

0.33

.428

-0.37

0.33

.266

-0.20

0.28

.466

0.35

0.27

.190

Visual x
Clarity

-0.34

0.33

.314

-0.22

0.33

.511

-0.47

0.28

.092

-0.03

0.27

.903

Understanding

-0.05

0.03

.139

Extent of
agreement

0.23

0.04

.000

0.00

0.04

.959

Future
news
motivation
R2

.04
.21
.09
.11
F(p)
2.26(.014)
15.11(.000)
5.33(.000)
5.43(.000)
Note: Coefficients are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Explicit: 1=Explicit method, 0=Others; Visual:
1= Visual method, 0=Others.

다음으로 <Table 7>을 보면, 수용성 변인인 이해와 동의 정도 그리고 미래 뉴스 사용 동기
에 대해 판정 제시 방식과 명확성 여부가 유발하는 상호작용효과는 어느 것도 유의미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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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문제 4는 이처럼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판정제시방식과
명확성 여부의 두 변인이 이해, 동의 정도 또는 미래 뉴스 사용 동기를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령과 정치성향, 성별, 교육 수준 그리고 소
득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호작용항을 제외하고 두 독립 변인을 투입한 모형이 이해, 동의정
도 또는 미래 뉴스 사용 동기를 거쳐 매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지 탐색
적 연구를 실시했다(<Figure 1> 참조). 분석은 프로세스 매크로(Hayes’ process macro 3.4)
를 이용(model 4)하여 5,000회 재표본추출(re-sampling) 작업을 통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Figure 1. PROCESS macro model 4(Mediation Effect)
Note. If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i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clarity of judgment is input as a
covariate. Similarly, if the variable of clarity of judgment i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is input as a covariate.

분석 결과 판정 제시 방식이 이해, 동의 정도 또는 미래 뉴스 사용 동기를 매개로 매체 신
뢰도에 미치는 매개 효과는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의 정도의 매개효과(p < .05)만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각적 방식은 암시적 방식보다 동의 정도를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매개 효과(B = .08, 95% CI: .004~.171)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시각적 방식에 노출된 실험 참여자는 암시적 방식에 노출된 실험 참여자보다 동의 정도가 높
아져서 매체 신뢰도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성 여부 변인이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매개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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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of Politician’s Claim
Mediation Path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

Clarity

Understanding

Agreement

→

→

J.P.M.

B

Boot SE

Boot 95% CI

Explicit

-.01

.01

-.044 ~ .010

Visual

-.01

.01

-.048 ~ .011

Explicit

.07

.04

-.003 ~ .150

Visual

.08

.04

.004 ~ .171

Explicit

.00

.01

-.017 ~ .017

Visual

.00

.01

-.014 ~ .019

Credibility

Credibility

Future news
use

→

→

Understanding

→

Credibility

.00

.01

-.017 ~ .022

Clarity

→

Agreement

→

Credibility

.03

.03

-.033 ~ .089

Clarity

→

Future news
use

→

Credibility

.00

.01

-.026 ~ .025

Credibility

결론적으로, 판정제시방식과 명확성 여부의 두 변인이 매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는 못했으며, 매개 효과는 판정제시방식 가운데 시각적 방식만이 동의 정도를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수용성 변인 중에는 동의 정도가 매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수 단체의 주장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
연구문제 2는 두 독립 변인, 즉 판정제시방식과 명확성 여부가 수용자의 매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Table 9>처럼 두 변인 모두 매체 신뢰도
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가설 3-1,2,3은 수용성 변인이 매체 신뢰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검증 결과 동의 정도(B = .12, p = .002)가 높을수록 매체 신뢰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1은 검증되었다(<Table 9> 참조). 하지만 이해 정도나 미래 뉴스 사용 동기
는 매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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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Verification of Conservative Group’s Claim)
Understanding

