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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용과 선거캠페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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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소셜(social)의 의미가 함축하듯이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은 사적 친교에 토대
한 ‘개인 중심성’과 ‘연결망 확장성’의 특징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집단 
귀속에서 벗어나 개인 친교를 확장하는 네트워킹 기반의 소통이 일상에서 실시
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대 총선을 사례로 SNS 선거캠페
인 효과를 분석한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선거운동기간의 SNS(트위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캠페인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
는 후보의 트위터 활동 유형을 분류한 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 특
성 변수와 선거구 특성 변수를 조합하여 SNS 효과를 집단간에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실험적인 분석으로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트위터 캠페인
이 후보와 선거구 변수와 결합해서 득표율과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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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문제와 분석의 시각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국경을 넘어 빠른 속도로 확

장되기 시작한 이래 뉴미디어 생태계는 눈부시게 다변화되었다. 국내 변화상을 

일별하면 2000년대 들어서는 웹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 깊게 정초되었고, 동시에 

큰 규모의 웹사이트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싸이월드와 블로그 같은 1인 미

디어가 득세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10년대에 들어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중심으로 1인 미디어 시장이 재편되

었다. 그리고 근래에는 모바일 혁명에 편승하여 개인 취향별로 다양한 1인 미디

어가 탑재되면서 다면적으로 실시간 소통을 촉진하고 있다(조희정, 2013). 

소셜(social)의 의미가 함축하듯이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은 사적 친교에 토대

한 ‘개인 중심성’과 ‘연결망 확장성’의 특징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집단 

귀속에서 벗어나 개인 친교를 확장하는 네트워킹 기반의 소통이 일상에서 실시

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매스미디어 기반의 집체적 소통과

는 현격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그만큼 미디어 이용자의 시민 정체성과 사회적 

자아(social ego)가 크게 신장되었음을 함의한다(임혁백 외, 2016). 아울러 개인

간 연결과 상호의존을 촉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뉴미디어 발전이 이러한 변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디어 기술과 이용자 권능(empowerment)의 발전이 정치과정

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사회과학의 중요한 논제로 여겨진다. 일찍이 

샤피로(Shapiro, 1999)가 두 요인이 사회정치적 변화에 미치는 파급을 ‘통제혁

명’(control revolution)이라고 주장했듯이,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대중과 분리되

었던 기성 사회 엘리트들이 대중의 통제-감시와 상호작용 등- 아래 정치과정을 

재구조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그 범위와 

방식은 기술과 정치의 상호 수용성 수준에 달려 있다. 

이후 SNS가 부상하는 환경에서 카스텔(Castells, 2009)은 이런 통제혁명의 흐

름을 네트워크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로 이념화했고, 브런스(Br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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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는 통제혁명의 핵심 기능을 게이트와칭(gate-watching)이라고 명명했다. 

즉 고립된 개인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로 연결된 비판적 시민들이 통제혁명의 주

체로서, 기성 언론과 대의정치 집단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을 상쇄하는 게

이트워킹을 통해 주도적으로 정치과정의 재구조화와 사회변화를 추동해간다는 

것이다. 특히 서키(Shirky, 2010)는 웹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개인 기반의 소셜네

트워크로 무게중심이 이동함으로써, 개인 수준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행위의 효능

감이 유례없이 증대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SNS 매개 정치의 순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

원태(2010)는 해외의 SNS 선거캠페인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SNS는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SNS는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유사한 이념이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을 효

율적으로 연결하고 조직화하는 비용을 크게 절감시킨다. 둘째, SNS를 매개로 이

용자들이 감정 공유를 토대로 사회이슈 형성을 촉진하는 이른바 정치의 일상화

를 보편화시킬 수 있다. 생활이슈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은 정치참여 주도권을 

기존 제도정치와 대중매체에서 일반 시민과 유권자들로 옮겨가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선거 공간에서 유권자들의 자발적 정치참여는 아래로부터의 의제설정을 통

해 선거정치를 재편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단분극화(group 

bipolarization)의 문제가 동반되기도 하지만,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 관심도와 

효능감이 크게 증대하게 된다. 

