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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뉴스피드(Newsfeed) 전달자로서의 트위터

최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이하 SNS)가 중요한 뉴스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퓨(Pew)리서치 센터의 보고서(2011)에 따르면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는 미국 성인의 9%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뉴스를 매우 자주 소비”했다. 소
셜미디어에서 뉴스 사이트로 이어지는 이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트위터 이용자의
27%(페이스북 13%)가 “트위터에서 뉴스 사이트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뉴스 링크를 자주
접한다“고 응답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위터를 소셜 네트워킹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뉴스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간주한다. 트위터의 상호성 정도는 다른 소셜 네트워킹 도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Kwak,
Lee, Park, & Moon, 2010). 일방향적이고 자유로운 팔로잉이 가능한 트위터 상에서는 소수
의 ‘영향력 있는’ 이용자가 생성한 메시지가 많은 청중에게 도달할 수 있다. 저자들에 따르
면 이러한 속성은 RSS 뉴스피드에서 주로 발견되는 네트워크 특성과 유사한데, 실제로 트
위터 상에서 유통되는 메시지의 약 85%가 뉴스 매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
다. 퓨(Pew) 보고서(2012)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주요 13개 언론사는 매일 평균적으로 33개
의 트윗을 발송하며, 이들 트윗 중 93%는 언론사의 뉴스 페이지 링크를 담고 있다. 한국도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트위터에서의 뉴스피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언론사의 계정을 팔로잉하는 사용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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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정보시민(informed citizenry)의 개념에서 정보는 합리적 선택을 위한 기
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정치 정보에의 노출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Bartels & Rahn,
2000), 관련 정치 지식의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투표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으며(Delli
Carpini & Keeter, 1996; Verba, Schlozman, & Brady, 1995), 보다 합리적인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Palfrey & Poole, 1987). 즉, 정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정치 참여의 중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 정보를 사회 구성원 일반이 널리 습득하는 것은 민주
주의의 발전에 직결된 문제로 간주된다.1)
많은 학자들이 언론매체의 뉴스에 대한 노출이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뉴스는 공공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 학습 및 정치사회
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Atkin & Gantz, 1978). 또한, 미디어를
통한 정치가 더욱 확대되면서 뉴스 미디어들은 정치 과정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의
제공자로 자리 잡았다(Niemi & Sobieszek, 1977). 특히, 텔레비전과 신문 매체가 제공하는
뉴스들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와 정당 간의 이슈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Zhao & Chaffee, 1995). 학자들은 이와 같은 뉴스를 통한 유
권자의 정보 습득이 인터넷 뉴스와도 어느 정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제 14대부터 16대 대통령 선거를 대상으로 했던 한 국내 연구는 정책 쟁점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가 지역주의에 의한 투표를 낮추고 유권자로 하여금 정책 선거를 구현하도록 하는 계몽
적 역할을 하는 것을 증명했다(유현종, 2008).
그렇다면 트위터를 통해 전달되는 뉴스가 유권자의 ‘정보시민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
식으로 소비되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트위터를 통한 뉴
스피드의 효용성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각에서 살펴본다.
(1) 트위터와 같은 정보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상황에서 대선관련 뉴스의 심도 있는
소비가 일어날 것인가?
(2) 다양한 시각의 뉴스가 균형 있게 소비될 것인가?
(3) 트위터가 극단적인 시각의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가?
(4) 트위터가 기성언론의 매개를 뛰어넘어 사운드바이트(soundbite)를 제공하여 후보자와 유
권자들 간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복원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2. 이론적 논의
1) 유의미한 뉴스의 소비

우선 트위터 상에서의 뉴스소비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논의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언
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얼마나 심도 있게 소비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케이블이나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는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다양성 제고를 통해 정보 획득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확장시켰다. 최근 새로운 정보 유통의 채널
1)

물론 최근 선거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학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수정주의적 학자들
의 시각에서는 ‘정보단축키 (Information Shortcut)’ 또는 ‘단서(heuristic)’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을 반박
하고(Lupia, 1998) 공중의 합리성(aggregate rationality)라는 개념을 통해 많은 정보가 없는 개별 유권자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공중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Page & Shapir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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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고 있는 SNS의 경우도 유권자들이 정치관련 메시지를 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한다. 평소에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접근
가능한 정치 정보에 노출이 되어 정치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학자들은 SNS이용이 정치적 관심을 유발하고 정치 참여를 장려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금희조, 2010; Martin & Schmeisser, 2008).
그러나 미디어가 폭증한 현실에서 정보 습득은 사람들의 선호에 따른 자발적인 미디어
소비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 즉,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이용 가능한 미디어의 수 그리고
이에 따른 제공되는 정보량의 증가가 반드시 정치지식의 추가적인 습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은 미디어를 통한 정보 추구 행위가 교육수준과 같
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구조적 불평등에 의한 접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유권자
의 자발적인 관심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Genova & Greenberg,
1979).
이런 맥락에서 뉴미디어를 통한 정치지식 습득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학자들도 상당
수 존재한다(Baum & Kernell, 1999; Prior, 2005). 예를 들어, 케이블의 등장으로 인해 텔레
비전 채널 선택권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케이블 가입 집단이 지상파 방송만을 시청하
는 집단에 비해 대통령 후보 토론을 시청할 확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um &
Kernell, 1999). 채널 선택권의 증가보다는 시청자의 정치적 관심도가 정치 프로그램을 시청
할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김은미ㆍ이준웅(2004)은 인터넷 정치토론 공간에서 정치관심이 이미 높은 사람들이
다른 유권자들이 올린 글을 더 적극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용자의 채널 선택권이 늘어날수록 사회 구성원 간의 정치지식 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라이어(Prior, 2005)는 케이블과 인터
넷이 유례없이 많은 정치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추구 집단이 뉴스를 통해 보다
많은 정치 정보를 접하였고, 그 결과 오락추구 집단에 비해 정치 지식수준과 투표율이 유의
미하게 높았다는 것을 보였다. 이와 같은 지식 격차의 차이는 채널 선택권의 수와 비례하여,
채널 선택권이 가장 많은 인터넷과 케이블 텔레비전 모두를 이용하는 집단, 인터넷만을 이
용하는 집단, 그리고 케이블 텔레비전만을 이용하는 집단 순으로 지식 격차의 정도가 감소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트위터와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한 유권자들의 추가적인 정치뉴스
소비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낸다.
Ÿ

연구문제 1: 트위터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비가 이뤄질
것인가?

