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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스피어의 선거 이슈와 동원:
19대 총선을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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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영

<요약문>
이 연구는 트위터 공간의 선거 이슈 경쟁과 동원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념을 기준으로 트위터 캠페인에 참가한 후보와 정당 간의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진보 트윗량은 보수 트윗량을 현격하게 앞섰다. 이는 진보 집단이 트위터 공간에서 이니셔
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거이슈가 공간적 분할에 따라 분기되지 않고 수렴되는 현
상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즉 트위터 공간은 주로 진보에 유리한 이슈를 수용하였지만, 오프라인
과 웹의 이슈 범주와 크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오프라인이나 웹과 마찬가지로 트위
터 공간 또한 정책 이슈보다는 비정책 이슈에 더욱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확산시켰다. 셋째, 리
트윗수와 도달인원수를 기준으로 진보 정당 후보들이 보수 정당 후보들에 비해 월등하게 큰 수혜
를 누렸다. 즉 트위터 공간에서 진보 후보들이 보수 후보들에 비해 우세한 동원효과를 누리고 있
는 것이다. 이는 특히 트위터 공간의 허브 집단인 액티비스트의 영향력과 유권자 반응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트위터 효과가 오프라인 동원 효과로 전환되었는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주제어: 동원, 선거, 이슈, 트위터 공간, 플랫폼

