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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오늘날 언론은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를 여론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McGregor, 2019).
트윗이나 댓글 수를 통해 인기 있는 주제를 파악하는가 하면, 소셜미디어 반응을 통해 특정 이슈
나 인물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평가한다(Anstead & O’Loughlin, 2015; McGregor, 2019).
특정 게시물을 인용해 대중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하지만, 정량적 지표야말로 여론조사보다 쉽고
저렴하게 대중의 의견에 접근하는 방식이다(McGregor, 2019). 특히 정량적 데이터를 이용하
면 경마식 보도를 선호하는 정치 뉴스에서 손쉽게 정치적 승자와 패자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McGregor, 2019).
하지만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를 여론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가장 큰 약점은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의
문제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계
속 제기되어 왔다(Papacharissi, 2002).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대표성을 띤 표본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이용량이 많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이 과대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Gayo-Avello, 2013).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봇(bot)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소셜미디어
가 특정 의견의 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Valenzuela, 2013) 허위정보 유포에 이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Ferrucci, Hopp, & Vargo, 2020). 소셜미디어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데이터가 곧 대표성이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boyd, 2010a), 접근 가능한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만으로 여론을 이해하려 할 경우 여론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를 여론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추가적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
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 즉 공감 표현 및 추천, 댓글 작성,
공유 등의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을 탐구함으로써,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가 여론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을 받아 나
타나는 자발적 참여 행동, 특히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적 차원의 경험을 이용자 관여(user
engagement)로 정의해 왔다(Malthouse & Peck, 2011; Oh & Sundar, 2016).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 제시된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공감이나 추천 기능, 댓글 작성
등을 통해 반응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자발적 참여 행동을 SNS 관여(Engagement on
SNSs)로 정의하고, 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탐구할 것이다.

여론으로서의 소셜미디어 287

공감과 댓글, 공유 등 이용자 관여를 구성하는 각각의 행동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공개
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나 청중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McGregor, 2019). 예를
들어 이용자가 ‘좋아요’를 눌러 긍정적 감정을 나타내거나 댓글을 작성해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는 게시물 작성자는 물론 해당 게시물을 이용하는 다른 소셜미디어 친구들에게 자신
의 생각을 드러내는 행동이 된다. 추천이나 공유는 게시물 작성자 이외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성격이 뚜렷하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과 일치하는 뉴스를 선택적으로 공유하므로
(Shin & Thorson, 2017) 공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SNS 관여가 청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라는 점은 SNS가 사회적 이슈에 관여하는 주
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전통 미디어 환경에서는 평범한 개인이 불
특정 다수를 상대로 메시지를 확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는 평범한 개인도 다수 청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유력자(influencer)가 될 수 있다(이원태·차
미영·양해륜, 2011). 더구나 SNS를 활용한 의견 제시는 전통적 형태의 정치참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장벽이 매우 낮다는 이점이 있다(Gil de Zúñiga, Molyneux, & Zheng, 2014;
Neubaum & Krämer, 2017). 이러한 이유로 SNS 관여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소셜미디어상의 뉴스 관여는 대부분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나(Möller, van de Velde, Merten, & Puschmann, 2019)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남을 설득하려는 동기를 가진 개
인, 특히 이념적 극단성(Ideological extremity)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SNS를 이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용자의 이념 성향과 SNS 관여 행동의 관
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SNS 관여는 청중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사람의 행동은 청중과 상황에 따라 변한다(James, 1890). 소셜미디어 이용자 역시 청중의 특
징을 고려하여 자신의 관여 행동을 결정한다(Barasch & Berger, 2014; Ihm & Kim,
2018). 예를 들어 청중과의 유대감이 강하다고 판단하거나(Bakshy, Rosenn, Marlow, &
Adamic, 2012) 자신의 청중이 많은 사람과 연결될 것으로 기대할 때 정보 공유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Ihm & Kim, 2018).
청중의 성격과 관련, 이전 연구는 대화 상대에 따라 자신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면대면
대화 상황과 달리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청중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가정해왔다(Marwick
& boyd, 2011).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친구들과 전혀 알지 못하는 대중이 공존하고 있어
(Baym & boyd, 2012), 이용자들은 ‘상상의 청중(imagined audience)’을 염두에 두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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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이다(Baym & boyd, 2012; Marwick & boyd, 2011).
하지만 SNS 청중의 성격은 이용자의 상상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SNS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술적 조건에 의해 청중에 대한 지각도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DeVito, Walker, &
Birnholtz, 2018; Litt, 2012; Zhao, Lampe, & Ellison, 2016). 예를 들어, 트위터처럼
본인의 게시물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청중을 불특정 대중으로 인
식할 가능성이 크고, 친구목록이 제시되거나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플랫폼에서는 특정 유형의 사
람들이 자신의 청중을 구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Litt, 2012). SNS에서는 동일 플랫폼이
나 동일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잠재적 청중이 되기 때문에(McGregor, 2019), SNS
친구집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청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플랫폼에 따라 가족
이나 친구 등 오프라인 인맥 위주의 친구집단 구성을 지원하거나 쉽게 낯선 사람과의 친구 맺기
를 가능하게 하는 등 플랫폼 유형과 친구집단의 성격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boyd &
Ellison, 2007)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S 플랫폼 유형이 이용자 관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념 극단성과 SNS 플랫폼 유형이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
다. SNS상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SNS 유형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불특정 다수
의 이용자들과 친구를 맺을 수 있는 플랫폼을 선호하는 사람은 다양한 의견에 노출될 기회가 많
지만, 오프라인 인맥과 유사한 친구목록이 구성되는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네트워크는 상대적으
로 동질적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지각된 의견 분위기에 따라 의견 표명 여부를 달리 할 수