2) 트위터 상에서의 뉴스소비의 진보편향성

뉴미디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중에서는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유
권자들이 다양한 시각의 정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
가 많다(Noveck, 2000). 웹을 통해 유권자들이 지리적, 환경적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
들과 접촉하고(Brundidge, 2010), 다양한 정치 의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는 주장이다(Mutz, 2002).
반면, 이와 같은 낙관적인 시각과는 달리 많은 학자들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소통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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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
할 뿐더러 오히려 특정 의견만을 부각시키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Norris, 2000).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뉴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의견이
생산 및 전파된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진보편향성 가설’을 주장한다. 즉, 뉴미디어의 공간은 진보
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따라서 진보적인 정치관의 전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김은미ㆍ이준웅, 2004).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
가 제공하는 정치적 공간의 속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SNS를 둘러싸고 더욱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주요 정치인이 SNS를 유용한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있으
며, 유권자 또한 이러한 채널을 통해 정치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있다(신현기ㆍ우지숙, 2011).
이렇게 새로운 정치 채널로 각광받고 있는 SNS 또한 구조적으로 진보편향성에서 자유롭
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한국사회의 극심한 세대 균열일 것이다. 한국의 세대 갈등의 심각성은 미국의 사례와 비교
해 보면 잘 나타난다. 가령, 미국 NES(National Election Studies)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 근
거해서 보면 가장 진보를 0, 가장 보수를 10으로 하는 10점 척도에서 미국의 경우 20대는
5.3, 60대는 5.96인 반면 한국의 경우 본 연구진이 18대 대선기간동안 조사한 평균적인 이념
지수가 20대는 4.82, 60대는 7.94로 집계된다.
이와 관련해 많은 연구에서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세대 간 균열이 한국 정치의 주요 무
대로 등장하는 분기점으로 논의된다(김재한, 2006; 강원택, 2005). 또, 최근에는 노년층과 젊
은 층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변화한 점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함에
따라 젊은 세대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젊은 유권자들은 경제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그들의 직장이 이
들 고령층에 의해 점유되었다고 느끼며, 자신들의 불특정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을 부
양해야 된다는 의무에 거부감을 느낀다(박길성, 2011; 전상진, 2010).
이와 같은 세대 갈등은 각 세대마다 상이한 뉴스 매체를 소비하는 것으로 이어져 세대간
태도 차이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선행 연구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기존의 주류 뉴스 매
체를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여기며(반현, 2005),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 매체가 온라인상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였다(박현희, 2002). 유사하게, 젊은 유권자들은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와
언론인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조대근, 2006). 또한 부모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
들 사이에서 신문 구독률이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 젊은 층은 인터넷을 주요 뉴
스 원천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대 간 차이가 연령에 근거한 트위터 상의 선택적
인 매체 노출로도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SNS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한 진보적 편향성을 이용자와 매체 자체의 특성으로 설명
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트위터라는 플랫폼 자체가 뉴미디어의 성격에 기반하여 기본적으로
진보적 이데올로기 영역이 우세하다는 것이다(장덕진, 2011). 레빈슨(Levinson, 2009) 역시
뉴미디어는 통상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띤다고 주장하였다. 진보주의자들이 주로 보수 성
향의 정치엘리트들의 정보 통제에 반하여 전통 미디어와는 다른 관점을 조명하고자 하는 욕
구가 강하고 이로써 뉴미디어와 같은 대안적 매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진보 정당인의 트위터 팔로워 규모가 보수 정당인의 것보다 더 크다(Abroms &
Craig, 2009). 또한, 트위터에서 정보의 전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오피니언리더의 경우,
진보적 성향의 의견 지도자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들의 의견이 다른 이용자들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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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장덕진(2011). 황유선(2012)은 트
위터 공간에서 진보 성향의 언론사(한겨레ㆍ경향)가 제공하는 정보가 보수 성향의 언론사
(조선ㆍ중앙ㆍ동아)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리트윗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위터에서 진보적 정보가 좀 더 많이 소비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Ÿ

연구가설 1: 트위터로 전달된 진보적 매체의 뉴스 소비가 보수 매체의 뉴스에
비해 높을 것이다.