Ⅰ. 문제제기: SNS의 선거정치 영향력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이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낳는지에 대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선거를 포함한 정치과정 분야에서 의미 있는 분석
성과들(Farrel & Webb, 2000; Foot & Schneider, 2006; Hargen & Johnston, 2007; Lassen &
Brown, 2011; Tumasjan, Sprenger, Sandner & Welpel, 2011)을 배출해왔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
들에서 뉴미디어가 수용자에게 효과를 초래하는 역동적 과정(dynamism)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이효성, 2006). 즉 기존의 온라인 캠페인 효과 연구는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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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전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 효과의 강도에 천착한 나머지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맥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간과해왔다(장우영 외, 2009).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SNS, 특히 트위터 공간(tweeter-sphere)의 선거 이슈경합과 동원효과
를 분석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SNS는 어떠한 선거정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산업화 시대의 선거가 정
치적 주체로서의 후보와 청중으로서의 유권자라는 이원적 분리 구도 아래 진행되어온 반면,
정보화 발전 이후 특히 SNS 시대의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 간의 사인주의적 융합(personalized
convergence)이 지배적인 구도로 정착되었다. 그 결과 트위터 공간과 같은 SNS 공간은 노드들
간의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을 통하여 오프라인 선거구와 독립적인 선거경쟁의 장을 창출
하였다(장우영·이현출, 2012). 그리고 SNS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은 상호 길항하며 의제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보수 언론의 주도로 오프라인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SNS 공간은 강한 진보 이니셔티브와 함께 대항공론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대안언론의 출로가 제약되어 있는 진보집단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온오프라인 공론장의 길항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언론환경이나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공론
장 또한 구조변동을 겪고 있다(장우영, 2006; Viguerie & Franke, 2004).
다음으로 SNS가 내재된 플랫폼을 통하여 정치적 잠재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
요가 있다. 가령 기성 미디어의 이용 동기가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SNS의 이용 동기는 커뮤
니케이션은 물론 ‘네트워킹’에 방점이 찍혀 있다. 즉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 간의 커뮤
니케이션이 충족된 상황에서, 수용자의 요구는 다시 조밀한 사회연결망의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Gillmor, 2004; Shirky, 2010). 예컨대, 블로그의 트랙백(trackback),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태그(tag)는 메시지들 간의 연결과 공유를 넘어 메시지를 매개로 하여 노
드들 간의 네트워킹 밀도를 강화하는 기제이다. 트위터의 팔로우(follow), 리트윗(retweet), 해시
태그(hash tag) 또한 특히 모바일 기반에서 적극 활용되어 공간적 구속을 넘어 실시간적으로
네트워킹 밀도를 강화하고 있다(Chang·Park, 2012). 요컨대, 근래의 웹 2.0 패러다임이과 SNS
붐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재구조화하여 개방, 참여, 공유, 연계 등과 같은 사회자본
(social capital)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최영·박성현, 2011).
마지막으로 SNS 고유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으로부터 정치적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의 자발성과 개방성이다. SNS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연
결 기제이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 미디어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의 자발성이 훨씬 두드러진다.
공동체 멤버십에 따른 의무적 소통이나 익명성에 기댄 책임감 약한 소통이 아닌 자신의 의지
에 따라 자발적 책임성 있는 소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트위터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과 연결되려는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촉발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이는 ‘자발적 개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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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일상적 의견개진과 의제설정이 이루어지는 비정형적인 연
결망 커뮤니티가 확산되고 있다(Eatona, 2010; 심흥진·황유선. 2010; 이은주, 2011). 둘째, 부단
하게 실시간성을 촉진하고 있다. 온라인 미디어의 상호작용성이 반드시 실시간성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즉 여전히 온라인상의 비동기(asynchronous) 커뮤니케이션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다. 반면 트위터의 경우 모바일과 결합함으로써 현존하는 SNS 중에서 동기적(synchronous) 커
뮤니케이션에 가장 근접한 미디어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슈의 생성과 여론형성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롱테일 집단(long-tail)의 형성을 매개로 정보유통을
혁신하고 있다. 롱테일 집단은 네트워크상의 긴 꼬리로 존재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일반 노드
들을 뜻한다. 가령 블로그의 트랙백과 트위터의 리트윗은 개인들 간의 피드백과 정보 필터링
을 유인하여, 허브를 중심으로 긴 꼬리 노드들을 네트워크상에 편재시킨다(Watts, 2004). 이를
통해 세력화된 롱테일 집단은 의제 공유와 확산을 매개하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발현시키게 된다. 특히 중대의제(critical agenda)가 제기될 경우, 롱테일 집단은 세력화된 이슈
공중(issue public)으로서 정치과정의 투입 요소로 기능한다.
정리하면 SNS가 미디어의 본원적 역할 또는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점과 내재된 플랫폼 및
고유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통해 정치적 잠재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한
대표적인 현상이 소위 SNS 캠페인 문화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출원한 소위 인증샷 캠페인은
온라인 놀이문화를 배경으로 투표 독려에 고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위터 캠페인은 과
거 16대 대선에서의 단문문자메시지(SMS) 투표독려 캠페인을 연상케 한다. 트래픽 데이터에
의거한 적실한 인과분석이 뒷받침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캠페인이 여론 반전과 투표율의 상
승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진보 정당이나 후보의 약진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유권자의 자발적 동원이라는 점에서 인증샷 캠페인의 의의는 더욱 크다. 이 캠페인이 방
증하는 트위터의 정치적 효과는 ‘무정형의 이심전심 네트워크 형성’, ‘여론주도자들의 영향력
확대’, ‘실시간성에 기반한 단기적 공론화와 동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경험적 분석들은 매우 실증적인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18대 대
선 후보들의 소셜 네트워킹 전략을 분석한 이원태 외(2012)의 연구는 정치적 지지도와 이념
및 소속 정당에 따라 후보들의 소셜네트워크 활용 패턴과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의 함의를 정리하면 첫째, 우세 후보군의 견인형(pull type) 전략과 열세
후보군의 접근형(push type) 전략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대중적 신뢰와 평판이
큰 유명인들의 트위터 연결망은 현저하게 비대칭적이다. 마찬가지로 우세 후보군은 열세 후보
군에 비해 훨씬 더 비대칭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우세 후보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팔로어들을 기반으로 정치과정과 선거캠페인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념 및 정당을 축으로 형성된 트위터 공간의 양극화는 온라인공
간에 지속되어온 발칸화(balkanization) 현상을 재현하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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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양극화가 트위터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군의 가교 노드들(bridge
nodes)이 공동의 관심사나 사적 친교에 따라 분리된 클러스터들을 매개하는 ‘연결된 양극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내집단에서의 경쟁과 협력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여당 후보들 간의 상호 팔로잉은 취약한 반면, 야당 후보들 간의 팔로잉은 매우 두드러진다.
정치적 맥락에서 여당의 현상은 권력집단 내부의 견제와 긴장을, 야당의 현상은 지지와 협력
을 반영한다. 한편 야당의 경우에도 정파간 호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소영(2012)의 연구는 인과적 측면에서 트위터 캠페인 효과의 단면을 보여준다. 우선
트윗 빈도와 노출도와 지역 분포 관련해서, 트윗빈도 상위 100명 중 59%가, 그리고 노출도 상
위 100명 중 69%가 수도권 지역 후보로 나타났다. 이는 트위터 이용자의 지역적 편중이 트위
터 캠페인의 지역적 편중을 유도하였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수도권 후보들이 다른 지역 후보
들에 비해 약 16%, 그리고 당선율은 약 26%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트윗 빈도수 100위 이내
후보자와 그 외 후보자 간의 평균 득표율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반면, 노출도
상위 100위 후보자들과 그 외 후보자들 간의 평균 득표율에는 매우 크고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나아가 장우영․류석진(2013)의 연구는 보다 진전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연구
는 트위터 캠페인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트위터 공
간에서의 후보 신뢰와 평판이 득표율과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
인되었다. 특히 트위터의 기능적인 활용보다는 장기간의 활동과 사회자본 구축이 관건임이 드
러났다. 후보의 트위터 이용 기간은 소속 정당 외의 전통적인 변수들보다 선거 결과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쳤다. 둘째, 후보의 단순한 트윗 활동보다는 유권자와의 상호작용, 특히 리트윗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리트윗 행위는 매우 전략적인 유권자 행동으로
나타났다. 즉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호오도(好惡度)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리트윗을
통하여 선거캠페인에 전략적으로 개입하였다. 셋째, 트위터 플랫폼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났
다. 트위터의 플랫폼은 크게 세 측면의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트윗), 네트
워킹(팔로우), 전파(리트윗)가 그것인데, 의례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전파와 네트워킹이 선
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한국의 온라인 미디어 확산 패턴을 보면, 주로 자유주의적이거나 진보적인 이념
성향의 이용자들이 주축이 되는 양상을 띠었다. 현재 대개의 파워 블로거나 트위터 이용자의
성향 또한 이러한 맥락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들에게 SNS는 약자들의 소통 채널
이자 동원의 무기와 같다. 6·2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의 팔로잉 현황을 보건대, 주로 진보
진영의 야당 후보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그리고 트위터 규제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공
세적으로 제도변화를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SNS 선거정치는 정초기를 경과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대의정치 집단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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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달리 초기 수용자 집단(early adopter group)의 위상을 점하며 SNS 활용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몇 차례의 선거가 SNS 이용자 증가의 변곡점이 되었던 점도 흥미롭다.
이는 SNS의 정치적 활용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뜻하는데, 향후 SNS 시장의 다변화를 감안하
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조희정, 2013). 이와 관련해서 이념과 세대의 역할
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신생 미디어 공론장은 주로 진보 이니셔
티브에 의해 활성화되어왔다. 따라서 진보 집단 중심의 SNS 활용 전략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공론장의 이념적 세력균형이 시사하듯이, ‘진
보로부터의 감염 혹은 학습효과’에 의해 SNS 공론장도 구조변동을 겪을 개연성이 작지 않다.
다음으로 공론장 주도 세력의 다변화 문제이다. 트위터를 예로 들자면, 이용자의 다수가 30-40
대 남성으로 분석된다. 이는 10-20대 중심의 온라인 문화와 배치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이용
자 확산세를 감안하면 성비와 연령비는 조정 국면을 거칠 것으로 여겨진다(장우영, 2012). 특
히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병행되면서 모바일 기반의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여론형성의 장이 생
성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두 측면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트위터 여론 대표성의 문제도
일정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온라인 매개 공중 의제설정 모델