Extent of agreement

Predictor

B

SE

p

B

SE

p

Motivation to use
news in the future

B

SE

p

Media
credibility rating

B

SE

p

Constant

4.38 0.48 .000

8.04

0.50

.000

6.33 0.42 .000

2.28

0.60

.000

Sex

-0.09 0.14 .513

-0.10

0.14

.459

-0.21 0.12 .077

0.30

0.13

.019

Age

0.02 0.01 .000

0.00

0.01

.593

0.01 0.00 .124

0.00

0.01

.919

Partisanship

-0.19 0.05 .001

-0.74

0.06

.000

-0.27 0.05 .000

0.05

0.06

.358

Education

0.21 0.13 .106

0.17

0.13

.203

0.04 0.11 .748

0.15

0.12

.208

Monthly income

0.08 0.06 .180

-0.04

0.06

.496

0.00 0.05 .939

0.08

0.06

.175

Explicit

0.29 0.23 .207

0.50

0.24

.035

-0.10 0.20 .609

0.22

0.22

.317

Visual

0.45 0.23 .046

0.02

0.23

.937

-0.26 0.20 .182

-0.04 0.21

.871

Clarity

-0.02 0.23 .931

-0.02

0.24

.949

-0.09 0.20 .634

-0.09 0.21

.661

ExplicitxClarity

-0.08 0.32 .800

-0.23

0.33

.490

0.03 0.28 .916

-0.17 0.30

.582

VisualxClarity

-0.10 0.32 .746

0.70

0.33

.036

0.45 0.28 .109

0.24

0.30

.422

-0.04 0.04

.309

Extent of
agreement

0.12

0.04

.002

Future news
motivation

0.05

0.05

.295

Understanding

R2

.06

.26

.06

.05

F(p)

3.56(.000)

20.38(.000)

3.93(.000)

2.17(.010)

Note: Coefficients are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Explicit: 1=Explicit method, 0=Others; Visual: 1=
Visual method, 0=Others.

다음으로 <Table 9>를 보면 판정제시방식과 명확성 여부가 ‘동의 정도’에 대해 유발하는 상
호작용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문제 5는 이처럼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할 경
우 수용성 변인에 의한 매개 효과가 팩트체크 뉴스의 두 가지 특징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령과 정치성향, 성별, 교육 수준 그리고 소득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 개의 독립 변인 그리고 판정제시방식과 명확성 여부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이 이해,
동의정도 또는 미래 뉴스 사용 동기를 거쳐 매체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 연구
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판정제시방식(명확성 여부)이 매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명
확성 여부(판정제시방식)가 이해와 동의 정도 또는 미래 뉴스 사용 동기의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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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를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은 프로세
스 매크로(Hayes’ process macro 3.4)를 이용(model 8)하여 5,000회 재표본추출
(re-sampling) 작업을 통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Figure 2> 참조).
프로세스 매크로는 SPSS에서 매개 효과뿐만 아니라 이처럼 매개 변인이 조절 변인에 의해 달라
지는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확장 프로그램으로 Model 8은 조절된 매개 효과 분
석을 제공한다.

Figure 2. PROCESS macro model 8(Moderated Mediation Effect)
Note: If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i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clarity of judgment is input as
a moderating variable. Similarly, if the variable of clarity of judgment i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is input as a moderating variable.

분석 결과 <Table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확성 여부가 동의 정도의 매개효과를 조절하
는지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명시적 방식에서는 95% 신뢰 구간이 CI: -.125 ~ .056, 시각적
방식에서는 95% 신뢰 구간이 CI: .001~ .206으로 나타나 시각적 방식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
석됐다. 즉 시각적 방식은 암시적 방식보다 동의 정도를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더 높고 이를 명확성 여부가 조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각적 방식이 동의 정도를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명확성 여부, 즉 판정 결과가 거짓인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11> 참조). 또한 판정제시방식이 동의 정도의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도 명시적 방식에서는 95% 신뢰 구간이 CI: -.127 ~ .051, 시각적 방식에
서는 95% 신뢰 구간이 CI: .001~ .204으로 나타나 시각적 방식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해와 미래 뉴스 사용 동기를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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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oderated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of Conservative Group’s Claim
Independent Moderating
variable
variable