3) 양극단적 매체 선호

뉴미디어의 등장이 식견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공론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와 관련
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전술하였듯이, 학자들은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기존의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상이한 관점을 표방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
에 노출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Brundidge, 2010). 그러나 낙관론과는 달리 뉴미디어 상에서
는 선택적 노출이 두드러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사람들이 기존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편향된 정보를 소비하며, 그 결과 유권자의 기존 태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사한 견해 위주의 정보 소비는 동질적인 사람들 간의 유사성을 강화시키고, 이
는 곧 사회적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케이블과 인터넷의 등장 이전에는 뉴스 채널의 선택권이 협소했기 때문에 적어도 텔레비
전 시청자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동질적인 관점에 노출되었다(Neuman, 1991). 캠페인을
포함한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뉴스 매체를 통해 매개되기 시작하면서(Polsby, 1983) 유세 등
과 같이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당파적 소구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기회는 크게 감소했
기 때문이다(Mutz & Martin, 2001). 명백하게 중립적인 정보 위주로 뉴스가 전파되면서 뉴
스 시청자들은 “입장-반대입장”의 균형적인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케이블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매체의 수는
폭증하였다. 뉴미디어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통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
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시각에 대한 노출을 체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여과작
용의 결과, 자신에게 우호적인 관점만을 접하는 이용자들의 선택적 노출의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Stroud, 2008).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특정 청중을 겨냥한 매체 간 경쟁이 심
화되어 매우 극단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언론매체들이 등장하게 된 것 역시 이용자들의 선택
적 노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기존의 이데올로기 신념에 부합하
는 뉴스 미디어를 위주로 소비하고 이와 같은 선택적 소비 양상은 소위 “경성” 뉴스는 물론
“연성” 뉴스 주제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는 현상임을 밝혔다(Iyengar & Hahn, 2009).
정치 이념에 따라 분화 및 양극화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공간의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많은 실증연구들이 존재한다. 인터넷 토론 게시판을 분석한 이종혁ㆍ최
윤정(2011)은 온라인 토론 공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 참여가 가능했지만 정치
적 이념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편향되거나 서로 대치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김은미ㆍ김
현주(2004) 역시 인터넷 공간에서 의견의 교환을 통해 찬반 어느 한 쪽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는 경우 온라인 상호작용의 빈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유사한 맥
락에서 블로그 상에서의 정치 참여 또한 당파적 성향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다(Adamic & Glance, 2005; Johnson, Bichard, & Zhang, 2009).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성향의 블로그를 모두 읽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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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rence, Sides, & Farrell, 2010).
트위터 상에서 분절화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연
구에 따르면 2010년 미국 의회 중간 선거 기간 동안 상이한 정치 성향을 지닌 트위터 이용
자 간의 연결성은 매우 미약했던 반면 정치 메시지의 리트윗 네트워크는 당파적 성향을 중
심으로 극심하게 분리되어 있었다(Conover, Ratkiewicz, Francisco, Gonc, Alves, Flammini,
& Menczer, 2011). 홍주현ㆍ이창현(2012)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기간에 텔레비전 토론 후
트위터 상의 정치적 의견이 지지 후보에 따라 상이했다는 것을 보였다. 신현기ㆍ우지숙
(2011)은 2010년 6.2 지방선거기간동안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트윗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이견에의 노출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냈다. 저자들은
또한 트위터에서의 정치 토론은 자신의 입장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소통한다기보다는 자
신의 주장을 단언적으로 표명하는 양상을 보이며,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트위터 이용자 간 ‘분절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트위터를
통한 뉴스피드의 소비에서도 그룹 차원의 정치적 극단화 가능성이 높다.
Ÿ

연구가설 2: 트위터 상에서는 이념적으로 양극단적인 매체들의 뉴스에 대한
소비가 높을 것이다.

4)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잠재력

최근 대선보도의 가장 큰 특성은 ‘해석적(interpretative)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미
국에서는 정치 전문가들(Political Pundit)이 출연해 매일 일어나는 정치사건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 해석적 저널리즘이 단순한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스트레이트(straight) 뉴스’를
대체한지 오래다. 유사한 맥락에서 선거보도에 있어 서구 민주국가들에서는 대개 해석적 보
도를 통해 후보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가 증가하고 부정적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알
려져 있다(Wikle & Reinemann, 2001).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이뤄진 타임과 뉴스위크지
보도를 분석한 패터슨(Patterson, 1993)은 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경향이 지배적이었다는 연
구 결과를 제시하며, 이러한 현상을 미디어의 ‘반정치적 편견(antipolitics bias)’이라 명명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우선, 미디어 정치 시대의 도래로 인해
후보자중심의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Wattenberg, 1991), 이에 따라 선거에서 미디어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정치인들의 전략적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났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파수견(watchdog)으로서 정치인들의 전략적 언행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이 점점 더 정치인들의 캠페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해석적 시각으로
보도하게 된 측면이 있다. 즉, 과거에 비해 언론인들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정치인
들의 전략적 동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Patterson, 1993).
또 다른 이유로 미디어 산업의 과도한 시청률 경쟁을 꼽는 학자들이 많다. 각종 미디어
의 범람으로 언론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루한 정책뉴스는 감소하게 되고 자극적인 경마
식 보도와 후보자의 전략에 대한 뉴스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Patterson, 1993). 아이옌
가ㆍ노포스ㆍ한(Iyengar, Norporth, & Hahn, 2004)의 연구에서는 2000년 미국 대선기간동안
다양한 뉴스기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담은 씨디롬을 600여 명의 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캠페인
기간 동안 기사들을 자유롭게 읽어보게 한 후 사용자 로그파일을 수집했다. 분석 결과, 많은
참여자들이 경마식 보도나 후보자의 전략에 대한 분석 기사 등은 활발히 읽은 반면 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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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해석적 저널리즘의 범람이 뉴스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 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해석적 저널리즘의 부작용 중 하나는 모든 정치현상을 전문가들
의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 보게 되고,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사운드바이
트(soundbite)’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할린(Hallin, 1992)은 1968년부터 1988년까지의 미국 선
거 방송 뉴스를 분석하여 ‘사운드바이트’가 하루 평균 42초에서 9초로 줄어들었음을 지적하
고, 이러한 현상을 해석적 선거보도 관행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패터슨(1993)
은 과도한 해석적 저널리즘의 창궐로 선거 후보자와 정치인들을 오직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생각하는 ‘전략적 동물’로 보이게 해 정치혐오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물론 시민 저널리즘
시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Kennamer & South, 2002). 시
민저널리즘은 시민을 방관자가 아닌 공적 문제에 대한 참여자로 인식하여 언론이 공적인 담
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실증적 증거들은 이러한 해
석적 보도 경향의 폐해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카펠라와 제미어슨
(Cappella & Jamieson, 1997)은 실험연구를 통해 이러한 해석적 저널리즘에 반복적으로 노
출로 인해 참여자들의 후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정치 자체에 대한 냉소가 증가한다는 것
을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는 해석적 저널리즘의 범람으로 급격히 축소된 정
치인들과 유권자들 간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복원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18대 대선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카(카톡)·페(페이스북)·트(트위터) 선거’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각종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유권자들에게 직접 어필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였다.
Ÿ

연구가설 3: 트위터 상에서는 대선후보자 캠프의 메시지에 대한 소비가 언론
매체의 뉴스보다 높을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를 통한 뉴스 전파가 어떠한 양상으로 소
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태적 데이터와 설문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였
다. 트위터 사용에 관한 기존연구는 설문에 대한 자기기입식 응답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 설
문을 통해 응답자가 어떤 방식으로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으나, 자기기입
식 응답이 갖는 신뢰도의 한계는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트위터와 같이 많은 활동이 일상
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매체의 경우, 그 이용 행태를 살펴볼 때 자기기입식 응답에 의존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네트워크 자체의 속성을 보는 연구가 늘어나
고 있다(Kwak et al., 2010). 그러나 이와 같은 공학적 접근방법은 행태 데이터와 개인의 특
성을 연결시켜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적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
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트위터가 제공하는 도구들(API)을 활용하여 데이
터를 수집하여야 하기 때문에, 트윗과 리트윗과 같은 매우 제한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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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가능하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특히 리트윗의 경우 본 연구의 관심사인 심도 있는
뉴스 소비 활동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팔로워들 개인
수준의 특성과 트위터 상의 정치정보 소비 행태를 함께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트위터 상
에서 전달되었던 뉴스피드 형태의 뉴스를 참여자들이 실제로 클릭하는지를 보여주는 행태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참여자들의 개인성향을 측정하는 설문연구를 혼합하는 접근방식을 선택
했다.
1) 표본