SNS 매개 정치에서 매우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선거캠페인이다. 특히 선거결

과에 대한 SNS의 실증적 효과 여부는 크게 이목을 잡아당긴다. 즉 전통적인 선

거결과 결정요인의 범주에 SNS가 포함될 수 있는지, 나아가 그렇다면 그 영향력

의 강도는 어떤 수준인지가 분석주제로 탐문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

존의 선거 연구가 주로 후보와 선거구 특성을 주된 요인으로 고려해왔다는 점에

서, 유권자 참여와 연동된 SNS 캠페인 전략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여부

는 상당히 흥미로운 논제로서, 선거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장우영·류석진, 2013; 장우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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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SNS 캠페인 효과 분석은 빅데이터(big data) 환경에 대한 학문적 적응

과 적실한 활용을 요한다. 대개의 경험적 선거 연구들이 유권자 설문조사와 같은 

응답자 진술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대표적인 연구들

(하승태, 2012; 이창호·정낙원, 2014; 도묘연, 2015; 박세미·황하성, 2016)을 살

펴보면 주로 유권자의 SNS 이용도나 신뢰도를 변수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데이터 기반의 경험적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SNS는 개인과 개인 간의 데이터 유통의 핵심 채널로

서, 실시간의 빅데이터 흐름과 활용 속에서 SNS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포착하고 변수로 조작

함(operating)으로써 후보와 유권자를 가교하는 빅데이터 분석의 효용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첨언하면 국내 사회과학계의 빅데이터 분석이 주로 추세분석에 머물

러 있다는 현실도 적실한 빅데이터 분석모형의 탐구를 고무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대 총선을 사례로 SNS 선거캠페인 효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트위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캠페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장우영·류석진(2013) 및 장우영

(2017)외에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빅데

이터 기반의 경험적 분석을 발전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대 총선에서 트위터 캠페인에 참가한 후보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플랫폼별로-트윗, 활동기간, 팔로어, 리트윗- 정량화하였다. 

다음으로 이 중 후보 캠페인에 해당하는 트윗과 활동기간을 기준으로 SNS 캠페

인 활동을 유형화하였다. 부연하면 트윗과 활동기간은 균일한 분포를 보인 반면, 

유권자 캠페인에 해당하는 팔로어와 리트윗은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아 유형화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이어서 각 유형별로 후보 특성 변수와 선거구 특성 변

수를 조합하여 SNS 효과를 집단간 비교분석하였다. 후보 특성 변수로는 현직 여

부, 소속 정당, 정당 규모, 이념, 소득수준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선거구 특성 변

수로는 수도권 여부, 지역주의 여부, 재정자립도를 활용하였다. 요컨대, SNS 활

동 유형을 이러한 두 차원의 전통적인 변수군과 개별적으로 조합하여 득표율과 

당선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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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전략 

1. 20대 총선 트위터 캠페인 현황 

20대 총선에서 트위터 캠페인에 참가한 후보들은 612명으로 집계되는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중 수도권 선거구 입후보자는 329명, 비

수도권 입후보자는 28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트위터 캠페인 참여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정당의 경우 더

민주당(206명), 새누리당(186명), 국민의당(103명), 정의당(25명) 순으로 나타나 

양대 정당과 제3당 중심으로 트위터 캠페인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당선자수를 기준으로 양대 정당의 점유율이 각각 46.5%(더민주당)와 39.0%(새누

리당)로 나타나 트위터의 선거캠페인 활용과 수혜가 이들에게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이 호남지역 후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트위터 

캠페인을 수행했지만, 전체적으로 양당 외의 군소정당들과 무소속의 트위터 캠페

인 활동과 수혜는 저조하였다. 

