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보
2021년 65권 6호 372∼415쪽
https://doi.org/10.20879/kjjcs.2021.65.6.009
http://www.comm.or.kr

1)2)

강주현 부산대학교 지역혁신역량교육연구센터 연구교수

Fake news discourse and social facts of opposite political c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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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looked at fake news claims and fake news frames claim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0 people with opposing political views. Although they belong to different political camps and pay
attention to different fake news cases, they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 fake news or
disinformation itself. Most of them perceived fake news as false information produced and
disseminated due to political necessity of the opposing political camp. However, the interviewees of
this study, who were highly political, judged fake news and political intention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political views. Defining fake news in terms of intention, i.e. 'even though one knows it's
fake', which is mentioned as an important attribute when talking about fake news, was only an
intention to speculate and conclude by the political camp because the other party raising suspicion
leans strongly toward "believing to be real" and "suspicious." In addition, the regulation of 'false
information' may also reflect the position of the camp. This is because certain factions defined it as
false information, but other factions raised suspicions based on certain facts. So, in political discourse,
when a political camp concluded that it was "fake news," it could be accepted as a "fake news
frame" that is stigmatized for political purposes.
The case covered in this study suggests that transparency of information can control the spread of
fake news. Fake news discourse is created by adding inferences and interpretations based on partial
facts. At this time, people who do not have information, who do not have the power to acquire or
manage information, are placed in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no choice but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and spread of fake news with suspicion. On the other hand, those who have
information can only highlight certain facts and turn the opposing party's claims into fake news.
When trust in particular political camp is low, the non-disclosure and selective provision of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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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avoidance of public discussion can create an environment that reproduces claims and
interpretations on the issue based on partial facts.
If the suspected social issue is fake news, it may be possible to reduce the number of disputes over
the truth when actively disclosing information and allowing viewers to judge through open
discussions. In other words, in order to solve the fake news problem, there is a need to actively and
transparently disclose the information when there is an issue or suspicion raised.
Keywords: fake news, fake news frame, social facts, different interpretation, information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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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날 온라인 공간에서는 시시각각 무수한 정보와 의견이 생산된다. 그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유
익한 사실 정보도 많지만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정보도 많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
을 검증하는 활동이 굳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 많은 정보와 의견을 검증하기란 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주장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담론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회적 이슈를 두고서 의견의 진영화와 집단 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를 판단할 때 공정한 시각에서 양쪽 의견이나 정보를 균형적으
로 수집하고 판단한다기보다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만족과 불편함을 기준으로 취사선택 하
는 경향도 있다(Garrett & Stroud, 2014; Stroud, 2010). 그리고 비슷한 정치 성향의 사람
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동안 집단 극화 현상이 나타난다(Sunstein, 2009). 사회적 사실에 관한
판단이 정치 진영 등에 따른 선택적 정보 노출이나 의견 판단으로 이뤄진다면 사실성이나 객관성
은 큰 의미가 사라진다.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차이를 제거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이해,
합의 등에 관심을 가졌다. 새논과 위버(Shannon & Weaver, 1949)는 정보의 의미나 가치보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관심사였다. 하버마스(Habermas, 1992/2007)는 의
사소통의 합리성을 사실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떤 주장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반론을 통해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 그는 다양한 언어 행위 속에서도
언어 공동체의 사람들은 동일한 방식의 문법적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유지할 수 있어야 의사 소통
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박홍원(2011)은 레비나스(Levinas)의 타자 철학을 통해 열린
방식의 소통을 제안한다. 레비나스는 이성적 재현 중심의 존재론적 전통이 인간 사유를 획일화하
며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보편성을 추구하는 인식과 언어를 거부한다. 레비나스는
‘말해진 것’과 구별되는 ‘말함’을 강조하며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의미 구성은 상대에
게 맡길 것을 말한다.
가짜 뉴스란 특정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 낸 거짓 정보를 말한다(오세욱·정세훈·박아란,
2017). 가짜 뉴스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쉽게 확산되는데,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폐해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짜 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
의 제기되기도 한다(유의선, 2018). 하지만 강주현(2019)은 가짜 뉴스를 단순히 진짜와 가짜로
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 담론을 형성하는 정치권력, 뉴스 매체, 사회적 맥락 역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가짜 뉴스 판단과 사회적 심각성의 지각은 언론의 정치 진영적 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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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정치적 이데올로기, 사회적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어떻게 가짜 뉴스 담론이 형성되
느냐에 따라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고민될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1964/2005)는 <신화학>(Mythologiques)에서 원시 부족
사회에 유통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수집한 후 그것을 거짓으로만 재단하기보다 그것의 담
론적 구조와 상징적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 바르트(Barthes, 1957/1997) 역시 사회적 담론에
나타나는 신화가 무엇인지를 기호학 등의 방법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표면
적 이야기에서 분석을 시작하지만, 외형적 의미의 사실 여부에 천착하기보다 담론 구조와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읽어냈다는 특징이 있다. 가짜 뉴스라 불리는 정보와 주장 역시 표면적 사실 오류
에만 주목하기보다 사회 문화적 구조와 함께 정보와 주장을 분석할 수 있다면 가짜 뉴스가 시사
하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역시 가짜 뉴스 담론의 진위를 판별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기보다 가짜 뉴스 담론
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확산되는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에 좀 더 주목했다. 즉 이 연구는
최근 정치 담론의 영역에서 가짜 뉴스라 불리는 이슈가 무엇이 있었고, 서로 다른 정치 진영일
때 그 이슈에 대한 주장과 해석이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커뮤
니케이션 차원에서 볼 때 가짜 뉴스 담론의 확산 배경은 무엇이며 그것을 소통적 측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상반된 정치 성향이 강한
정치 활동가 8명과 언론인 2명, 총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가짜 뉴스란 무엇
이고, 각자 주목했던 가짜 뉴스 이슈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지, 이들이 생각하는 가