연구 참여자들은 마크로밀-엠브레인사(社)의 온라인 조사패널(약 100만 명 규모)에서 모
집되었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전국 패널 중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1) 트위터 계정을 보
유하고 있고, (2) 최소 15개 이상의 계정을 팔로잉하고 있으며, (3) 최근 한 달 동안 트윗과
리트윗을 최소 각 1회 이상 한 사람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참여를 유도했다. 연구진은 트위터에 본 연구진이 소속된 연구소의 이름으로 만든
계정을 자동으로 팔로잉하는 웹 링크를 제작하여 사전조사에서 모집된 패널 구성원들에게
클릭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런 모집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팔로잉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676명이 본 연구의 표본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중에서 70%가 남성, 48.9%가
진보, 24.1%가 보수, 26.1%가 중도의 정치 성향이라고 답했다.
온라인 패널의 특성상 본 연구에 활용된 표본을 확률표본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실제로
도 전체 유권자의 확률표본과는 연령 등 인구학적 변인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하지
만, 본 연구의 모집단이라 할 수 있는 500여 만 명의 한국인 트위터 사용자는 그 특성에 대
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모집단에 대한 확률표본을 표집하는 것은 원천
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표 1>의 좌측 패널에 나와 있듯이 우리 표본의 구성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참여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분포

나이

성별
거주 지역
학력

정치성향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
여
서울경인 수도권 지역
그 외
중졸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진보
중도
보수
N

표본
25.2%
32.7%
29.7%
11.2%
1.2%
70.1%
30.0%
59.5%
40.5%
.2%
12.7%
87.2%
48.9%
26.1%
24.1%
679

KAA조사
57.9%
30.7%
8.9%
1.9%
.6%
58.1%
41.9%
59.0%
41.0%
.0%
21.1%
78.9%
49.5%
37.6%
12.8%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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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표본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을 위해 한국광고주협회(KAA)가 닐슨 리서치
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8월～10월에 걸쳐 실시한 개별
면접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KAA 조사에 포함된 700여 명의 트위터 사용자들이 본 연
구의 모집단에 대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는지 또한 단언하기 어려우나 하나의 비교집단으
로써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KAA 표본과 비교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우선 연
령대에서 20대의 비율이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본 연구의 표본
에는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24.1% 대 12.8%).
이러한 차이점들은 본 연구진이 다양한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조사에서 참여의사를
표시한 패널 구성원들 중 고연령, 보수성향의 참여자들을 과대표집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본 연구가 트위터에 실제로 존재하는 ‘진보편향’을 상대적으로 과소 추
정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본 연구에서 뉴스소비와 관련한 진보편향이 발견
된다면 실존하는 진보 편향은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연구의 특성
상 정치적 관심이 높은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KAA표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트위터 연구 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대선기간 마지막 31일 동안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 매일 18개의 뉴스
매체에서 선정된 24개의 기사를 트윗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전달했다(<표 2> 참조). 본 연구
에서 선정된 뉴스 매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세 보수 중앙일간지가
선정되었다. 추가적으로 이념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겨레, 경향신문 두 개의 진보성향의
신문들이 포함되었다. 세 보수신문은 최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개국, 종합 미디어 회
사로 탈바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보수신문에서 운영 중인 종편(TV조선, jTBC,
채널A)도 포함하였다. 타 매체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선일보-TV조선, 중앙일보-jTBC,
동아일보-채널A를 한 언론사로 간주하였고, 신문-종편 조합을 합쳐서 매일 타 신문 매체의
기사숫자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표 2> 트윗게재 매체

보수매체

종이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수후보
중도후보
진보후보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데일리안

KBS
MBC
SBS

지상파
진보매체

TV
TV조선
jTBC
채널A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박근혜
(국민행복캠프)
안철수
(진심캠프)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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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문매체에서는 매일 한 개의 대선관련 사설 혹은 칼럼과 일반기사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대선관련 기사가 송출대상이었다. 후자는 우선 1면기사 중 가장 크게 다뤄진 대선관
련 뉴스(제목에 세 후보의 이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박”, “문”, “안”)이나 “대선”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기사로 규정)를 선정했다. 1면에 대선관련 기사가 없는 경우 정치
면에서 가장 크게 다뤄진 대선관련기사를 선택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경우 격일로 신
문의 일반기사와 종편채널의 메인 뉴스의 주요기사가 송출되었다. 종편을 보유하고 있는 종
합일간지의 경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신문에서 대선관련 정치 기사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해당 종편 채널의 전날 메인뉴스에서 정치 뉴스를 선정하였다.
세 지상파 방송(KBS, MBC, SBS)의 경우 전날 각 방송사 메인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순서상 가장 앞에 나오는 대선 관련 뉴스 두 개를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온라인
매체가 포함되었다. 이념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수 매체(뉴데일리, 데일리안)와 진보 매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가 두 개씩 선택되었다. 이들 매체에서도 일간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사를 선정하기 위해 매일 한 개의 칼럼과 한 개의 일반기사를 추출하였으나 온라인 매체
의 특성상 매일 칼럼이 게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다른 대선관련 정치 기사로 대체하
였다.
마지막으로 트위터가 후보자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세
명의 주요대선후보의 선거본부(이하 캠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메시지를 매일 한
개씩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의 ‘국민행복캠프’(www.park2013.com), 문재인의 ‘사람
이 먼저다’(www.monjaein.com), 안철수의 ‘진심캠프’(www.jinsimcamp.co.kr) 사이트에서 올
라온 논평 및 보도자료 중에서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올라온 메시지를 선정하
였다. 안철수 전 예비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한 날짜(11월 23일)를 기준으로 안철수의 진심캠
프 사이트는 메시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1) 안철수 후보 사퇴 기자회견
과 (2) 안철수 후보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과 같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최대한 다양한 매체에서 관련 메시지를 선정하여 정기적
으로 게재되는 트윗에 추가적으로 송출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기사들은 매일 아침 9시부터 밤11시까지 매시간 다섯 개씩
연구진의 계정에서 자동으로 트윗 게재되었다. 각 트윗은 (1) 기사의 출처가 되는 언론매체,
(2) 기사 헤드라인, 그리고 (3) 해당 기사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했다(<그림 1>참조).
해당 기사의 링크를 클릭할 경우 이 정보가 자동으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프로그래밍하
였다. 트위터의 타임라인에 기사가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기사가 3-5회에 걸쳐
송출되도록 하였다. 연구 조교들은 매일 아침 11시, 오후 4시에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트위터 메시지를 선정할 때 조교들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익숙
해지기 위해서 10월 23일부터 연구 시작 전까지 매일 샘플 기사를 선정하는 테스트 기간을
가졌다. 테스트 기간을 제외하고 연구 계정에 867개의 기사가 총 2,350번 트윗되었다.
본 연구의 강점은 실제 뉴스소비 행태와 설문을 통해 측정된 참여자들의 개인성향을 매
칭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모든 참여자들은 18대 대선을 전후로 3차에 걸친 패
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선거 이전에 실시된 1차(11월 1일~15일 실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참여자의 개인별 특성변수를 측정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모두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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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사제공 트윗 예시

