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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of news exposure, knowledge gain, and political expression.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whether one’s customized information environment is related to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exposure (i.e., selective exposure to pro-attitudinal information vs. incidental exposure to 

counter-attitudinal information) and how the types of information exposure, in turn, lead to 

knowledge and opinion expression. Results from a survey with 300 adults demonstrated that 

customiz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selective exposure to pro-attitudinal information and was 

negatively related to knowledge about social issues. However, its impact on incidental 

counter-attitudinal exposu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also found that information 

environment customiza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n increase in opinion expressio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selective exposure. Taken all toge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increase of information environment customization by user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citizens’ 

everyday political communication processes and democratic citizenship by encouraging selective 

exposure and opinion expression while hindering knowledge gain. That is, as the customization of the 

information environment becomes more popular, users would likely engage in political expressions 

that are not based on relevant facts and information. In conclusion, the trend of information 

environment customization may contribute to participatory and expressive political culture primarily 

via selective exposure. However, at the same time, mere expression of uninformed opinion may add 

to already contentious and polarizing politics in contemporary democracies. This study is a call for 

more scholarly discussion and investigation of the changes that the trend of customization of the 

information environment would bring about.

Keywords: Selective Exposure, Incidental Exposure, Personalization, Customization, Politic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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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재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들은 통  매체보다 온라인상에서 포털 혹은 SNS를 이용해 사

회 이슈에 한 정보를 얻고 콘텐츠를 창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표 하기도 하는 것이 특징 이다

(Yamamoto, Kushin, & Dalisay, 2015). 이러한 최근 정보 이용 환경에 있어 뚜렷한 변화는 

자신이 원하는 매체, 언론사, 장르, 주제 등을 선택, 구독 설정하여 맞춤 설정(customization)

하거나, 랫폼 서비스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의 취향을 악하고 자동 으로 추천하는 개

인화(personalization) 과정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다(Sundar & Marathe, 2010). 커뮤

니 이션 산업에서 종사하는 업 문가들은 정보의 맞춤 개인화 상이 재 그리고 미래의 미

디어 환경을 설명하는 가장 요한 지배  요소라고 주장했다(Dylko, 2016). 본 연구에서는 그 

에서도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제공하고 수동 으로 추천을 받는 형태보다는 이용자 자신이 직

 맞춤화하여 정보 환경을 설정하는 행 에 을 맞추고자 한다.   

네이버, 다음, 구 , 유튜 , 페이스북, 트 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시민들이 주로 정

보를 하는 매체들은 모두 맞춤설정 는 친구 맺기 등을 통한 맞춤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시스

템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 으로 네이버 모바일 버 의 경우 2019년 4월 수동편집을 종료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언론사를 구독 선택해야만 해당 정보가 제시되는 맞춤형 서비스로 환하 다. 

새로운 서비스에 한 언론진흥재단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직은 23.9%만이 뉴스 채 을 구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맞춤화가 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세욱, 2019). 그러나 구

독자가 많은 채 의 경우 400만이 넘고 있어 오 라인 유료 구독자보다 많고, 설문 응답자의 

85.2%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만을 볼 수 있어 좋다’, 76.1%가 ‘나와 이 비슷한 

뉴스만을 볼 수 있어 좋다’에 동의하는 응답을 하여 앞으로 이용자의 맞춤화 행 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유튜  같은 랫폼에서는 이미 구독이 더 일반화되어 있고 페이스북이나 

트 터 같은 SNS 서비스는 기본 으로 자신이 원하는 개인이나 그룹 혹은 조직의 계정과 선택

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맞춤화는 정보 이용에 있어  더 확 될 것이라 

상된다. 

이처럼 앞으로 확 될 가능성은 크지만 재 다수가 정보 환경을 자신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기술을 인식하고 극 으로 이용하는 단계에 완 히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맞춤화에 

한 선행 연구는 주로 시스템을 제공하는 테크놀로지 에서 이루어졌고(Kalyanaraman & 

Sundar, 2006)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 노출에 과정에 어떠한 심리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그

것의 결과로 정치 커뮤니 이션 과정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지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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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다. 아쉬운 은 맞춤설정을 통한 정보 개인화의 효과에 해서 마 , 정보 과학, 교육 

심리학, 컴퓨터 사이언스 등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매우 활발하게 연구된 상황이고(Fan & 

Poole, 2006; Kasanoff, 2001), 정치 커뮤니 이션 분야에서는 학문  심이 상 으로 늦

게 시작되었다는 것이다(Beam, 2014; Dylko, 2016).  

맞춤화에 주목하진 않았지만,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커뮤니 이션과 정치 과정에 한 선행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었는데 주로 인터넷 혹은 SNS 이용량 혹은 빈도에 을 맞추고 정치 지

식  참여에 한 향을 분석했다. 이  일부 연구에서는 정  련성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반 의 부  혹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련성이 나타난 결과도 많았다(Bakker & De 

Vreese, 2011; Pasek, Kenski, Romer, & Jamieson, 2006; Yamamoto et al., 2015). 

이러한 일 되지 않은 기존 연구의 결과는 정보 환경과 다양한 노출의 유형을 함께 포함하는 미

디어 이용 변인을 구체 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지 않은데 기인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Dylko, 2016). 그러한 맥락에서 정보 환경 조성과 그에 기반한 정보 노출의 역할을 구분하여 

탐구하고 노출 유형도 세분화하여 지식과 참여에 한 향에 있어 좀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포털, SNS상에서 구독 혹은 친구 맺기 등을 통한 맞춤설정이 정치 커뮤니

이션 과정의 요한 지표인 지식과 의견 표 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 본격 으로 탐구

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먼  이용자의 맞춤화 설정이 정보 노출의 두 가지 유

형(정치  이념 기 에 의한 선택  노출과 우연  이견 노출)  어떠한 형태를 더 유도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한국과 해외에서 모두 기존에 선택  노출의 동기와 결과를 탐구한 연구가 많았

으나 주로 정보 환경보다는 심리  원인을 그리고 정치 지식이나 참여보다는 의견극화(Stroud, 

2010)에 한 비 이 상 으로 높았다(노정규․민 , 2012; 이나연․조윤정, 2017; 황유선, 

2013). 이용자 맞춤화가 자아 확인(self affirmation) 동기를 자극하여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에 한 선택  노출(Knobloch-Westerwick & Meng, 2009)을 유도하는지, 

아니면 이용에 동반되는 우연한 이견 노출(Weeks, Lane, Kim, Lee, & Kwak, 2017)을 

진하는지, 는 동시에 두 가지 유형의 노출이 함께 나타나는지는 새로운 이론화와 실증  분석

이 필요하다. 우연  노출은 이용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부수 으로 정

보, 특히 자신의 견해와 다른 의견에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여 지식과 참여에 정  역할을 

하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용자 맞춤화 정보 환경에서 선택  노출과는 다른 형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최지향, 2015; Beam, 2014).

그리고 이용자 맞춤화와 두 가지 형태의 정보 노출의 결과로서 시사 이슈에 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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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의 의견 표 에 미치는 직  효과  간  경로를 탐구하고자 한다. 각각의 변인과 

계를 개별 으로 살펴보는데 그치지 않고, 커뮤니 이션 매개 모델(Cho, Shah, McLeod, 

Scholl, & Gotlieb, 2009)을 이론  틀로 정보 노출이 환경 맞춤화와 지식 혹은 표 의 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용자 입장의 맞춤화와 다양한 형태의 노출, 그리고 정치 과

정에 미치는 향을 통합 으로 이해하는데 이론 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기

존 연구에서 미디어 이용 독립변인에 한 포  개념 정의로 인해 이론화가 미흡했던 측면을 

보완하고, 정보 환경의 미래 변화와 정치 과정 사이의 복합 인 계를 풀어내어 학문 , 사회  

함의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논의

1) 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

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생산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에 없이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한 정보에 노출되기를 원한다(Carlson, 

2007; Haim, Graefe, & Brosius, 2018).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이용자들이 자신에 맞는 정보

에 할 수 있게 하는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고 미디어 랫폼들은  더 극 으로 그러한 기

술을 사용,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과 련하여 국내 학자들도 이용자들이 자신의 선호와 동

기에 따라 하는 정보의 채 과 내용을 극 으로 통제하느냐 혹은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이용

자의 취향을 악하여 맞는 정보를 자동 으로 제공하는가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학문  심을 기울

여 왔다(황용석․김기태, 2019). 자는 이용자 심의 정보 환경 맞춤화(user-initiated 

customization)로, 후자는 시스템 제공 개인화(system-initiated personalization)로 개념

화되어 왔다(Sundar & Marathe, 2010). 