있는데(Noelle-Neumann, 1974), 이념적 극단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의견에 대한 확신이
강해 의견 분위기와 상관없이 의견을 표명하는 경향이 있다(권혁남,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SNS 유형에 대한 선호와 이념 극단성이 상호작용하여 SNS 관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16년 실시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특정 SNS 유형에 대한 선호와 이념 극단성, SNS 관여도를 측정하고 이들 변인 간의 관
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SNS 이용자의 의견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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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
1) SNS와 뉴스 이용
뉴스 소비는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다(Newman et al.,
2021).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뉴스를 보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3분의 2가 뉴스를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wman
et al., 2021). 뉴스 때문에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44%에 달하고, 유튜브(29%), 왓츠
앱(23%), 인스타그램(15%), 트위터(13%) 이용자의 일부도 뉴스 콘텐츠 소비를 위해 해당 플
랫폼을 이용한다고 답했다(Newman et al., 2021).
한편,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시사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우연히 뉴스에
노출될 수 있다(Lee & Kim, 2017).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의 대다수(78%)가 방문 목적과
상관없이 뉴스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Matsa & Mitchell, 2014). 소셜미디어에서는 정
치 정보가 오락 콘텐츠, 친구나 지인의 소식 등 다양한 정보와 섞여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소셜미디어 안에서 의도치 않게 뉴스와 마주친다(Valeriani & Vaccari, 2016). 페이스북에서
접하는 게시물의 약 4분의 1이 정치 정보를 포함한다는 보고도 있다(Schäfer, Sülflow, &
Müller, 2017). 이처럼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의도치 않게 정치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정치 정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지는 않는다(Bisgin, Agarwal, & Xu, 2010). 정치적 이유 때
문에 소셜미디어 친구를 차단하거나 숨김 처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18%)에 불과했다
(Rainie & Smith, 2012).
이처럼 뉴스와 사적인 대화, 토론과 잡담이 섞여 있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치적 정보 이
용과 비정치적 정보 이용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Wojcieszak & Mutz, 2009). 정치 대화
의 상당 부분이 정치 관련 사이트가 아니라 공통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공간에서 이
뤄지는 것을 고려하면(Wojcieszak & Mutz, 2009),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용자의 정치적 관심
에 상관없이 정치 대화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좋아요’나 리트윗 버튼을 누르는 간단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슈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쉽게 뉴스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SNS 정보 환경의 특징은 일반적인 SNS 관여와
뉴스 관여 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SNS 관여에 내포된 정치
적 함의를 염두에 두고 이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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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념 극단성과 SNS 관여도
정치에 대한 관심은 SNS에서의 뉴스 관여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Möller et al.,
2019).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람은 시사 문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고, 알고리즘 영향으로 인한
뉴스 노출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NS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과거 행동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관여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별, 추천하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람에게는 뉴스 관련 콘텐츠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Wells & Thorson, 2017). 뉴스에 대한
잦은 노출은 그에 대한 관여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이 높은 이용자는 SNS
관여 행동 또한 자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소셜미디어상의 뉴스 관여 데이터는 대부분 정치
적 관심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Möller et al., 2019).
이는 소셜미디어가 사회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Bakshy, Messing, & Adamic, 2015).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정치 뉴스를 게시하거나 댓
글 등을 통해 정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Gil de Zúñiga et al., 2014; Lane et al., 2019;
Yoo, Kim, & Gil de Zúñiga, 2017).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는 자원의 한계가 적고 특히 소셜
미디어는 ‘좋아요’나 댓글처럼 쉽고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Neubaum & Krämer,
2017),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실제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
적 견해를 드러내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Gil de Zúñiga, Jung, &
Valenzuela, 2012) 소셜미디어 이용은 일종의 비전통적이고 대안적 형태의 정치참여로 해석된
다(이정기, 2011).
특히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SNS 관여 행동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성
이 높은 사람들은 전통 미디어에 대해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ugut & Neumann, 2019). 전통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불신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항의
행동, 특히 댓글 작성으로 이어진다(Hopp, Ferrucci, & Vargo, 2020). 사람들은 전통 미디
어 콘텐츠가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온라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표현하려 하므로(Correa & Jeong, 2011)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사람일수록 SNS 관
여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싶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데(Berger & Schwartz, 2011; boyd, Golder, & Lotan,
2010),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적 신념과 자기 정체성을 일체화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Federico & Hunt, 2013) 뉴스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려고 시도할 가능
성이 있다.
한편, 소셜미디어 환경은 극단성이 높은 사람들의 의견 표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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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미디어 등장 이전에는 정치 이슈에 관심이 많은 극단주의자라 하더라도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
면 공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려웠다(Neubaum & Krämer, 2017). 하지만 소셜미디어 환경
에서는 정치적 의견 표명의 기술적 용이성으로 인해 성격과 상관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게
다가 인터넷은 유사성이 높은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Ancu & Cozma,
2009), 댓글 등을 통한 자기 정체성 제시는 자신과 비슷한 집단을 찾고 참여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Papacharissi, 2011).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극단주의자에게 특별히 중요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이념 극단성은 SNS 관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페이스
북에서는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관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Ferrucci et
al., 2020) 트위터에서도 양극화된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치 관련 콘텐츠를 더 자주 게시하는 것
으로 나타나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Hanna et al., 2013).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상이 가
능하다.