짜 뉴스의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했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의 다른 해석
하버마스(Habermas)는 어떤 주장이 해석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의사소통 행위자들은 자신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논증적 실천이
뒷받침될 때 그 주장이 무한적 해석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Habermas, 1992/2007). 그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비판 가능성과 근거 제시 가능성에서 찾는데, 지식이 객관적 세계와 관련
맺을 때 타당성을 통해 객관적 판정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논증을 “타당성 주장을 주제
화하고 그것을 논거를 통해 뒷받침하든가 비판하려고 시도하는 대화 형태”(57쪽)로 규정하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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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 대화를 통해 주관적인 각자의 견해를 극복하며 객관적 세계의 통일성을 확인한다고 주장한
다. 그는 합리적 의사소통이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비판자에게도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Habermas,
1987/2006).
그런데 하버마스의 화용론은 지나치게 메시지의 사실 여부와 논리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사
람들이 주고받는 메시지의 다양한 의도와 해석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언어학자 야콥슨(Jakobson)은 오히려 의미 구조에 관심을 갖고 의사소통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을 모델화하였다. 그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는 상황(context)
과 접촉(contact, 물리적 채널, 심리적 연계), 약호(code, 공유된 의미 체계)와 함께 해석된다
는 점을 설명한다(Fisk, 1990/2001). 그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호간 주고받는 메시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구조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이런 야콥슨의 접
근은 메시지의 기능을 지시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서적 기능, 사역적 기능(효과), 교감적 기능,
메타 언어적 기능(약호 구별), 시적 기능까지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한편 들뢰즈는 동일한 언어조차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의미가 결정될 뿐 보편성은 존재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언어의 의미가 사회 제도와 질서 속에서 확정되고, 또 다시 상호 작
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고 말한다(최영송, 2012). 들뢰즈(Deleuze, 1968/2004)는
의미의 절대적 기준과 위계화를 비판하며 우리의 삶이 특정 형태로 고착화되는 구조를 비판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플라톤주의는 ‘사물 자체’와 허상 사이에 구별이 이뤄져야 하며 차이를 같음에
종속시킨다. 들뢰즈는 이러한 동일성 요구가 어떤 한계를 고정시키고 그 안에서 선별과 판단을
요구하며 고유한 차이를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허상이 오히려 원형, 특권적 위치를 전복하
는 행위이고, 무엇이 원본인지 모상인지 가리킬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선별, 반복 등을 통해 실재
성을 체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Deleuze, 1968/2004).
하버마스의 시각에서 본다면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기준은 사실 근거와 해석의 타당성이다.
어떤 정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어떤 주장이 부분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 비약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소통은 합리적 의사 소통의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다른 생각의
이해와 합의는 커녕 논증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창호(2014)는 들뢰즈의
견해를 빌려 세계를 사물, 사실, 상태로 인식하기보다 하나의 사건이라는 역동적 통일체로 바라
봐야 한다며 ‘사실의 패러다임’ 대신 ‘사건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즉 뉴스는 사
실보다 사건을 다루며, 그 사건은 배치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유동적인 의미체이다. 그는
사건이란 맥락과 계기가 있으며 참과 거짓을 강조하다 보면 의미의 풍부함, 다양성, 차이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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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지적했다.
가짜 뉴스를 문제 삼는 사람들은 정확한 사실과 진리를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해당
가짜 뉴스가 발생하는 담론적 상황들과 각자 다른 정치 진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을 간과할
수 있다. 만약 의미의 동일성보다 들뢰즈의 관점처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의미로서 가짜 뉴스
문제를 접근한다면 어떤 가짜 뉴스는 거짓말이라기보다 각기 다른 사실과 판단에 해당할 수도 있
다. 강주현(2019)은 한국 사회에서 가짜 뉴스 담론이 정파성,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018년 ‘가짜 뉴스’가 들어간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세상에 무수한 오
정보가 있음에도 언론이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가짜 뉴스 이슈는 정치 이슈 중심이었고, 언론사의
정치 진영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권력을 확보한 여당은 상대방의 의혹 제기를 언제든지 가짜 뉴
스로 규정하며 더 이상의 논의를 차단하고자 했다. 반면 권력이 없는 야당이나 보수 언론은 허위
정보나 주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태도에서 점차 가짜 뉴스 규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는 가짜 뉴스라고 규정되는 이슈나 담론에서 ‘공적 사안에 관한 의혹 제기’, ‘부분적
사실 오류 vs. 맥락적 담론’, ‘다른 해석의 맥락을 부정한 가짜 뉴스 낙인’, ‘추정과 논리적 비약이
큰 온라인 담론의 속성’을 고려해서 가짜 뉴스 담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한다.
가짜 뉴스 담론은 각 정치 진영 사람들의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 정치 진영 사람들의
욕망은 그들을 구성하는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는 사실 여부보다 신념에
더 가깝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적 공론장은 부분적 정보의 사실 여부보다 담론과 사람들의 인식
과 태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염정윤과 정세훈(2018)은 사람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은
각자의 신념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가짜 뉴스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유사할 때보다
다를수록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은 더 크게 나타났다. 김춘식과 홍주현(2020)은 고성 산불과 관
련한 가짜 뉴스 사례에서 유사한 정치적 성향의 이용자들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가짜 뉴스를 적극 이용하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한다. 김광기(2020)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는 궁극적 진리보다 ‘내가 믿는 것’, ‘나와 같은 부류의 집단이 믿는 것’이 진
리로 규정되고 다른 부류의 주장이 허위정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 때 진리는 상
호 동의에 기초한다기보다 선택되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바로 잡기란 어렵다고 주
장한다. 그는 베버(Weber)의 ‘가치의 다신화’ 개념을 통해 오늘날 다매체 환경에서 어떻게 진실
을 접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릴리커와 리프브로어(Lilleker & Liefbroer, 2018)는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와 2017년
영국 총선에 참여한 유권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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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했다. 그는 이 선거들이 제대로 된 이슈와 정보, 합리적 의사 결정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통제법, 국경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 정치적 진영화와 신념에 의한 투표에 가까웠으며 그 중심
역할을 타블로이드 언론과 SNS가 수행했다고 판단한다. 선거 기간에 어떤 사람들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신념에 의한 구호와 설득적 영상을 만들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명확
한 근거들이 부족하지만 릴리커와 리프브로어는 이런 주장들이 유권자들에 의해 선택될 수 있었
던 이유가 주류 정치인에 대한 혐오, 보수당에 대한 불신, 노동당 당수 코빈(Corbyn)에 대한 호
감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EU 건설을 위한 다문화 정책과 이주 정책에 대한 반감
역시 유권자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그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는 명백히 나쁜 의도를 포함한 조작 정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사회적 폐해를 유발할 때 적절한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켄더우, 로빈슨, 맥쿠르둔
(2019)은 오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정보(disinformation)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 언
급한다. 두 정보 유형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하지만 오정보는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유하는 정보인 반면 허위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공유하는 정보이다(Kendeou, Robinson, & McCrudden,
2019; 이용준·권이은, 2020, 105~106쪽 재인용). 코로나 19 상황에서 감염병과 관련한 수많
은 가짜 뉴스는 사회적으로 폐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온라
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된 루머는 의학 정보, 정부 대응에 대한 가짜 뉴스를 양산하며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정영주·홍종윤·박유진, 2021). 그런 점에서 본
다면 무조건적인 상대주의보다 때로는 이슈의 중요성에 따라 팩트 체크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분
명한 시비 역시 필요하다.