※ 출처: 김성태·이영환(2006).
※ 실선(→)은 직접적인 의제설정을, 점선(…⇢)은 간접적인 의제설정을 의미함.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19대 총선을 사례로 트위터 공간의 선거캠페인, 특히 이슈경
합과 동원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SNS 공간에서의 의제설정은 언론의 전통적 방식과는 다르
게 나타난다. 이를 설명하는 두 개념으로 게이트워칭(gate-watching)과 역의제설정(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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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setting)을 들 수 있다. 즉 권위에 의한 제도적 게이트키핑이 아니라, 이용자의 포스팅과
교환·공유 행위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는 것이다. 브런스(Bruns, 2005)는 메시지 생산을 통한
기성 권력과 언론의 감시라는 뜻에서 이를 게이트워칭으로 명명한다. 그리고 SNS 등의 온라인
이슈는 기존 언론과 경합하며 공중의 의제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김성태·이영환(2006)과 박주
현(2008)은 이러한 역진의 과정을 역의제설정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SNS 공간에서의 정치동원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제경합 과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SNS는 정치과정이나 사회운동에서 가용 자원으로 역할한다. 따라서 자원동원 능
력에서 앞선 집단에게 더 많은 정치적 수혜를 안겨줄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트위터와 같은
신생 미디어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평판과 신뢰가 자원동원 능력을 좌
우하게 된다. 결국 동원효과는 경쟁집단들이 포섭하고자 하는 수용자(유권자)의 반응으로 나타
난다. 즉 온라인 캠페인이 수용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유지·안정시키는 강화
효과(reenforcement effect)를 낳을 것인지, 아니면 변경시키는 개변효과(conversion effect)를 낳
을 것인지가 동원의 요체인 것이다(Norris, 2001). 그런데 관련 연구들(윤성이, 2008; 장우영,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용자들은 온라인 선거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경향이 짙다. 이는 과거와 달리 현대의 수용자는 합리적 능
동적 공중으로서,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미
디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장우영․민희․이원태, 2010). 그럼에도 SNS 공간에서도 이
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나아가 동원 메커니즘과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탐문의 여지
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에 대하여 첨언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상기의 연구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19대 총선에서 발생한 선거 트윗1)을 전수 집적하고 이를 유형화한 후 분석에 활용하
였다. 구체적으로 선거 트윗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함께 전문적인 SNS 빅데이터(big data) 조사
기관인 그루터(www.gruter.com)를 통하여 집적하고 검수를 통하여 약 676만건의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2) 즉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샘플링 자료가 아니라 전수 자료이며, 따라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은 정보가 대단
1) 아래의 키워드가 언급된 트윗 메시지를 선거 트윗으로 정의하였다.
* 각 정당명, 총선 입후보자명, 전국 광역단체장명, 각 선거이슈
* 19대, 300석, 4.11, 4.11 총선, 4월11일, 개표, 경선, 공명선거, 공선법, 공심위, 공약, 공직후보자추천
위원회, 공천, 공천심사위원회, 공추위, 공심위, 낙선, 낙천, 단일화, 당선, 부동층, 부재자, 부정선거,
비례, 비례대표, 선거, 선거구, 선거법, 선거운동, 선거일, 선관위, 안철수, 야당, 여당, 여론조사, 예비
후보, 유권자, 유세, 의석, 정당, 정운찬,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구, 지지, 총선, 출마, 캠프,
컷오프, 탈당, 투표, 투표소, 표심, 한표, 현역의원, 후보, 후보자
2) 이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필자가 참여한 국회입법조사처(19대 총선에서의 SNS의 영향력 평가 및 정
책과제, 2012)와 의회발전연구회(소셜스피어로 대의정치를 초대하기, 2012) 연구보고서의 자료를 활용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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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시장과 공공부문에서 기존의 샘플링 자료 중
심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Ⅱ. 트위터 공간의 선거이슈 경합 특성
19대 총선의 트위터 캠페인 현황을 살펴보면, 이념을 기준으로 진보 후보 26.2%(286명) 및
보수 후보 23.2%(253명)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러한 대동소이한 분포는 과거 진보 우위의 인터
넷 캠페인과는 사뭇 대조적인 양상을 알려준다. 즉 그동안의 학습효과를 통해 보수 후보의
SNS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후보들의 이념 성향은 소속 정당을 기준
으로 분류하였으며, 무소속 후보의 경우 이슈 입장(issue position)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각
정당별 이념 성향은 <표 2>에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의 이념 성향은 19대 총선에
서 쟁점이 되었던 한미 FTA, 4대강사업,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찬성은 보
<표 1> 트위터 캠페인 활동 후보의 이념적 분포
선거구

후보수

보수 후보수(%)

진보 후보수(%)

서울

172

56(32.6%)

63(36.6%)

부산

67

25(37.3%)

18(26.9%)

대구

56

17(30.4%)

10(17.9%)

인천

38

10(26.3%)

14(36.8%)

대전

24

8(33.3%)

7(29.2%)

광주

33

1(3.0%)

12(36.4%)

울산

21

6(28.6%)

3(14.3%)

경기

175

55(31.4%)

56(32.0%)

강원

29

8(27.6%)

8(27.6%)

충북

25

5(20.0%)

6(24.0%)

충남

40

11(27.5%)

8(20.0%)

전북

44

3(6.8%)

12(27.3%)

전남

48

0(0.0%)

13(27.1%)

경북

59

14(23.7%)

6(10.2%)

경남

55

19(34.5%)

9(16.4%)

제주

10

3(30.0%)

3(30.0%)

세종

6

2(33.3%)

1(16.7%)

비례

188

10(53.2%)

37(19.7%)

합계

1,090

253(23.2%)

286(26.2%)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별 전체 후보 중에서 트위터 캠페인에 참가한 후보 비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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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반대(폐기 또는 재검토․재협상)는 진보로 분류하였다.
19대 총선에 참가한 20개의 정당 중 트위터 계정을 보유하고 캠페인 활동을 벌인 정당은
모두 13개였다. 정당들 이념 분포는 보수 13개와 진보 7개였으나, 모든 진보 정당이 트위터
캠페인에 참가한 반면 보수 정당은 6개만이 참가했다.3) 트위터 캠페인의 정초기로 알려진
2010년 지방선거를 기준 시점으로 볼 때, 대체로 진보 정당의 트위터 활용이 보수 정당에 비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루터의 트위터 트래픽 집계에 따르면, 군소정당의 평균 트윗
수, 리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어수 기준으로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에 훨씬 앞선 것으로 관측되
었다. 이는 군소정당이라 하더라도 진보진영의 경우 트위터 캠페인의 동기를 강하게 가진 반
면 보수진영은 그렇지 못하였으며, 유권자의 반응(팔로어수와 리트윗수) 또한 그에 상응해서
진보진영에게 우호적으로 나타났음을 알려준다.
<표 2> 정당의 트위터 캠페인 참가 현황
보수