연구가설 1. 이념 극단성과 SNS 관여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3) SNS 유형과 SNS 관여도
청중에 대한 고려는 정보 공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arasch & Berger, 2014). 가령 화자
와 청중 간의 유대감이 강하면 정보의 공유가 더 많이 일어난다(Brown & Reingen, 1987).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청중과의 유대감이 강하다고 판단할수록(김은미·임소영·박현아, 2017;
Bakshy et al., 2012), 공유하려는 정보와 청중이 잘 맞는다고 생각할수록(Ihm & Kim,
2018) 정보 공유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신뢰 수준이 높은
지(Deng, Lin, Liu, Chen, & Li, 2017; Liu, Rau, & Wendler, 2015), 자신의 청중이 많
은 사람과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는지도 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쳤다(Ihm & Kim, 2018).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때 청중을 고려하는 이유는 자신이 공유한 정보가 자신에 대한 평
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Ihm & Kim, 2018). 예를 들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공
유할 경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Baumeister & Hutton,
1987), 흥미로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Vosoughi, Roy, & Aral,
2018). 이처럼 자신이 공유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김은미
외, 2017), 사람들은 청중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Schlenker, Britt, & Pennington, 1996). 뉴스를 읽는 행위와 달리, 뉴스를 공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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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개적인 의견 표현으로 이어지므로 SNS 이용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Kim &
Ihm, 2020).
SNS에서는 동일 플랫폼 또는 동일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잠재적 청중이 된다
(McGregor, 2019). 중요한 점은, 소셜미디어 밖에서 친구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의미하지만, 소셜미디어 ‘친구’는 때로는 매우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Cappella, 2017). 소셜미디어 등장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서로 알고 지내는 매우 소수의 개인들 간에 메시지의 양방향적 교
환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구분했지만 이를 소셜미디어
환경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O’Sullivan & Carr, 2018). 이 때문에 이전 연구에서는
청중을 정의하기 어려운 소셜미디어 환경의 특성상 사람들이 ‘상상의 청중(imagined
audience)’을 상정하고 이를 고려해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Litt & Hargittai, 2016;
Marwick & boyd, 2011).
상상의 청중이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심적 개념화”를 의미하는데
(Litt, 2012, p. 331), 이는 실제 청중이 누군지 모르거나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 상상의 청중 개념은 글쓰기나 공연,
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논의되어 왔는데(Litt, 2012; Ong, 1975), 특
히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적용되어 왔다(Brake, 2012; Marwick &
boyd, 2011). 소셜미디어에서는 청중에 대한 단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boyd, 2010b;
Walther, 1996) 이용자가 상상의 청중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boyd, 2010b; Davis &
Jurgenson, 2014; Marwick & boyd, 2011; Vitak, 2012).
그러나 SNS 청중의 성격이 이용자의 상상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SNS 플랫폼과 청중
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DeVito et al., 2018; Litt, 2012; Zhao et al., 2016). 첫째, 콘텐츠
에 대한 접근방법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술적 특징에 따라 청중의 범위가 제한된다(DeVito,
Birnholtz, & Hancock, 2017). 예를 들어 일방의 신청만으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트위터 환경에서 이용자는 불특정 대중을 자신의 청중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초대와 승인을
통해 커뮤니티 가입이 가능한 네이버 밴드에서는 특정한 유형의 청중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정책 같은 플랫폼 설정도 청중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Zhang,
Bazarova, & Reddy, 2021). 페이스북처럼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느슨한 플랫폼은 규모가 크
고 다양한 청중에 대한 초대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강한 플랫폼은 매우
친밀한 관계의 청중과의 대화를 유도한다(Zhang et al., 2021). 마지막으로, 플랫폼별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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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회적 규범도 이용자의 청중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itt, 2012). 오프라인 인맥 중심
의 친구목록을 지원하는 플랫폼에서는 계정과 실명이 연결되어 청중에 대한 지각이 실제 청중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연결을 장려하는 플랫폼에서는 청중에 대한 단서가 부
족해 청중을 상상하는 영역이 커질 수 있다(Litt, 2012).
서로 다른 기능과 특징을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DeVito et
al., 2017), SNS 이용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청중 구성을 위해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Zhao et al., 2016). 청중은 SNS 이용자가 플랫폼 선택을 위해 고려하는 주요 사항 중
하나로, 이용자는 특정 청중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해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Zhao et al., 2016). 즉, SNS 이용자는 플랫폼별로 청중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플랫폼과
청중을 연결시킬 수 있다(Stutzman & Hartzog, 2012; Zhao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SNS 플랫폼에 따라 이용자의 청중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간주하고
(DeVito et al., 2017) SNS 플랫폼 유형과 이용자 관여 행동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정도에 따라 SNS 플랫폼을 폐쇄형과 개
방형으로 구분할 것이다(Ahn & Lee, 2015; Choi & Lee, 2017). 폐쇄형 SNS와 개방형
SNS는 관계의 주요 목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친구 수의 제한 여부, 친구맺기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폐쇄형 SNS는 주로 오프라인 지인들을 대화에 참여시키는 반면, 개방형
SNS는 불특정 다수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Ahn & Lee, 2015; Choi & Lee, 2017).
폐쇄형과 개방형 SNS는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의 청중 인식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Kim & Ihm, 2020; Waterloo, Baumgartner,
Peter, & Valkenburg, 2018), 우선 폐쇄형 SNS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지인을 기반으로 친
구목록이 형성되므로(Ahn & Lee, 2015; Choi & Lee, 2017), 이용자는 실제 청중의 특징을
기반으로 자신의 청중을 떠올리게 된다. 플랫폼 내 폐쇄적 커뮤니티로부터의 초대나 가입 승인을
통해 친구가 되는 경우, 연락처 등 사전 정보가 있는 이용자들끼리 친구를 맺을 가능성이 높고
제한된 규모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된다(Ahn & Lee, 2015).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참여에 대
한 제한이 강할수록 이용자는 특정한 맥락과 특징을 가진 청중을 활성화할 수 있다(Kim &
Ihm, 2020; Waterloo et al., 2018).
반면, 개방형 SNS는 폐쇄형에 비해 잠재적 청중이 될 수 있는 친구 수가 크거나 아예 제한
이 없다(Ahn & Lee, 2015).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친구는 5천 명 이내로 제한되지만, 페이
지를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과도 연결될 수 있다. 트위터의 경우에는 친구 수에 제한이 없다. 실
제 개방형 SNS 이용자의 친구 수를 조사한 결과, 그 규모는 평균적으로 약 250~7,3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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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Ellison, Lampe, & Steinfield, 2008; Hampton, Goulet, Marlow, & Rainie,
2012; Mccord & Chuah, 2011; Smith, 2019; Walther, Heide, Kim, Westerman, &
Tong, 2008). 개인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약 10~20명이고(Parks, 2007)
오프라인을 통해 유지되는 사회적 관계 수가 약 150명인 것을 고려하면(Dunbar, 1993), 개방
형 플랫폼의 친구들은 폐쇄형에 비해 더 크고 덜 친밀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Litt, 2012).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를 월등히 초과하는 수치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
션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개방형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실제 청중의 특징을 인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Litt, 2012). 이 경우, 이용자는 청중에 대한 단서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특징과
관계없이 다양한 맥락의 청중을 떠올리게 된다(Kim & Ihm, 2020; Waterloo et al., 2018).
때로는 불특정 다수로, 때로는 특정 유형의 집단으로 청중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Litt &
Hargittai, 2016; Walther, 2017).
요컨대 서로 다른 미디어의 기술적 차이는 사람들이 청중을 상상하고 다루는 방식에 차이
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Sundar & Limperos, 2013), 폐쇄형과 개방형의 특징은 SNS 관여
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플랫폼의 유형
과 SNS 관여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⑴ 폐쇄형 SNS(Closed SNSs)와 SNS 관여도
청중의 규모가 작고 커뮤니케이션 참여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SNS 플랫폼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염두에 둔 청중과 실제 청중의 성격이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Litt, 2012). 따라서 폐
쇄형 SNS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유대감과 동질성이 강한 청중을 기대할 수 있다(Ahn & Lee,
2015). 유대감은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하고 강렬한 감정을 주고받은 사이에서 형성되는데
(Granovetter, 1973) 폐쇄형 SNS는 주로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결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
되기 때문에(이정권·최영, 2015) 이용자 간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또, 폐쇄형 SNS
에서는 오프라인과 유사한 친구목록을 중심으로 친구집단이 형성되고,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대부분은 가족·친구·동료 등 동질적 네트워크에서 이뤄지기 때문에(Kim
& Kim, 2008), 폐쇄형 SNS 이용자는 동질적인 청중을 예상할 가능성이 크다. 초대나 상호 승
인 절차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유대감과 동질성을 가진 집단끼리 커뮤니티
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Kim & Ihm, 2020).
강한 유대감은 정보 공유나 추천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Bakshy et al.,
2012; Chu & Kim, 2011; Palazon, Sicilia, & Lopez, 2015). 이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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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고 느끼는 대상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Kim & Ihm,
2020). 사람들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앞으로의 상호작용을 위한 공통의 배경을 제공하고(Lee
& Ma, 2012)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선택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청중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다(Baumeister & Hutton, 1987). 이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격을 띤다(boyd et al., 2010). 뉴스 공유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청중과의 상호작용
에 기여하고(김은미·이준웅·장현미, 2011; 김은미 외, 2017), 뉴스에 자기 의견을 추가해 공유
함으로써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박선희, 2012). SNS 이용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청중과 동일한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과 공감대를 확보한다(김은미 외, 2017).
동질성 역시 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친다(Brown & Reingen, 1987; Dellande, Gilly,
& Graham, 2004). 동질성은 나이나 성별, 교육,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개인적 속성의 유사
성을 뜻하는데(Rogers & Bhowmik, 1970)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McPherson, Smith-Lovin, & Cook, 2001) 청중과의 동질성을 강하게 인식
할수록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인 간 상호작용의 기본 원리는 다른 사
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에서 시작되므로(Laumann & Guttman, 1966) 온
라인 환경에서도 동질성이 높은 청중과의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SNS 관여에 적용하면, 청중과의 유대감과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폐쇄
형 SNS를 자주 이용할수록 SNS 정보에 대한 관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음과 같은 예상이 가능하다.