Mediation Path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

Clarity

→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Clarity

Understanding

→ Credibility

Understanding

→ Credibility

Index Boot SE

Boot 95% CI

Explicit

Clarity

.00

.02

-.039 ~ .046

Visual

Clarity

.01

.02

-.032 ~ .052

Explicit

.00

.02

-.036 ~ .048

Visual

.00

.02

-.034 ~ .053

Explicit

Clarity

-.03

.04

-.125 ~ .056

Visual

Clarity

.08

.05

.001 ~ .206

Explicit

-.03

.04

-.127 ~ .051

Visual

.08

.05

.001 ~ .204

Explicit

Clarity

.00

.02

-.051 ~ .046

Visual

Clarity

.02

.03

-.036 ~ .101

Explicit

.00

.02

-.051 ~ .045

Visual

.02

.03

-.039 ~ .103

Clarity

→ Agreement → Credibility

→ Agreement → Credibility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

Clarity

→

Future
news
use

→ Credibility

Future
news
use

→ Credibility

Clarity

Clarity

Table 11. Conditional mediating effect of Extent of agreement according to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and clarity(Verification of Conservative Group’s Claim)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Mediation Path

Judgment
presentation
method

→

Agreement →

Credibility

Clarity

B

Boot SE

Boot
95% CI

0

.00

.03

-.061 ~ .062

1

.08

.04

.015 ~ .182

Visual

Note: Clarity: 0=Mostly false, 1=False

결론적으로, 판정제시방식과 명확성 여부의 두 독립 변인이 매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각적 방식이 동의 정도를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매개효과
는 좀 더 명확한 판정(거짓 판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명확성 여부에 따른 동의정도의 조
절된 매개 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의 정도가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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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익 집단의 주장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
연구문제 2는 두 독립 변인, 즉 판정제시방식과 명확성 여부가 수용자의 매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Table 12>처럼 두 변인 모두 매체 신뢰도
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가설 3-1,2,3은 수용성 변인이 매체 신뢰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검증 결과 동의 정도(B = .25, p = .000)가 높을수록 매체 신뢰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1은 검증되었다(<Table 12> 참조). 하지만 이해 정도나 미래 뉴스 사용 동
기는 매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Verification of Interest Group’s Claim)
Understanding

Extent of agreement

Predictor

B

SE

p

Motivation to use
news in the future

Media
credibility rating

B

SE

p

B

SE

p

B

SE

p

Constant

3.95

0.55 .000

7.31

0.59

.000

4.95

0.48

.000

3.12

0.55

.000

Sex

0.24

0.12 .048

-0.02

0.13

.854

-0.21 0.11

.053

0.00

0.10

.966

Age

0.00

0.01 .721

-0.01

0.01

.038

-0.01 0.00

.146

0.00

0.00

.602

-0.18 0.05 .000

-0.45

0.05

.000

-0.10 0.04

.030

-0.01 0.04

.875

Partisanship
Education

0.21

0.11 .067

-0.15

0.12

.219

0.12

0.10

.222

-0.15 0.10

.121

Monthly income

0.11

0.05 .028

0.01

0.05

.811

0.11

0.04

.008

0.00

0.04

.983

Explicit

0.64

0.47 .177

-0.17

0.51

.734

1.12

0.41

.006

0.12

0.40

.763

Visual

0.63

0.47 .181

0.10

0.51

.849

0.99

0.41

.016

-0.06 0.40

.873

Clarity

0.52

0.21 .014

0.16

0.23

.480

0.34

0.18

.063

0.14

0.18

.444

ExplicitxClarity

-0.34 0.30 .256

0.12

0.32

.701

-0.64 0.26

.014

-0.02 0.25

.928

VisualxClarity

-0.41 0.30 .171

-0.04

0.32

.907

-0.69 0.26

.008

-0.03 0.25

.891

Understanding

0.01

0.03

.854

Extent of
agreement

0.25

0.03

.000

Future News
Motivation

0.04

0.04

.362

2

R

.06

.13

.05

.13

F(p)

3.43(.000)

8.31(.000)

3.34(.000)

6.88(.000)

Note: Coefficients are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Explicit: 1=Explicit method, 0=Others; Visual: 1=
Visual method, 0=Others.