2) 탈 진실 시대의 프로파간다와 사회적 사실
‘탈 진실(post truth)’이란 용어의 사용은 영국의 EU 탈퇴 국민 투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
며 급격히 늘어났는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20배가 증가했다. 오늘날 수많은 채널과 웹 사이
트 등에서 사람들을 기만하려는 프로파간다 활동이 이뤄진다. 프로파간다는 현실의 주관적 해석에
기반하며 담론적 실천을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온라인 미디어의 발달은 정치적 이슈
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 조작과 확산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Poulakidakos,
Veneti, & Fangonikolopoulos, 2018).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뉴스와 의견 사이의 경계를 모호
하게 했고, 당파적 속성이 강한 콘텐츠가 증가하며 확증 편향에 의해 정치적 진영성을 강화시켰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뉴스의 정확성보다 듣기 원하는 뉴스 스토리를 선호했고, 이로 인해 온라

378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2021년 12월)

인 공간에서 비교 가능한 정보가 많더라도 뉴스 이용자 각자는 크로스 체킹이 더 어려운 환경에 놓
여졌다(McIntyre, 2018).
‘탈 진실’(post truth)이란 말은 보드리야르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진
실과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는 점을 뿌리로 둔다.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81/2001)는 다
름과 대비를 통해 만들어진 합리/비합리, 선/악, 참/거짓 등은 ‘무 차별성’에 의해 진실이라는 원
칙이 붕괴되는 점을 지적한다. 오늘날의 매체는 실재와 시뮬라시옹(simulation)의 구분이 어려
울 정도로 극현실성(hyperreality)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며 실재와 상상의 경계를 해체시킨
다. 이병옥(2006)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메시지의 해석은 저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주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주체의 동기나 개성에 따라 해석의 차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선형적이고 일방적인 전달, 맹목적 수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다중적으로 의미가 전달되고 상호 작용을 통해 다시 텍스트가 형성
된다. 인터넷은 주변화 되었던 개인 주체들을 중심으로 불러들이는데, 개인은 메시지를 해석하
고, 의미를 부여하며 다시 메시지를 생산하고 전달한다.
그런데 ‘탈 진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보다 정치적 프로파간다 측면에서 진실 왜곡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우선 정치권력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이용
할 때가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해당 사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다(Kumar, 2006). 한편 가랜드(Garland, 2018)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영
국 행정부가 통계를 선택적으로 제시하며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는 점을 비판한다. 2013년 영
국의 노동연금 장관은 8,000명이 취업을 통해 혜택 한도가 영향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 해 같은
부서가 발간한 공식 통계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 외 EU 탈퇴로 인한 배상 청구는 과장되
었고, 정부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주택 건설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중에 제공했
고, 그것이 실제 정치적으로 유용했다. 이처럼 정부의 정보 선택과 그것을 인용한 언론 보도는
훗날 언론인이나 정보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든다.
좀페티(Zompetti, 2019)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수사학적 방법으로 가짜 뉴스
를 생산하며 권력 체계를 강화하는지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짜 뉴스 전략으
로 에토스(ethos), 다른 이슈로부터 편향(deflection), 지나친 일반화와 과장, 두려움과 음모론
에 호소, 우리 대 그들 그리고 양극화라는 5가지 방법을 언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등을
통해 언론을 가짜 뉴스 집단으로 몰아가며 언론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제거하고 언론을 미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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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돌린다. 또한 트럼프는 2018년 11월, 자신이 가솔린 가격을 낮추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덕분에 차량 운행을 늘려 교통 체증을 유발하게 될지 모르겠다며 트윗까지 한 적 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이슈를 제기했던 이유는 이방카 트럼프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정부 업무를 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슈를 돌리고자 한 의도로 추정되며, 당시의 교통 체증은 날씨 때문이지
주유 가격 인하와는 무관했다. 또한 2018년 그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41%일 때 그는 트윗
을 통해 전체의 52%, 공화당 지지자의 90%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오
바마 시절보다 더 이민자 아동 시설을 개선시켰다며 가짜 뉴스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한다. 게다
가 트럼프는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등에 업고 가짜 뉴스
를 생산한다는 음모론을 펼친다. 트럼프는 또한 우리와 그들이라는 편 가르기 전략을 구사하는데
가짜 뉴스 미디어는 야당이고, 위대한 우리나라에 해가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다.
와이스보드(Waisbord, 2018)는 탈 진실이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기보다 과학을 부정하
고, 세계의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장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탈 진실이 음모론과 유사
과학의 혼합이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에이즈(AIDS) 부정주의자들은 HIV 전
파에 관한 과학적 결론을 부정하고,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환경 변화 원인에 관한 과학
적 합의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보 민주주의와 수평적 역동성은 진실의 파편화를 가속화시켰는데,
지식 생산을 위한 진실은 공중이 인식을 공유할 때만 가능해졌다. 그는 탈 진실 커뮤니케이션이
지식, 사실, 확신, 오류 등에 관한 인식과 대화를 차이로만 접근했다며 비판한다.
또 다른 사례로 사렉과 콜(Salek & Cole, 2019)는 2014년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
스가 유행할 때 미국에서 어떻게 가짜 뉴스 담론이 확산되었는지를 소개한다. 2013년 12월 기니
에서 시작된 에볼라 발병은 2014년 3월에 28,616명이 확인되었고, 기니 등에서 11,310명이 사
망했다. 하지만 2014년 미국 전역에서 에볼라 발병 환자는 4건에 사망자 1명만 발생했다. 하지
만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명적 위험이 알려지며 미국민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고, 그 해 9월 16일
부터 10월 6일까지 1,050만개의 트윗이 에볼라를 언급하고 있었으며, 트럼프는(대통령 되기
전) 7월부터 10월까지 95개의 트위터를 게시하며 무능한 정부를 질타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
방센터는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힘들다고 발표했지만, 미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기 어려웠고, 결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질병의 치명성을 경고하며 에볼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순적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탈 진실의 흐름은 사회 권력에 의해 주로 형성되어 왔던 일방적 정보와 메시지와 상반
된 주장이나 다른 해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타
인을 기만하는 정보나 주장을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용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 역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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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직접 허구적 장르를 내세우는 문학 작품이나 풍자의 경우 상징적 세계의 역할을 할
뿐,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정책이 거짓 정보 때문에 표류한다거나, 극단적 사이비 종교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양산될 때, 정치적 담론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확
산될 때 사회가 상대주의적 관용으로 묵인만 하는 것 역시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살가도(Salgado, 2018)는 정치 토론의 특성이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언어
선택, 논쟁적 문장 등이 핵심이고, 사실(fact)보다 현실(reality)의 신뢰할 만한 해석이 더 중요
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탈 진실 이슈를 단순히 정보 조작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사실에 근거한 저널리즘의 한계, 하이브리드 미디어 형식과 플랫폼 등을 언급하며 탈진실의 문제
를 포스트모더니즘, 상대주의(relativism)의 측면에서 동시에 논의한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과 상대주의가 제기하는 진실과 허위의 모호성을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하며 정치 담론에서는 절
대적이고 명확한 진리보다 현실을 구성하는 담론과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다양성
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면 민족주의 등 포퓰리즘 담론이 정당화되는 문제점도 있고, 핵심적인 사
실과 해석에서 모순적 내용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 사실보다 두려움, 분노 등 감정이나
신념에 호소하는 것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이란 시간과 장소, 사회 집
단과 계층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상대주의가 오히려 다원주의 방
식으로 민주적 가치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최근 가짜 뉴스에 관한 연구 경향은 가짜 뉴스를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진짜와 거짓을 구분
하고, 가짜 뉴스의 효과, 가짜 뉴스를 억제하기 위한 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런데 미셀 푸코는 담
론의 계보학적 분석을 통해 특정 주체에 대한 담론은 사회 문화적으로 권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
으며, 그렇게 이뤄진 담론이 다시 지식과 권력을 형성하는 점을 경계한다(Carabine, 2001). 가
짜 뉴스 이슈가 유독 정치 영역에서 많다는 점(강주현, 2019)을 고려한다면 가짜 뉴스 담론은
사회 권력과 무관할 수 없다. 또한 가짜 뉴스에 관한 연구가 가짜 뉴스 생산자의 나쁜 의도, 잘못
된 정보에만 초점을 두면 가짜 뉴스 담론이 왜 생성되고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진단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정보의 사실/거짓 여부만 강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선 한국 사회의 가짜 뉴스 담론을 상반된 정치 진영 관점이 어떻게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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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가짜 뉴스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가짜 뉴스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으며 구체적 현실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가짜 뉴스의 속성을 이해하면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은 무엇인지
알아보며 가짜 뉴스 담론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구체적 이슈를 두고서 가짜 뉴스 담론이 확산되는 배경
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어떤 가짜 뉴스 이슈사례가 있을 때 한 정치 진영은 그것을 가
짜 뉴스로 일축하지만 상대 정치 진영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이 연구는 상반된 정치 진
영 사람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회 현상이 발생하는 맥락적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상반된 정치 진영 관점에서 가짜 뉴스에 관한 담론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연구 문제 2. 한국 사회에서 가짜 뉴스 혹은 가짜 뉴스 프레임의 확산 배경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공간이나 실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치적 성향이 선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를 정치
성향이 상반된 시민단체 활동가 중심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고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능동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이 공감하는 정보나 의
견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상반된 입장의 정보나 의견은 무시하거나 가볍게 접근할 가능
성이 있다. 또한 정치 성향이 다른 이용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치관이나 삶의 환경적 조건이 차이
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의제도 다를 수 있고, 접근 방법이나 중요시하는 사실도 차이
를 보일 수 있다.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심층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대상자의 규모는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
지 않다. 다만 크레스웰(Cresswell, 2007/2010)은 인터뷰 대상자 규모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
했는데,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론적 포화 상태가 되었다는 연구자 판단이 이뤄
질 때 인터뷰를 마무리한다고 말한다. 심층 인터뷰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뤄졌으며, 정
치적 성향이 선명한 진보/보수(우파)1) 성향이 강한 활동가와 기자, 총 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

1) 연구 참가자들을 정치 성향에 따라 분류할 경우 보수/진보로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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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 진영 별 4명의 정당/시민단체 구성원(8명) + 정치 성향이 상반된 언
론사의 기자 2명이 이 연구에 참가했다.
인터뷰 대상자 모집은 연구자의 지인 선정, 지인으로부터 소개받는 스노우볼식 대상 선정,
인터넷에 공개된 단체와 연락처 정보를 활용한 섭외로 이뤄졌다. 우선 연구를 진행하기 전 사전
단계로 보수와 진보의 시민 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인터뷰 참여를 요청
했다. 특정 그룹에 대한 인터뷰 연구는 대상자 모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인에게 부탁하고, 인
터뷰 실시 후 인터뷰 취지를 이해한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다시 다른 지인을 소개 받는 방법이 효
과적이다. 즉 풍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을 아는 사람부터 연쇄적으로 찾는 스노우볼식
(snowball/chain) 연구 방법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확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Cresswell,
2007/2010, p182). 하지만 스노우볼식 인터뷰 대상자 섭외 방법을 통해 연구에서 필요한 속성
을 갖춘 인터뷰 대상자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공개된 해당 단체(연구
취지에 적절한 그룹)에 연락을 해서 연구에 관한 취지를 설명한 후 인터뷰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연구의 취지에 맞는 지인 섭외, 해당 지인으로부터 다
시 스노우볼식 소개받기와 섭외, 인터뷰 검색을 통해 인터뷰 그룹 찾기와 섭외 등을 병행했다.
인터뷰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한 후 심층 인터뷰는 “최근 기억나는 사회적 이슈는 무엇입니
까?”로 시작한다. 인터뷰 대상자가 잘 떠올릴 수 있는 이슈가 인터뷰 대상자들이 주목했고, 깊게
들여다보며 의견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거기에 나타난 가짜 뉴스는 무
엇입니까?”를 물어 가짜 뉴스에 관한 소재와 담론, 판단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때 가짜 뉴스는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목
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사회적 이슈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어 가
짜 뉴스를 사실과 거짓의 구도에서 벗어나 담론과 메시지의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그 외 심
층 인터뷰에서 질문했던 내용은 “해당 가짜 뉴스는 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가짜 뉴스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상대 정치 진영에서 주장하는 이쪽 진영의 가짜 뉴스는 무엇이 있
을까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진영과 관련된 가짜 뉴스와 연관된 경험이
있습니까?”, “가짜 뉴스에서 서로 다른 해석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 뉴스의
영향력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짜 뉴스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 덧붙이거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이었다.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명칭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보수 성향 인터뷰 대상자라고
판단했지만 해당 인터뷰 대상자가 ‘우파’라는 표현을 원할 경우 이 연구에서는 ‘우파’라고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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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Interviewees
Educational
background