연구가설 2-1. 폐쇄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⑵ 개방형 SNS(Open SNSs)와 SNS 관여도
청중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청중과의 강한 유대감이 이용자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폐쇄형
SNS 환경과 달리, 청중의 상당 부분이 불특정 다수로 구성되는 개방형 SNS에서는 청중과의 강
한 유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유대감은 오랫동안 친밀한 감정이 오갈 때 강해지는데
(Granovetter, 1973) 개방형 SNS 이용자들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이용자 간에 서로
모르거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Litt, 2012). 이전 연구에 따르
면, 청중의 수 역시 이용자 관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Ma, Lee, & Goh, 2014;
김은미 외, 2017). 하지만 개방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 간의 부적 관계를 단정할 경우,
우리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같은 개방형 SNS 이용자들이 낯선 사람의 게시물에 공감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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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리트윗 등을 통해 정보에 관여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개인 간 결속을 추
구하는 폐쇄형 SNS와는 구분되는, 개방형 SNS 이용자 관여의 특징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이를
탐구하고자 한다.
청중의 규모가 크고 이용자 간 친밀감이 약한 개방형 SNS에서 청중은 다양한 맥락으로 묘
사된다(Waterloo et al., 2018). 청중에 대한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자신의 청중을
때로는 추상적이고 불특정한 대중으로, 때로는 특정한 유형의 집단으로 상상하는 것이다(Litt
& Hargittai, 2016; Walther, 2017). 흥미로운 점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제 청중의 성격과
상관없이 청중을 특정하면서, 자신이 공유하는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만한 청중을 떠올린다는 것
이다(Cook & Teasley, 2011; Litt, 2012; Litt & Hargittai, 2016; Marwick & boyd,
2011). 개방형 SNS 이용자가 상상하는 청중의 특징을 탐구한 연구에서(Litt & Hargittai,
2016), 이용자의 절반 가량이 특정한 맥락의 청중을 상상했고, 그들 중 대부분(70.2%)은 자신
과 유대가 강한 친구나 가족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형 SNS가 강한 유대감을 기
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폐쇄형 SNS의 특징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공유 행위는 정
보를 전달받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김은미 외, 2017; boyd et
al., 2010), 자신의 친구나 가족을 잠재적 청중으로 판단하는 개방형 SNS 이용자는 관여 행동
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연구에서(Litt & Hargittai, 2016)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자신
의 청중으로 떠올린 이용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8.2%). 이들은 공유할 콘텐츠와의
관련성이 높거나 자신의 게시물을 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청중으로 생각했는
데, 다시 말해 자신이 공유할 콘텐츠에 대해 SNS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다. 이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가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특정 유형의 대상을 상상하도록 권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Litt,
2012). 상상 속 청중은 실제 청중만큼 이용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Baldwin &
Holmes, 1987), 개방형 SNS상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중이 존재할 것이라는 이용자의 기
대는 SNS 관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통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청중을 기대하는 경우, SNS 이용자의 정보 관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청중의 관심과 욕구에 맞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Ihm & Kim, 2018). SNS 이용자들은 자신과 관련되거나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하는데
(Berger & Schwartz, 2011; Ma et al., 2014), 청중을 전제로 하는 공유 행동의 특성상 청
중이 흥미를 느끼거나 관련될 만한 정보인지 또한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Ihm & Ki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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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SNS에서의 정보 관여는 이용자 본인의 관심사와 청중의 흥미를 모두 고려한 행동이
된다. 따라서, SNS 이용자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청중과의 정보 공유에 적극적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중이 추상적인 존재로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이용자 관여는 증가할 수 있다. 불특정
대중을 청중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용자는 청중보다 정보를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 또는 전달되는
콘텐츠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tt & Hargittai, 2016).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
기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Chiou & Lee, 2013)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와 이를
전달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에 의미를 부여한다(Litt & Hargittai, 2016). 청중의 수가 적은 상
황에서는 자기 중심적 성향이 완화될 수 있지만(Alicke & Govorun, 2005) 불특정 다수의 청
중을 염두에 둘 때는 정보 전달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청중의 존재가 흐릿해진다.
SNS 이용자가 청중보다 전달되는 콘텐츠나 자신의 만족감에 집중할 경우, 정보의 영향력
에 주목해 관여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논쟁이 될만한 뉴스의 공유는 청중을 불편하
게 할 수 있지만(Baumeister & Hutton, 1987), 청중을 고려하지 않으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뉴스라도 이를 흥미로운 정보로 판단해 공유할 수 있다(Kim & Ihm, 2020). 정보 공유를 통해
자신이 주목받을 수 있는지, SNS상에서 더 많은 청중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
된다(Marwick & boyd, 2011). 실제로 개방형 SNS에서는 플랫폼 가입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이용자일수록 해당 플랫폼 이용이 유용하다고 인식했고(Lin & Lu, 2011), 자신이 공유한 콘텐
츠가 더 많은 연결을 통해 멀리 확산될 것으로 예상할 때 정보 공유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hm & Kim, 2018).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개방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 사이에 정적인 관계를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2-2. 개방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4) 이념 극단성과 SNS 유형의 상호작용
SNS 관여 행동이 청중을 염두에 둔 의견 표현 행위임을 고려할 때, 청중의 의견 분위기와 개인
의 정치적 성향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견 분위기(opinion climate)에 대
한 지각은 의견 표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Noelle-Neumann, 1974). 다수 의견이 자신
의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했을 때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고립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NS 내에서는 친구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청중이 이용자와 동질적인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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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라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이 달라질 수 있다. 네트워크 동질성이 큰 폐쇄형 SNS를 선
호하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의견을 다수 의견이라고 지각하고 의견 표명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청중과 소통하는 개방형 SNS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SNS상에서
자신의 견해가 다수일 것으로 확신하기 쉽지 않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의견을 가진 청중 속에
는 비슷한 의견은 물론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용자가 어떤 유
형의 SNS를 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SNS상에서 의견 분위기 지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의견 분위기와 상관없이 의견 표명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존재
할 수 있다. 의견 분위기 지각과 의견 표명 여부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어떤 사람들
은 의견 분위기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tz & Baldassare,
1992; Yun, Park, & Lee, 2016). 이들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인식하더
라도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슈의 중요성과 태도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설명 변
인으로 확인되었다(Moy, Domke, & Stamm, 2001; Neuwirth, Frederick, & Mayo,
2007).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자신의 기존 태도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의견 분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극단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고 자신의 태도에 대한 확신 또한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과 일치하는 청
중이 소수라고 인식하더라도 의견 표명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는 이념 극단성과 이용자가 선호하는 SNS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폐쇄형 SNS를 선호하는 이용자가 확고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경우, 자기
의견을 다수로 지각하고 적극적 의견 표명에 나설 수 있다. 반면, 개방형 SNS를 선호하는 이용
자는 자신의 의견을 소수로 지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념 극단성 수준에 따라 의견을 제시
하는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에
서도 자신을 표현하려는 성향과 청중에 대한 지각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김은미 외,
2017) 개인의 성향과 청중에 대한 지각이 상호작용하여 SNS 관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이념 극단성과 특정 SNS 유형에 대한 선호 사이의 상호작용이 SNS 관여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⑴ 폐쇄형 SNS와 이념 극단성
이념 극단성이 높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폐쇄형 SNS를 선호할수록 SNS 관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질성과 친밀감이 강한 오프라인 지인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폐쇄형 SNS 내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사람들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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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자신과 다른 관점을 마주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Park & Zúñiga,
2019).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비슷한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과만 상호
작용하게 되면 전반적인 여론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준통계감각’을 상실하게 된다(Clemente
& Roulet, 2015; Noelle-Neumann, 1974). 개방형 SNS에서도 오프라인 지인들과 친구를
맺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불특정 대중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극단성이 높은 사람이 폐쇄형 SNS를 주로 이용할 경우,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수라고 인식하고 의견표명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질적 의견 분위기는 정보 공유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과 일치되는 정보
를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Shin & Thorson, 2017) 폐쇄형 SNS 내에서는 극
단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보 공유에 적극적일 것이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논쟁의 여
지가 있는 뉴스를 SNS에서 공유할 때 발생할 위험과 이익에 대해 고려한다(Chen & Berger,
2013). 논쟁적인 뉴스의 공유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평가를
받을 위험(Baumeister & Hutton, 1987)과 흥미로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돼 긍
정적 평가를 받을 이익(Vosoughi et al., 2018)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질적 의
견 분위기를 지각하게 되는 경우, 위험보다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정 청중을 염두
에 둔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논쟁적인 뉴스의 공유를 회피하지만(Kim & Ihm, 2020), 청중이
자신과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공유에 나설 수도 있다. 따라서,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이 폐쇄형 SNS를 선호할 경우 정보 공유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념적으로 온건한 사람은 폐쇄형 SNS 선호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 표명에 소극적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그로 인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토론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데(Ulbig & Funk,
1999), 이는 정치적으로 온건한 사람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폐쇄형
SNS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관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이정권·최영, 2015) 사회
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관계의 관리와 관련, 사람들은 유대
감이 강한 대상과 우호적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며(Kim & Ihm, 2020), 강한 유대감은 정보
공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Bakshy et al., 2012; Palazon et al.,
2015).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고 청중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질
때 의견이나 감정을 선택적으로 공유한다(Baumeister & Hutton, 1987). 이러한 정보 공유
의 상호작용적 성격에 따라(boyd et al., 2010), 이념 극단성이 낮은 사람이 주로 청중과의 유
대감이 작동하는 폐쇄형 SNS를 선호하는 경우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현에 소극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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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상이 가능하다.