진보

기호

정당

계정

기호

정당

계정

1

새누리당
(2010.08.03)

saenuridang

2

민주통합당
(2009.08.25)

minjoodang

3

자유선진당
(2011.11.08)

jayouparty

4

통합진보당
(2011.12.13)

uppdream

6

국민생각
(2012.02.09)

kparty2012

5

창조한국당
(2010.05.19)

ckparty

7

대국민중심당
(2010.08.02)

cs9004

11

녹색당
(2011.10.10)

greenpartyk

9

국민행복당
(2012.01.27)

peopleshappy

15

정통민주당
(2009.08.03)

2040party

13

미래연합
(2012.03.27)

gofuturekr

16

진보신당
(2009.07.30)

jinbonews

17

청년당
(2012.02.06)

chungple

※ 괄호 안의 숫자는 트위터 계정 개설일을 뜻함.

19대 총선에서는 선거 트윗량이 6,758,522건으로 2011년 4·27 재보선과 10·26 재보선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루터의 트래픽 집계에 따르면 선거 트윗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총 트윗량 56,930,616건의 11.9%에 달하였다. 이러한 높은 선거 트윗 점유율은 트위터
공간이 정치적 담화(discourse)를 대단히 크게 활성화시키는 선거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3) 19대 총선에서 트위터 캠페인 활동을 하지 않은 보수 정당들은 다음과 같다. 친박연합, 기독당, 대한
국당, 불교연합, 한국기독당, 한국문화예술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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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증한다. 특히 투표독려 트윗이 809.751건으로 전체 선거 트윗의 12.0%를 차지하고, 4월 10일
하루에만 977,067건(21.89%)의 트윗이 발생하여 트위터가 정치동원의 기제로 활용되었음을 보
여준다. 아울러 선거 트윗은 1건당 평균 3,054.8명에게 도달되어, 1,119.2명에게 도달된 일반
트윗보다 대중적 소구력이 훨씬 크게 나타났음을 부연할 수 있다.
<표 3> 최근 선거에서의 선거 트윗량 증가 추이

선거 트윗량

2011년 4·27 재보선

2011년 10·26 재보선

2012년 4·11 총선

10만건

100만건

676만건

※ 출처: 그루터(2012).

이러한 트위터 캠페인의 활황은 대의정치 집단이 초기 수용자군으로 등장한 것과 함께 유권
자 집단이 광범한 참여가 수반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트위터 이용자수는 주요 선거들에서
정치적 변곡점을 형성하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트위터가 처음으로 선거캠페인에 활용
된 2010년 5회 지방선거에 비교해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10배 이상으로 트위터리언수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의 양대 재보궐선거는 트위터의 정치적 잠재력과 이용자 규모를
증폭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렇지만 인터넷 이용자수가 3,700만명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트
위터 이용자수는 그것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사회정치적 효과기 제약되었다. 즉 웹 2.0 환경
에서 인터넷에 비해 SNS 플랫폼의 파급 효과가 더욱 크긴 하지만, 이용자 규모가 임계수준에
도달해야 사회적 영향력이 균일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한국의 트위터 이용자수 증가 추이

그렇다면 이념집단 간의 이슈경합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을까?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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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 중에서 후보와 정당 및 주요 이슈를 언급한 메시지를 추출하였다. 전체 선거 트윗 중
5,127,264건이 후보를 언급하였으며, 2,064,241건이 정당을 언급하는 메시지였다. 물론 양 수치
에는 상당수의 중복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선거 트윗이 주로 후보와 정당을 동시에 언급하며
지지·반대를 표출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수 상
위 8개의 키워드(김용민, 사찰, 한미 FTA, 문대성, 4대강, 언론장악, 손수조, 제주해군기지)가
언급된 트윗 메시지를 포함시켰다. 이 선거 트윗은 1,482,037건이었으며, 메시지 성격을 분석
한 결과 정책 이슈는 10.4%(154,577건) 그리고 비정책 이슈는 89.6%(1,327,460건)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트위터 공간이 정책 이슈보다는 주로 비정책 이슈를 생성·소통한 선거 공론
장으로 역할하였음을 드러낸다. 이는 기존 온라인공간과 마찬가지로 트위터 공간이 정책 선거
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
전체 선거 트윗 중 이념 성향이 명료한 4,543,276건을 내용분석한 결과 확고한 진보 우위의
분포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 트윗이 78.3%(3,558,821건)로 21.7%(984,455건)의 보수
트윗을 4배 가까이 앞섰다. 이러한 결과는 트위터 공간이 진보 중심의 공론장이라는 일반적
통념에 부합한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리트윗수 기준 상위 100개의 핵심 선거
트윗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100개의 트윗은 최대 4,408회에서 최소 849회 리트윗됨
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대단히 강하게 소구되었다. 100개의 트윗은 진보 92건과 중립 8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71건이 민주통합당 등 진보 정당 지지, 21건이 여당 심판을 전제한 투표
독려 트윗으로 나타났으며, 8건은 이념적 입장을 띠지 않았다.
<표 4> 리트윗수 상위 100개의 선거 트윗의 내용
리트윗수 분포

Max 4,408회 / Min 849회

트윗의 성격

진보 정당 지지 71건 / 투표독려 21건 / 기타 8건 (여당 지지 0건)

※ 주: 19대 총선운동 기간(2012. 3. 29.-4. 10.).