다음으로 <Table 12>를 보면 판정제시방식과 명확성 여부가 미래 뉴스 사용 동기에 대해 유
발하는 상호작용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문제 5는 이처럼 상호작용효과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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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경우 수용성 변인에 의한 매개 효과가 팩트체크 뉴스의 두 가지 특징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령과 정치성향, 성별, 교육 수준 그리고 소득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
서 두 독립 변인 그리고 판정제시방식과 명확성 여부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이 이해, 동의
정도 또는 미래 뉴스 사용 동기를 거쳐 매체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 연구를 실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판정제시방식(명확성 여부)이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명확성 여
부(판정제시방식)가 이해와 동의 정도 또는 미래 뉴스 사용 동기의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지에 대
한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를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은 프로세스 매크로
(Hayes’ process macro 3.4)를 이용(model 8)하여 5,000회 재표본추출(re-sampling) 작업
을 통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Figure 2> 참조). 프로세스 매크로는
SPSS에서 매개 효과뿐만 아니라 이처럼 매개 변인이 조절 변인에 의해 달라지는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확장 프로그램으로 Model 8은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을 제공한다.
분석결과 <Table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익 집단의 주장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 환
경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Table 13. Moderated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of Interest Group’s Claim
Independent
variable

Mediation Path
Judgment
presentation →
method

Understanding

→ Credibility

→

Understanding

→ Credibility

Agreement

→ Credibility

Clarity

Judgment
presentation →
method

Clarity

36

→

.02

-.046 ~ .042

.00

.02

-.051 ~ .044

Explicit

.00

.02

-.044 ~ .044

Visual

.00

.02

-.052 ~ .046

.03

.08

-.133 ~ .196

-.01

.08

-.176 ~ .153

Explicit

.03

.08

-.129 ~ .195

Visual

-.01

.08

-.175 ~ .146

-.02

.04

-.112 ~ .042

-.03

.04

-.121 ~ .045

Explicit

-.02

.04

-.109 ~ .047

Visual

-.03

.04

-.115 ~ .050

Visual

Clarity

Clarity
Visual

→ Credibility

Future news
→ Credibilit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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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 95% CI