구체 으로,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customization) 개념은 테크놀로지를 통해 이용

자들이 극 으로 주체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정보원이나 주제를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 정보는 

배제하면서 한 개인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Dylko, 2016). 한편, 다른 

형태의 개인화(personalization) 즉 시스템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 으로 맞춤 제

공하는 상에 해서도 미디어 장과 학계의 심이 커지고 있다(Sundar & Marathe, 

2010). 이용자 설정 맞춤화와 시스템 제공 개인화는 정보 과부화를 이기 해 알고리즘이 이

용된다는 측면에서 공통 인 부분이 있고 일부 학자들은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지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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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효과 차원에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Beam, 2014). 주체의 특성에 근거하여 맞

춤화(customization)는 이용자의 심리  에서, 개인화(personalization)는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추천의 테크놀로지  임팩트에 심을 두고 그 역할을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개념

의 구분을 유사하게 사용하면서 다른 용어로 지칭하는 학자들도 있다. 를 들면 써먼과 쉬퍼스

(Thurman & Schifferes, 2012)는 이용자가 직  맞춤설정을 하는 경우를 명시  개인화

(explicit personalization), 시스템에서 자동추천하는 경우를 암시  개인화(implicit 

personalization)라고 개념화 했다(Haim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 시스템이 제공하는 수동  개인화(personalization)보다는 이

용자  입장에서 직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정보 환경을 설정하는 극  맞춤화(customization)

에 을 맞추어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재 정치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시스템 개

인화보다는 이용자 맞춤화가 더 의식 으로 명시 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자동 으로 제공

되는 정보보다는 본인이 설정한 채 을 통해 한 정보가 정치 지식과 의견 표 에 한 효과를 

탐구하는 데 있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고 단하 다. 자신의 선호에 맞는 정보 환

경 맞춤화는 미디어 이용 행 의 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요한 심리학  측면은 맞춤화 

과정이 정보 선택의 주체가 이용자 자신이라는 인식을 증가시키며(self-as-source), 이것은 이

후 정보 여, 이해, 정교화, 태도 등 정보처리 과정 반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agency model of customization, Sundar, 2008).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용자 맞춤화가 필

터버블(Pariser, 2011) 혹은 에코 체임버(Sunstein, 2009)와 같은 폐쇄  정보 환경을 조성

하여 민주  커뮤니 이션 과정에 부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비 도 있다. 

맞춤화는 다양한 미디어 랫폼에서 찰되는데, 를 들면 구 이나 네이버, 다음 같은 포

털 사이트는 개인화된 정보 환경 설정이 가장 일반 으로 일어나는 매체 공간이다(Sundar & 

Marathe, 2010). 포털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노출되기 해 특정한 언론사를 선택 

구독하고 콘텐츠 카테고리(정치, 경제, 국제, IT, 문화, 연 , 스포츠, 날씨 등)를 설정하여 자신

만의 맞춤 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 포털 서비스는 기존의 통 매체와 달리 직  의제설정 

역할을 하기보다 이용자들이 의제의 범 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튜

나 팟캐스트 이용자들의 경우도 자신이 선호하는 채 을 구독하고 알림을 받아 콘텐츠를 시청하

는 등 포털에서보다 더 맞춤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SNS는 포털보다 더 맞춤화가 가능한 정보 

랫폼으로 그 요성이  크게 부각 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 터 같은 SNS 랫폼에서는 

이용자들이 정보를 주고받기 해 연결되는 상을 직  선택하고 커뮤니 이션 과정에 따라 지

속 으로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추가 혹은 배제하며 자신에게 맞는 정보 환경을 구축한다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가 시사 지식과 SNS상의 의견 표 에 미치는 향 295

(Dylko, 2016).

이러한 이용자 맞춤화(customization)는 개념 으로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정보 환

경의 맞춤화 기 을 토픽(topic)에 근거했느냐 혹은 정치  이념(ideology)으로 했느냐로 구분

된다(Dilko, 2016). 토픽 심 맞춤화는 콘텐츠 장르에 한 선호를 기 으로 하는데 정치, 경

제, 국제 이슈 등 시사, 엔터테인먼트  오락,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하게 제공되는 정보 종류  

이용자가 심이 많은 카테고리를 선택 으로 설정하고 다른 분야는 배제할 수 있다(Sundar & 

Marathe, 2010). 이에 반해 정치 이념에 따른 맞춤화는 콘텐츠에 담긴 이념  성향을 기 으

로 하는 것으로 주로 자신의 정치  견해와 유사한 채  혹은 그룹을 심으로 정보 환경을 구성

하고 특히 시사 이슈에 해 소통하는 패턴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맞춤화는 개념 으로는 

비교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실제로 정당별 이슈 소유를 고려하면 토픽 기 에서도 이념  향

을 배제하기는 어렵다(Dylko, 2016).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맞춤화  정치 이념에 근거한 유

형에 을 맞추고자 한다. 두 가지 유형의 맞춤화가 상호배타 이지 않지만, 기존 연구에서 토

픽 심보다는 더 명시 으로 정치 이념을 기 으로 맞춤화할 경우 선택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

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시사 이슈에 한 소통 비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Dylko, 

2016). 본 연구에서 이론  모델로 하는 이용자의 맞춤화가 노출의 유형에 향을 주어 정치  

지식과 의견 표 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을 탐구하기 해서는 정치 이념에 근거한 맞춤화에 

을 두는 것이 더 하겠다.

2) 이용자 맞춤화와 정치 이념에 따른 선택  노출, 그리고 우연  이견 노출

이용자 정보 환경 맞춤화의 결과로서 가장 먼  학자들이 고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선택  노출 

상이다. 선택  노출은 정보 환경의 맞춤화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인터넷 여론의 

의견 양극화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논의되었다(황유선, 2013; Stroud, 2010). 이용자 맞춤화의 

결과로서 선택  노출이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주제이다. 

정보 환경의 맞춤화가 시사 정보의 경우 특히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기 으로 이루어질 때, 사 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  견해의 향이 더 극 화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인터넷 정보 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용행태 혹은 동기로 연구된 선택  노출(selective exposure)의 개념은 이용자

들이 자신의  혹은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e.g., Beam, 2014; 

Garrett, 2009; Iyengar & Hahn, 2009; 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Stroud, 2010). 심리학자 페스 거(Festinger, 1957, 1964)의 인지부조화이론에서 주장하는 

로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불일치되는 정보보다 일치되는 정보에 더 집 하는 경향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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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근거로 한다(신동호․이종 , 2014; 노정규․민 , 2012; Beam, 2014). 

맞춤설정 상이 활발해지기 이 부터 학자들은 인터넷의 발 이 정보의 양과 다양성 증가

를 가져왔지만, 이용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정보만 단순하게 찾는 결과를 낳았고 이것은 

선택  노출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Bennett & Iyengar, 2008; Dylko, 2016; 

Sunstein, 2002).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취

사 선택하고 견해나 태도가 다른 정보에 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결과 으로 정치  지

형(ideology)에 따라 여론이 양극화, 극단화되었다는 것이다. 정치  이데올로기 외에 다른 기

을 용한 연구 결과에서는 인터넷 환경이 오히려 선택  노출 경향을 이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를 들어 인터넷 정보 환경이 지역  정보 격차를 이기도 했고, 근 용이성이나 사회

 지지(다른 이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정보)가 내용의 정치  성향보다 더 우선  선택 기 으로 

용되었기 때문이다(Messing & Westwood, 2012). 한, 온라인 토론 게시  커뮤니티에서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도 참가자들이 정치 인 이념이나 성향(ideology)의 

유사성 보다는 정치 인 단의 기 (evaluative criteria)이 유사한 메세지를 더 많이 선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Cho, & Benefield, 2020).   

