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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제 컨퍼런스 초청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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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아데어 듀크대 교수는 2009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정치 전문 팩트체크 사이트 PolitiFact의 창안자다. 아데
어 교수는 탐파베이 타임스(세인트피터스버그 타임스)의 워싱턴 지국장으로 재임 중 경마식 선거보도를 지양하고 유권
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정치인 발언의 참 거짓 여부를 가려 보도하는 PolitiFact를 만들었다. PolitiFact
가 도입한 검증 시스템인 Truth-O-Meter는 사실부터 거짓까지 5단계로 검증사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전
세계 팩트체크의 모델이 되고 있다.
아데어 교수는 2013년부터 듀크대 샌포드 공공정책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면서, 언론사들이 팩트체크에 관해 시
행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Duke Reporter’s Lab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미국의 3대 팩트체크 기관으로 꼽히는 PolitiFact, Washington Post, FactCheck.org가 공동으로 트럼
프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실시간으로 팩트체킹하는 FactStream 앱을 선보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아데어 교수는 저널리즘의 현장과 교육, 연구를 오가며, 전 세계적으로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는 팩
트체크의 선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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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찰리스는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연대기구인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IFCN)의 디렉터다. 미국의 대표
적인 언론연구기관인 포인터연구소에 소속된 IFCN은 2014년부터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유일한 국제 회의인 Global
Fact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15년 IFCN의 Director로 부임한 만찰리스는 그 이전에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팩트체크 기관인 Pagella Politica의
편집국장을 지냈다.
IFCN에 부임한 이후 만찰리스는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기본규약(Code of Principles)이 탄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이 규약을 지키는 언론사들이 Facebook과 협력관계를 맺어, 2017년 4월부터 Facebook에서 유통되는 가
짜뉴스들을 검증하도록 하는 데 주역을 맡았다.
팩트체커들의 국제 연대의 최전선에서 Global Fact를 총 지휘하는 만찰리스에게는 유럽, 남북미 대륙, 아프리카, 아시
아 등 각 대륙의 팩트체크 현황이 집결된다. 현장 팩트체커로 활동하며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팩트체크의 미래
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온 만찰리스는 Google, Facebook 등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들과의 견제와 협력 속에서
팩트체크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팩트체크의 활동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만찰리스는 2018년 1월 가짜뉴스와 온라인상의 그릇된 정보(disinformation)에 관한 EU High Level Group에 초빙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