연구가설 3-1. 폐쇄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 간의 정적인 관계는 이념 극단성이 낮은 사람
들보다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⑵ 개방형 SNS와 이념 극단성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이 개방형 SNS 선호도가 낮을 경우, 이들은 상대적으로 친밀하고 동질
성이 큰 SNS 친구들과 주로 소통하게 되므로, SNS상의 의견 분위기가 자신에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정보 관여에 적극성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점은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은 자
신의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개방형 SNS를 주로 이용하더라도 SNS 관여에 적
극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방형 SNS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의 청중과 연결되어 있으므
로 자신의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확신하기 어렵다. 때로는 자신이 소수 의견에 속한 것으로 인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념 극단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인식하더라도 의견을
표명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에 대한 확신은 의사 표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데(Petrocelli, Tormala, & Rucker, 2007; Tormala & Rucker, 2007), 자기 태도에
대한 확신이 강한 경우에는 의견 분위기와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Neuwirth et al., 2007). 해당 이슈의 중요성도 의견 분위기 지각과 상관없이 의견 표명 여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Moy et al., 2001)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소수로 인식하더라도 SNS 관여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은 이견을 접하더라도 관여를 많이 하므로 개방형 SNS 선호
도와 상관없이 관여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은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
에 많은 경우 정치 토론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지만(Ulbig & Funk,
1999), 어떤 사람들은 이견을 만났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이견에 관여하는 대표적
행동 중 하나는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이다(Rojas, Barnidge, & Abril, 2016). 이들은 온
라인에서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발견하면 “잘못된”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
을 밝힘으로써 내용을 “바르게” 교정하려 한다(Barnidge & Rojas, 2014). 특히 전통 미디어
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도에 적극적인데(Rojas, 2010),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은 전통 미디어를 불신하고 미디어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므
로(Hopp et al., 2020) 이견 노출 상황에서 SNS 관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들
은 또 뉴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Correa & Jeo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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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stone, 2008) 이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려는 의도로(Thorson, 2014) SNS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소수 의견 상황에서도 SNS 관여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불특정 다수와 연결될 수 있는 개방형 SNS의 특성은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사람들
이 더 많은 청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SNS는 정치적 의견을 드
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Gil de Zúñiga et al., 2012),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은 정
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SNS 정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이때 불특정 다수와의 연
결 가능성은 정보의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실제 SNS에서는 자신이 공유한 콘텐츠
가 더 멀리 확산될 것으로 예상할 때 정보 공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hm & Kim,
2018). 이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를 공유함으로써 다수 대중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점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위험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Kim & Ihm, 2020). 따라서,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들은 개방형 SNS를 주로 이용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해 정보 관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
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들은 개방형 SNS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때나 높을 때 모두 정보 관여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이념 극단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 개방형 SNS를 선호할수록 SNS 관여도가 높
아질 수 있다. 개방형 SNS 이용자는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정권·최영, 2015). 따라서 이념적으로 온건한 사람이 개방형 SNS를
선호할 경우, 개방형 SNS에서 접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타 이
용자와 상호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가 클수록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Yarchi, Baden, & Kligler-Vilenchik, 2020),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편
하게 상호작용할 개인을 찾을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McLeod, Scheufele, & Moy, 1999).
또, 네트워크 규모가 커짐에 따라 활동적인 개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Eveland &
Hively, 2009), 청중의 수가 큰 개방형 SNS를 선호할수록 특정 분야에서 활동적인 상대를 자
주 마주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지도자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보 공유
의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Steffes & Burgee, 2009), 개방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요컨대, 이념 극단성이 낮은 사람은 개방형
SNS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고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호작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예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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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3-2. 개방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 간의 정적인 관계는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
들보다 이념 극단성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
였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는 국내 가구 및 개인의 미디어 이용현황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매년 특별주제에 대한 조사자료가 포함된다1). 본 연구는 이념 극단성과 특정 SNS
유형에 대한 선호도, SNS 관여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에 따라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 성
향과 소셜미디어 이용 관련 문항이 포함된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6년 조사자료에는 총
4,305가구 9,873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2016년 개인별 조사자료와 미디어 다이어리 자료를 통합하여 이 중 SNS
를 이용한다고 답한 만 19세 이상 응답자 3,214명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조사가 진
행된 3일 간의 미디어 이용행위가 기록된 미디어 다이어리 자료에 따르면 SNS를 이용한다고 답
한 이들 중 상당수가 조사기간 동안 SNS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SNS 이용 시간을 0분으로 기록한 응답자들을 자료에서 제외하고 63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자료의 측정