그렇다면 선거 트윗에는 주로 어떤 이슈가 제기하였을까? 트위터 이슈는 오프라인이나 웹
공간의 선거 이슈와 수렴되었을까, 아니면 분기되었을까? 그리고 선거 이슈에 대한 트위터 이
용자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현실 공간, 웹공간, 트위터 공간에서의 이
슈 입장 분포 및 반응을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5>는 현실 공간(리얼미터), 웹 공간(네
이트 뉴스섹션), 트위터 공간에서의 중점 선거이슈와 그에 대한 여론을 비교한 것이다. 참고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선거 직후에 실시된 결과이다. 그리고 네이트 뉴스섹션은 랭킹 뉴스
중 관심지수 상위 7개 이슈를 추출한 것이다. 관심지수는 각 뉴스에 대한 네티즌의 ‘조회수,
댓글수, 올려, 스크랩’ 지표로 측정된 점수를 환산하여 산정된다. 부가하면 네이트는 국내 3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로서, 뉴스 섹션의 경우 평균 1,400만명 내외의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트위터스피어의 선거 이슈와 동원 257

트위터 공간 이슈는 빈도 순으로 상위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트윗 메시지들을 추출하여
파악하였다.
<표 5> 오프라인·웹·트위터 공간 선거 이슈 분포 비교
순위

오프라인(리얼미터)

웹(네이트 뉴스섹션)

트위터 공간

1

김용민 막말(22.3%)

김용민 막말(485점)

김용민 막말(942,492건)

2

경제복지(16.1%)

민간인 사찰(381점)

민간인 사찰(320,392건)

3

민간인 사찰(14.9%)

정부·여당 심판(199점)

문대성 표절(121,546건)

4

한미 FTA(10.7%)

북한 로켓발사(186점)

한미 FTA(76,065건)

5

야권경선 여론조작(9.7%)

나꼼수 선거법(131점)

4대강 사업(28,983건)

6

북한 로켓발사(5.1%)

투표독려(130점)

언론장악(22,463건)

7

제주해군기지(3.7%)

언론장악(79점)

손수조 행태(10,696건)

※ 주: 19대 총선운동 기간(2012. 3. 29.-4. 10.).

3개 채널을 비교한 결과 선거 이슈는 대체로 수렴하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채널 공히 김용민 막말 사건이 최대 선거 이슈였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다음으로는 민간인 사
찰이 주된 이슈였으며 한미 FTA도 관심도가 큰 선거 이슈였다. 상대적으로 트위터 공간이 진
보 진영의 이슈를 다소나마 더 많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공간의 이슈 입장을 파악
하기 위하여 7개 이슈에 대하여 각 100개씩의 트윗 메시지를 무작위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하
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은 이슈 입장 분포를 얻었는데, 대체로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이슈와
트윗이 지배적이었다. 예외로 김용민 막말 사건의 경우 현실 여론과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트
윗이 절반을 넘어, 트위터 공간이 무조건 진보를 지지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다.
<표 6> 트위터 공간 핵심 선거 이슈의 입장 분포4)
정책 이슈

비정책 이슈

민간인 사찰
옹호 7.0%/ 비판 69.0%/ 중립 24.0%

김용민 막말
옹호 33.0%/ 비판 58.0%/ 중립 9.0%

한미 FTA
옹호 13.0%/ 비판 65.0%/ 중립 22.0%

문대성 표절
옹호 4.0%/ 비판 74.0%/ 중립 22.0%

4대강 사업
옹호 6.0%/ 비판 62.0%/ 중립 32.0%

손수조 행태
옹호 9.0%/ 비판 69.0%/ 중립 22.0%

언론장악
옹호 7.0%/ 비판 64.0%/ 중립 29.0%

※ 주: 19대 총선운동 기간(2012. 3. 29.-4. 10.).
4) 이슈 입장이 중립적이거나 판단할 수 없을 경우 모두 중립으로 간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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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막말 사건에 대한 트윗 언급 추이는 트위터 공간의 이념 속성 및 여론형성 경합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막말 사건이 보도된 직후 이를 비판하는 트윗이 주를 이루다가 옹호하는
트윗이 점증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옹호 트윗 점유율이 높은 가운데 옹호와 비판 트윗이 경
합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는 비판 트윗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형
세로 마무리되었다. 즉 다른 선거이슈들과는 달리 막말 사건의 경우 진보 집단 상당수가 등을
돌리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트윗 점유율 추이는 앞서 말했듯이 트위터 공간이 무조건적
인 진보 지지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는 트위터 공간 여론이 선험적으로
예고된 방향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의제의 성격에 따라 배태된 이념 분포를 뛰어넘는 경합성
을 표출할 수 있음을 예시한다.
<그림 3> 김용민 막말 사건에 대한 트위터 공간 긍정률 추이

※ 출처: 다음소프트(2012).

이러한 이슈경합 과정에서 액티비스트는 연결망의 허브이자 이슈파급자로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비스트 집단은 브로커(broker), 커넥터(connecter), 영향력자
(influencer) 등의 다른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이 용어들은 네트워크 이용자들을 대규모로 연결
하고 군락(cluster)을 형성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군의 무리를 의미한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평판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과정, 사회운동, 대안언론 캠페인 등에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과거 정치웹진의 논객이나 파워 블로거가 온라인 액티비스트
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1인 미디어 환경에서 트위터, 팟캐스트(pod cast),
UCC(User Created Content) 등으로 활동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파워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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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언(twitterian)으로 불리는 액티비스트 집단의 활동은 최근의 선거들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왔다(장우영, 2013).
액티비스트의 이슈 파급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선거 기간 동안 100개 이상의 선
거 트윗을 작성한 트위터 이용자를 추출한 후, 리트윗 순위 50%, 팔로어 순위 30%, 선거 트윗
작성 순위 20%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총 12,339명의 액티비스트 집단을 선정하였다. 액티비스
트 집단의 이념 분포는 진보 60.9%, 중도 25.0%, 보수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선거 트윗의 약 37%에 달하는 250만건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진보 액티비스트의 트윗 메시지
는 468,825개가 리트윗되어 148,388개가 리트윗된 보수 액티비스트보다 3배 이상 광범하게 파
급되었다. 그리고 리트윗수에 있어서도 진보 액티비스트는 2,950,485회로 보수 액티비스트의
656,928회를 4배 이상 앞섰다(장우영, 2012).
<표 7> 액티비스트 이념 분포 및 선거 트윗 파급
이념 성향

액티비스트수

리트윗된 트윗수

리트윗수

보수

1,738 (14.1%)

148,388 (19.2%)

656,928 (15.4%)

진보

7,511 (60.9%)

468,825 (60.7%)

2,950,485 (69.3%)

중도

3,090 (25.0%)

154,547 (20.1%)

651,828 (15.3%)

전체

12,339 (100.0%)

771,760 (100.0%)

4,259,241 (100.0%)

※ 장우영(2013).