SNS 이용이 선택  노출을 유도한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 결과도 일부 있어

(Dvir-Gvirsman, Tsfati, & Menchen-Trevino, 2016), 이에 해 두 가지 상반된 이 

존재하고 있다(Flaxman, Goel, & Rao, 2016): (1) 인터넷상에서는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

들끼리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에코 체임버(echo chambers)와 필터 버블(filter 

bubbles) 가설, (2) 인터넷 이용은 다양한 에 한 의도  혹은 우연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 이러한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을 정리하며 랙스먼 등(Flaxman et al., 2016)은 

규모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 언론사 웹사이트를 통해 직  기사를 하는 이용자

들보다 포털이나 SNS를 통해 정보를 이용할 경우 선택  노출 경향이 심해지고 정치  양극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인터넷 이용이 선택  노출 경향을 진하는지 그 지 않은지는 아

직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진했다는 결과가 좀 더 우세하고 따라서 의견 다양성 차원에서 민주

 여론 형성에 부정  역할을 했다는 지 이 많았다(Wollebæk, Karlsen, Steen-Johnsen, 

& Enjolras, 2019).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인터넷 이용과 선택  노출의 계에 한 연

구들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원인  하나는 독립변인의 구체성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Dylko, 2016). 이용 자체의 효과를 탐구하다 보니 맞춤화를 극 으로 하는 이용자와 정보를 

비 선택 으로 습득하는 이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향을 탐구한 데서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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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측에 의하면 포털의 알고리즘이나 SNS상의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정보 환경

을 개인 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  노출 경향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Nie, Miller, 

Golde, Butler, & Winnegm, 2010; Sunstein, 2001). 

이용자 맞춤설정 행 가 선택  노출의 상황을 자동 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딜코(Dylko, 2016)는 두 개념을 구분하면서 선형 인 모델을 제시했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맞춤설정은 일 되게 지속 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성향과 태도에 맞는 정보는 제시되고 그 지 

않은 정보는 배제되는 환경을 장기 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순간순간 할지 

하지 않고 지나갈지를 의미하는 선택  노출과는 개념 으로 혹은 행 의 단계에서도 차별화된

다. 맞춤화는 이용자의 성향에 맞는 정보를 하게 만드는 제조건이고 결과 으로 선택  노출

의 경향을 높이게 될 수 있다. 맞춤설정으로 인해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그 정보에 자신을 노출 

시킬지 아닐지는 개인이 다시 선택하게 되고 따라서 선택  노출은 환경 개인화와 동일한 개념이 

아닌 결과라고 야 할 것이다. 맞춤설정이 정보 노출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

지가 많은데, 오히려 선택  노출의 경향을 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eam, 2014). 빔

(Beam)의 연구는 실험 방법을 사용하 는데, 이용자가 맞춤설정 하여 제공된 정보에 한해서는 

자신의 견해와 반 되더라도 개인화된 환경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반감을 갖지 않고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이용자들

이 정보 환경을 직  통제할 수 있을 때 선택  노출의 경향이 강해진다는 주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앞에서 논의한 바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 1: 이용자 정보 환경 맞춤화는 자신의 정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에 한 선택  노출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택  노출과 련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민주  여론 형성에 있

어 부정  향을 우려했지만, 우연  혹은 부가  노출(incidental exposure) 그리고 자신의 

견해와 다른 이견 노출은 그 정  효과에 한 주장과 발견이 많았다. 포털  SNS는 선택  

노출의 경향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 랫폼이나 네트워크 내에

서 확산되거나 공유되는 정보를 우연히 할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Gil de Zuniga, Weeks, & 

Ard e vol-Abreu, 2017; Weeks et al., 2017). 이러한 우연  노출은 정치 사회 이슈에 

심이 낮은 이용자들의 여와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념과 일치하는 선택  노출 

에서보다 이견이 담긴 정보를 자연스럽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Wojciesz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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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z, 2009). 우연  노출 과정에서는 자신의 견해와 반하는 이견에 한 노출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Weeks et al., 2017).

이견 노출이 반드시 우연 으로가 아닌 이용자들의 동기에 의해서 선택 으로 일어난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다. 미디어 이용자들은 자신의 이념과 다르더라도 유용하다고 단되거나

(information utility: Valentino, Banks, Hutchings, & Davis, 2009) 이견에 한 반론

을 펴는 데 필요하다면 극 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disconfirmation bias, Taber & 

Lodge, 2006)도 있다는 것이다(신동호․이종 , 2014; Song et al., 2020). 신동호와 이종

은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의 정치  이념에 따른 매체별 이용을 검

증했는데 기존 설문에 근거한 결과와 달리 선택  노출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존의 선택  노출 경향이 응답 오차에 의해 과 평가 되었을 수 있고 

정보 유용성과 반증 편향이 기 보다 더 요한 이용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견 

노출이 우연이 아닌 극  선택으로 일어날 경우는, 학자들의 주장 로 정치  이념에 일치하는 

정보에만 이루어지는 선택  노출 자체가 검증되지 않거나 혹은 선택의 동기가 의식 인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일 수 있다(Sears & Freedman, 1967).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뉴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자아 확인(self affirmation) 혹은 방어  동

기(defense motivation)로 인해 이견 노출보다 자신의 이념과 일치하는 선택  노출이 증가하

고 있는 상에 해서는 동의한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선택  노출에 한 실험연구를 살펴보면(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이견보다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에 한 선호가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제에 의하면, 이견 노출이 선택 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우연 으

로 발생하는 빈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Wojcieszak & Mutz, 2009). 뉴미디어 환경에서 우연

 이견 노출에 해 연구한 학자들은 그 원인  하나로 온라인상의 사회  경계가 오 라인에 

비해서 약하고 다양한 성향의 그룹이나 사람들과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최

지향, 2015). 를 들면, 정치  견해가 같지 않더라도 함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고 우연히 다

른 의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Wojcieszak & Mutz, 2009). 일반 으로는 소셜미디어 상

에서 네트워크의 크기가 오 라인보다 크고 약한 계의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  다양성

이 증가하고 따라서 우연  이견 노출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Fletcher & Nielsen, 

2017).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 한 비정치  동기로 미디어 이용이 이루어질 때를 주로 제하

고 있으며, 정치  이념에 따른 맞춤화를 극 으로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우연  이견 노출의 

가능성이 상 으로 어들 수 있다. 가렛, 카나한, 그리고 린치(Garrett, Carna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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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ch, 2013)는 이견에 한 비나 동기 없이 우연  노출을 통해 자신의 정치 이념이 도 받

은 이용자는 이후에 자아를 보호하기 해 선택  노출을 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맞춤화의 동기 자체가 이용자 자신의 기존 태도에 반 되는 심리 으로 불편한 정

보를 회피하고 자신의 의견이 맞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여 자아를 보호하는 데 있으면(defense 

motivation), 다양한 의견에 한 우연한 노출은 어드는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Weeks et 

al., 2017). 그러나 정보 유용성 혹은 정확성 동기에 따라 맞춤화가 이루어지면 우연이 아닌 이

견에 한 노출도 증가할 수 있다. 빔(2014)은 모의 선거 실험연구에서 시스템 제공 개인화는 

선택  노출을 증가시키지만 이용자 맞춤화는 오히려 이견에의 노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

했다. 이에 해 딜코(2016)는 그의 연구가 모의 선거를 가정한 실험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 가

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이념에 일치하는 정보를 추구하고 불일치하는 정보

를 회피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어 맞춤화는 우연 으로라도 이견에의 노출될 가능성을 감소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맞춤화와 우연  이견 노출의 련성에 해서는 앞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이론  계가 최종 으로 확립되지 않고 학자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이용자 정보 환경 맞춤화는 자신의 정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한 우연  

노출과 어떠한 련성을 보이는가? 