4. 연구결과
1) 트위터를 통해 전달된 대선뉴스의 소비정도

우선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송출된 뉴스가 얼마 정도 클릭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는 트위터를 통해 전달된 대선관련 뉴스가 유권자들에 의해 얼마나 많이 소비되었는지에 대
한 답을 제공한다. 즉, 트위터와 같이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 유권자들이 대선관련 뉴스
에 심도 있게 노출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검정이 될 수 있다. 많은 참여자가 전달된 뉴스
를 클릭하여 읽어본다면 이는 트위터가 선거환경에서 뉴스와 정치 정보 전달의 효과적인 창
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한다.
우선 <그림 2>의 좌측 패널에서는 676명의 참여자별로 클릭한 기사의 숫자를 보여준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약 25%정도의 참여자만이 트위터로 전달된 뉴스의 링크를 한
번이라도 클릭하여 읽어 본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반면 나머지 75%정도의 참여자는 한 번
도 기사를 클릭해서 보지 않았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낮은 클릭률을 보였다. 참여자별 평균
클릭숫자는 3.709회에 불과했다. 이는 대선을 앞둔 마지막 한 달간 트위터를 통해 전달된 기
사를 약 8일에 하나정도 클릭하여 읽어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표준편차가 16.765
로, 참여자들 간의 개인 편차도 매우 컸다. 많은 참여자들이 한 번도 기사를 읽어보지 않은
것에 반해 일부 참여자들은 약 200회 이상의 클릭숫자를 기록하여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활동량에 대한 특성을 규정하는 일종의 롱 테일(long-tail)법칙이 기사 클릭빈도에
도 적용됨을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다수의 참여자들은 트위터를 통한 대선뉴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노출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른 반면 일부 참여자만이 적극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전달된
뉴스에 노출되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기사별 클릭률도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그림 2>의 우측 패널은 기사별로 클릭을
받은 숫자를 보여준다. 전체 867개의 기사 중 35%(304개)의 기사는 단 한 번의 클릭도 받지
못해 참여자 중 한 명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별 평균 클릭숫자는 2.714회 (표준
편차=3.552)를 기록했다. 이것은 총 676명의 참여자 중에서 평균적으로 약 250여 명 중 한
명꼴로 본 연구 계정이 송출한 기사를 클릭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기간이 대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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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클릭률이었다. 이러한 결
과는 뉴스 유통 경로로서 트위터가 가진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트위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대선관련 뉴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합리적인 정치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림 2> 사용자 및 기사별 클릭 횟수

2) 가설 검증

다음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가설들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클릭숫자를 기사의
특성으로 모델화하여 매체별 클릭숫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모형에는
우선 기사가 게재된 날짜를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는데, 기사게재 날짜가 클릭 숫자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 초반에는 연구진이 전달하는 뉴스
를 참여자들이 좀 더 활발하게 클릭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패널 조사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탈락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유
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갖는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Huckfeldt & Sprague, 1995). 따
라서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클릭숫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경
우이든 간에 기사의 게재 날짜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 기사가 트윗 된 횟수가 약간씩 달랐던 것을 감안하여 기사의 게재 횟수 또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기사가 하루 3회 게재되어야했으나 두 가지 이
유로 이것에 변동이 생긴 경우가 있다. 우선,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중간에 자동 트윗이 중
단되거나 11시가 지난 후에도 트윗 게재가 계속된 사례가 있다. 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
요한 속보가 나온 날에는 뒤늦게 추가된 기사들이 있다. 게재 횟수가 늘어날수록 클릭률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기사가 게재된 횟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1) 안철수 후보사퇴와 (2) 안철
수 후보의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이 있었던 날에 언론사가 내보낸 ‘속보’ 형식의 기사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래 송출 중이던 기사 목록에 추가적으로 속보들을 트윗하였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속보 기사들은 일반 기사보다 클릭률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이 속보성 기사들을 더미 변수로 잡아 분석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론적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매체들을 몇 개의 군으로 나누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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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변인 화하여 분석에 포함했다. 우선 뉴데일리와 데일리안을 “보수인터넷 언론”으로 규정
했고, 세 종편채널(TV조선ㆍjTBCㆍ채널A)을 묶어 종편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였다. 보수
신문(조선ㆍ중앙ㆍ동아)과 진보신문(한겨레ㆍ경향)도 각각의 더미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했으며, 두 개의 진보인터넷 매체(오마이뉴스ㆍ프레시안)도 별개의 더미변인으로 추가하
였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상에서 후보자들이 내놓는 메시지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세 후보 캠프(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를 각각의 더미변수로 모델에 추가하였다. 반면 다른
매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지상파방송(KBSㆍMBCㆍSBS)을
모델에서 제외하여 기준치로 삼았다. 따라서 각 더미 변인에 대한 계수 값은 게재 날짜, 횟
수, 속보 여부 등의 요인들을 통제한 후, 지상파 기사에 비해 각 매체군의 기사가 얼마나 더
많이 혹은 적게 클릭되었는가를 가리킨다.
본 분석의 종속변인은 클릭 횟수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포아손(Poisson) 분포로 가정하고
포아손 회귀분석 등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서는 클릭율이 매우 저조하여 상당수의 기사가 0회의 클릭숫자를 기록했고 분산이
상당히 컸다. 다시 말하면, 0이 과도한 빈도분포로서 과대산포(overdispersion)의 우려가 있
는 전형적인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속변인을 음 이항(Negative Binomial) 분
포로 가정한 회귀분석(Agresti, 2002)을 실시하였다 (<표 3>참조). <표 3>에서 볼 수 있듯
이 과대산포 계수인 알파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이 명확하게 기각되었고 이는 일반적인 포
아손 분포의 가정보다 음 이항 분포의 가정이 더 적합함을 보여준다.
<표 3> 언론매체별 기사 클릭횟수: 음이항 (Negative Binomial) 회귀모형 추정치
b