소속정당
트위터 캠페인 참가 후보

후보수(%) 당선자수(%)

새누리당
수도권 99 (16.1) 31 (13.9)

비수도권 87 (14.2) 56 (25.1)

더민주당
수도권 113 (18.4) 78 (34.9)

비수도권 93 (15.1) 26 (11.6)

국민의당
수도권 66 (10.7) 2 (0.8)

비수도권 37 (6.0) 18 (8.0)

정의당
수도권 12 (1.9) 1 (0.4)

비수도권 13 (2.1) 1 (0.4)

<표 1> 20대 총선 트위터 캠페인 현황



｜ 58 ｜ 연구방법논총 ｜ 2017년 봄호 제2권 제1호

2. 비교집단의 유형화와 분석방법

SNS 캠페인 집단을 유형화할 수 있는 변수는 후보자 캠페인을 지시하는

(indicating) 선거트윗수와 트위터 활동기간, 그리고 유권자 캠페인을 나타내는 

선거팔로어수와 리트윗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변수들의 평균값과 중

앙값, 그리고 분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후보자 측면의 선거트윗수의 

평균값은 37.96회, 중앙값은 17.00회이다. 그리고 트위터 활동기간의 평균값은 

53.19개월, 중앙값은 60.00개월이다. 이 변수들의 분위수를 살펴보면, 중앙값을 

기준으로 최대값과 최소값 양측으로 균등한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권자 측면의 선거팔로어수의 평균값은 158.41회, 중앙값은 19.00회

이다. 그리고 리트윗수의 평균값은 1,179.47회, 중앙값은 30.50회이다. 이 변수

들의 분위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값들이 최대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분

포가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정당
수도권 19 (3.1) 0 (0.0)

비수도권 8 (1.3) 0 (0.0)

무소속
수도권 20 (3.2) 2 (0.8)

비수도권 45 (7.3) 8 (3.5)

합계 612 (100.0) 223 (100.0)

구분 평균값 중앙값 분위수

후보 

캠페인

선거트윗수(회) 37.96 17.00

최대값 574.0

75% 45.0

50% 17.0

25% 0.0

최소값 -104.0

트위터 53.19 60.00 최대값 850.

<표 2> 트위터 변수의 평균값, 중앙값 및 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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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유형화할 경우 집단별로 균등하게 

표본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집단 간의 평균 혹은 빈도의 차

이를 비교할 때, 각 집단의 규모가 유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

하면, 집단의 유형화는 평균값과 중앙값의 차이가 적고, 중앙값 보다 높은 값과 

낮은 값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선거트윗수와 트워터 활동기간을 기준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거트윗수 20회를 기준

으로 집단을 유형화하고, 트위터 활동기간은 60개월을 기준으로 집단을 유형화

하고자 한다. 이 분류 기준은 평균값과 중앙값, 그리고 개별 변수의 분포를 고려

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것이다. 이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면, <표 2>과 같은 집

단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각 집단의 유형별 표본의 분포는 비교적 균일하게 분

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선거트윗수가 많고 트위터 활동기간이 긴 제1유

형(n=140), 선거트윗수가 적고 트워터 활동기간이 긴 제2유형(n=171), 선거트윗

수가 많고 트위터 활동기간이 짧은 제3유형(n=143), 선거트윗수가 적고 트위터 

활동기간이 짧은 제4유형(n=158)으로 구분된다.

활동기간(월)

75% 70.0

50% 60.0

25% 49.0

최소값 0.0

유권자 

캠페인

선거팔로어수(회) 158.41 19.00

최대값 7,759.0

75% 97.5

50% 19.0

25% 3.0

최소값 -981.0

리트윗수(회) 1179.47 30.50

최대값 53,517.0

75% 450.0

50% 30.5

25% 0.0

최소값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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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12
선거트윗수