3) 이용자 맞춤화와 정보 노출 유형이 시사 지식에 미치는 향

이용자 맞춤화와 선택  노출의 효과와 련해서는 종속 변인으로 지식보다는 의견 양극화에 

한 연구가 많았다. 지식을 종속 변인으로 탐구한 기의 연구들은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 토픽 

기 의 필터링과 개인화 과정이 이용자들의 오락  정보 선호를 반 하며 정치 시사 정보에 노출

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 했다(Pariser, 2011; Prior, 2007). 유사한 맥락에

서 SNS는 친구와 가족 등 더 개인  메시지와 정보를 주고받는 공간이고 자신이 구성한 네트워

크에 의해 선택되거나 공유되는 특정한 정보만 하게 되기 때문에 시사 정치 지식의 습득을 

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Bode, 2016). 

이에 반해, 이용자 맞춤화를 본격 으로 탐구한 학자들은 지식 습득에 있어 정  효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맞춤화를 거친 경우 일반 인 정보를 할 때보다, 메시지에 한 이용자의 인

지된 성, 여도, 호감도가 높아진다(Beam & Kosicki, 2014; Kalyanaraman & 

Sundar, 2006; Sundar & Marathe, 2010). ELM(elaboration likelihood model)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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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dual-processing) 이론들에 따르면, 이 게 이용자의 개인  여도가 높아지는 

경우 정교화 가능성과 체계  혹은 심경로 정보처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춤화를 통해 개인

 여를 하게 된 이용자들은 정보 내용에 해 주의를 기울일 동기가 높아지고 이것은 내용에 

한 정교화와 지식 습득에 기여할 수 있다(Beam, 2014). 빔은 그의 연구에서 맞춤화 설정을 

한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한 정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인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어들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용력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직  맞춤화 한 정보 환경

에서 하게 된 정보는 이용자로서 더 심이 쉽게 가고 하고 흥미롭다고 느끼며 그 메시지

에 해 호감을 가질 수 있다(Roberto, Krieger, & Beam, 2009). 

유사한 맥락에서 미디어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에 해 선택 으

로 노출될 때 이견 노출 시보다 더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이고 심경로를 통한 체계  처리를 한

다는 것이 밝 졌다(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그러나 문제는 정보 환경 맞춤

화와 선택  노출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부합하는 정보에 한 지식은 증진될 수 

있으나 그 지 않은 이슈에 해서는 노출될 기회조차 제한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면 진

보  정보에 한 맞춤화와 선택  노출 경향이 강한 이용자는 복지 이슈 련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안보 이슈에는 무 심할 수 있다(Benoit et al., 2011). 이나연과 조윤정의 연구에

서는 정  미디어 이용은 해당 이슈에 해서조차도 지식 습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

다. 그들은 정  미디어 이용이 지식 증진보다는 왜곡된 해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용자 맞춤화와 선택  노출이 시사 이슈 지식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 결과가 불일치 

하는 것은 기존의 토론 네트워크의 효과 연구에서와 맥락을 같이 한다. 토론 네트워크의 특성이 

정치 지식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한 이블랜드와 히블리(Eveland & Hively, 2009)는 사람

들이 선택  노출을 통해 동질  견해를 가진 그룹과 소통하는 것을 심리 으로 편안하게 느끼지

만(Huckfeldt & Sprague, 1995), 정치 지식에 기여 하는지 여부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블랜드와 히블리는 동질 /이질 이라는 구분 신 안 한/

험한 토론 네트워크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기도 했다. 동질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  지지를 

받으면 정치  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지식이 증진되는지는 아직까지 실증  

검증 결과가 미흡하다.  

한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견해가 다른 정치정보에 우연히 노출될 때 정치 지식으로 이어지

는지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 토픽 기 의 우연  노출이 미디어 이용의 부산물로서 정치에 심

이 없는 이용자들의 지식 습득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비교  실증 으로 검증되었다(Ba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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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son, 2006). 그러나 정치에 심이 은 집단을 별개로 하지 않고 일반  모집단을 상으

로 분석하면 우연  이견 노출의 결과로 정치 지식 증진이 일어나는지에 한 실증  검증 결과

는 일 되지 않았다(Weeks et al., 2017). 인과 계를 명확히 밝히기 한 길드주니거와 동료

들의 패  서베이 연구에서도(Gil de Zuniga et al., 2017) 정치정보에 한 우연  노출이 지

식 증진을 일으키는지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

기존에 오 라인 토론에 한 연구에서는 이질  네트워크에서의 커뮤니 이션이 정치 지

식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다(Eveland & Hively, 2009). 이블랜드와 히블리는 사람들이 동질

 네트워크에서 토론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모든 네트워크를 같은 견해를 가진 그

룹으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이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에 노출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연이라도 그러한 이견 노출은 사람들이 련 이슈에 해 더 찾아보게 하고 

한 향후 화 비를 해 유용성 평가에 따라 정보를 더 습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Scheufele, Nisbet, Brossard, & Nisbet, 2004). 오 라인에서의 우연  이견 노출과 정

치 지식의 정  계가 왜 온라인 뉴미디어 환경에서 일 되게 나타나지 않는지는 체계  탐구가 

필요한 연구문제이다.

앞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 맞춤화된 정보 환경, 그리고 선택  노출과 우연  노출이 정

치 지식 습득을 진하는지 해하는지에 해 상반된 연구 결과도 존재하고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상반된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가설 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 다. 

연구문제 2-1: 이용자 정보 환경 맞춤화는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지식과 어떠한 련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2: 자신의 정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에 한 선택  노출은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지식과 어떠한 련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3: 자신의 정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한 우연  노출은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지식과 어떠한 련성을 보이는가? 

지식에 한 정보 환경 맞춤화의 효과를 탐구할 때, 선택  노출을 통한 간  효과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일반 인 정보를 할 때보다 개인화된 환경에서 선택  노출을 

통해 인지  항성이 고 강한 동기로 깊이 있는 정보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지식 습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Beam & Kosicki, 2014; Kalyanaraman & Sundar, 

2006; Sundar & Marathe, 2010). 그러나 다른 에서는 정보 환경 개인화가 선택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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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면 정보 습득의 범 를 좁게 하고 익숙한 혹은 이용자와 같은 입장의 내용만 제공하여 

인지 으로 노력할 동기를 하시켜 지식을 증진하지 못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을 근거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3: 이용자 정보환경 맞춤화는 선택  노출을 통해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지식에 간  

효과를 나타내는가?

앞에서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지식이 시민성과 참여에 있어 통 으로 가장 요한 요소

다고 논의하 으나 최근에는 지식과 참여 사이의 련성이 매우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Ekstrom & Ostman, 2013; Littau, Thorson, Oh, Gardner, & Meyer, 2010). 인터넷 

이용자들은 표  문화에 익숙하여 련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역에 심과 흥미

가 생기면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거나 활발히 참여할 수 있다. 리토 등(Littau et al., 2010)은 

은 세  사이에 인터넷 이용과 지식, 참여의 련성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

하고 지식이 참여에 선행하는 선형  모델은 합하지 않다고 지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 표 의 련성을 탐구하면서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을 선행하는 선형  계로 보지 않고, 

정보 환경 개인화와 선택 /우연  노출 효과의 종속 변인으로 개별 으로 각각 탐구했다.   