(s.e.)

상수

-1.290

(.224)

**

날짜

-.018

(.004)

**

게재횟수

.678

(.067)

**

속보

.483

(.203)

*

인터넷보수언론 (데일리안, 뉴데일리)

.818

(.135)

**

종편 (TV조선, jtbc, 채널A)

.140

(.224)

보수신문 (조선·중앙·동아)

.333

(.131)

*

진보신문 (한겨레·경향)

.676

(.135)

**

인터넷진보언론 (오마이뉴스·프레시안)

1.190

(.129)

**

박근혜캠프

.147

(.239)

문재인캠프

.933

(.219)

**

안철수캠프

1.433

(.482)

**

Alpha

.901

(.077)

**

LR χ2

217.66

Pseudo R2

.180

N

867

주.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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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진보 신문군’과 ‘진보 인터넷언론군’ 계수 값의 추정치들을 살펴봄으로써 <가설 1>
에 대한 1차적 검증이 가능하다. 이 계수 값의 추정치가 양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진
보적 성향의 매체들이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클릭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진보신문’(b = .676, p < .01)은 물론 지상파방송사와 비교했을 때 신
뢰도 측면에서 현저히 낮은 ‘인터넷 진보매체’(오마이뉴스ㆍ프레시안)(b = 1.190, p < .01)조
차도 지상파보다 많은 클릭숫자를 기록했다. 매체들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선거를 보름 앞둔 상황에서 속보가 아닌 일반 뉴스가 평균 정도의 횟수로 게재되었을 때,
예측되는 클릭횟수를 각 매체군 별로 계산해보았다(<표 4> 참조). 그 결과, 인터넷 진보매
체(4.240)와 진보신문(2.535)의 경우 각각 지상파(1.289)보다 약 3.5배, 2배 더 많은 클릭수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진보적 매체들의 기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기사소스별 클릭빈도 예측치
언론매체