20회 이상 20회 미만

트위터 

활동기간

60개월 이상
n=140 n=171

n=311
<제1유형> <제2유형>

60개일 미만
n=143 n=158

n=301
<제3유형> <제4유형>

n=283 n=329

<표 3> 비교집단의 유형화

이 연구에서는 SNS 활동 유형과 후보자 및 선거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

해서 이 변인들이 득표율(비율척도)과 당선여부(명목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득표율은 분산분석(집단 간의 평균 차이 분석)을 수행하고 

사후검증을 위해 던칸 테스트(duncan test)를 병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선여부

는 분석(집단 간의 빈도 차이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특성 선거구 특성

현직 여부 (19대 현직 / 19대 비현직)
소속 정당 (새누리당 / 기타) 
정당 규모 (대정당 / 군소정당) 
이념 (보수 / 진보)
소득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수도권 여부 (수도권 / 비수도권) 
지역주의 여부 (영호남 / 기타)
재정자립도 (30% 이상 / 30% 미만)

<표 4> 후보자 및 선거구 특성 변수

우선 후보자 특성에서는 현직, 여야, 소득, 정치이념, 정당규모의 측면에서 분

석하고자 한다. 우선 현직에서는 19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과 아닌 경우로 구분

하고, 여야에서는 새누리당과 그 외 정당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소득에서는 후보

자의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10억원 미만인 경우로, 이념은 보수와 진보, 

정당규모는 양대 거대정당(새누리당과 민주당) 및 그 외의 군소정당으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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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구 특성에서는 선거지역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정자립

도는 30% 이상인 지역구와 30% 미만인 지역구로, 그리고 지역주의는 영호남 지

역주의와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해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SNS의 활동유형과 후보자의 특성 및 선거구 특성이 결합

하여 득표율과 당선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즉 단순히 SNS 활동이 득표율과 당선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특성과 선거구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조건에서 득표율과 당

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소득과 재정자립도의 구분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의 

평균값이 2,699.0백만원이고, 중앙값이 770.5백만원이다. 따라서 소득의 1,000백

만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의 경

우 평균값이 29.56%이고, 중앙값이 24.40%이기 때문에 30%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평균값 중앙값 분위수

소득(백만원) 2,699.0 770.5

최대값 263,773.0

75% 1,803.2

50% 770.5

25% 352.4

최소값 -1,418.0

재정자립도(%) 29.56 24.40

최대값 60.0

75% 39.6

50% 27.4

25% 19.5

최소값 5.6

<표 5> 소득과 재정자립도의 평균값, 중앙값 및 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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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NS 활동 유형별 집단간 비교분석 

SNS를 활용한 후보자의 평균 득표율은 33.67%이고, 제1유형의 득표율은 

38.84%, 2유형은 31.93%, 3유형은 32.86%, 그리고 4유형은 31.76%이다. 분산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제1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지만, 2유형, 3유형, 4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F=5.71, prob=0.0007). 

한편 SNS 유형별로 당선여부를 살펴보면, 제1유형에서는 당선자의 분포(75명)

가 높다. 그러나 제2유형과 제3유형과 제4유형의 경우는 낙선자(각각 109명, 

102명, 113명)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25.7905, 

df=3, prob=0.00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트위터 활동기간이 많아야 할 뿐 아니라, 선거

트윗수가 많아야 득표율와 당선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트위터 활동기간이 짧거나 선거트윗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득표율과 

당선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유형의 SNS 활동

만이 득표율과 당선여부를 결정짓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득표율
당선여부

전체 당선 낙선

전체 33.67 612
(100.0)

223
(100.0)

389
(100.0)

1유형 38.84a  140
(22.9)

75
(33.6)

65
(16.7)

2유형 31.93b  171
(27.9)

62
(27.8)

109
(28.0)

3유형 32.86b  143
(23.4)

41
(18.4)

102
(26.2)

<표 6> SNS 유형별 득표율 및 당선여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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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 특성 요인 

1) 현직

19대 현직 여부(2개 집단)와 SNS 유형(4개 집단)을 통합해서 모두 8개 집단

으로 구분했다. 현직의 경우 SNS 유형에 따른 득표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현직이 아닌 경우 제1유형(33.83%)이 제2유형(24.62%)과 제4유형

(26.16%)에 비해서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3유형(29.54%)은 

SNS 유형에 따른 득표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32.18, prob= 

0.0001).