Ⅲ. 트위터 캠페인 동원효과
트위터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개인화된 연결망(individualized network)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개인 차원의 친교 네트워크 구축이 선거캠페인의 전제이며, 그러한 네트워크의 규모와 밀도를
강화함으로써 캠페인 효과가 증대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이원태 외, 2012). 트위터 캠페
인은 인터넷 캠페인과 비교할 때 네트워킹 특성으로 인해 미세한 표적화(micro targeting)가 훨
씬 용이하다. 부연하면 웹사이트는 후보(정당)와 유권자 간의 일대다 연결망이 기본형인 반면,
트위터는 양자 간의 일대일 연결망이 기본형이다. 이는 양자 간의 플랫폼 차이에서 비롯되는
공간적 매개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즉 하나의 웹사이트는 다른 웹사이트와 명확하게 분리
되어 공간 내에서 이용자를 집체적으로 매개한다. 반면 트위터 타임라인은 개방된 계정들이
분합(分合)된 공간에서 이용자를 연쇄적으로 매개한다. 따라서 트위터 연결망이 훨씬 확장성이
크고 조밀하기 때문에 동원 효과도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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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9대 총선에서 후보의 유권자와의 트위터 네트워킹은 얼마나 확대되었을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의 팔로잉수는 총 172,741명, 평균 354.0명 증가하였다. 반면 팔로어수
는 총 242,557명, 평균 497.0명 증가하였다. 그 결과 후보들의 누적 팔로잉수는 3,349,340명 그
리고 누적 팔로어수는 4,553,483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후보와 유권자 간의 상호팔로잉율
(co-following rate)은 9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
혹은 충성심을 시사하는 리스티드수는 148,850명, 평균 305.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현황은 다음과 같은 정치동원의 잠재력을 시사한다. 첫째, 후보 집단이 트위터 이용
자 대다수와 정치적 네트워킹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100%에 가까운 상호팔로잉율을
나타냄으로써 대단히 밀도 높은 네트워킹 교환 관계가 구조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종래
의 인터넷 연결망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로서, 소셜 플랫폼이 후보와 유권자 간의 공간
적 심리적 거리를 크게 단축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후보의 입장에서 내향 워트워킹(팔
로어)이 외향 네트워킹(팔로잉)보다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였다. 즉 선거 기간에 후보를 향한
유권자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클수록 지지자들
의 자발적인 규합이 촉진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규모와 밀도가 우세한 후보의 경우 연쇄된
팔로우와 리트윗에 의해 캠페인 수혜 효과를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다. 일련의 선행연구들(이원
태 외, 2012; 장우영·류석진, 2013)에서 입증되었듯이, 연쇄된 팔로우와 리트윗은 트위터 플랫
폼에서 가장 활성화된 ‘관계의 증폭 기제’이다.
<표 8> 후보의 유권자 트위터 네트워킹
팔로잉수

팔로어수

리스티드수

선거 기간

누적

선거 기간

누적

누적

전체

172,741명

3,349,340명

242,557명

4,553,483명

148,850명

평균

354.0명

6,863,4명

497.0명

9,330.91명

305.0명

네트워킹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우호적 메시지를 형성하고 선거이슈를 장악하는데 있다. 이
를 통하여 여론을 지배함으로써 트위터 공간에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 구조가 배태될
수도 있다.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기준으로 선거 트윗에서 후보가 작성한 트윗은 28,371건으로
평균 58.1건의 수치를 보였다. 후보 작성 트윗은 총 397,064회 리트윗되었으며, 이는 트윗 1건
당 평균 813.7회 리트윗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후보 작성 트윗은 총 82,296,314명, 평균으
로는 트윗 1개당 168,640.0명에게 도달되었다. 이러한 ‘트윗-리트윗-도달’ 메커니즘은 트위터
공간에서의 후보의 이슈 제기와 유권자 액티비티가 결합된 선거이슈 증폭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중대 이슈의 경우 더욱 폭발적으로 전개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후보의 트위터 선거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공적 커뮤니케이션(트윗 50,777건), 사적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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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멘션 12,867건), 유권자 트윗 전파(리트윗 11,944건)로 나타나 트윗을 매개한 공적 커뮤니케
이션이 지배적이었음을 확인시켰다.
<표 9> 후보의 트위터 캠페인 활동
총수
(평균값)

후보 작성
트윗수

리트윗된
트윗수

리트윗수

리트윗
행위자수

도달인원수

새누리당 후보

115,820
(422.7)

46,370
(169.2)

8,122
(29.6)

14,734
(53.8)

18,511,862
(67,561.5)

자유선진당
후보

6,818
(115.6)

1,025
(17.4)

533
(9.0)

173
(2.9)

474,151
(8,036.5)

민주통합당
후보

270,157
(1,085.0)

312,216
(1,253.9)

28,341
(113.8)

133,436
(535.9)

54,941,270
(220,647.7)

통합진보당
후보

42,752
(570.0)

30,795
(410.6)

28,055
(374.1)

29,910
(398.8)

12,139,558
(161,860.8)

보수

진보

※ 주 1: 19대 총선운동 기간(2012. 3. 29.-4. 10.).
※ 주 2: 괄호 안의 수치는 평균값을 뜻함.

정당의 유권자와의 네트워킹은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를 향한 외향 네트워킹은 새누리당이, 유권자로부터의 내향 네트워킹은 통합진보당이
더 활발하였다. 누적 규모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월등하게 앞서 트위터 캠페인에서 가장 앞선
자원동원 능력을 확인시켜주었다. 현실 공간과는 달리 통합진보당의 자원동원이 두드러지는
비대칭적 현상은 정치적 거래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SNS가 군소 진보 진영의 출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후보 및 유권자와의 상호팔로잉율은 상기의 3개 정당 모두 80-9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쌍방향 관계맺기를 통해 정치적 유대감을 높이고자 하는 선거 전략
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상호팔로잉은 단순히 양자 간에 팔로우를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 상대
방이 보유한 팔로어 그룹을 공유하여 트윗이나 리트윗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확장된다.
<표 10> 정당의 트위터 네트워킹
팔로잉수