4) 정치  의견 표 에 한 이용자 정보 환경 맞춤화, 정보 노출 유형의 향

앞에서 이용자 맞춤화와 선택 /우연  노출의 효과를 고려할 때 시민성의 기본이 되는 지식을 

주제로 논의하 는데, 최근 여론 형성과 정치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부각 되는 것은 온라인상

의 정치  의견 표 이다. 통  오 라인 참여보다 쉽고 은 세 가 더 선호하는 형태이기 때

문에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정치  결정 과정에 향이 큰 것도 사실이다(박진수․이민 , 

2019). 정부 정책이나 정치 과정에 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식 인 채 을 통한 투표, 

정책에 한 서명, 선거 캠페인 활동, 기부 등을 의미하는 오 라인 참여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

하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다(Yamamoto  et al., 2015). 학자들은 통  참여

를 제도 (institutional) 참여로 의견 표 을 숙고 (deliberative) 참여로 구분하기도 했다

(McLeod, Scheufele, & Moy, 1999). 본 연구는 온라인 정보 환경의 변화 결과로 더 뚜렷하

게 나타나는 표  참여에 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길 드 주니거 등(Gil de Zuniga et al., 2013)은 온라인상의 정치  표 은 실시간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호작용  형태로 일어나며 특히 은 세 에게 인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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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블로그, SNS, 콘텐츠 공유 사이트 등을 이용해 자신의 로 일을 업데이트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비디오 혹은 사진을 올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정

치  토론에 참여한다(Rainie, Smith, & Duggan, 2012; Smith & Duggan, 2012). 퓨 리

서치 센터 조사에 의하면 2012년에 이미 10 와 20 는 응답자의 42%가 정치 사회 이슈에 

해 포스 하는 데 반해 30 , 40 는 34%, 50 부터 64세까지는 28%, 65세 이상은 20%만이 

온라인상에서 정치  표 을 했다고 답했다(Yamamoto et al., 2015). 

특히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가 선택  노출로 이어질 때 심 이슈에 한 온라인상의 

정치  표 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측된다. 이것은 미디어 이용자들의 여론지각(perception 

of opinion climate)과 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Vraga, Thorson, Kliger-Vilenchik, & 

Gee, 2015), 침묵의 나선 이론(Noelle-Neuman, 1974)의 틀 로 자신의 의견이 우세하다고 

단하면 표 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이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여론지각에서 가

장 요한 요소가 개인들이 하는 정보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이기 때문에, 

이념에 일치하는 정보 환경 맞춤화와 선택  노출 상황에서는 의견 표 이 진될 수 있다. 이용

자들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할수록 자신의 의견이 우세하다고 쉽게 단하고 SNS상에서 

메시지를 포스  하거나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등 의견 표 을 극 으로 하게 된다(Yun & 

Park, 2011). 다른 학자들의 주장 로 선택  노출은 다양한 견해를 토론하는 숙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에서는 부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표

에 가치를 두는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Pateman, 1970)에서는 

정 인 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연  이견 노출과 의견 표 의 계에 있어서는 학자들의 논쟁이 진행 이다(최

지향, 2015). 일부 학자들은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이용자들이 우연 으로 이견에 노출될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  반응에 직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했다(Gearhart & Zhang, 2015). 머츠(Mutz, 2002)는 기존의 오 라인 소통 맥락에서 이견

을 가진 상과의 토론은 내면의 정치  양가성을 진하고 주변 여론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 

극 인 참여를 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게 참여에 한 이견 노출의 부  효과가 정치  

양가성에 의해 매개되는 상이 뉴미디어 환경에서 우연  이견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을 

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의견 표 은 오 라인에서와 달리 비 면으로 일어나는 등 커뮤

니 이션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머츠의 이론  틀을 그 로 용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크스 등(Weeks et al., 2017)은 다른 의 해석을 제시했는데, 이용자들이 자신의 견해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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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정보에 의도치 않게 노출되면 자기보호 혹은 확인 동기가 자극되어 자신과 일치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화하고 싶은 욕구가 더 생기게 되고 결과 으로 SNS상의 표 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최지향은 이견노출 빈도 자체가 정치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

만 이견 여와 같은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높은 참여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 결과와 논쟁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제시하 다. 

연구가설 2-1. 이용자 정보 환경 맞춤화는 SNS상의 의견 표 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자신의 정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에 한 선택  노출은 SNS상의 의견 표 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자신의 정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한 우연  노출은 SNS상의 의견 

표 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 선택  노출, 그리고 SNS상의 의견 표 의 

계에 하여 그 메커니즘을 좀 더 심층 으로 탐구하기 해 커뮤니 이션 매개 모델(Cho et 

al., 2009)의 틀을 따르고자 한다. 이러한 인지  매개 모델은 빔의 2014년 연구에서도 유사하

게 탐구되었다. 미디어 이용자가 이념에 근거하여 정보설정을 맞춤화하면 정치  선택  노출의 

경향이 더 높아지고 그 결과 SNS상에서 의견 표 을 더 극 으로 하게 되는 매개 모델을 제시

할 수 있다. 선택  노출이 의견 표 에 한 정보 환경 맞춤화의 향을 매개하는 상이 측

된다.

연구가설 3: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는 선택  노출을 통해 SNS상의 의견 표 에 간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설문 조사

앞에 제시한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들을 탐구하기 해 조사업체 엠 인에 의뢰하여 2019년 11

월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쿼터 표집을 통해 수집한 국 표본 300명(평균 연령 

44.2세)의 설문 응답이 분석 상이 되었다. 표본의 성별(여성 49.00%, 남성 51.00%)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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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로 분포하 고, 교육수 은 학교 졸업 이하(0.67%), 고등학교 졸업(22.00%), 학교 

졸업(68.67%), 학원 재학  수료(2.00%), 학원 졸업(6.67%)이었다. 월평균 가정 소득 

수 은 평균 3.43(SD = 2.43, Max = 9.00, Min = 1.00)으로 나타났다(①300만 원 이하 

24.33%, ②300-399만 원 17.33%, ③400-499만 원 16.00%, ④500-599만 원 17.00%, ⑤

600-699만 원 8.33%, ⑥700-799만 원 4.33%, ⑦800-899만 원 5.00%, ⑧900-999만 원 

4.00%, ⑨1000만 원 이상 3.67%).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수 의 인구통계학  변인은 분석

에서 통제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2) 변인의 측정

(1)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를 측정하기 해 빔과 코시키(Beam & Kosicki, 2014)의 조작  

정의에 근거하여 포털 검색 사이트(네이버,구  등), 오디오 비디오형 소셜 미디어(유튜 , 팟 

캐스트 등),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페이스북, 트 터,카카오톡 등) 각 종류의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정보를 얻을 때 자신의 선호하는 출처, 분야, 주제, 지역 등을 반 하도록 

맞춤설정을 얼마나 극 으로 하는지 8  척도상에서 질문하고 세 항목의 평균을 산출했다

(Cronbach's α = .79, M = 3.70, SD = 1.77). 본 연구에서 8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홀

수 척도의 경우 간값에 응답이 몰려 분포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체 으로 포털 

사이트 맞춤설정 항목의 경우 네이버의 언론사 구독, 다음의 뉴스홈 메뉴 편집, 구 의 주제  

매체 팔로우 기능을 얼마나 극 으로 이용하는지, 오디오 비디오형 소셜 미디어(유튜 , 팟 캐

스트 등)의 구독, 좋아요 등의 기능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경우 페이스

북, 트 터 등에서 자신의 심사에 맞는 친구 맺기, 팔로우를 얼마나 하는지 등을 측정했다. 

(2)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의 조작  정의는 크스 등(Weeks et al., 2017)의 연구에서 사

용된 문항을 히 수정하여 네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응답자에게 먼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

용할 때, 이용자들이 때로는 인터넷에서 특정 정당의 의견이나 정치  에 해 능동 으로 

검색한다’라는 설명 문구를 제시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한 호의 인 정

보’, ‘반 하는 정당에 한 비 인 정보’, ‘지지하는 정치  에 한 호의 인 정보’, ‘반

하는 정치  에 한 비 인 정보’를 온라인에서 얼마나 자주 찾아보았는지에 해 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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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모든 문항은 8  척도 상(1=’  없음’ 부터 8=’매우 자주’)에서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

하 다(Cronbach's α = .94, M = 3.74, SD = 1.79). 