Assumed
name

Political
orientation

Occupation

A

conservative

professor, citizen organization

Mid 60s

Doctorate graduation

B

conservative

citizen organization

Early 40s

Complete a doctorate

C

conservative

student, political party

Mid 20s

Attending university

D

conservative

former professor, citizen
organization

Mid 60s

Doctorate graduation

E

conservative

journalist

Mid 50s

Doctorate graduation

Age group

F

liberal

citizen organization

Late 40s

Master's graduation

G

liberal

citizen organization

Mid 40s

Doctorate graduation

H

liberal

political party

Mid 40s

Master's completion

I

liberal

teacher, labor union

Mid 40s

Master's graduation

J

liberal

journalist

Mid 50s

Doctorate graduation

4. 연구 결과
1) 가짜 뉴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엇갈린 사회적 사실

(1) 상대 정치 진영의 의도성이 다분한 가짜 뉴스
이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진보와 우파(보수), 혹은 현재의 여당과 야당처럼 특정 성향의 정
치성이 선명하다. 이들은 서로 상반된 정치성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가짜 뉴스, 허위 정보를 비
판적으로 접근했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의 정치 진영 입장에서 가짜 뉴스 이슈를 선택하는 경향
이 있었다. 진보 성향 인터뷰 대상자들이 주목하는 가짜 뉴스를 보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 뉴스,
태양광과 산사태, 일제 강점기 역사 왜곡,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이 있었다. 반면 우파(보수) 성
향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주목하는 가짜 뉴스 담론은 2020년 8.15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 대 확
산, 2020년 4.15 총선의 선거 부정 의혹 등이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주목했던 이슈
를 중심으로 상대측 진영이 제기하는 사실이나 주장을 가짜 뉴스 혹은 가짜 뉴스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가짜 뉴스(프레임) 담론에 상대측 정치 진영의 악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의심했다. 이들은 가짜 담론의 생산과 확산을 상대 정치 진영의 속성 가운데 하나
로 규정짓고자 했다. 우파 활동가 B는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 북한, 괴벨스 등을 언급하고 “사회
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허위 정보를 상대 진영의 진부한 전략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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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이해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I가 주목하며 제기하는 가짜 정보란 상대 정치 진영이 제기
하는 역사 담론이었다. 그는 상대 정치 진영의 일부 인사들이 위안부 역사 이슈에서 위안부 월급
이나 예외적인 소수 사례를 근거로 일제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다고 비난한다.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상대 진영 사람들의 주장에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
을 갖고 있다. 가령, I는 학문적 판단 능력을 갖춘 상대 진영 연구자들이 의도성을 갖고 일제시대
부분적 수치 자료 등을 근거로 일제 강점기 역사를 왜곡한다며 비판했다. 어떤 진보 성향의 사람
들은 보수 언론이 팩트 체크 없이 카더라식 보도를 자주 한다고 주장했다(G). 우파(보수) 성향
의 사람들은 상대 정치 진영이 정치적 전술로 가짜 뉴스를 활용한다고 의심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 정치 진영의 ‘의도’란 가짜 뉴스가 그들의 정치 진영을 단결시키는데 활용된다거나(F, H)
어떤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주장이었다(G, D).

제가 생각하는 가짜 뉴스는 의도가 다분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실수가 아니고. 정치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어떤 부분도 가짜 뉴스는 의도가 들어가는 부분은 선택적 요런 부분만. 과학적
검증이나 간단한 논리로 생각해보면 아니란 것을 알게 되는데 단순히 의도를 심어서 하는데 결
국은 그런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물건을 판다든가 그런 식으로 다분히 의도성이 드러나는 것 같
더라구요. 유튜버, 주간 경향에 나온 이야기처럼 정치적 성향보다 돈을 따라 움직인 것 같다는
내부 고발도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신념이 강한 것 같지만 자기 이익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G)

결국 상반된 정치 진영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가짜 뉴스란 “상대 정치 진영이 진영적 필요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생산, 유포하는 허위 정보”라고 정리할 수 있다. J는 가짜 뉴스의 유포, 확
대, 재생산이 무지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짜 뉴스를 처음 생산하는 사람들은 분명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진보 성향 활동가는 상대 정치 진영의 일부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고 비판한다(F). 반대로 한 우파 활동
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무수한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확산되
었다고 주장한다(D). 이처럼 정치 진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상대 정치 진영의 주장을 가짜 뉴
스로 규정하고, 가짜 뉴스가 발생하는 원인을 실수나 단순 착오, 다른 해석 등으로 접근하기보다
상대 진영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도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한다는 의구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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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 프레임인가?
정치 성향이 강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이슈를 두고 ‘가짜 뉴스’와 구별되는 ‘가짜 뉴스 프
레임’을 제기한다. 이들은 주류 권력이 현재 상반된 입장의 주장을 입막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
짜 뉴스’ 프레임을 활용한다는 주장이다(A, B). 이들은 주류 권력이 어떤 사회적 이슈에 관한 담
론을 가짜 뉴스로 낙인찍고 팩트 체크하려는 시도가 그 이슈의 진실 여부보다 정권의 유불리에
맞춰져 있으며(A), 가짜 뉴스 프레임에는 합리적 의혹과 비판을 가짜로 만들어 주장의 신빙성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B).

진짜 가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 프레임이 있는데, 가짜 뉴스 프레임 자체는 가짜지요. 어떤
합리적인 의혹이 존재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초기에 정보가 나오는 것들 중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들 중에 부정확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도 존재할 수도
있는데, 가짜 뉴스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선포를 해버리면 낙인을 찍으면 해당 주장을 한 사
람의 발언의 신뢰성, 신빙성을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 하나만으로도 깎아버릴 수 있거든요. 하나
의 전략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가짜 뉴스가 있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
을 수 있지요. (B)

어떤 우파 활동가들은 2020년 실시한 4.15총선이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B, D), 선거
결과에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 또한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상대 정치 진영 등이 의혹 제
기를 구체적 검증보다 가짜 뉴스로만 몰아간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다. B는 선거에 관한 정
보가 비대칭적 상황에서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 사실에 입
각해서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의혹 제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대신 가짜 뉴스로 매도만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우파 성향의 활동가 C는 상대측 정치 진영
과 모 전 장관이 주장하는 ‘가짜 뉴스 프레임’을 비판한다. 물론 그 당시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들
가운데 오류로 확인된 내용들도 있었지만 사안의 본질을 보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잘못이 있지
않았냐고 C는 반문했다. 그럼에도 공직자가 제기된 잘못을 사과하기보다 의혹 제기에 가짜 뉴스
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일련의 사건을 봤을 때 그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행위 주체들이 당사자들이 이런 부분은
내 잘못이지만, 이런 과정 없이 가짜 뉴스다, 이것은 정쟁의 수단이다고 먼저 나오는 그 자체가,
공직자시잖아요, 국민들에게 먼저 불안감을 형성한데 사죄 없이 가짜 뉴스로 정쟁의 요소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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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생각해요. 결국 가짜 뉴스라고 말 하는 것이 양 진영 간 대립 상황에
서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몰아
가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닌가. (C)

이 연구에서 ‘가짜 뉴스 프레임’ 주장은 주로 우파(보수) 성향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최근 정
치 이슈를 중심으로 제기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직접적으로 ‘가짜 뉴스 프레
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활동가들 역시 자신들이 과거에 제기했던
큰 이슈나 의혹에 대해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짜 뉴스 프레임’론과 유사한 주장을 했
다. 가령, 진보 성향의 한 기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이 MBC
PD 수첩을 통해 보도될 당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팀이 취재를 통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성이
높았다고 말한다(J). G 역시 당시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에서, 문제의 초점은 국민의
높아진 안전 의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해 추가적인 진상 조
사를 해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 정치 진영에서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는 정치 담론을 상대 정치 진영에서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짜 뉴스 프레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차이는 권력을 획득한 정치 진영과 그렇
지 못한 정치 진영 간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추정된다. 현재 주류 정치권력을 획득하지 못한
보수 진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그 의문
에 관해 속 시원한 답을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정부와 언론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명보다 의혹 제기 자체를 가짜 뉴스로 몰아가며 의혹 제기를 봉쇄한다고 의심한다(A, B, D).
한편 현재 정치권력을 획득한 진보 진영이라 할지라도 정권을 획득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
해서는 의혹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으며(G, J), 사안에 따라 지금이라도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I).
그렇다면 가짜 뉴스 주장과 가짜 뉴스 프레임 주장은 정치 진영의 정치권력 획득 여부, 정
보의 유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권력을 가진 진영, 정보를 갖는 입장, 특정 이
슈가 담론 영역에서 지배적 판단을 얻은 정치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상대 정치 진영의 주장이 가
짜 뉴스가 된다. 하지만 그 반대 측 입장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담론은 진실을 다투어야 할 담
론 투쟁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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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짜 뉴스 (프레임) 확산과 차단의 고리는 언론 보도?
이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가짜 뉴스 확산, 가짜 뉴스 프레임에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
다. 이들은 언론 보도 가운데 무비판적 받아 적기(A, J), 오보(F)나 교묘한 프레임(H) 등이 가
짜 뉴스와 별개일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온라인 공간이나 SNS에서 가짜 뉴스의 근거
와 확산 계기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G, J).
진보 성향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현재 정권에 비판적인 가짜 정보가 급속히 확산하는 계기
를 언론 보도가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언론사 기자 J는 가짜 뉴스의 SNS 확산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전통 언론 어디에 보도 되었다며 그 보도가 근거로 제시되는 순간 해당 가짜 뉴스는 힘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J는 의대 파업 이슈에서 언론이 처음에 따옴표를 통해 의협이 이렇게 주
장한다는 기사를 쓰면, 나중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따옴표가 사라지며 해당 내용이 확인 없이 기
정사실이 되고, SNS에서는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점만 강조되며 믿을 만한 정보로
둔갑된다고 지적한다. J는 정부 발표가 공공 의대 설립 이야기만 있었지 공공 의대를 특정 지역
으로 결정한 것이 없다고 발표했는데도 어떤 언론이 의협 발표를 근거로 정부가 특정 지역에 공
공 의대 설립을 결정했다는 보도를 했다고 비판한다.