팔로어수

상호팔로잉율

선거 기간

누적

선거 기간

누적

자당 후보

유권자

새누리당

2,249

18,764

1,459

18,275

85.1%

99.1%

민주통합당

835

16,519

868

15,631

86.1%

92.5%

자유선진당

2

666

34

945

33.3%

81.6%

통합진보당

1,516

32,015

1,799

32,864

87.5%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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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개인 미디어라는 점에서 노드가 집단 또는 개인인가의 문제보다 노드 자체의 평판
과 영향력이 어떠한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뉴미디어와 온라인공간의
확대되면서 정치적 사인주의(political personalism)가 크게 촉진되었다는 점에서 정당보다는 후
보 차원의 개별 선거운동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장우영 외,
2010; 장우영·이현출, 2012). 그렇다면 19대 총선에서 정당의 트위터 캠페인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지 그리고 정당 간에 어떠한 비교적 특징을 띠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4개의 주요
정당을 살펴보면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최소 17개에서 최대 1,315개의 선거 트윗을 발생하
였다. 이 트윗들은 최소 13회에서 최대 22,250회 리트윗되었으며, 리트윗에 가담한 유권자수는
최소 8명에서 최대 6,699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정당의 트윗은 최소 1,493명에서 최대
1,046,152명에게 도달되었다.
<표 11> 정당의 트위터 캠페인 활동
정당 작성
트윗수

리트윗된
트윗수

리트윗수

리트윗
행위자수

도달인원수

새누리당

732

436

8,991

1,394

336,946

민주통합당

765

237

2,045

950

351,749

자유선진당

17

6

13

8

1,493

통합진보당

1,315

1,050

22,250

6,699

1,046,152

※ 주 : 19대 총선운동 기간(2012. 3. 29.-4. 10.).

이러한 현황은 두 측면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후보에 비해 정당의 트위터 캠페인이
훨씬 저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리트윗 행위자수를 기준으로 정당 트윗에 반응을 보인 유
권자 규모도 매우 작고, 이에 따라 트윗이 소구된 도달 인원수도 많지 않았다. 즉 정당보다는
후보의 노드 정체성(nodality)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양대 정당에
비해 군소정당(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활성화되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정당 자체
의 선거 트윗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트윗들의 리트윗수가 행위자수는 훨씬 더 많아 유권자
반응성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은 트위터 공간의 이념 분포가 진보지향적이며,
이를 발판으로 군소정당이 유권자 호소에서 우위를 누렸음을 시사준다. 그러나 트위터스피에
서의 유권자 동원이 선거 결과에 그에 상응하는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뉴미디어가 선거캠페인에 등장한 이후로 그것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었
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정치적 효과를 파악하는데 있어 다양한 논점과 층위가 존재할 뿐만 아
니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난망하였다(장우
영 외, 2010). 특히 빅데이터 수준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SNS의 선거캠페인 효과를 경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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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구축한
전수 트위터 트래픽 데이터를 토대로, 19대 총선의 당선자군과 낙선자군 간의 통계적 차이 검
정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시범적 분석(pilot analysis)이 유의미할 경우, 추후 인과적 분
석을 목표로 한 후속 연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2>는 양 집단 간 평균(표준
편차)과 빈도(구성비) 차이에 대한 t-test와 χ²-test 결과로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트위터 캠페인 효과: 집단간 차이 검정
당선자(n=246)

낙선자(n=656)

t값/  값(prob)

27.151%
(21.8271)

46.681%
(14.0952)

19.827%
(14.0952)

-

당선

246(27.3%)

246(100%)

0(0%)

낙선

656(72.7%)

0(0%)

656(100%)

득표율(%)
당선 여부

<트위터 변수>
499.93
453.93
(1,884.944)
(1,035.841)
3,736.47
4,672.18
(10,728.568)
(7,658.948)
31.74
31.24
(74.847)
(51.485)
9.14
13.84
(11.123)
(11.329)

517.18
(2,117.782)
3,385.58
(11,659.241)
31.93
(81.941)
7.38
(10.656)

참가

489(54.2%)

188(76.4%)

301(45.9%)

불참

413(45.8%)

58(23.6%)

355(54.1%)

선거트윗수(개)*
팔로어수(명)*
리트윗수(회)*
트위터 활동 기간(월)*
트위터
캠페인
여부**



후보(n=902)

-

0.449(0.654)
-1.605(0.109)
0.122(0.903)
-7.971(0.000)

67.218(0.000)
<통제 변수>

성별**

남성

841(93.2%)

229(93.1%)

612(93.3%)

여성

61(6.8%)

17(6.9%)

44(6.7%)

56.23(8.23)
3.36E9
(6.748E10)
4.42(0.779)

54.62(6.969)
1.05E10
(1.291E11)
4.57(0.634)

53.25(8.634)
6.63E8
(1.609E9)
4.33(0.941)

연령(세)*
재산(백만원)*
학력*

소속정당**

새누리당

230(25.5%)

127(52.4%)

103(15.4%)

민주통합당

211(23.4%)

106(42.7%)

105(16.2%)

기타 정당
및 무소속

461(51.55%)

13(4.9%)

448(68.4%)

0.012(0.883)
-2.230(0.026)
-1.961(0.050)
-3.586(0.000)

744.022(0.000)

※ 분석변수: *는 평균(표준편차)으로 t-test를 시행하였으며, **는 빈도(구성비)로 χ²-test를 시행하였음.
※ 회색박스: p≤0.05에서 유의함을 뜻함.