⑴ 이념 극단성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변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보
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었다(5점 척도, 1 = 매우 진보적, 2 = 다소

1) 한국미디어패널조사가 제공하는 자료는 면접에 의한 조사방식, 대규모 표본 수, 그리고 표본추출 방법 등에서 한국인
의 미디어 이용현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대표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한국미디어패널조
사의 표본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했으며, 전국의 5,000가구를 목표로 층화 2단 추출법을
적용하였다. 1차 추출 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 단위는 가구 및 개인으로,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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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3 = 중도, 4 = 다소 보수적, 5 = 매우 보수적). 이념 성향은 방향(진보/보수)과 강도
(중도/다소/매우)를 가진 값이기 때문에 이념 극단성의 수준은 이념 성향 변수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로 측정되었다(M = 0.69, SD = 0.65). 따라서 이념 극단성은 최소 0에서
최대 2의 값을 가진다.

⑵ SNS 유형과 이용자 선호도
본 연구는 SNS 청중에 대한 고려와 SNS 관여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으므로 이용자의
청중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SNS 유형을 나눌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오프라인 인맥
기반의 친구목록과 친구맺기를 위한 별도의 절차 등 두 가지 특징이 SNS 커뮤니케이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보고, 이들 특징에 따라 SNS 유형을 폐
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오프라인 인맥을 기반으로 하거나 플랫폼 내에 형성된 별도
의 폐쇄적 커뮤니티로부터 초대나 가입 승인을 받아야 친구 맺기가 가능한 플랫폼을 폐쇄형
SNS로 정의했다. 폐쇄적 커뮤니티에 속한 타 이용자의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기존 구성원의
초대를 필요로 할 경우, 기존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카카오 그룹, 비트윈,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폐
쇄형 SNS로 분류되었다. 이 중 카카오스토리는 불특정 다수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점차
추가해 2021년 현재 개방형 플랫폼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지인에 기반을
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의 친구목록과 연동되어 출발했고 자료가 수집된 2016년에
는 폐쇄형 SNS의 성격이 강했으므로 기존 연구(이정권·최영, 2015; Ahn & Lee, 2015; Choi
& Lee, 2017)가 적용한 분류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
다음으로, 개방된 플랫폼 내에서 일방의 신청 또는 상호 동의 하에 친구 맺기가 가능한 플
랫폼을 개방형 SNS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가 포함되
었다. 개방형 SNS도 오프라인 인맥을 기반으로 친구목록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Lampe,
Ellison, & Steinfield, 2006). 하지만 별도의 폐쇄적 커뮤니티로 진입해야 하는 폐쇄형과 비
교했을 때 친구 맺기의 제한이 적고 친구 추천 등의 기능을 통해 오프라인 인맥에 의존하지 않고
낯선 사람과 새롭게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중의 수와 네트워크 다양성 면에서 폐쇄형과 구
분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제 청중의 구성과 관계없이 플랫폼에서 강조하는 개방성과 연
결성이 이용자의 청중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Litt, 2012).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SNS를 이용하며 폐쇄형과 개방형을 동시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각자 선호하는 유형이 있으므로 응답자가 자주 이용한다고 답한 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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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면 특정 SNS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보다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 미디어패
널조사의 응답자들은 ‘주로 사용하는 SNS 계정’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답했는데, 우리는 각
SNS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범주형 응답을 숫자로 변환하고 순위에 따라 가중치
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폐쇄형(개방형) SNS에 대한 선호도 측정을 위해 폐쇄형(개방형)에
속하는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답한 경우를 1로, 개방형(폐쇄형) 플랫폼을 답한 경우를 0으로 처
리하고, 1순위 답변에는 3을, 2순위에는 2를, 3순위에는 1을 곱해 가중치를 부여했다. 만약 1순
위만 답하고 2순위와 3순위를 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처리했다. 가중치가 부여된 수치들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폐쇄형(개방형) SNS 선호도에 해당하는 변수를 생성했다.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는 SNS 계정을 1순위 카카오스토리(폐쇄형), 2순위 트위터(개방형), 3순위 비트윈(폐쇄
형)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폐쇄형 SNS 선호도(Preference for closed SNSs)는 4, 개방
형 SNS 선호도(Preference for open SNSs)는 2로 계산되었다2)(폐쇄형 SNS 선호도: M =
2.17, SD = 1.74; 개방형 SNS 선호도: M = 2.26, SD = 1.87). 각 변수는 최소 0에서 최
대 6의 값을 가진다.

⑶ SNS 관여도
SNS 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세 가지 행위에 대하여 지난 3개월 동안의 빈도를 확
인하는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문항에는 SNS상에 답변이나 글을 올린 빈도, SNS상의 정보를 공
유한 빈도, SNS상에서 추천이나 평점주기 기능을 사용한 빈도(6점 척도, 1 = 거의 하지 않음,
6 = 거의 매일)가 포함되었다. 우리는 세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으로 통합 변수를 생
성하고(Cronbach’s α = .90)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M = 2.53, SD = 1.56).

⑷ 통제 변수
통제 변수에는 정치 관련 변수와 온라인 미디어 이용 관련 변수, 인구통계학적 주요 변수들이 포
함되었다. 이 중 정치 관련 변수에는 정치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Political Interest)가 포함되
었다. 정치 관심 변수와 관련해 “나는 정치에 대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찾아서 읽는다”와 “나는 인
터넷에서 정치에 대한 게시물을 관심 있게 읽는다” 이상 두 가지 문항에 대한 답변이 5점 척도로

2) 모든 경우에 폐쇄형 SNS 선호도와 개방형 SNS 선호도의 합이 6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사용하는 SNS 계정 1
위’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답을 했지만, ‘2위’ 문항에 대해서는 60.2%, ‘3위’ 문항에 대해서는 21.6%만이 응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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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두 가지 문항에 대한 답변의 평균을 구
해 정치 관심 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했다(Cronbach’s α = .88, M = 2.46, SD
= 0.98).
온라인 미디어 이용 관련 변수에는 SNS 이용량(SNSs use time)과 온라인 뉴스 활동
(Online News Activity)이 포함되었다. SNS 이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서 제공하는 자료 가운데 2016년 미디어 다이어리 자료를 활용하였다. 미디어 다이어리는 개인
의 미디어 이용현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3일 동안의 매체별, 이용행위별, 연
결방법별, 장소별 미디어 이용기록을 15분 단위로 기록한 자료이다. 일반적인 미디어 이용량 측
정방식은 대략적인 빈도와 시간을 측정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미디어 다이어리는 시간대
별 구체적인 기록에 의해 미디어 이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매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도 반영해 실제 이용량에 가까운 자료를 제공하므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미디어 다이어리 자료 가운데 SNS 이용 시간에 대한 3일간의 평균값을
SNS 이용량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했다(M = 37.37분, SD = 49.46분). 온라인 뉴스 활동
과 관련해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글을 작성한 빈도와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자신의 블로그/트위터 등으로 스크랩한 빈도에 대해 물
었다. 두 가지 활동 빈도에 대한 응답은 6점 척도로 측정되었고(1 = 거의 하지 않음, 6 = 거의
매일) 이들 응답에 대한 평균으로 온라인 뉴스 활동 변수를 생성했다(Cronbach’s α = .76, M
= 1.24, SD = 0.62).
그 밖에 연령, 성별, 소득, 교육수준 등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 변수에 포함해
분석했다.

3) 분석 방법
SNS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각 SNS 유형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와 SNS 관여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폐쇄형 SNS 선호도와 개방형
SNS 선호도 관련 변수를 서로 다른 모형에 투입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모든 모형에는 응답자
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정치 관심, 온라인 뉴스 활동, SNS 이용량이 통제 변수로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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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630명 중 남자는 265명(42.1%), 여자는 365명
(57.9%)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5.13세(SD = 11.81세)였고, 최종 학력은 대학 졸업자
가 416명으로 가장 많았다(66.0%). 응답자의 이념 극단성은 최대 2점에 평균 0.69점(SD =
0.65)으로 나타났다. 폐쇄형 SNS에 대한 평균적인 선호도는 2.17점이었고(SD = 1.74), 개방
형 SNS 선호도의 평균은 2.25점이었다(SD = 1.87). SNS 관여도는 평균 2.53점(SD =
1.56)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 among the Main Variables
Variables
1. IE

1

2

3

4

-

2. PCS

.11**

-

3. POS

-.13**

-.78**

-

4. Engagement

.21**

-.08*

.18**

-

M

0.69

2.17

2.25

2.53

SD

0.65

1.74

1.87

1.56

Note. N = 630. IE = Ideological extremity; PCS = Preference for closed SNSs; POS = Preference for open
SNSs; Engagement = Engagement on SNSs.
*p ＜.05, **p ＜ .01.