이러한 경향은 당선여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현직인 경우는 

SNS 유형에 따라 당선여부의 차이가 없는 반면, 비현직인 경우는 낙선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1.251, df=7, prob=0.00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득표율과 당선여부에는 SNS 활동유형 보다는 현직/비현

직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비현직인 경우 트위터 

활동기간이 길고, 선거트윗수가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유형에 비해서 득표율

이 높게 나타났다.

4유형 31.71b  158
(25.8)

45
(20.2)

113
(29.0)

F값/ (prob) 5.71(0.0007) =25.7905, df=3, prob=0.0001

구분 득표율
당선여부

전체 당선 낙선

전체 33.67 612 223 389

<표 7> 현직 유형과 SNS 유형별 득표율 및 당선여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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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정당: 여야

여당인 경우 SNS 활동유형에 따라 득표율의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야당인 경우는 SNS 활동유형에 따라 득표율의 통계적 차이가 일부 

나타났다. 즉 야당인 경우 제1유형(37.49%)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득표율이 높

게 나타났고, 제3유형(30.90%)이 제2유형(24.48%)에 비해서 득표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F=18.98, prob=0.0001).

이러한 경향은 당선여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당인 경우는 

SNS 활동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당선의 빈도가 높은 반면, 야당인 경우는 SNS 

활동의 제1유형인 경우만 당선의 빈도(61명)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낙선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8.2677, df=7, prob 

=0.0001).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야당의 경우는 제3유형의 득표율이 제2유형 

보다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 후보자의 경우는 트위터 활동기간이 길어야 

하지만, 선거트윗수가 활동기간에 비해서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100.0) (100.0) (100.0)

19대

현직

1유형 45.91a 58
(9.5)

44
(19.7)

14
(3.6)

2유형 45.80a 59
(9.6)

45
(20.2)

14
(3.6)

3유형 46.52a 28
(4.6)

20
(9.0)

8
(2.1)

4유형 49.23a 38
(6.2)

26
(11.7)

12
(3.1)

19대

비현직

1유형 33.83b 82
(13.4)

31
(13.9)

51
(13.1)

2유형 24.62c 112
(18.3)

17
(7.6)

95
(24.4)

3유형 29.54bc 115
(18.8)

21
(9.4)

94
(24.2)

4유형 26.16c 120
(19.6)

19
(8.5)

101
(26.0)

F값/ (prob) 32.18(0.0001) =171.251, df=7, prob=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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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해 볼 때, 여당인 경우는 SNS 활동이 득표율과 당선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야당인 경우 트위터 활동기간이 길

수록, 그리고 선거트윗수가 많을수록 득표율과 당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정당 규모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같은 대정당의 경우는 SNS 활동유형에 따라 득표율의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소정당의 경우 제1유형(25.91%)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5.12, porb=0.0001).

그리고 당선여부에서는 대정당의 경우는 제1유형(61명)과 제2유형(54명)에서 

구분 득표율
당선여부

전체 당선 낙선

전체 33.67 612
(100.0)

223
(100.0)

389
(100.0)

여당

1유형 42.71ab 36
(5.9)

14
(6.3)

22
(5.7)

2유형 41.70ab 74
(12.1)

37
(16.6)

37
(9.5)

3유형 40.94ab 28
(4.6)

10
(4.5)

18
(4.6)

4유형 45.01a 48
(7.8)

25
(11.2)

23
(5.9)

야당

1유형 37.49b 104
(17.0)

61
(27.4)

43
(11.1)

2유형 24.48d 97
(15.9)

25
(11.2)

72
(18.5)

3유형 30.90c 115
(18.8)

31
(13.9)

84
(21.6)