가짜 뉴스가 힘을 얻으려면 말 그대로 전통 언론 어디에 보도되었다, 전통 언론 어디 기사다 이
것들이 되는 순간 힘이 실리잖아요. 언론이 관여가 안 된다? 만약 그런 거 없이 하면 한 순간 확
산될 수 있겠지만 금방 힘을 잃고 사그라드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주변에 아
는 사람들한테서 SNS 카톡이나 뭐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가입한 밴드니 뭐니 띄우잖아요. 그
게 보면은 링크 걸어서 어느 신문사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링크도 많지 않습니까. 링크 열어 들
어 가보면 그게 어디 기사든 어디 잘 모르는 언론 매체의 기사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가짜 뉴스란 말이에요. (J)

진보 성향의 G는 진영 논리에 빠진 보수 언론이 특정 이슈에 관해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
지 않고 보도할 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며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가짜 뉴스가 확산된다고 주
장한다(G). H는 언론이 특정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 모아서 보도하며 여론을 왜곡한 사례로 태
양광과 산사태 보도를 언급한다. 정부의 탈핵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언론이 악의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산사태를 덧붙여 문제를 과장하면 보통 사람들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산사태 사실을 일반화해서 받아들이고, 태양광 사업과 탈핵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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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파(보수) 성향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언론이 현재 정권의 발표를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하며 무비판적으로 기사화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다(A, B, E). B는 언론이
어떤 사실을 보도할 때 설명과 주장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수 성향의 기자 E 역
시 언론이 정부 발표를 검증 없이 일단 먼저 보도하는 문제점을 비판한다. 그는 과거의 언론들이
월간, 주간, 일간의 발행 간격과 팩트 체크할 시간이 있었다면 현재의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에서
는 분초 단위의 속보 경쟁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며 그만큼 사실 확인 과정이 약한 뉴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E는 언론사 기자들이 평소 과학적 사고와 논리력을 통해 정부 발표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언론이 정부 발표에 대해 일단 의심을 해야 하고, 논리에 맞
는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후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매카시라는 사람이 그 때 당시 신문의 마감 시간 30분 전에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
자회견 듣고, 걔네들 보도 자료 보고, 기사를 쓰는데 마감 시간 직전이라 확인할 시간이 없잖아
요. 하고 나면 확 다 퍼져 버리는 거에요. 나중에 고치려면 확 퍼졌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지고,
그 자체가 뒤섞여 버리죠. 매카시는 그것을 이용해서 한 거고. 언론은 자기 생태 상 마감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온게 사회적 책임 이론 같은 것을 원용해서 생
겨나는 거에요. 표면의 사실만 가지고 언론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이면의 것을 고민하고 찾아내
서 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진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훈련이나 생각을 해야 해
요. 일단 의심을 해야 되고, 의심한 것에 대해 스스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에 맞는
지. 팩트가 있긴 하지만 팩트가 논리의 세계에서 어긋나지 않고 부합해야 하고. (E)

(4) 가짜 뉴스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정치 성향이 선명한 사람들은 가짜 뉴스 (프레임)가 실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목하기도 한
다. 진보 성향의 J는 가짜 뉴스로 인해 정당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 못할 수 있다며 우려했
다. 보수 성향의 E는 허위 정보로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피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
법으로 가짜 뉴스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가짜 뉴스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 가
운데 하나로 정치 진영성을 언급한다. 특히 정치 진영적 대립이 심화될 때 가짜 뉴스는 진실 여
부와 무관하게 정치 진영을 결집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진보 성향의 I는 정치 진영의 팬덤화
가 이뤄지면서 사실을 인정하면 진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진영 논리가 심해진다고 지적한다.
가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진영 논리 때문에 진영 내에서는 조국 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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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인정한 내용도 부정하며 안 들으려 한다고 했다. 우파라고 밝힌 C는 진영 내에서 가짜 뉴스
가 나오는 이유를 “그 분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그 분들이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있다 생각하고”라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본인들의 삶을 투영하고 그것이 과해
지면 지금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들은 가짜 뉴스를 둘러싼 여러 보완 장치가 있다면 가짜 뉴스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정보의 투명성, 공개 토론과 숙의 과정이 가짜 뉴스의 영향력을 축
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다. A와 G는 다양한 정보와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다면 다양
한 의견이 개진되며 가짜 뉴스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한다. F 역시 과거에는 북한 정보가 제한적
이었기 때문에 일방적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북한
정보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북한 뉴스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H는 아침에 어떤 사건을 접하고, 점심 후 가짜 뉴스를 접하고, 저녁에 팩트 체크하고, 밤에
인터넷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숙의가 이뤄진다며 신중한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보면 가짜
뉴스에 쉽게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 판
단을 하려면 충분한 찬반 의견, 다양한 뉴스를 접할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D는 만약 시민이
개별성과 자율성을 갖고 합리적 사고를 한다면 전체주의적 선동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관해 공개 토론으로 무엇이 사실인지 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은 TV를 보며 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 몇 시간 동안 숙
의 과정을 쭉 거치고 있는 거죠. 아침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점심 먹으면서 가
짜 뉴스를 접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거에 대한 팩트를 적고, 그리고 다시 밤에 인터넷 찾아보며
그것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숙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 사람
이 그것을 보고 팩트 체크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걸러낼 능력이 있을 것이
며,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팩트 체크를 해주는 뉴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팩트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자기의 내부에서 팩트를 받아들이고 가짜 뉴스 판별해내고
팩트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죠. 문제는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려 한다거나 아예 제공이 되지 않
거나 이게 문제인거죠. 사람들은 그 정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합리성을 거부하는 거
야. (H)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정치 담론의 다양성 범위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결국 각자의 정치
성향과 정치 진영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H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소수자 등을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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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혐오적 표현 등이 담긴 가짜 뉴스는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G는 다양한 정치적 층
위가 존재해야 접점의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만 주류 언론에 대한 규
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우파 성향의 D, 진보 성향의 F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가짜 뉴스
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차이가 있다. 진보 진영의 F는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가 북한을 자극하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결과로 국민의 삶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
면 우파 진영의 D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짜 뉴스의 내용이 있을 때 그 가짜 뉴스를 제
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
정치 성향이 선명한 사람들은 추상적 개념의 다양성, 표현의 자유를 원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상대 정치 진영의 낯선 생각들까지 포용력을 발휘하기
보다 각자의 정치 진영이나 생각이 소수 입장에 놓였을 때 표현의 자유, 다양성을 말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2) 정치 담론의 생성 맥락에서 살펴본 가짜 뉴스(프레임)론

(1) 제한적 정보 환경이 생산하는 가짜 뉴스 (프레임)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정치적 입장과 해당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확산된 담론에 다른
시각과 판단을 제기한다. 오랫동안 통일 운동을 해왔던 F는 북한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그런 점
을 근거로 우리 사회의 북한 뉴스가 오류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권에 비판적인 A, D는 최
근 이슈에서 정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 끊임없이 의문점을 던지며 그 이유를 제시한다.
F는 우리나라가 분단 이후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적대적 북한 뉴
스가 많았으며, 기성 언론이 전하는 북한 소식들은 팩트에 근거한다기보다 의도적으로 북한을 악
마화하고 남북 대결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대표적 가짜 뉴스 사례로 김정은 국무위
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들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심혈관 수술이 진짜일 수도 가짜일 수도 있지
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데일리 NK, CNN, 보수 언론이 차례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위중설이
사망설로 증폭되었다고 비판한다. F는 우리 언론이 북한에 대한 오보를 생산하는 이유가 북한에
대한 정보 부족도 있지만 북한이 정정 보도, 명예훼손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수 언론
이 악용한다는 의구심을 갖는다.