예측치

후보자

예측치

인터넷 보수매체

2.921

박근혜 캠프

1.493

종편

1.482

문재인 캠프

3.276

보수신문

1.799

안철수 캠프

5.404

지상파

1.289

진보신문

2.535

인터넷 진보매체

4.240

또 다른 차원에서의 <가설 1>의 검정방법은 진보매체들의 기사 클릭숫자가 보수매체들
의 기사 클릭숫자보다 많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H0: (β인터넷보수매체 + β종편 + β보
수신문)/3 = (β인터넷진보매체 + β진보신문)/2의 귀무가설을 검증한 결과, 분명하게 기각되었다(χ2 =
22.29, p = .01). 종편이 인지도가 낮은 매체임을 감안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두 종류의 보
수매체들과 비교하였을 경우 H0: (β인터넷보수매체 + β보수신문)/2 = (β인터넷진보매체 + β진보신문)/2에도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χ2 = 13.76, p = .01).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설이 설득력이 있다면 진보매체들 중에서도 강한 이념적 색채를 가
진 매체의 기사일수록 더 많은 클릭을 받았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따라서 H0: β진보
= β인터넷진보의 귀무가설을 검증해 보았고, 이 또한 분명히 기각되었다(χ2 = 14.32, p = .01).
요약하면,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진보매체들의 기사가 많은 클릭을 받은 것
을 알 수 있다.
<가설 2>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진보, 보수 구분 없이 이념적으로 더 극단적인
색채를 나타내는 매체의 기사들이 클릭을 많이 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이미 인터
넷 진보매체들(오마이뉴스ㆍ프레시안)이 인지도나 신뢰도면에서 상대적으로 앞서는 진보신
문(한겨레ㆍ경향)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더 많은 클릭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보수매체들 간에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 귀무
가설 H0: β인터넷보수매체 = (β종편 + β보수신문)/2을 검정하였고 확실하게 기각되었다(χ2 = 15.04, p
= .01). 종편이 상대적으로 신생매체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H0: β인터넷보수매체 = β보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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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정한 결과도 대동소이 했다(χ2 = 12.49, p = .01). 실제로 인터넷 보수매체(2.921)들은
보수신문(1.799)들 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클릭빈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보수와 진보에 상관없이 더 극단적인 정치색을 가진 매체들의 기사가 트위터 사용
자들의 클릭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왜 많은 인터넷 언론매
체들이 중도성향보다는 양극단적인 이념성향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
가 크다.
결론적으로 트위터 상에서의 대선관련 뉴스에 대한 소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
마 존재하는 소비도 매우 진보 편향적이거나 극단적인 매체의 기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뉴데일리나 데일리안 등 보수적인 인터넷 매체와 메이저
보수신문들, 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의 전통적인 진보신문들과
의 일반적인 신뢰도 격차를 고려했을 때, 과연 트위터 사용자들의 뉴스 선호 경향이 규범적
차원에서 정보시민이 되는데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 후보 캠프에서 생성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 클릭을 받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세 후보 캠프에 해당하는 계수 추정 값들이
평균적으로 지상파보다 큰지 살펴보기 위해 귀무가설 H0: (β박근혜 + β문재인 + β안철수)/3 = 0을
검정한 결과 귀무가설이 확실히 기각되었다(χ2 = 16.31, p = .01). 따라서 <가설 3>에 대해
서 어느 정도의 실증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박근혜 캠프의
메시지에 대한 클릭은 지상파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다르지 않았고, 두 야권성향의
후보들의 메시지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 결과에 근거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
다.
반면 안철수 후보 캠프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느 후보나 언론매체의 뉴스보다
도 많은 클릭을 받았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b = 1.433, p < .01). 이것은 언론매체 중 가
장 많은 클릭숫자를 기록한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과 유사한 정도의 클릭숫자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선기간동안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케 한다. 따라서 최
소한 후보자에 따라서는 트위터가 정치인과 유권자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 지지후보에 따른 선택적 노출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결과의 의미에 대한 좀 더 엄밀한 해석을 위해 진보편향성과 양극
단적 매체에 대한 선호경향이 선택적 노출에 기인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개
별 참여자의 지지후보에 따른 매체선호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별 참여자 차원의 변
인들이 매체선호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676명의 참여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참여자가 18개 매체에 대해 클릭한 빈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676명의 참여자가
각 매체에 대해 관측치를 가지며 총 676 x 18 = 12,168개의 관측 값이 데이터가 되었다. 이
분석에서 우리의 목적은 참여자의 특성, 특히 후보들에 대한 선호로써 특정 매체군의 기사
에 대한 클릭빈도를 예측하는 것이다.
각 응답자마다 종속변수가 반복측정 되었기 때문에 각 응답자의 응답 간 독립성
(independence)이 없어 이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성(dependence)을 고려하면서 모형에
서의 독립변인들이 가지는 계수 값을 추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종속변수 Yij가 j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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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부터 676까지)의 i번째(1부터 18) 매체의 클릭빈도가 되도록 자료를 재정리하여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모형을 도입하였다. GEE는 GLM(Generalized
Linear Models)의 패널 확장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데이터 간의 의존성 있으면서 지수
분포군(Exponential Distribution Family) (예를 들어, 가우시안(Gaussian), 포아손(Poisson),
이항(Binomial), 음 이항(Negative Binomial) 등)에 포함되는 종속변인을 예측변인들의 함수
로 모형화 할 때 자주 활용된다(Liang & Zeger, 1986; Zorn, 2011). 본 연구는 앞선 분석에
서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별 클릭빈도가 낮고 분산이 큰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접근 방식
에 따라 종속변수가 음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로그(log)링크를 활용하여 다
양한 설명변수의 함수로 모형화 한다(Gill, 2000).
GEE에서는 반복 관측된 값들 간의 상관관계 구조(working correlations structure)를 추
정해서 계수 값들을 추정할 때 조정함으로써 관측된 값들 간의 의존성을 고려하는데, 이 구
조에 대한 엄격한 가정 없이도 회귀분석 계수들의 일관성(consistency)이 보장되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GEE의 큰 장점이다. 본 분석의 데이터는 시계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GEE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관관계 구조인 ‘상호호환적(exchangeable)’ 상관관
계 구조를 가정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후보에 대한 감정과 매체선호: GEE 추정값
b

(s.e.)

상수

-1.653

(.358)

연령

.002

(.006)

가구소득

-.064

(.027)

*

교육수준

-.367

(.078)

**

감정온도계 차이
인터넷보수언론 (데일리안, 뉴데일리)

-.011

(.002)

**

1.270

(.131)

**

종편 (TV조선, jtbc, 채널A)

-.765

(.179)

**

보수신문 (조선·중앙·동아)

.509

(.129)

**

**

진보신문 (한겨레·경향)

.935

(.134)

**

인터넷진보언론 (오마이뉴스·프레시안)

1.548

(.130)

**

박근혜캠프

.080

(.194)

문재인캠프

.580

(.173)

**

안철수캠프

-.680

(.279)

*

감정온도계 차이 x 인터넷보수언론

.008

(.002)

**

감정온도계 차이 x 종편

.010

(.003)

**

감정온도계 차이 x 보수신문

.002

(.002)

감정온도계 차이 x 진보신문

.001

(.002)

감정온도계 차이 x 인터넷진보언론

.003

(.002)

감정온도계 차이 x 박근혜캠프

.009

(.004)

감정온도계 차이 x 문재인캠프

.002

(.003)

감정온도계 차이 x 안철수캠프

.001

(.005)