2) SNS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NS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념 극단성과 폐쇄형 SNS 선호도, SNS
관여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Table 2>의 모형 1에 나타나 있다. 연구가설 1에
서 예상한 대로 이념 극단성과 SNS 관여도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 .14,

p < .001). 그러나 폐쇄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 사이의 정적인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β = .06, p = .121). 따라서 연구가설 2-1은 지지되지 않았다. 모형 2에는 이
념 극단성과 개방형 SNS 선호도, SNS 관여도 변수가 투입되었다. 모형 2에서도 이념 극단성이
SNS 관여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어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β = .16, p < .001).
또, 개방형 SNS와 SNS 관여도 사이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 .08, p
= .050). 따라서 연구가설 2-2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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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User Engagement on SNSs (S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Age

-.20***
(.01)

-.14***
(.01)

-.20***
(.01)

-.14***
(.01)

Gender

-.02
(.11)

-.02
(.11)

-.01
(.11)

-.01
(.11)

Education

.04
(.11)

.02
(.11)

.04
(.11)

.02
(.11)

Income

-.08†
(.02)

-.08*
(.02)

-.08†
(.02)

-.08*
(.02)

Online News Activity

.26***
(.09)

.25***
(.09)

.27***
(.09)

.26***
(.09)

Political Interest

-.02
(.06)

-.04
(.06)

-.03
(.06)

-.04
(.06)

SNSs use time

.09**
(.00)

.09**
(.00)

.10**
(.00)

.09**
(.00)

IE

.14***
(.09)

.16***
(.09)

.15***
(.09)

.16***
(.09)

PCS

.06
(.03)

-

.07†
(.03)

-

POS

-

.08*
(.03)

-

.07†
(.03)

IE × PCS

-

-

.07*
(.05)

-

IE × POS

-

-

-

-.08*
(.04)

R2

.17

.17

.17

.17

Note. N = 630. Gender: male = 1, female = 2; IE = Ideological extremity; PCS = Preference for closed SNSs;
POS = Preference for open SNSs; Engagement = Engagement on SNSs.
†
p ＜.10, *p ＜.05, **p ＜ .01, ***p ＜ .001.

연구가설 3-1과 3-2는 이념 극단성과 특정 SNS 유형에 대한 선호가 상호작용하여 SNS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3에는 이념 극단성과 폐쇄형
SNS 선호도의 상호작용항을, 모형 4에는 이념 극단성과 개방형 SNS 선호도의 상호작용항을
각각 투입하였다. 예상대로, 모형 3에서 이념 극단성과 폐쇄형 SNS 선호도의 상호작용항은
SNS 관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β = .07, p = .047). 한편, 모형
4에서는 이념 극단성과 개방형 SNS 선호도의 상호작용항이 SNS 관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났다(β = -.08, p = .015).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Figure 1>과 같
다. <Figure 1(a)>는 이념 극단성 수준에 따라 폐쇄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타내고 있다. 이념 극단성이 높은 경우에는 폐쇄형 SNS 선호도와 SNS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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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념 극단성이 낮은 경우
에는 폐쇄형 SNS 선호도와 상관없이 SNS 관여도가 낮게 유지되었다. 반면, 이념 극단성과 개
방형 SNS 선호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Figure 1(b)> 참조). 이념 극단성이
높은 경우에는 개방형 SNS 선호도와 상관없이 SNS 관여도가 높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념 극
단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개방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로써 이념 극단성이 특정 SNS 유형에 대한 선호도와 상호작용하여 SNS 관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연구가설 3-1과 3-2는 지지되었다.

Note. IE = Ideological extremity; PCS = Preference for closed SNSs; POS = Preference for open SNSs;
Engagement = Engagement on SNSs.

