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 빈곤 법률 센터 

극단주의자들은 유권자와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립니다. 
선거주기 동안 유권자들은 구별하기 어려운 허위 정보, 거짓 음모 이론 및 불법적 인 출처의 선전으로 
폭격을받습니다. 허위 정보의 유형과 징후를 이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허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속이고 해를 끼칠 의도로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허위 정보는 다음과 같이 덜 명백하게 편향된 출처를 통해서도 퍼질 수 있습니다. 

• 소셜 미디어 

• 스트리밍 비디오 아울렛 

허위 정보 뒤에 누가 있습니까? 

• 종종 증오 및 반정부 단체와 관련된 교활한 극단주의 행위자. 

극단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사용합니다. 

• 의도적으로 그리고 잘못 민주주의에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 

• 선거에 대한 불신을 심으십시오. 

• 유권자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허위 정보 콘텐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인종 및 성별 문제에 대한 허위 
세부 정보. 

• 스테레오 타입. 

• 논쟁의 여지가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  

허위 정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대중 • 종교 공동체 

• 유색인종 커뮤니티 • 치열한 경합 지역의 유권자 

심각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극단주의 행위자의 허위 정보 • 허위 정보는 표적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선거에 관한 캠페인은  선거 노동자에 대해. 
2021년 1월 6일의 폭력 사태와 
2020년 미국 전역의 주 청사.  

• 메시징 앱 

• '가짜' 뉴스 
사이트 

• 폭력을 촉발합니다. 

• 정치적, 재정적 이익을 
달성하십시오. 

• 혼돈과 혼란을 만듭니다. 



 
 

 

• SPLC 여론 조사에 따르면 거짓 인종 차별적 음모 이론에 대한 믿음의 수준과 정치적 
폭력을지지하려는 의지가 우려됩니다. 

허위 정보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풍자 또는 패러디의 형태로 오십시오. • 클릭베이트 판매 콘텐츠로 기능합니다. 

• 선정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헤드라인을 작성하세요. • 선전으로 가득 차 있어야합니다. 

• 오류로 가득 찬 가난한 저널리즘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행동. 중지 — 

의심하고 조사하십시오!! 

허위 정보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  

• 특별한 주장을 합니다. 

• 출처가 잘못된 사실을 사용합니다. 

• 강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 같은 이야기에서 사실과 의견을 
혼합합니다. 

• 엉뚱한 사진이나 그래픽을 사용합니다.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 

• 출처와 저자를 조사합니다. 

• 정보에 대해 다른 출처를 사용합니다. 

• 비판적 사고 방식 유지. 

• 사실 확인 사이트의 다른 곳에서 사실적 주장을 
조사합니다. 

• 출처가 풍자로 알려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검토 편견이나 비판의 단서에 대한 의견. 

• 이미지에 편집 또는 조작을 보여주는 
결함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다음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클과 대화하여 허위 정보 신고하기 
친구, 가족 및 동료는 이러한 유해한 조작 
추세에 대응하기위한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 F허위 정보 지연 및 보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세계 보건기구 
(bit.ly/3CbKFo7). 

• R이포팅 다음과 같은 조직에 일반적인 
원인 (reportdisinfo.org). 

•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CISA) 
허위 정보 인포그래픽 (bit.ly/3fOjA33) 

•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 기관 (CISA) 
정보 조작 그래픽 (bit.ly/3SFl7qF) 

• 세계 보건기구 "어떻게 온라인 잘못된 
정보 신고" 페이지 (bit.ly/3CbKFo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