Wald χ2(20)
N
주. ** p＜.01, * p＜.05

**

446.33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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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는 우선 기사 클릭빈도에 영향을 줄만한 인구학적 변인들(연령, 가구소득, 교육수
준)2)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의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측
정하기 위해 두 후보에 대한 감정온도계3) 점수의 차이(박근혜 – 문재인)를 구해 설명변수
로 모형에 포함했다. 즉, 이 측도에서 양의 숫자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선호가 문재인 후보
에 대한 선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의 숫자는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추가적으로 앞선 분석에서와 같이 18개의 매체들을 8개의 매체군으로 나누어 이 중 7개
의 매체군 더미를 모형에 포함하고, 세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하여 기준치로 삼았다. 이 매체
군 더미변수들은 앞선 분석에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데 해당(기사가 아닌)매체를 각 참
여자가 클릭한 총 빈도수가 기준치에 비해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러한 매체선택이 후보 선호에 따라 달라졌는지를 보기 위해 감정온도계 점수 차이와 매체군
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형에 포함했다. 이 상호작용에 대한 계수들은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해당 매체군의 뉴스에 대한 클릭빈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박근혜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를 선호하는 참여자일수록 전반적인 클릭빈도가 높았
다(b = -.011, p = .01).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진보성향의 참여자들이 트위터로 유통된 기
사를 많이 소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당지지성향의 사용자들은 트위터에 수적으로 적
을 뿐만 아니라 뉴스 소비량도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지지후보와 매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인터넷 보수언론”, “종편”, 그리고 “박근혜 캠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4) <표 6>의 맨 우측 열은 모델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야당지지성향의 참여자(감정온도계=-100)와 여당지지성향의 참여자(감정온도계
=100)가 해당 매체를 클릭한 빈도 예측 값의 비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매체들의
경우에는 야당지지성향의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클릭빈도를 보였으나 가장
보수적인 매체군(인터넷 보수언론)의 경우에는 여당지지성향의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그 격
차를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별 참여자 차원의 분석 결과는 앞서 기술한 우리의 결론을 지지한다. 우선 모
든 매체에 대해 야당지지성향의 참여자들의 클릭빈도가 여당지지성향의 참여자보다 높았다.
그러나 가장 보수적인 매체군의 경우에는 여당지지성향의 참여자들의 클릭빈도가 조금 올라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진보 편향적 뉴스선호 및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트위터 상에서 전달된 뉴스 소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은 10개, 교육수준은 4개의 카테고리로 코딩되었다.
3) 감정온도계는 미국 National Election Studies에서 쓰이는 유형을 그대로 차용하여 0부터 100 사이로 측정되었다. 0은 해당
후보에 대해 매우 “차가운/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100은 “따뜻한/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고 기술되었다. 그리고 50
은 중립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이 분석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감정온도계의 차이(평균 =
-23.665, 표준편차 = 46.860)를 구해 두 후보에 대한 선호의 차이로 사용했고 이 것은 대선연구에서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
다.
4) 안철수 후보 캠프의 메시지들은 대선 후보 중도사퇴로 인해 연구에 포함된 총 메시지 숫자가 다른 매체에 비해 현저히 적었
다. 따라서, 앞선 기사 차원의 분석에서와는 달리 개별 ‘참여자-매체’ 차원의 분석에서는 개별 참여자가 안철후 후보캠프의
메시지를 클릭한 총 빈도가 다른 매체의 총 클릭 빈도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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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치 성향에 따른 매체별 기사 클릭빈도 예측 값
야권지지자

중립

여권지지자

야권우위

인터넷보수언론 (데일리안, 뉴데일리)

.202

.156

.121

1.669

종편 (TV조선, jtbc, 채널A)

.022

.020

.019

1.158

보수신문 (조선·중앙·동아)

.173

.073

.031

5.581

지상파 (KBS, MBC, SBS)

.128

.044

.015

8.533

진보신문 (한겨레·경향)

.307

.112

.041

7.488

인터넷진보언론 (오마이뉴스·프레시안)

.434

.206

.098

4.429

박근혜캠프

.054

.048

.042

1.286

문재인캠프

.195

.078

.032

6.094

안철수캠프

.056

.022

.009

6.222

주. 야권우위=(야권지지자의 기사 클릭빈도 예측 값)/(여권지지자의 기사 클릭빈도 예측 값)

5. 결론

최근 트위터가 뉴스피드 기능을 통해 다양한 정치 뉴스가 전달되는 새로운 정치정보 유
통경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다수의 뉴스 공급자들이 트위터 상에서 뉴스피드를 제공하
는 점에 주목하여, 정치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 사
용자들의 정치뉴스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속성의 매체가 내놓는 메시지를
매일 676명의 참여자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해 팔로워들 개인특성과 트
위터 상의 정치정보 소비 행태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타당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트위터 상의 활발한 정치 행위는 뉴미디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기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정치 토론이 인터넷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교류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트위터 상에서의 의미 있는 뉴스 소비가 소수
의 이용자들을 제외하면 그리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뉴스 소비가 소수의
정치 관심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제공되는 정치 정보에 사실
상 거의 접근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많은 양의 정치 정보가 평등하게 제
공될 수는 있겠지만 수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선호에 따른 자발적인
소비 행위의 결과로 정보 습득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소수에 의한 활발한 트위터 상의 뉴스 소비가 주로 진보적인 사람들에
의한 진보 매체 이용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의 구
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라 진보적인 정치 이념이 부각
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트위터의 진보 편향성은 트위터 상의 뉴스
습득이 특정한 관점을 반영하는 불균형한 논의를 더욱 더 심화시킬 가능성을 암시한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는 트위터에서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표방하는 매체의 기사들이 중도 성향
의 매체보다 활발하게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트위터 사용자들에 의한 뉴스 소비가 인터넷에서의 일반적인 뉴스 소비
행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에서는 보수 언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사에 대한 노출이 진보언론보다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 주류언론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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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노출이 뉴데일리·데일리안이나 프레시안·오마이뉴스 등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논조
를 가진 인터넷매체의 기사들보다 높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실질적으로
90%를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인터넷 사용자들이 전체 유권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 예상되므로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다. 반면 많은 기존연구(장덕진, 2011)들이
보여주었듯이 트위터 사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낮고 매우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보인
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에서 보인 (1)기성 언론매체 기사의 저소비, (2)매체선택에서의
진보편향성, 그리고 (3)극단적 매체 선호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트위터
와 같은 소셜 미디어는 상호작용의 규모와 범위를 유례없이 확장한다. 그러나 매수 소수의
사용자들만이 적극적으로 트위터를 통한 정치뉴스 획득에 참여한다. 또한 이들 소수의 이용
자들은 주로 진보편향성과 극단적 매체선호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점도 지닌다. 먼저 참여자 숫자가 당초 기대보다 적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뉴스링크 클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트위터를 통해 정치 정보를 얼마나 접하고,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지를 보기 위
해서 인위적인 조작을 최대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참여자가 연구 계정을 통해 게
재되는 기사가 참여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하나의 한계점은 측정과 관련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를 클릭하는 행위를
정치 정보의 의미 있는 소비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조수선(2005)의 연구가 지적하듯 온라인
뉴스의 경우에 독자들은 주로 ‘훑어보기’의 경향이 강하다. 잉글리시(English 1994) 또한 ‘제
목 소비자(a shopper of headlines)’라는 개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기사 클릭 유무를 기준
으로 하는 정보 소비 측정은 온라인 뉴스 소비자가 헤드라인으로부터 습득하는 지식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초점이 정보시민화를 위한 심도
있는 뉴스소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훑어보기’를 통한 정보습득은 핵심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트위터가 공론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와
관련해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권자가 뉴미디어를 이용하면
서 유용한 정보에 노출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정치 참여의 주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 정보의 취득 행태를 살펴본 본 연
구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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