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공유 전, 사실 먼저 확인하기

우리는 사실과 허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이 사
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무엇을 근거로 의미가 있는 정보인지 그
렇지 않은지 판단하나요? 다음은 정보 위생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입니다.

정보 위생 (Information Hygiene) 은 우리가 받아 들이고 전파
하는 정보들을 세심히 점검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와 기술을 갖
추는 것입니다.

출처가 없는 경우는 신뢰할 만한 통신사와 정
부 소식통과 확인하세요.
단일 소식통에 의존하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
을 가지고 다양한 출처의 내용을 검토하세요.
위조 또는 포토샵 된 이미지나 웹페이지들이 
있음을 인식하세요. 
철자, 문법 또는 단어 사용에 있어 실수가 있
는지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서도 믿을만 한 소
식통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으니까요.  
역방향 서치를 통해 출처를 확인해 보세요.
너무 충격적인 주장이나 머리기사는 우선 의
심해 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
에게 물어 보세요.
예전에  전해졌던 스토리가 여전히 정확한 것
인지 확인해 보세요. 
사실 확인이 된 이후에만 해당 정보를 전달하
세요.

이 정보가 사실인가, 또는 누군가의 의견
인가? 
이 정보로 인해 누가 유익을 얻는 것인가?
누구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인가?
누구의 관점이 반영된 것인가?
다른 어떤 관점들이 존재하는가?
증거자료들의 출처는 어디인가? 
출처가 인용되었는가 (자료의 출처가 얼
마나 많은지, 그리고 공식적 또는 전문가 
자료인지)?
어떤 가설과 추정들이 존재하는가? 
추론에 있어 결함이나 인식적 오류는 없
는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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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www.acctfoundation.ca 를 참조하세요.

다음 질문을 고려해 보세요

사실 확인 웹사이트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 확인해 보세요

Snopes.com
Politifact.com
Factcheck.org
Flackcheck.org
OpenSecrets.org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fact-checker/
 https://reporterslab.org/fact-checking/ (global fact 
checking site)

정보 위생
실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