(3) 우연  이견 노출

우연  이견 노출의 측정 문항은 크스 등(Weeks et al., 2017)의 연구의 항목을 네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응답자에게 먼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할 때, 이용자들이 의도 으로 

검색하지 않았고 원래는 읽으려는 의도가 없었던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정보, 뉴스 는 견해를 

우연히 하게 되는 일이 가끔 있다’고 제시한 다음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한 비 인 정보’, ‘자신이 반 하는 정당에 한 호의  정보’, ‘자기의 정치  과 반 하는 

정보’, ‘반 하는 정치  에 한 호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우연히 본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에 해 질문하 다. 모든 문항은 8  척도상(1=’  없음’ 부터 8=’매우 자주’)에서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하 다(Cronbach's α = .95, M = 4.74, SD = 1.78). 

(4)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지식

정치 지식은 기존 연구의 일반  조작  정의에 근거하여, 정치인과 정치 기   기  상식에 

한 질문들과 시사 이슈, 연성뉴스에 한 항목을 골고루 포함하여 사용했다(Kenski & 

Stroud, 2006). 응답자가 검색 등의 행 를 하지 않고 실제 지식을 반 할 수 있도록 ‘아시는

로 답변’하시라고 가이드했다. 지식을 이 게 측정한 이유는 통  정치 지식은 학교 등 다른 사

회화 기 을 통해 습득되는 반면 최근 사회 이슈와 연성 지식의 경우 온라인 매체 이용에 따라 

습득의 차이를 효과 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지식은 응답자들에게 정치 사회 이슈

와 련된 10개의 질문을 제시해 측정하 다. 10개의 질문은 헌법 규정 국민의 4  의무, 미국 

통령 소속 정당 등 통 인 정치 지식을 묻는 항목과 함께,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얻게 되는 

최근 정치 사회 이슈  연성 지식에 한 항목을 포함했다.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독 질병 분

류, SNS 미투 운동, 젠더 갈등 이슈에 한 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슈, 아 리카 돼지열병 

이슈, 5G, 공인인증서 등 IT 기술 이슈, 화재 련 사고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최근 시사 이슈 

련 지식을 묻는 문제들로 구성했다. 정답일 경우 1 , 오답일 경우 0 을 부여하여 정답을 맞

춘 항목의 총합을 수화 하 다(M = 8.20, SD = 1.55). 

(5) SNS상의 의견 표  

SNS상의 의견 표 은 크스 등(Weeks et al. 2017)의 연구를 참고해서 지난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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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서 지인들한테 정치나 시사 련 정보 혹은 견해를 개별 으로 얼마나 자주 공유하

는가’와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치나 시사에 한 정보 혹은 견해를 얼마나 

자주 올렸는가’ 두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응답은 다른 문항과 같은 8  척도로 측

정되었다(Cronbach's α = .84, M = 2.71, SD = 1.70).

(6) 통제 변인

성별, 연령, 교육수 , 가구 수입의 인구통계학  변인 이외 미디어 이용 빈도, 그리고 사회 이슈

에 한 응답자의 정치 성향도 통제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포털 검색 사이트, 오디오 비디오형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킹 미디어 등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빈도에 해 8  척도상에서 

질문하여 평균을 산출하 다(M = 4.50, SD = 1.34). 정치 성향과 련해서는 사회  이슈에 

해 응답자 자신의 정치 성향이 ‘1=아주 보수 이다 ~ 7=아주 진보 이다’의 7  척도 상에

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하게 하여 측정하 다(M = 4.56, SD = 1.19).

3) 통계 분석 방법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 1과 연구문제 1을 탐구하고자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과 우연  이

견 노출 각각을 종속 변인으로 2회의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아래 <Table 1>과 

<Table 2>에서 제시된 로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독립변인을 두 블록으로 구성하

는데, 첫 번째 블록을 통제 변인(성별, 연령, 교육수 , 소득 수 , 정치 성향, 미디어 이용 빈

도), 두 번째 블록은 본격 인 연구가설 검증을 한 맞춤설정을 통한 정보 환경 개인화 변인을 

포함했다. 성별, 연령, 교육수 , 소득 수 , 정치 성향, 미디어 이용 빈도를 통제 변인으로 포함 

시킨 이유는 정보처리와 정치 여에 한 기존 연구에서 가장 향력이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그 향력을 배제하기 함이다. 

연구문제 2-1, 2-2, 2-3을 탐구하기 해서는 정치 지식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유사한 

계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아래 <Table 3>과 <Table 4>에서 제시된 로 앞의 회귀

분석에 포함된 통제 변인 블록과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 변인 블록은 그 로 포함하고 추가

으로 세 번째 블록에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과 우연  이견 노출 변인을 포함하 다. 

연구가설 2-1, 2-2, 2-3은 SNS상의 의견 표 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정치 지식을 분석한 

것과 동일한 계  다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연구문제 3과 연구가설 3에서 설정한 간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분석방법은 리처, 러

커, 그리고 헤이즈(Preacher, Rucker, & Hayes, 2007)가 제시한 Macro Process(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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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매개모형을 분석했으며, 그 에서 헤이즈(Hayes, 2013)가 제시한 모델  4번을 용

하 다. Model 4는 헤이즈의 다양한 모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 간  효과를 테스트하

기에 가장 합한 모형으로, 이를 이용하면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 그리고 종속 변인 간의 직 , 

간  계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다.

4) 주요 변인 간의 상 계

본격 으로 연구가설과 연구문제 탐구를 한 분석을 실시하기 에 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참조)

4. 연구 결과

1) 정보 환경 맞춤화가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과 우연  이견 노출에 미치는 향

<Table 2>에서 제시된 연구가설 1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가 자신의 정치  견해와 일치하

는 정보에 한 선택  노출에 미치는 정  향 련 분석 결과를 먼  살펴보면, 통제 변인들

로 구성된 첫 번째 블록은 변량의 31.7%(p ＜ .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Gender (Female) 1

2. Age -.01 1

3. Education -.07 -.05 1

4. Income -.04 -.07 .13* 1

5. Political Ideology (Liberal) .03 -.09 .03 .10 1

6. Media Use Frequency .05 -.00 .10 .12* .15** 1

7. Customized Environments -.09 .01 .11 .13* .17** .69*** 1

8. Selective Exposure -.12* .16** .02 .17** .19*** .49*** .54*** 1

9. Incidental Exposure -.06 .06 .09 .11 .21*** .36*** .33*** .52*** 1

10. Knowledge about Political 

and Social Issues
-.17 -.03 .23*** .09 .14* .12* .03 .12* .19*** 1

11. SNS Opinion Expression -.04 -.00 .11 .04 .14* .45*** .55*** .48*** .24*** .02 1

M

SD

Notes. * p ＜ .05. ** p ＜ .01. *** p ＜ .001.

Table 1. Correlations among Main Study Variables (N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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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향력을 보 다. 여섯 가지의 통제 변인들  성별, 연령, 소득 수 , 정치 성향, 미디어 

이용 빈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 여성이 남성보다 선택  노출 수 이 낮았으

며(β = -.11, p ＜ .05) 연령(β = .17, p ＜ .001)과 소득 수 (β = .10, p ＜ .05)이 높을

수록 선택  노출 수 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β = .11, p ＜ .01)과 미디어 이용빈도(β 

= .24, p ＜ .001) 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 본격 으로 가설 검증을 한 

독립변인 맞춤설정을 통한 정보 환경 개인화 변인 블록은 변량의 5.7%(p ＜ .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 다. 

연구가설 1에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가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에 미치는 향

에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β = .34, 

p ＜ .001). 맞춤설정 정보 환경 개인화 경향이 높을수록 이용자들의 선택  노출이 더 많이 이

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 되었다. 

자신의 정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은 정보에 한 우연  노출에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Table 3> 참조), 통제 변인들로 구성된 첫 번째 블록은 변량의 16.9%(p ＜ .001)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 통제 변인 들  정치 성향(β = 

.15, p ＜ .01)과 미디어 이용 빈도(β = .25, p ＜ .001)의 향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연구문제 1 련 분석을 한 독립변인인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 변인 블록은 변량

의 0.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설명력을 보 다. 연구문제 1

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가 우연  이견 노출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은 없었다(β = .12, n.s.).  