북한 관련 보도는 거짓이든 사실이든 상관이 없다, 왜 북한은 언론 정정 보도를 요구하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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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예훼손도 안 묻기 때문에 그래서 막 써대는 거에요. 자기 의도에 맞게 북한 관련 이슈는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고 분단 체제 지속을 원하는 보수 언론의 입장에서는 북에 대한 이
슈는 아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 뒤에 오보를 내놓고 사과도 안 해요, 정정도 안 해요. 지금도
현송월 처형설이 그대로 있어요. 과연 이런 것을 두고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
슈들이 과연 검증 없이 보도가 되고, 그것이 가짜 뉴스로 확인되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
는 거죠. 그 부분에서 심각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F)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례를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 위중설이 부각된 계기는 2020년 4월
15일 북한의 태양절 행사에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불참이었다.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소식통
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심혈관계 시술을 의료진들까지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보도했다(허윤아,
2020, 4, 20). CNN은 <데일리 NK> 보도와 구체적이지 않은 미국 관리 정보원을 근거로 관련
보도를 했다. CNN이 해당 뉴스를 보도하자 한국 언론들은 CNN 뉴스를 직접 인용 형식으로 전
달했다(김종성, 2020, 4, 25).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말로 대신했고,
한국 정부의 복수 고위 관계자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황준범,
2020, 4, 22). 김 위원장은 그 해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노동신문
을 통해 보도되며(정윤주, 2020, 12, 26)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은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었다.
양무진(2020)은 2012년 이후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김정은 건강 이상설처럼 ‘최고 지도
자 신변 이상형’, 김경희 독살설 같은 ‘로열패밀리 신변 이상형’, ‘최고지도자 측근 숙청형’ 등으로
분류했다. 그는 북한 관련 가짜 뉴스가 주가, 환율 등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이 북
한 보도를 할 때 검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아름과 김성해(2017)는 2000년대 이후 허
위로 밝혀진 북한 관련 뉴스가 익명 정보원의 비중이 높았고, 실명 정보원을 통해 사실이 밝혀진
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시기 대표적 가짜 뉴스로 현송월 총살설, 리설주 음란물 촬영설이 있었
지만 현송월은 생존이 확인되고, 리설주 음란물은 유덕화 영화의 일부 장면으로 밝혀졌다고 말한
다. 김성준과 이창현(2002)은 실험 연구를 통해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들이라도 북한 관련
한 부정적 뉴스를 접하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한편 A는 2020년 8.15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의 직접적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는
8.15 광화문 집회를 당시 코로나 19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한 언론 보도 내용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8.15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 19의 연결고리 근거가 사랑제일교회인데, 당시 사랑
제일교회 관련자는 소수를 제외하고 집회 자체를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8.15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19의 대확산 진원지로 지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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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일정 기간의 잠복기가 있는데, 확진자 숫자가 8.15집회 직후부터 곧바로 증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오히려 그는 당시 코로나 19의 대확산 원인으로 정부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7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고, 국민들에게
극장과 해수욕장을 가도 좋다며 집단 모임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언론인 E 역시 비슷
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 때 8.15 집회에 참여했던 부산 시민 140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
로나 19 확진자는 10~20명 수준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B는 8.15집회처럼 코로나 19 관련 정
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때 정보를 가진 측에서 필요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
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인산성으로
칭해지는, 그것이 현장에서 이렇게 엄청난 경찰 병력을 동원한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
날 광화문 광장의 집회를 차단한 원인이 된 것이 광화문 집회가 2차 대확산의 대원인이 되었다는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종교 집회의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는 진짜 심각하다. (A)

이 사례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당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639명이 광화문 집회
에 참석했고, 241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7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서울대학교 언론정보
연구소 팩트 체크, 2020, 8, 31). 그런데 당시의 코로나 19 대확산의 직접 원인이 교회였는지
8.15 광화문 집회였는지를 증명하기란 모호한 점이 있다. 물론 8.15 광화문 집회자 전수 조사를
통해 일부 참가자들 가운데 코로나 19 확진자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
의 원리는 주로 실내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질 때 면역력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감염된다. 그
래서 코로나 19 예방법 가운데 하나는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
용한다(안광석, 2020, 4, 15). 광화문 집회가 실내 행사가 아닌 야외 행사였다는 점은 당시 그
집회가 대확산의 원인이라는 당국의 발표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당시 코로나 검사에서 통상
1.2%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 역시 단순히 확진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코로
나 19 대확산의 진원지라고 단정 짓기에는 의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정부와 보건 당국은 당시 코
로나 19 대확산의 원인으로 광화문 집회를 지목했고, 언론 보도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관계자의
발언을 정보원으로 이뤄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코로나 19 대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광화문 집
회 참여자들은 강한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보수 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 등은 봉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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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두 사례는 인터뷰 대상자들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특징
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확산된 인식에 무조건적으로 동
의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치 성향이 강할수록 정치적 민감도가 높
았고, 이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던 인식
이 오히려 가짜 뉴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이 주목한 담론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관
련된다. 통일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F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뉴스 확산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우파 성향 활동가들은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19 확산
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회처럼 정권에 대한 비판 활
동이 제한받고 있었다. 실제 이 사건 이후 보수 단체나 정부 비판단체의 집회는 제한되었고 그런
조치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박상기, 2020, 10, 11; 전광준·
이재호·이주빈·정환봉, 2020, 10, 9).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서 불리했던 사안에 대해
상대 정치 진영의 의도를 의심했고, 적극적으로 반대 담론을 탐색하거나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2) 사실 명제와 의견의 혼돈: 작은 팩트에 점점 커지는 해석과 설명 가능성
정치 담론에서 의혹 제기가 발생할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이
다. 옳고 그름을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사실 명제’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해
석, 평가, 판단은 의견이나 주장에 가깝다. 우리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사실 관계가 약간 다르거나 과장하더라도 허위 표현으로 처벌하
지 않는다. 또한 허위 표현일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명예훼손 책
임을 피할 수 있다(박아란, 2019). 이 연구에서는 다소 양 정치 진영에서 민감한 이슈인 천안함
침몰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 2020년 4.15 총선거의 부정 의혹 주장을 사례로 이들
사건에 대한 사실의 영역은 무엇이며, 해석이나 판단의 영역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것을 바
탕으로 이 연구는 이들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가짜 뉴스인지, 반대로 의혹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가짜 뉴스 프레임’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사실(fact)을 정리하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 40여명 사망, 6명의 실종이 있었다’, ‘정부는 다국적의 민
간·군인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원인을 조사했다’, ‘1번 숫자가 적힌 어뢰 추진체의 파편이
발견되어 제시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담화를 발표했
다’ 등이 있다(김상균·한희정, 2014).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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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저지른 행위로 규정하며 중요 사안으로 다루었다. 반면 <인민
일보>는 기본적 사실 제시, 북한 측 발언 정도만 인용하며 소극적으로 보도했다(유세경·정지인·
이석, 2010).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을 두고 엇갈리는 주장을 보면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 중
어뢰에 의한 비접촉식 수중 폭발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반면 러시아 조사단은 기뢰의 수중 폭
발 가능성을 주장했다(한겨레, 2010, 7, 27).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엇갈리는 주장은 상반된 논리적 추론과 해석의 영역에 가깝다. 물
론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와 입장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 진영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정부의 공식 입장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I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해석은 다양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주장만 있는 것도 아닐테고. (중략)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객관적 근거를 갖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 룰을 정한다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라며 이 사건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0년 4.15 총선을 두고서 선거 부정 의혹이 일부 보수 진영 사람들과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D의 의혹 제기는 사전 투표에 집중되었는데 사전 투표지 발급기, QR코
드, 전자 개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선거 관리 과정에서 사전 투표지 보관을
빵 상자에 보관했거나 봉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정 선거의 명확한 증거
인 스모킹 건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 선거라기보다 선거 관리 부실의 문제로 볼 수도 있
지 않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는 투표지 관리 방법에 대한 규칙이 없다거나 얼마든지 바꿔 치
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는 점들도 부정 선거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선거부정 의혹 주장에 관한 뉴스를 찾아보면 확인된 사실은 “서울·인천·경기 민주당 대
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많은 선거구에서 63% 대 36%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는 점”, “수
도권 1092개 읍면동 단위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보다 높은 점” 등
이다(박지현, 2020, 8월). 이를 근거로 미국의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교수, 박성현 서울대 통계
학과 명예 교수는 앞서 언급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4.15 총선 결과가 통계적
으로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펼쳤다(송원근, 2020, 5, 18; 최보식, 2020, 5, 4).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투표지 분류기 오류, 중국 개입설, 특수 봉인지 훼손, 부여
군 개표소와 유령표 논란, 4.7초만의 투표, 삼립빵 박스 사건” 등을 제기하거나 의문을 가졌다
(박지현, 2020, 8월). 이 주장들은 개표 결과 집계 등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사실에 근거하
지만 명확한 부정 선거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장과 해석의 영역에 가깝다. 보수 진영의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전 통계청장)은 미베인 교수의 논문이 한국의 선거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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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전 투표율을 99.9~100%로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뿐이라며 부정 선
거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신지혜, 2021, 3, 31). 이들의 주장은 일부 사실을 근거로 하지만 해
석과 단정이 뒤섞여 있다.
이들 두 사건을 접근할 때는 명확한 사실 판단과 추론 및 해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 4.15 선거에 대한 의혹을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
다. 공적 영역에서 국민은 누구나 어떤 사안에 의문을 갖거나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정부나 공
공 기관은 그것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당사자들의 의혹을 해소할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탐사 보도 등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밝히고,
선관위 역시 의혹 제기자들을 참여시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의혹에서 나타난 대응 방식은 탐사 보도 팀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외압과 징계 등을 통해 입을 막는 것이었다. 2010년 당시 KBS 1, KBS 2, MBC, SBS에서는
각각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했던 <추적 60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
계(경고)를 받았다. 각 탐사 프로그램은 ‘군 기밀주의로 인한 정보 독점’, ‘외부의 정치적 압력’,
‘조직 개편을 통한 내부의 통제’, ‘자기 검열에 따른 탐사보도 의지의 약화’ 등의 이유로 후속 탐사
프로그램은 제작되지 못했다. 특히 군이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이들 프로그램의 PD들은 새로
운 증거를 확보할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한다(김상균·한희정, 2014).
4.15 총선 의혹에 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의혹 해명을 위한 선거 과정 시연회를 열었지만
정작 의혹 제기자들을 배제시킨 채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방적 해명만 시도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5월 28일 ‘사전 투표 및 개표 대언
론 공개 시연회’를 통해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밝혔다(박준석,
2020, 5, 28). 하지만 그 설명회에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아 셀프 검증
이라는 주장도 있었다(김민찬, 2020, 5, 28; 최현주, 2020, 5, 28).
B는 독일의 연방헌법 재판소가 투표에서 전자 장비를 쓸 수 있지만 표가 제대로 카운터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 때 전자 개표기 이용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독일은 수개표로 시스템을 바꾸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한 사실을 살펴보면 문재완(2021)은 네
덜란드, 독일이 과거에 전자 투표를 실시했지만 현재는 종이 투표와 수작업 개표로 이뤄진다고
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 투표기를 사용해서 투표와 결과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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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선거권자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를 이유로 전자 투표기 사용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B는 자신의 표가 제대로 카운터가 되
었는지에 관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의 대응은 일방적 해명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4.15 총선의 사전 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의 개표 결과에 의혹이 제기되었던 만큼 사법부는
투표지 재검표를 통해 사실 문제를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D는 법원이 투표지의 재검표
를 미루고 있으며 엄격한 재검표와 컴퓨터 장비 보전과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와 관련해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2021년 5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조속한
재검표를 촉구했다(인세영, 2021, 5, 23).