우선 트위터 캠페인 참가 여부를 변수로 활용해서 양 집단의 빈도 차이에 대한 χ²-test를 시
행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트위터 활동 자체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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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영향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뒷받침하였다. 트위터 활동 기간의 전체 후보 평균
값은 9.14개월이었으며, 최대 37개월에서 최소 0개월의 범위를 나타냈다. t-test 결과는 유의수
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 집단의 평균 차이는 6.462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트위터 플랫폼보다는 활동 기간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
거로 받아들여진다.
트윗수의 경우 전체 후보의 평균값은 499.93개로, 이는 후보들이 트위터 개설일로부터 선거
운동 종료일까지 트위터에 게시한 평균 메시지수를 뜻한다. 트윗수는 최대 38,827개에서 최소
0개로 나타났다. 선거운동 기간(2012년 3월 29일-4월 10일)의 후보 트윗수는 평균 66개로 나타
나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 시점에 집중적으로 트윗이 발생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t-test 결과 양 집단의 트윗수 평균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리고 팔로우수의 전체 후보 평균값은 3,736개로 나타나, 다른 두 플랫폼(트윗과 리트윗)에 비
해 두드러지게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팔로우는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
적인 인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중요하다. 팔로우수는 최대 195,017명에서 최소 0명으
로 나타났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평균 199명의 팔로우가 증가하였다. t-test 결과 양 집단의 팔
로우수 평균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리트윗수의
전체 후보 평균값은 31.74회였으며, 이는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후보 트윗이 유권자에 의해
리트윗된 횟수를 뜻한다. 리트윗수는 후보 메시지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을 의미하는 지표로,
유권자의 자발적이고도 전략적인 선거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즉 유권자는 호오(好惡)의 반응
을 일으킬 수 있는 트윗을 팔로어들에게 의도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이들의 선거 참여를 고무
할 수 있다. 리트윗수는 최대 934회에서 최소 0회로 나타났다. t-test 결과 양 집단의 리트윗수
평균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참고로 통제변수의 평균․빈도 및 당선자와 낙선자 집단 간의 통계적 검정 결과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 집단의 평균·빈도 차이 검정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통제변수가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후보 특성 요인이 선거 결과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특히 소속 정당 여부가 양 집단의 빈도 차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집단간 차이 검정 결과들을 종합하건대, 트위터 캠페인 효과를 분석
하는데 있어 설명변수와 통제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휘귀분석모형이 적실함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그동안의 선험적 예단을 뒷받침하거나 배치된다. 우선 선거 이슈경
합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트위터 캠페인에 참가한 후보와 정당의 이념 집단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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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진보 트윗이 보수 트윗을 4배 이상 앞서는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
다. 특히 유권자들에게 가장 많이 소구된, 리트윗 기준 상위 100개 트윗의 경우 여당 지지 메시
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트위터 공간의 진보 이니셔티브를 명확하게 입증한다. 그러한 이유
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진보 유권자들이 신생 미디어 공간을 선점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들이 트위터 플랫폼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팔로우와 리트윗을 활용한 매우 전략적인 캠페인
활동을 한 결과이다. 그 방증으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18대 대선에서의 국가기관 개입(의
혹)은 이와 같이 진보집단이 선점한 공간에 대한 오염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선거이슈가 공간적 분할에 상응하여 분기되지 않고 수렴되는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본문에서 확인되듯이 트위터 공간은 주로 진보에 유리한 이슈를 수용하였지만, 오프라인과 웹
의 이슈 범주와 크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존의 온라인 공간과 마찬가지로 트위
터 공간 또한 정책 이슈보다는 비정책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확산시켰다. 이는 숙의
(deliberation) 플랫폼이 취약한 SNS의 구조상 응당 예견된 결과이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발견
은 트위터 공간이 일관되게 진보 지지에 경도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예로 최대 선거이
슈였던 김용민 막말 사건에 대한 트위터 공간의 반응을 다룬 바처럼, 트위터 이용자 또한 오프
라인 여론을 추종하여 비판의 입장이 훨씬 더 컸고 긍정률 추이 또한 선거 막바지에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공간의 허브 집단인 액티비스트의 영향력이 명료하게
드러났는데, 이들은 트윗 생산량은 물론 유권자의 리트윗 반응도 압도적이었다. 특히 진보 액
티비스트의 리트윗된 트윗 비율이 보수 액티비스트의 3배를 넘어, 트위터 활동의 적극성은 물
론 대중적 신뢰와 평판 또한 이들에게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트위터 캠페인 동원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슈경합을 통한 지지층이 실질
적으로 동원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동원은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우선 트
위터 공간 네트워킹이 첫 단계이다. 트위터 공간에서 후보의 유권자 네트워킹은 내향성이 외
향성보다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즉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네트워킹이 더 활발하고 중요했다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들
이 더 큰 네트워킹 수혜 효과를 누렸을까? 본문의 분석은 네트워킹에 근거한 리트윗수와 도달
인원수를 기준으로 진보 정당 후보들이 보수 정당 후보들에 비해 월등하게 큰 수혜를 누렸음
을 보여준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경우 양 지표에서 민주당은 물론 통합진보당 후보들에게조차
크게 밀렸다. 이는 후보가 아닌 정당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트위터 공간에서 진보
정당이 보수 정당에 비해 우세한 동원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트위터 효과
가 오프라인 동원효과로 전환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이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당선·낙선 집단간 차이 검정 결과 트위터 활동 기간과 캠페인 참가 여부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관련된 다른 연구들(장우영·류석진, 2013; 장우영·이현출,
2012)을 참조하면, 오프라인 동원효과는 주로 후보의 액티비티와 유권자의 반응 수준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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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합 선거구들의 경우 오프라인 동원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정당과 이념 집단 간의 상관분석 등을 통한 후속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의문이
보다 명료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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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영은 2003년 건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
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비교정치이며 주로 정치과정, 공공정책, 정치커뮤니케이션이 관심
분야이다. 대표 논문으로는 “소셜네트워크 캠페인의 정치적 효과”(한국정치학회보 2013)와 “모바일
투표의 쟁점과 평가”(한국정당학회보 2013) 등이 있으며, 대표 저서로는 소셜네트워크와 선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3)와 소셜네트워크와 정치변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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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oral Issues and Mobilizing on the Tweeter-sphere:
In the Case of 19th National Election

Chang Woo-you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analyzes the election issues competition and mobilizing effect on the tweeter-sphere. And
its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between conservative candidates and progressive
candidates was very little difference. However, The amount of progressive tweet was much more than
conservative tweet. That was why progressive electorate had a initiative on the tweeter-sphere. Second,
tweeter-sphere mainly accommodates issues in favor of progress, but the issues range of off-line and
web were not disconnected. And tweeter-sphere spreaded policy issues much more than the non-policy
issues just like off-line or web would. Third, progressive candidates had much more benefits than
conservative candidates on the tweeter campaign. That was why influence of tweeter activists and
voter's syntony was combined. However, we can not conclude whether tweeter effect was conversed to
offline mobilizing effec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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