4유형 25.91cd 110
(18.0)

20
(9.0)

90
(23.1)

F값/ (prob) 18.98(0.0001) =58.2677, df=7, prob=0.0001

<표 8> 여야 유형과 SNS 유형별 득표율 및 당선여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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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제3유형(37명)과 제4유형39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군소정당의 경우는 모든 유형에서 낙선의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98.8454, df=7, prob=0.00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대정당의 경우는 SNS 활동유형에 따라 득표율은 차이

가 없으나,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당선가능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반면 군소정당의 경우는 제1유형이 득표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실제 

제1유형의 SNS 활동을 하더라도 당선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이념

정치이념이 보수인 경우는 SNS 활동유형에 따른 득표율의 통계적 차이가 없

구분 득표율
당선여부

전체 당선 낙선

전체 33.67 612
(100.0)

223
(100.0)

389
(100.0)

대정당

1유형 44.19a 99
(16.2)

61
(27.4)

38
(9.8)

2유형 40.89a 108
(17.7)

54
(24.2)

54
(13.9)

3유형 39.50a 99
(16.2)

37
(16.6)

62
(15.9)

4유형 43.31a 86
(14.1)

39
(17.5)

47
(12.1)

군소

정당

1유형 25.91b 41
(6.7)

14
(6.3)

27
(6.9)

2유형 16.58c 63
(10.3)

8
(3.6)

55
(14.1)

3유형 17.92c 44
(7.2)

4
(1.8)

40
(10.3)

4유형 17.86c 72
(11.8)

6
(2.7)

66
(17.0)

F값/ (prob) 65.12(0.0001) =98.8454, df=7, prob=0.0001

<표 9> 정당규모 유형과 SNS 유형별 득표율 및 당선여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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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보인 경우는 제1유형(37.76%)이 다른 유형에 비해

서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보인 경우는 야당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제3유형(31.29%)이 제2유형(24.68%)에 비해서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2유형과 제4유형(25.21%) 간에는 득표율의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4.44, prob=0.0001).

당선여부에 있어서는 보수는 제2유형(40명)이 당선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1유형(15명), 제3유형(10명), 제4유형(28명)의 경우 당선 빈도

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진보의 경우는 제1유형(60명)에서 당선 빈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유형에서는 낙선의 빈도(각각 67명, 80명, 76명)가 높

게 나타났다(=52.9802, df=7, prob=0.00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정치이념 상 보수는 어떠한 SNS 활동유형을 갖더라도 

득표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다만 당선을 위해서는 제2유형

의 전략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진보의 경우는 SNS 활

동에 따라 득표율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선을 위해서는 

제1유형의 전략을 갖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득표율
당선여부

전체 당선 낙선

전체 33.67 612
(100.0)

223
(100.0)

389
(100.0)

보수

1유형 41.52a 40
(6.5)

15
(6.7)

25
(6.4)

2유형 39.80a 82
(13.4)

40
(17.9)

42
(10.8)

3유형 38.33a 32
(5.2)

10
(4.5)

22
(5.7)

4유형 41.01a 65
(10.6)

28
(12.6)

37
(9.5)

진보 1유형 37.76a 100
(16.3)

60
(26.9)

40
(10.3)

<표 10> 정치이념 유형과 SNS 유형별 득표율 및 당선여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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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수준 

후보자의 소득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SNS 활동유형에 따라 득표율의 통계

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1유형의 

경우 득표율(36.29%)이 그 외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10억원 미만이 경우는 제2유형(26.12%), 제3유형(30.09%), 제4유형(27.45%) 간

의 득표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0.14, 

prob=0.0001).