(3) 공적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이 연구에서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각자의 신념이나 인식 체계를 바탕으로 사회 담론을 이
해하며 주장과 근거를 제시했다. 동일한 이슈라도 다른 사실의 선택, 일부의 팩트를 근거로 다르
게 이뤄지는 해석은 정치 진영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보의 불투명성이
증가하면 해석 영역이 확장되며 추론의 오류, 해석의 사실 둔갑 역시 늘어날 개연성이 커진다.
정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통해 우리 진영의 담론은 진실이 되고 상대측 담론은 거짓이
된다. 즉 같은 이슈라 하더라도 정치 진영이 다를 때 한 진영의 ‘가짜 뉴스론’은 상대측에서 ‘가짜
뉴스 프레임론’이 될 수 있다. 물론 각자의 해석 차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공적 영역의 가
짜 뉴스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공유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앞에 다루었던 진술을 다시 살펴보면 F는 북한 관련 뉴스가 가짜 뉴스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가 많으며 시간이 지난 후 결국 오류로 밝혀진 뉴스 사례
들이 많다고 말한다.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선관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검증 자
료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재검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B, D). 이
두 사안은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전혀 연결 고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두 사
안은 ‘정보 제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치적 공론장에서 가짜 뉴스를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고,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의 투명성이 뒤따를 필요
가 있다.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제한적이면 권력이나 사회적 통념에 가까운 측은 선택적 정
보를 통해 상대 측 정치 진영의 정보나 의견이 ‘가짜 뉴스’라는 주장을 펼치기 쉬웠고, 상대측 정
치 진영에서는 ‘가짜 뉴스 프레임’이라고 말하며 그것에 반발했다.

자기네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것만 이야기하지. 우리가 한번 나와서 같이 한 번 제기한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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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대략적으로 대답해보고 한번 토론해보자 그걸 못해. 전자 개표기 프로그램인데 전산 조직
운영 전국 서버에서 움직이지, 투표기 발급기도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검증 조사해봐야 할 거 아냐. (중략) 큐알 코드 그것은 문제없다 그러려면 서버를 열어봐야 할
거 아냐. (중략) 직접 조사하자는데 안하겠다는 거 아냐. 전자 개표기의 컴퓨터 프로그램, 전국
집계 서버, 이게 해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킹을 막아낼 수 있는지 조작할 수 있는지, 없는
지, 그 다음에 투표지 발급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것 다 조사해봐야 할 것 아냐. (중략)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규칙도 없고 검증 과정 필요 없다는 것 이 정도면 재판이
고 뭐고 없는 거야. (D)

다음으로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사실과 사실, 사실
과 의견의 선택이다. 이들은 어떤 사실을 보느냐에 따라 가짜 뉴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
고, 팩트와 의견의 경계적 모호함도 있다. H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산사태의 상관성이 과장되었
다는 판단을 했다. 물론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H는 전체 산사태 가운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를 불렀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한 뉴스를 찾아보면 2020년 “전국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27건의 토사 유출
(3.6ha) 피해”가 발생했는데, “전체 산사태(6천175건·1천343ha)의 0.4%, 전체 산지 태양광(1
만2천923건)의 0.2%”에 해당한다(윤보람, 2020, 10, 20). 그는 또한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많다고 덧붙였다. 가령, 비가 내리면 태양광 패널의 독극물과 중금
속이 녹아 땅에 스며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는 태양광의 주원료가 규소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
과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남상욱(2019, 2, 5)은 국내 태양전지가 모두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며,
이 실리콘은 규소이기 때문에 모래와 비슷한 성분이라고 말한다. 국내 생산의 태양 전지에 카드
뮴은 없으며, 일부 납이 사용되지만 법적 기준(3㎎/ℓ)에서 보면 극소량(0.064~0.541㎎/ℓ)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한편 사실 정보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람들의 전문 지식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역사 교
사인 I는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반일 종족주의> 책에 매우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I는
상대 진영의 역사 연구자들이 희귀 데이터를 근거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펼치고 그것이 사회적으
로 확산되니 어디서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한다. 그는 위안부 매춘 주장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화폐 가치가 없는 위안부 월급과 몇 명의 사례를 일반화시켜 단정을 내렸
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한다. 식민지 근대화론 역시 데이터 자체가 조선인의 삶과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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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발전 지표들인데 이것을 근거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이 발전했다고 주장하면 역사 부정이나
왜곡이라고 말한다(I). 하지만 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치적 담론이 아닌 학문적 영역에서는
좀 더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다소 모순적인 의견을 덧붙인다. 그는 독립 운동사의 과장, 민
족주의적 편향성과 서사 담론에 대한 비판은 학문적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역사 접근
은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역사 부정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제일 무섭다 생각하는 것이 예전과 다르게 그냥 데이터를 가
지고, 희귀한 데이터, 아니면 잘 모르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짜 뉴스라는 것을 퍼트리니까, 사실
처음에는 데이터 자체를 본 적 없는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도 판단하기 힘든, 연구를 하지 않으
면, 평소에 연구 안 했던, 연구할 가치도 없었고, 데이터 자체가 사진처럼 완전 가짜이거나 5.18
연구자들도 본 적이 없으니까 (중략) 어디서 희한한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다 하면 어디까지 반
박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I)

상반된 정치 진영의 역사 담론은 사실에 근거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실의 선택과 해석
에 가깝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사건과 자료들은 그것의 진위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사실 영
역이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한국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과 그것에 대한 비판은 사
실의 영역이라기보다 추론과 해석의 영역에 좀 더 가깝다. 하지만 정치적 담론에서 역사는 진영
간 정통성과 세력 결집을 위한 담론 투쟁 영역이다. I는 환단고기가 터무니없지만 사람들이 그것
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치 진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I). 하지만 현
실의 정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 담론은 순수한 학문적 담론으로만 의미를 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역사 담론은 사실 여부보다 추론과 해석이 정치 진영의 이해에 맞춰져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이슈 사례들을 보면 사실 정보와 가짜 정보, 사실과 해석이 혼재되어 있다.
해석의 영역은 한편으로는 지식에 따른 전문성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
부된 담론 투쟁 영역이기도 하다. 북한에 관한 뉴스는 사실 정보와 가짜 정보가 뒤섞여 있고, 제
한적 정보로 인해 해석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선거 부정 의혹은 사건의 사실보다 해석 영역에 가
깝지만, 의혹 제기자와 해석 차이를 줄이고, 사실 중심으로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은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 토론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어떤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사
실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다고 일반화하면 사실보다 오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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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단편적 해석에 가깝다. 역사 담론은 사실 여부보다 정치적 효과가 더 민감한 해석의
영역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정치 담론에서 가짜 뉴스와 가짜 뉴스 프레임은 사실 정보, 해석,
정치적 맥락과 영향력의 복합적 결과물로 파악할 수 있다.