B β SE t p

Block 1

Gender (Female) -.39 -.11 .17 -2.29 .02

Age .02 .17 .01 3.68 ＜.001

Education -.13 -.05 .12 -1.14 .25

Income .08 .10 .04 2.07 .04

Political Ideology (Liberal) .17 .11 .07 2.35 .02

Media Use Frequency .32 .24 .09 3.69 ＜.001

R 2 .317 (p ＜ .001)

F 22.71

Block 2 Customized Environments .34 .34 .07 5.14 ＜.001

R 2 .057 (p ＜ .001)

F 26.47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for Selective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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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지식과 SNS상의 의견 표 에 한 정보 환경 맞춤화, 선택  

노출, 우연  노출의 효과

Table 4에서 제시된 로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 우연  

이견 노출이 정치 지식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 변인들로 구성된 첫 

번째 블록은 변량의 10.3% (p ＜ .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 변인 들  성별(β 

= -.17, p ＜ .01), 교육수 (β = .20, p ＜ .001), 정치 성향(β = .11, p ＜ .05), 미디어 

이용 빈도(β = .16, p ＜ .05)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보 다. 두 번째 맞춤설정을 

통한 정보 환경 개인화 변인 블록은 변량의 1.5%(p ＜ .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 다. 마지막으로 정보 노출 변인 블록은 정치 지식 변량의 1.7%(p 

= .0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강하지 않은 설명력을 보 다. 

연구문제 2-1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지식에 미치

는 향에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β = 

-.20, p ＜ .05). 부  계수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극 으로 정보 환경을 맞춤설정 하는 이용

자일수록 지식이 수 은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2-2에 해당하는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은 정치 사회 이슈 지식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련성을 보 다(β = .03, n.s.). 연구문제 2-3에 해당하는 우연  이견 

노출과 정치 지식의 련성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 = .13, p ＜ .05). 즉, 자신

의 정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은 정보에 한 우연  노출이 높은 지식수 과 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B β SE t p

Block 1

Gender (Female) -.23 -.07 .19 -1.20 .23

Age .01 .08 .01 1.45 .15

Education .09 .04 .13 .70 .48

Income .04 .05 .04 .88 .38

Political Ideology (Liberal) .23 .15 .08 2.79 .01

Media Use Frequency .33 .25 .10 3.34 .001

R 2 .169 (p ＜ .001)

F 9.95 

Block 2 Customized Environments .12 .12 .08 1.59 .11

R 2 .007 (p = .11)

F 2.52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for Incidental Exposure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가 시사 지식과 SNS상의 의견 표 에 미치는 향 311

연구가설 2-1, 2-2, 2-3에 한 아래 <Table 5>를 살펴보면, 통제 변인들로 구성된 첫 번

째 블록은 SNS상의 표  변량의 21.3%(p ＜ .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설명력을 보 다. 그러나 통제 변인들 개별 으로는 모두 통계 으로 강하게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못했다. 두 번째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 변인 블록은 변량의 10.5%(p ＜ 

.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 노출 패턴 블록은 SNS상의 의견 표  변

량의 4.8%(p ＜ .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 다. 

연구가설 2-1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가 SNS상의 의견 표 과 정  련

성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β = 

.37, p ＜ .001). 정  계수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정보 미디어 환경을 극 으로 맞춤설정 하

는 이용자일수록 SNS상의 의견 표 을 활발히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2-1은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2-2에 해당하는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이 SNS상의 의견 표 이 미치는 

정  향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β = .30, p ＜ .001). 즉 

자신의 정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에 한 선택  노출 수 이 높으면 SNS상의 의견 표 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가설 2-2는 통계 으로 지지 되었다. 연구가설 2-3에 해

당하는 우연  이견 노출과 SNS상의 의견 표  간의 련성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

타났다(β = -.06, n.s.). 베타계수로 보면 우연  노출의 효과가 부 이지만 통계 으로 유의

미하지 않아 SNS상의 의견 표 에 해 해석할 만한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에서 제시한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가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을 통

해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지식으로 이어지는 간  향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치

 선택  노출과 정치 지식의 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  매개 효과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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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  노출을 통한 SNS상의 의견 표 에 한 정보 환경 맞춤화의 간  효과

독립변수인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가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을 통해 SNS상의 의견 

표 에 이르는 간  경로를 검증한 결과는 <Figure 1>에 제시했다. 연구가설 3과 련된 SNS

B β SE t p

Block 1

Gender (Female) -.52 -.17 .17 -3.00 ＜.01

Age -.00 -.02 .01  -.32 .75

Education .43 .20 .12 3.65 ＜.001

Income .02 .03 .04 .48 .63

Political Ideology (Liberal) .15 .11 .07 1.98  ＜.05

Media Use Frequency .18 .16 .09 2.01  ＜.05

R 2 .103 (p ＜ .001)

F 5.59

Block 2 Customized Environments -.17 -.20 .07 -2.46 ＜.05

R 2 .015 (p = .03)

F 4.89

Block 3
Selective Exposure .03 .03 .07 .45 .66

Incidental Exposure .11 .13 .06 1.99 ＜.05

R 2 .017 (p = .06)

F 2.82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for Knowledge about Political and Social Issues

B β SE t p

Block 1

Gender (Female) .09 .03 .16 .53 .60

Age -.01 -.05 .01 -.97 .33

Education .17 .07 .11 1.52 .13

Income -.06 -.08 .04 -1.57 .12

Political Ideology (Liberal) .04 .03 .07  .55 .58

Media Use Frequency .09 .07 .09 1.00 .32

R 2 .213 (p ＜ .001)

F 13.21

Block 2 Customized Environments .35 .37 .07 5.31 ＜.001

R 2 .105 (p ＜ .001)

F 45.10

Block 3
Selective Exposure .28 .30 .06 4.64 ＜.001

Incidental Exposure -.06 -.06 .05 -1.08 .28

R 2 .048 (p ＜ .001) 

F 11.02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for SNS Opinio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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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의견 표 에 한 간  효과 련해서(<Figure 1> 참조),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가 매

개변수인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과 련되는 경로의 표 화되지 않은 계수는 0.35(SE 

= .07, t = 5.36, p ＜ .001)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보 다. 매개 변인

인 정치  선택  노출과 SNS상의 의견 표 의 련성은 0.26(SE = .06, t = 4.68, p ＜ 

.001)로 나타나 역시 통계 으로 정  련성을 보 다. 이용자 맞춤화가 SNS상의 의견 표 에 

미치는 직  효과는 0.35(SE = .07, t = 5.37, p ＜ .001) 통계 으로 유의미했고, 선택  

노출을 통한 간  효과 역시 유의미하게(비표 화 베타계수 0.09)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트

스트래핑을 해 재추출한 표본 수는 1,000개 으며, 이를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 효과 

계수의 상한값  하한값은 .05와 .17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계 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맞춤설정을 통한 정보 환경 개인화는 직 으로 한 선택

 노출을 통해 간 으로 SNS상의 의견 표 을 진하는 것을 확인하 다.

5. 결론

Note. ***p ＜ .001.