Figure 1. Interaction effect of ideological extremity and SNS type

5. 결론
본 연구는 SNS 관여가 청중의 존재를 염두에 둔 이용자의 의견 표현 행위라는 점에 주목해 이념
극단성과 SNS 유형이 SNS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SNS 유형을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대한 이용자 선호가 SNS 관여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
지 분석했다. 또, 이념 극단성과 각 SNS 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상호작용하여 SNS 관여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검증했다. 연구결과, 이념 극단성과 SNS 관여도 사이에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NS 유형과 관련해, 개방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 간에 정적인 상
관관계가 발견됐지만, 폐쇄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SNS 유형과 SNS 관여도 사이의 관계는 이념 극단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했을 때, 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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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나타냈다. 폐쇄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의 정적인 관계는 이념 극단성이 높은 조건
에서 선명하게 나타났고, 개방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의 정적인 관계는 이념 극단성이 낮은
조건에서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념 극단성이 높은 이용자는 개방형 SNS 선호도 수
준과 관계없이 항상 높은 관여도를 나타내 개방형 SNS 이용과 SNS 관여도 사이의 정적인 관계
는 이념적으로 온건한 이용자들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SNS 관여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자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청중의 성격에 주목
했다. SNS 관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이용자의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속성이나
(Al-Rawi, 2019; Berger & Milkman, 2012; Campo et al., 2013; Harcup & O’Neill,
2017), 커뮤니케이션 채널(Berger & Iyengar, 2013), 이용자 동기(Berger, 2014) 등에 관
심을 가져왔다.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송신자와 메시지, 채널의 역할은 중요하
다. 그러나 혼잣말이나 일기와 같은 개인 내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면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는 청중이 존재하며, 잠재적 청중에 대한 고려는 송신자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ernstein, Bakshy, Burke, & Karrer, 2013). 송신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
지는 순간부터 청중을 염두에 두게 되므로, 상대가 한 명인지 대규모 집단인지, 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인지 낯선 사람인지 등 청중의 성격은 메시지 전달 여부와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중에 대한 고려가 SNS 이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주목함으로
써 잠재적 청중의 차이에 따른 SNS 관여 과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NS 이용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하는 SNS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SNS 이용자의 행동을 보다 정확히 설
명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Kim & Lee, 2016; Ruths &
Pfeffer, 2014). 우리는 플랫폼에 따라 청중의 성격이 달라지는 SNS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고려해 SNS 관여 행동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SNS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
도록 개방된 정도에 따라 SNS 유형을 구분했다. 실제 청중과 이용자의 청중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폐쇄형 SNS와 청중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개방형 SNS에 대한 논의를
통해 SNS 이용자 관여 행동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예상대로 개방형 SNS와 SNS 관여도 간
에는 정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유대감과 동질성은 대인 간 정보 공유를 예측
하는 변인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Bakshy et al., 2012; Brown & Reingen, 1987;
Chu & Kim, 2011; Dellande et al., 2004).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유대감과 동질성이
약한 개방형 SNS에서 이용자 관여도가 낮을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
만 서로 다른 SNS 유형에 대한 선호가 반드시 SNS 관여에 정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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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폐쇄형과 개방형 SNS는 제공되는 기능과 청중의 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용자
는 자기 나름의 청중을 활성화하여 관여 행동을 결정하므로(Litt & Hargittai, 2016), 각 유
형에 대한 이용자 선호는 각자 독립적인 경로를 거쳐 SNS 관여도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는 개방형 SNS 이용자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중을 가정하거나 정보의 영향력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관여 행동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개방형 SNS를 선호할수록 SNS 관여도가 높을 것으
로 가정했다. 연구결과는 개방형 SNS 이용이 폐쇄형과는 다른 고유한 과정을 통해 SNS 관여도
와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한다. 또, 이러한 관련성이 정치적으로 온건한 이용
자들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상과 달리 폐쇄형 선호도와 SNS 관여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소수의 청중에 대한 고려가 관여 행동의 제약으로 작
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성향이
있지만(Chiou & Lee, 2013) 청중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청중의 수가 적을 때는 자기 중심
적 성향이 완화되고(Alicke & Govorun, 2005) 대화 상대를 고려한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다
(Bernstein et al., 2013). 폐쇄형 SNS의 청중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식별가능한 친구들로 구
성되어 있는데, 청중을 특정할 수 있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Gudykunst & Shapiro, 1996) 상대에게 유용한 정보인지 고려하여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Barasch & Berger, 2014). 또, SNS에서 공유되는 정보에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섞여 있으므로(Valeriani & Vaccari, 2016)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폐쇄형
SNS 이용자들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데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화
를 자제함으로써 상대와의 갈등과 그로 인한 불편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Ulbig & Funk,
1999). 이념 극단성이 낮은 이용자들이 폐쇄형 SNS를 주로 이용할 때 SNS 관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를 여론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론 해석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의 활용은 여론조사의 약점을 보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주목받아 왔다(Anstead & O’Loughlin, 2015). 현대의 여론
조사는 여론을 개인 의견의 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Allport, 1937),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
는 여론의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기 어렵다(Blumer, 1948). 반면, ‘좋아요’나 댓글, 리트윗 수
같은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는 청중을 전제로 한 공개적 의견 표현이자, 이용자 간 상호작용 과
정을 반영한다(McGregor, 2019). 이러한 점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는 여론의 한 형태로
서 활용될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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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여론 해석을 위해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대표성이 없고, 조작이 가능하며, 양극화된 의견에 확성기를 제공하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McGregor, 2019). 본 연구에서 이념 극단성은 모든 모형에서 SNS 관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들의 SNS 관여는 폐쇄형 및 개방형 선호
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극단성이 낮은 사람들의 관여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다. 즉, 이념 극단
성이 높은 사람들은 폐쇄형 SNS를 선호할수록 관여도가 증가하고, 개방형 SNS 선호도와 관계
없이 항상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내에서 극단적인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SNS상의 논의를 전반적인 여론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도, 소수의 극단적 목소리가 대화 공간을 지배하는 상황
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온라인 공간이 열린 공론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폭넓은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Zamith & Lewis, 2014). 하지만 연구결과는 실제 온
라인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모습을 나타낸다
(Papacharissi, 2002). 특히 이념 극단성이 높은 사람들은 전통 미디어에 반대하면서 반미디
어(countermedia) 콘텐츠 확산을 주도하거나(Hopp et al., 2020) 오정보 소비와 공유에 참
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Grinberg, Joseph, Friedland, Swire-Thompson, &
Lazer, 2019; Guess, Nagler, & Tucker, 2019) 이들의 SNS 관여도가 높은 것을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일회적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특성상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념 극단성이
SNS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지만 SNS 관여도가 다시 이념 극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SNS가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소통만 강화하고 이견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 기회는 최소화해 SNS를 이용할수록 정치적으로 극단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Levy,
2021; Xu et al., 2020; Yarchi et al., 2020). 특히 대인 관계의 친밀감, 호감, 지각된 유사
성 등은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고(Brown & Reingen, 1987; Simons, Berkowitz, &
Moyer, 1970) 전반적 여론에 대한 평가보다는 친구나 가족 등 개인적 관계 내의 다수 의견이
더 중시되기 때문에(Salmon & Kline, 1983), 폐쇄형 SNS 내의 극단적 목소리가 갖는 영향
력은 커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념적 성향이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의 내재적 속성 중 하나
라는 점에서 이념 극단성이 소셜미디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
으나, 후속연구에서는 SNS 이용과 정치적 극단화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에 대해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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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2차 자료 이용에 따른 한계점도 있다. 연구에서 가정한 SNS 이용자의 청중 인식과 SNS
친구 수 등 주요 개념을 연구모형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개선할 부분이다. 네트
워크의 크기는 실제보다 지각된 크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으므로(Cappella,
2017) 이용자가 지각한 네트워크 크기와 SNS 관여도의 관계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 본 연
구에서는 SNS 유형을 플랫폼이 제공하는 친구 맺기 방식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했으
나 이용자들이 실제 자신의 청중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른 분석도 가능하다. 개방형 SNS 환
경에서도 이용자의 SNS 친구목록은 오프라인 친구목록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boyd
& Ellison, 2008; Pempek, Yermolayeva, & Calvert, 2009) 후속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실
제 SNS 친구 수, 청중 인식 등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각 개념 간의 구체적 관계와 영향
력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SNS상의 이용자 관여를 뉴스 관련 행위로 제
한해 추가적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념 극단성이 SNS 관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정치 등 시사 관련 정보와 취미나 오락 관련 정보에 대한 이용자 관여는 다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SNS에서 공유되는 정보 안에 뉴스와 사적인 대화, 토론과 잡담이 섞여 있다
는 점에서(Wojcieszak & Mutz, 2009) 뉴스와 다른 정보에 대한 관여 행동을 구분하지 않았
다. 연구결과는 연구자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뉴스 관여도를 직접 측정해 이
념 성향 및 SNS 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용자 관여가 청중을 전제로 하는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해 이
용자의 이념 극단성과 SNS 플랫폼 유형이 이용자 관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각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관여 양상이 이념 극단성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이념 극단성이 플랫폼 유형과 상관없이 소셜미디어 관여를 설명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를 여론으로
해석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언론이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해
여론을 해석하게 되면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극단적 목소리가 여론을 대변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여론 해석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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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여론으로서의 소셜미디어
이념 극단성과 SNS 유형, 이용자 관여의 관계에 대한 분석
유효선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박통합과정)
이재국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오늘날 언론은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를 통해 여론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대표
성이 부족하고 양극화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 누가 어떤 상황에 의
견을 표현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는 공감 및 추천, 댓글,
공유 등 관여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본 연구는 SNS 관여가 청중의 존재를 염두에 둔 이용
자의 의견 표현 행위라는 점에 주목해 이념 극단성과 SNS 유형이 SNS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자 했다. 이를 위해 SNS 유형을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대한 이용자 선호가 SNS 관여
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분석했다. 2016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 이념 극단성
과 SNS 관여도 사이의 정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SNS 유형과 관련, 개방형 SNS 선호도와 SNS 관
여도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됐지만 폐쇄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또, 이념 극단성과 각 SNS 유형에 대한 선호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폐쇄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의 정적인 관계는 이념 극단성이 높은 조건에서, 개방형 SNS 선호도와 SNS
관여도의 정적인 관계는 이념 극단성이 낮은 조건에서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이념 극단성이
높은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 대화를 주도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를 여론
해석에 활용하는 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 여론, 이용자 관여, 이념 극단성, 폐쇄형 SNS, 개방형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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