Clarity

Explicit

→ Agreement

Index Boot SE
.00

Explicit

Judgment
Future news
presentation →
→ Credibility
use
method

Clarity

Moderating
variable

Clarity

Explicit
Clarity
Visual

Clarity

결론적으로, 판정제시방식과 명확성 여부 두 변인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
았으며, 이들 변인이 매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다. 다만, 동의 정도가 매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팩트체크 뉴스가 지난 10년간 국내외에서 극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Amazeen et al.,
2018),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신뢰도 하락을 막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
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으로 등장한 팩트체
크 뉴스가 과연 매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검증해보고자 했다.
무엇보다 3가지 사실적 주장에서 일치된 분석 결과는 수용성 변인(본 연구에서는 매개 변
인의 역할) 중 하나인 동의 정도가 증가하면 매체 신뢰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주
장 모두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된 결과는 팩트체크 뉴스의 특징이
직접적으로 매체 신뢰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팩트체크 뉴스
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체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팩트체크 뉴스에 노출된
후 특별한 인지 과정을 통해서만 매체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과정을 3가지 수용성 변인 즉 이해, 동의 정도, 미래 뉴스 사용 동기로 측정했으며, 이중 ‘동의
정도’만이 3가지 주장 모두에서 매체 신뢰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
의 정도를 매개로 한 매개효과(또는 조절된 매개효과)는 3가지 주장 가운데 2가지 주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가 증가하면 매체 신뢰도는 증가할 수 있었지만, 팩트체크 뉴스
가 동의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3가지 주장 가운데 보수
단체의 주장에서만 판정 제시 방식이 동의 정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원인은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 자극물 보다 동의 정도에 강한 영향을 미쳤
기 때문이다. 3가지 주장 모두에서 정치적 성향은 동의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보수성향
이 강할수록 동의 정도는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팩트체크 뉴스가 정치인의 주장에 대
해 거짓이라고 판정해도 이와 같은 판정에 동의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동의 여부
가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수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 이론이 ‘동기화된 추론’
이다.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은 정파성이 높은 수용자들이 자신의 태도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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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정보와 직면했을 때는 사실을 희생하면서까지 반론을 제기하는 반면 자신의 기존 신념
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는 비판 없이 받아 들이는 성향을 의미한다(Kunda, 1990). 이에 따
라 ‘시각적 방식’이나 ‘거짓 판정’ 같이 강한 자극이나 명확한 주장을 하더라도 동의 정도는 이와
같은 자극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극에 동의 정
도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증가했고 따라서 매개 효과 또한 제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동의 정도는 팩트체크 뉴스의 특징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지 주장 가운데 2가지 주장에서 매체 신뢰도가 증가한 사실은 팩트
체크 뉴스가 신뢰도 하락이라는 저널리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음
또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특히 매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중요한 발견, 즉 매개 효과나 조절된 매개 효과를 통해
팩트체크 뉴스가 매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치
인의 주장에서는 시각적 방식이 동의 정도를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고, 보수 단체의
주장에서는 시각적 방식이 동의 정도를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매개 효과는 판정의 결과가
거짓일 때에만 유의미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매체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독립 변인과는 상관없이 ‘동의 정도’가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은 3가지 주
장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팩트체크 뉴스를 수용자에게 가급적 많이 노출
시키는 것이 1차적 목적이지만,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에 대한 수용자들의 ‘동의 정도’를 증
가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준 높은 팩트체
크 뉴스, 즉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고품질의 팩트체크 뉴스 제작이 요구된다. 근거 자료는 공
인된 기관의 자료일수록, 근거 발언이 될 수 있는 인터뷰는 해당 분야 전문가나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부터 받아 낼수록 신뢰는 물론 뉴스의 품질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또 다른 수용
성 변인인 ‘이해’나 ‘미래 뉴스 사용 동기’를 매개로는 매체 신뢰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 언론에 대한 신뢰 역시 제도의 한 유형으로서의 신뢰이기 때문에 제도의 성과에 기반을 두는
데(Yang, & Holzer, 2006), 언론 제도로서의 성과란 언론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즉
정보의 선택과 전달 그리고 감시자의 역할 등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의 결과물인 뉴스 기사를 읽고 이해한 정도 또는 기사를 읽고 미래 뉴스
사용 동기가 높아지는 것 보다는 기사를 읽고 뉴스 기사에 동의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매체 신뢰
도가 높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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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용자가 판정 결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나 혼란을 가지지 않게 만드는 뉴스 작성
기술이 요구된다. 보수 단체 주장의 경우 조절된 매개 효과가 명확한 판정인 ‘거짓’ 판정에 한해
유의미했다. 이는 ‘거짓’ 판정의 속성, 즉 명확한 주장으로 인해 수용자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따라서 판정 결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나 혼란을 가지지 않도록 처음
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뉴스 작성 기술이 요구된다.
세째, 판정 결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시각적 방식은 다른 판정 제시
방식보다 매체 신뢰도 상승에 영향력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개 효과나 조절된 매개 효과 모두
시각적 방식을 시작으로 동의 정도를 통해 매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각적 방식은 판정 결과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제시하는 것으로 암시적, 명시적 방식과
비교해 형식적인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와 같은 차이가 매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반허스트와 네론(Barnhurst & Nerone, 2002; Nerone & Barnhurst, 2003)은 뉴스
의 형식이 뉴스를 뉴스 답게 보이게 하는 뉴스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리머
(Rimmer, 1986)는 뉴스의 내용보다 형식이 인간의 인지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텔레비전과 다른 매체의 비교를 통해 발견했다. 거기다 온라인 PC 환경이 본 논문의 실험 환경
이었다는 점은 이와 같은 형식적 차이와 인지 자원(cognitive resources) 이론이 더욱 부각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셈이다. PC 환경과 신문을 통해 뉴스를 보는 환경 사이에는 수용자가
뉴스를 접하는 방식이나 패턴 그리고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팩트
체크 뉴스의 경우 일반 뉴스에 비해 기사 분량이 많기 때문에 PC 모니터가 작을 경우 한 화면에
전체 기사를 볼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전체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손으로 스크롤(scroll)
다운 해야 하는 수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판정 결과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로도
