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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브리프
지명되지 않은 한 정치인이 선출된 이래로, 가짜 뉴스는 
최근의 동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소문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관행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를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수의 언론 매체나 정부 소식통이 대중의 
사상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미디어나 정부와는 달리, 우리 중 누구도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짓을 게시한 것에 대해 
질타할 수 있는 법률안이나 벌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 영역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동기가 
없습니다.

달력
경쟁  2020 년 2 월 10 일 — 5 월 20 일
사전 심사  2020 년 7 월 20 일 — 9 월 20 일
라이브 배심원  2020 년 10 월 말
비엔날레 프로그램  2021 년 5 월

질문이 있으십니까?
info@posterfortomorrow.org  
www.posterfortomorrow.org

협회 4tomorrow
16 esplanade nathalie sarraute — 75018 Paris
전화: +33 14205 8887

지지를 먼저 받은 후에 결과에 대하여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결과와 상관없는 뻔한 거짓말들을 
언급할 때 왜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걱정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짜 뉴스를 멈출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진실을 인식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2020 비전으로 명백하고 진실 되게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닌 진실을 확인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처럼 정확하고 자세한 
사실과 함께 가짜 뉴스에 대항하기를 격려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추가 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불법화한다면, 허위 뉴스는 차단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십시오.만약 출처가 있다면,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출처가 없다면 왜 없는지 질문하십시오.누가 게시물을 
올렸는지, 그의 주장과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그들은 컴퓨터의 자동처리 프로그램입니까? 그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올린 다른 게시물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이나 기관 또는 진실을 말하도록 규제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람 등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출처를 통해 
사실을 확인 하십시오 

디지털 소셜 미디어의 규정을 촉구하십시오.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Facebook 및 Google과 같은 플랫폼은 
정치 광고나 실제로 게시된 콘텐츠를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변화해야 합니다. 트위터는 정치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중단했지만Facebook과 Google은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은 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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