Figure 1. The Relationships between Customization, Selective Exposure and SNS Opinion Expression.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맞춤설정을 통한 정보 환경 개인화는 이용자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정

보에 한 우연  노출보다는 의견을 같이하는 내용에 한 선택  노출을 진하고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지식에 해서는 직 으로 부  효과, SNS상에서 의견 표 에 해서는 정  효

과를 나타냈다. 지식에 해서는 선택  노출을 통해서 유의미한 매개 간  효과를 보이지 않았

지만, SNS상의 의견 표 에 해서는 직 , 간 으로 정  향을 보 다. 우연  노출은 지

식을 증진 시키지만, 선택  노출은 SNS상에서의 표 만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계

속 증가하게 될 이용자 맞춤화가 선택  노출만 유도하고 정치 시사 지식을 하하는 역할을 하

리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표 을 통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에는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연  이견 노출은 이용자 맞춤화에 의해 유의미한 향을 받지 않으며 지식 증

Custo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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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는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먼 , 이용자가 주체로서 직  설정하는 정보 환경의 맞춤화는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정보에 

한 우연  노출보다는 의견이 일치하는 내용에 선택 으로 노출하게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은 기존 연구의 가정을 실증 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이것은 학자들이 지 했던 로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극  필터링이 일어날수록 자기방어 , 확인  동기에 의해 선택

 노출로 이어지고 결과 으로 의견 양극화, 에코 체임버, 필터 버블 등의 상을 심화하여 민

주  정치 과정을 한다는 우려와 맥을 같이한다(Flaxman et al., 2016). 맞춤화가  

활발해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선택  노출의 부산물로서 우연으로라도 이견에 노출되는 가능성

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페스 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의 주장 로 미디어 이용

자들은 심리 으로 자기 신념에 도  혹은 을 받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우연히 마주친 이견

을 하기보다는 안 감과 지지를 느낄 수 있는 정보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더 맞춤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이견 노출

보다는 선택  노출과 필터 버블 상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측된다. 재도 이러한 상이 

민주  소통에 기반한 정치 과정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과 이

용자의 맞춤설정이  많아지는 커뮤니 이션 환경변화 속에서 더 심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더구나 지 처럼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  심이 없

는 이용자의 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정 으로 평가되는 우연 , 부수  노출이 정보의 개인

화 상과 유의미한 련성이 없게 나타났다는 것은 학자들의 우려가 실화할 가능성을 더 명백

하게 보여주는 발견이다(Dylko, 2016). 

지식과 련해서 이용자 맞춤화가 직 으로는 부정  효과가 있고 정치 성향에 따른 선

택  노출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련성이 없다는 결과는 정치 커뮤니 이션 과정에 한 설명

에 있어 다양한 을 제시한다. 이용자의 맞춤화 자체는 자신의 정보 환경의 범 를 제한하여 

다양한 시사 이슈에 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해가 되지만 그 메커니즘은 정치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  노출과 지식의 

련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기존 연구들(이나연․조유정, 2017)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오히려 이용자 맞춤화는 같은 성향의 정치 콘텐츠보다 오락  콘텐츠 혹은 연성 정보를 소비하게 

유도하여 반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지식을 하시킨다는 토픽 심 선택  노출의 부정  

매개 역할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Prior, 2007; Sunstein, 2001). 선택  노출

에 한 기존 연구들이 체로 단순히 이용량에 을 맞추었고 지식보다는 의견극화를 분석했

다는 측면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맞춤화 정보 환경을 고려하고 토픽 심과 정치 성향 심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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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노출을 구분하여 지식에 이어지는 과정을 더 면 히 이론화해야 할 필요를 보여주었다. 

SNS상의 의견 표 에 한 효과는 맞춤설정을 통한 정보 환경 개인화와 선택  노출 모두 

정 이었다. 역시 포털과 SNS를 심으로 한 개인화 경향은 숙의 민주주의 에서는 논쟁

의 여지가 많지만 참여 민주주의 에서는 정치사회화 과정에 매우 정 이라는 학자들의 주

장(Dylko, 2016; Mutz, 2006)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맞춤화를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된 정보에 노출되면 자신의 의견이 우세하다고 여론을 지각하여 자유롭고 극 으

로 SNS상에서 의견표명을 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Vraga et al., 2015)을 다시 실증 으로 

확인했다. 특히 커뮤니 이션 매개 모델을 통해 맞춤화와 의견 표 의 련성에 있어 선택  노

출의 매개 경로를 직  밝혔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우연  이견 노출 변인의 효과는 흥미롭다. 이용자 맞춤화 

과정에서는 진되기가 힘들지만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일단 이견 노출이 일어나면 표 보다는 정

치 지식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블랜드와 히블리(2009)가 주장했듯이 이견 노출은 련 

이슈에 해 더 조사, 학습하게 하고 향후 화를 해 비하는 목 을 해서라도 정보를 더 

습득하게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머츠(2002)가 토론 환경에서 발견한 것처럼 이견 노출은 이

용자 내면의 양가성을 유도하고 주변 여론을 더 모니터하게 만들어 자유롭게 의견을 표 하는 것

을 주 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 으로 맞춤화와 선택  노출은 표  민주주의를, 우연  

이견 노출은 지식에 기반한 숙고  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뉴미디어 환경에서 정치 지식  참여를 탐구한 기존 연구들이 매스미디

어 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이용량 혹은 빈도에 기반한 변인을 분석함으로서 나타났던 모호한 결과

를 일부 명확히 규명했다는 에서 학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매스미디어 시 에는 정보 환경

이 이용자에 의해 맞춤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용량만 분석해도 정치 커뮤니 이션 과정을 이해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보 환경과 노출을 구분하고 그 유형도 세분화할 때 정교화된 모델을 제

공할 수 있다. 한 변수 간의 직  효과 외에도 매개 경로를 검증하여 어떤 루트로 상이 발생

하는지 통합  그림을 제시했다는 차원에서 이론  기여도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비교  은 규모의 표본을 상으로 한 설문 데이터로 진행되어 변인들 간의 

인과  계나 장기 인 다각도의 추  분석이 불가능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장기  연구 

혹은 빅 데이터 등을 이용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한, 측정에 있어서도 정치  지식에 

한 통  측정 방법에서 더 발 시켜 최근 정보 환경 개인화의 향을 더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정치사회화 변인의 개발도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지식 측정에서 다소 연성인 주제도 포

으로 하다 보니 평균 수가 다소 높은 문제도 나타났다. 그리고, 맞춤설정 정보 환경 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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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을 설문 항목으로 조작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다소 제한 이 있었다. 실제 실험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직  맞춤설정을 한 후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차를 거쳐 그에 한 지식 습득과 

표 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계를 규명하는데 더 효과 일 수 있겠다. 

한계 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족했던 시민들의 정보 환경 변화, 정보 노출 패턴과 그 정

치사회화 과정에 해 규명하고자 했다는 에서 본 논문의 학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사회  의미를 해석해보면, 정보 환경의 개인화가 심화 되면 이용

자들은 지식에 기반하지 않은 상태의 정치  표 을 활발히 하게 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개

인화된 정보 환경에서는 참여를 독려하는 것 보다 용의 정신이 가장 요구되고 다른 견해에 

한 이해와 지식을 제로 표 하는 사회화가 무엇보다 더 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정보 환경의 개인화 트 드 속에서 합리  지식의 토론보다는 맹목 인 진 논리로 여론

이 왜곡되고 감정  갈등이 심화 될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 학자들과 사회 체의 공감 를 

조성하고 정보 환경 개인화가 발생시키는 사회 문제에 한 더 극 인 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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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가 시사 지식과 SNS상의 의견 표현에 미치는 영향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과 우연적 이견 노출의 역할을 중심으로

유연 

(성균 학교 석사과정)

희조 

(성균 학교 교수)

조재호 

(캘리포니아 학교-데이비스 교수)

본 연구는 최근 정보 환경 변화의 특징인 이용자 맞춤화가 시민들의 정치 커뮤니 이션 과정에 미치는 

향이 어떠한지 탐구했다. 2019년 11월 설문 조사(표본 성인 300명)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정보 

환경 맞춤화는 이용자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정보에 한 우연  노출보다는 의견을 같이하는 내용에 한 

선택  노출을 유도하고 정치 사회 이슈에 한 지식에 해 부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보 환경의 

개인화가 정치사회화 변인들과 련해서 부정  향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SNS상의 정치  표 을 

진하는 데는 효과 인 정  향을 보 다. SNS상의 정치  표 에 해서는 이용자 맞춤화의 직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고 동시에 선택  노출을 통한 간  효과 역시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 분석 결과는 

정보 환경의 개인화 경향이 선택  노출만 유도하고 지식을 오히려 하시키는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암

시하기도 하지만, 일단 이용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를 하게 되면 표 을 통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이 

증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핵심어: 맞춤설정, 선택  노출, 우연  노출, 정치 지식, 정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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