Figure 1. Contrast of ‘fake news’ and ‘fake news frame’

5. 결론 및 논의
개념은 어떤 대상의 유사한 속성들을 추상화시켜 만들어진다. 들뢰즈(Deleuze, 1968/2004)는
어떤 개념이 분화되지 못한 채 개념의 반복적 표상만 재현된다면 봉인된 반복이고 해석이 요구되
는 반복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념이란 개념의 동일성과 구별되는 실증적 다양체이며, 이념을 통
해 개념적 재현의 틀을 깨고 차이의 해방과 진화, 탈 중심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연구는 정치적 성향, 정치 진영성이 선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슈, 그것을 둘러싼 가짜 뉴스 주장과 가짜 뉴스 프레임 주장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비록 상반
된 정치 진영적 입장을 갖고 있고 주목하는 가짜 뉴스 사례가 다르지만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자체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대부분은 가짜 뉴스가 상대 정치 진영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생산, 유포되는 허위 정보라고 인식했다. 일반적인 가짜 뉴스의 의미가 의도성을 갖고 있는
허위 정보라는 점에서(오세욱·정세훈·박아란, 2017; 유의선, 2018; 황용석·권오성, 2017)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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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에 대한 인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들이 생각하는 ‘허위 정
보’와 ‘의도’ 여부는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판단했다.
정치적 민감도가 컸던 이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특정 이슈에서 가짜 뉴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가령, 현재 정치권력을 획득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4.15 총선의 선거 부정에
관한 의혹 제기를 상식에 벗어나고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가짜 뉴스로 판단했다(I). 반면 정치권
력을 획득하지 못한 우파(보수) 진영의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해당 이슈에 강한 의심을 갖고
있으며, 그 의문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충분한 해명이나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다. 이런 사례를 볼 때 가짜 뉴스의 중요한 속성으로 언급되는 ‘의도’, 즉 ‘가짜인 줄 알면서도’의
의미는 상대 정치 진영에서 추측하고 단정하는 의도일 뿐이며,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은 ‘진
짜라고 믿는’, ‘의심스러운’의 의미를 더 강하게 담고 있다.
나아가 ‘허위 정보’라는 규정 역시 어떤 경우 진실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영
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특정 진영 입장에서는 특정 사실이 해명되었다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위 정보로 규정했지만, 상대 진영에서는 의심을 풀 수 없는 내용들을 근거로
제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 담론에서는 한 정치 진영에서 ‘가짜 뉴스’라고 단정할
때 상반된 정치 진영에서는 거꾸로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낙인찍는 ‘가짜 뉴스 프레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한편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에서도 권력에 의한 정보의 선택과 조작이 발생해 스핀
닥터(spin doctor)가 문제가 된 적 있다. 정치적 담론 투쟁에서 권력을 획득한 정치 진영은 정
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고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집권한 정치 진영에 유리한 역사적
사실들을 끌어들여 의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 사례로 이라크 전쟁을 유발했던 미국 부시 행정
부의 대량살상무기 보고서(Kumar, 2006),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 뉴스 낙인 전략과 이슈
돌리기(Zompetti, 2019), 영국 행정부의 통계 조작과 언론에 선택적 정보 제공 사례
(Garland, 2018) 등을 말할 수 있다. 반면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 정치 진영은 제한된 정보를
통해 정부 당국에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었던 사례는 정보의 투명성 여부가 가짜 뉴스 확산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가짜 뉴스 담론은 부분적 사실을 근거로 추론과 해석이 덧붙여지며 만들어진다. 이
때 정보가 없는 사람들,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고
가짜 뉴스 생산과 확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다. 반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 사실들만 부각시키며 상대 진영의 주장을 가짜 뉴스로 만들 수 있다. 특정 정치 진영의 권
력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필요한 정보의 비공개와 선택적 제공, 공개 토론의 기피는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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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잠재우기보다 부분적 사실을 근거로 해당 이슈에 대한 주장과 해석을 재생산하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다. 만약 의혹 제기된 사회 이슈가 가짜 뉴스라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밝히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지켜보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때 진실 시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슈가 발생하거나 제기된 의혹이 있을 때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덧붙이면 가짜 뉴스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만큼이나 가짜 뉴스가 왜 발생하는지 심리적 요
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캉(Lacan)의 ‘상징계’, ‘실재계’, ‘상상계’의 개념에 적용시킨다면(서
동욱, 2002; 어도선, 2002; 이수연, 2002), 특정 정치 진영이 갖고 있던 이상적 정치 현실이
‘실재계’이고, 정치 진영성이 강한 사람들이 상대 정치 진영의 부조리라 생각하는 ‘상징계’를 드러
내고자 할 때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는 ‘상상계’의 장치가 될 수 있다. 릴리커와 리프브로어
(Lilleker & Liefbroer, 2018)는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2017년 영국 총선 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로 주류 정치인 혐오, 보수당에 대한 불신, 다문화
와 이민 정책 등에 대한 반감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 진영성이 강화될수록 상대 정치 진영에 대한 반감은 늘
어나기 마련이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은 심리적 지지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 이들 진영에 중
요한 것은 사회 시스템이나 권력 그룹에 대한 불만이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는 옳고
그름보다 확증 편향으로 뒷받침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했던 민감한 이슈 사례를 단순히 진실과
가짜만을 판별하고자 접근한다면 왜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진단을 놓칠 우려가
있다. 가짜 뉴스의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가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가짜 뉴스 사례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며 가짜 뉴스의 발생 배경과 확산 과정, 가
짜 뉴스라 일컬어지는 내용에 대한 정치 진영별 다른 시각과 해석, 영향력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
등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의견을 덧붙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이 연구는 심층 인터뷰 진술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
에 없었다. 왜냐면 양 정치 진영의 활동가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 심층 인터뷰에 참여했고, 인터
뷰를 녹음하는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솔직하게 답해주었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섭외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 우
려는 바로 연구자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인터뷰의 왜곡 가능성이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가능하면
정치 진영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자 노력했고, 언론 보도와 관련 연구를 확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며 서술했다. 그럼에도 상반된 정치 진영의 인터뷰 내용을 동시에 담아내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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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민도 있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아쉬움은 각각의 가짜 뉴스 논란 사례를 두고서 토론처럼 상반된 시각
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연구 과정에서 상반된 정치 진영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관한 상반된 시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논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가령, 어떤 우파 활동가의 선거 부정 의혹 이슈에 대해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상식적
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일축할 뿐 세부적인 논점들에 대해 관심이 적었다. 또한 일제 시대 역
사 문제 등에서 상반된 시각과 해석을 비교와 대조를 하고 싶었지만, 민감한 사안으로 여기는 인
사들이 인터뷰 섭외를 거절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언론 보도와 연구 논문 등을 통해 보
완할 수밖에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접근과 다른 방향에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기계적 중립보다 특정 진영의 관점에서 가짜 뉴스 주제를 접근하는 연구 방법과 분
석도 필요하지 않는지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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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 심층 인터뷰 질문지*.2)
1. 최근 혹은 기억나는 가짜 뉴스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뉴스가 왜 가장 먼저 기억이 났습니까?

2. 해당 가짜 뉴스는 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가짜 뉴스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3. 상대 정치 진영에서 주장하는 이쪽 진영의 가짜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정치 진영과 관련된 가짜 뉴스와 연관된 경험이 있습니까?

5. 가짜 뉴스에서 서로 다른 해석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가짜 뉴스의 영향력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7. 가짜 뉴스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질문지는 심층 인터뷰 이전에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인터뷰 진행 상황에 따라 이 순서대로 질문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자신 있는 부분은 자세히, 자신 없는 부분이나 답하기 곤란한 부분은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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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반된 정치 진영의 가짜 뉴스 담론과 사회적 사실
강주현
(부산대학교 지역혁신역량교육연구센터 연구교수)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 담론을 정치 진영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반된 정치 성향의 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들은 상대 측 진영의 허위
정보가 정치적 목적성을 띤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짜 뉴스 담론을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했
다. 가짜 뉴스를 규정할 때 ‘가짜인줄 알면서도’의 의미는 상대 정치 진영에서 추측하고 단정하는 의도일
뿐이며,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은 ‘진짜라고 믿는’, ‘의심스러운’의 의미를 더 강하게 담고 있다. 나아가
‘허위 정보’라는 규정 역시 어떤 경우 진실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영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
다.
이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정치 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짜 뉴스론이 될 수도 있고, 가짜 뉴스
프레임론이 될 수도 있다. 정치 담론의 생산과 확산 과정은 작은 사실(fact), 언론 보도에 설명 가능한 추
론과 해석이 덧붙여지며 새로운 메시지가 생성되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
성이 제한될 때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치 진영 내부의 추론과 해석, 확산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
다. 상대 정치 진영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의혹을 해명할 정보의 선택적 제공, 공개 토론 기피는 부분적
사실을 근거로 해당 이슈에 대한 주장과 해석을 재생산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핵심어 : 가짜 뉴스, 가짜 뉴스 프레임, 사회적 사실, 다른 해석, 정보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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