제시되는 시각적 방식에 노출된 수용자는 한두 번의 스크롤링으로 판정 결과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체 내용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암시적 방식에서는 판정 결과를 수용자 스
스로 파악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스크롤링을 해야 하는 수고가 요구된다. 시어즈와 프리드만
(Sears & Freedman, 1967)은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 자원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이 많
은 일을 처리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결국 수용자는 제한된 자원을 투입해 필요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암시적 방식의 팩트체크 뉴스를 제시받은 실험 참
가자는 큰 관심도 없는 주장에 대해 판정 결과를 알기 위해 여러 번의 스크롤링을 하느니 이 뉴
스를 읽지 않고 떠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시각적 방식에 노출된 실험 참가자들보다 동의 정
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판정 결과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제시하는 것은 단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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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만 PC 환경에서는 수용자의 집중이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와 같은 집중과 관심은 판정 결과에 대한 동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매체 신뢰도 증가로 이
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엄격한 검증 방식도 중요하고 메시지의 질적 수
준도 높여야 하지만, 이처럼 PC 환경이나 최근 사용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
서는 시각적 방식처럼 수용자의 수고를 덜어주고 관심과 집중을 높일 수 있는 형식적 방법에 대
한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가지고 있음
을 밝힌다. 분석 결과 정치인의 주장이나 보수 단체의 주장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의 경우 시각적
방식이 동의 정도를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의 정도가 매
체 신뢰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매체 신뢰도 증가가 동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본 연구는 동의 정도가 매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
증했지만, 후자(매체 신뢰도 증가 -> 동의 정도 증가)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한 탐색적
연구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후자의 가능성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모델
을 설정해 인과적 방향을 정교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자극물에 언급된
YTN 언론사 이름이 매체 신뢰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실험을 통
해 참여자들을 각각의 자극물에 무작위로 할당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외 변인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지
만, 이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특정 언론사를 언급했으면 실험 전
해당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는 문항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저널리즘을 연
구하는 많은 논문들을 보면 언론 신뢰 하락을 막기 위한 담론 형식의 대안은 넘쳐 나지만 정작
언론 신뢰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논문
이 가지는 차별성은 크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저널리즘의 새로운 형식으로 등장한 팩트체크 뉴
스가 이전 뉴스들과는 달리 매체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
인하였다. 둘째, 팩트체크 뉴스가 매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팩트체크 뉴스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며 거의 일치했다. 시
각적 방식으로 시작해 동의 정도를 거치는 경로만이 매체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
으며, 판정의 명확성 여부가 이와 같은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체 신뢰도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실천적 방안을 통해 매체 신뢰도 향상은 물론 이를 통해 한국 언론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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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1. 집단1: 암시적-대체로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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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3. 집단3: 명시적-대체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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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뉴스가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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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2. 집단2: 암시적-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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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3. 집단3: 명시적-대체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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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4. 집단4: 명시적-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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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5. 집단5: 시각적-대체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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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6. 집단6: 시각적-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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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팩트체크 뉴스가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정성욱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윤석민
(교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가짜 뉴스가 탈진실의 시대와 맞물려 민주주의를 교란시키고, 언론 신뢰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크게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작게는 무너진 언론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 검증 작업 곧 ‘팩트체크 뉴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널리즘의 새로운 형태인 이처
럼 사실 여부를 알려주는 팩트체크 뉴스가 추락하는 언론 신뢰도를 회복시키고 위기의 언론을 다시 제자
리로 돌릴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뉴스와 구별되는 팩트체크 뉴스의 다양한 특징
가운데 2가지 특징, 즉 ‘판정 제시 방식’, 그리고 ‘판정의 명확성 여부’를 도출해 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해당 매체의 신뢰도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실험을 통해 실증적
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수용자가 팩트체크 뉴스에 단지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도가 증가
하는 것은 아니었다. 매체 신뢰도 증가는 정치인의 주장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의 경우 매개 효과를 통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적 방식만이 동의 정도를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또한, 보수 단체의 주장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에서는 조절된 매개 효과를 통해서 매체 신뢰도가 증
가했다. 비록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매체 신뢰도가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팩트체크 뉴스가 신뢰도
하락이라는 저널리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음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핵심어 : 저널리즘, 팩트체크 뉴스, 미디어 신뢰도,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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