이는 당선여부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 소득이 10억원 이상

인 경우는 제1유형(32명), 제2유형(39명)에서 당선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반

면 제2유형(37명)과 제4유형(40명)에서는 낙선의 빈도가 높다. 그러나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1유형에서 당선과 낙선의 빈도가 동일하였고, 그 외의 유형에

서는 모두 낙선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8.8635, df=7, prob= 

0.00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후보자의 소득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SNS 활동유형

이 득표율과 당선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득표율과 당선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2유형 24.68c 89
(14.5)

22
(9.9)

67
(17.2)

3유형 31.29b 111
(18.1)

31
(13.9)

80
(20.6)

4유형 25.21c 93
(15.2)

17
(7.6)

76
(19.5)

F값/ (prob) 14.44(0.0001) =52.9802, df=7, prob=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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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득표율
당선여부

전체 당선 낙선

전체 33.67 612
(100.0)

223
(100.0)

389
(100.0)

10억

이상

1유형 42.89a 54
(8.8)

32
(14.4)

22
(5.7)

2유형 39.19ab 76
(12.4)

39
(17.5)

37
(9.5)

3유형 35.84b 69
(11.3)

26
(11.7)

43
(11.1)

4유형 37.97ab 64
(10.5)

24
(10.8)

40
(10.3)

10억

미만

1유형 36.29ab 86
(14.1)

43
(19.3)

43
(11.1)

2유형 26.12c 95
(15.5)

23
(10.3)

72
(18.5)

3유형 30.09c 74
(12.1)

15
(6.7)

59
(15.2)

4유형 27.45c 94
(15.4)

21
(9.4)

73
(18.8)

F값/ (prob) 10.14(0.0001) =48.8635, df=7, prob=0.0001

<표 11> 소득 유형과 SNS 유형별 득표율 및 당선여부 

(단위: %, 명)

2. 선거구 특성

1) 수도권 여부 

선거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보면, 수도권에서는 SNS 활동유형

에 따라 득표율의 통계적 차이가 있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득표율의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제1유형(37.95%)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유형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F=4.52, prob=0.0001).

한편 선거지역에 따른 당선여부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제1유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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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의 빈도(49명)가 높은 반면, 그 외 유형에서는 당선의 빈도가 상대적

으로 낮았다. 이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33.2841, df=7, 

prob=0.00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제1유형의 SNS 활동이 수도권에서만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1유형은 선거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당선의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1유형은 선거지역과 관계없이 당선가

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득표율은 수도권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구분 득표율
당선여부

전체 당선 낙선

전체 33.67 612
(100.0)

223
(100.0)

389
(100.0)

수도권

1유형 37.95a 89
(14.5)

49
(22.0)

40
(10.3)

2유형 29.11cd 88
(14.4)

25
(11.2)

63
(16.2)

3유형 31.10bcd 87
(14.2)

26
(11.7)

61
(15.7)

4유형 27.77d 65
(10.6)

14
(6.3)

51
(13.1)

비

수도권

1유형 40.39a 51
(8.3)

26
(11.7)

25
(6.4)

2유형 34.92abc 83
(13.6)

37
(16.6)

46
(11.8)

3유형 35.60ab 56
(9.2)

15
(6.7)

41
(10.5)

4유형 34.47abc 93
(15.2)

31
(13.9)

62
(15.9)

F값/ (prob) 4.52(0.0001) =33.2841, df=7, prob=0.001

<표 12> 선거지역 유형과 SNS 유형별 득표율 및 당선여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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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의 여부 

지역주의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그 외 지역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영호남 

지역주의인 경우는 SNS 유형별로 득표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호남 지역주의의 경우 제1유형(41.46%)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다른 유형 간에는 통계적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지역의 경우 제1유형(37.82%)과 제3유형

(32.08%)의 득표율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제1유형은 제2유형(30.75%)과 제4유형

(30.09%)과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2.18, prob=0.0001). 

한편 당선여부의 경우, 영호남 지역주의인 경우는 제2유형(25명)만 당선의 빈

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외 유형은 당선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제1유형(56명)은 당선의 빈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지역주의에 관계없이 제1유형은 득표율을 높이게 하고 

있다. 그리고 당선여부에서는 영호남 지역주의인 경우는 제2유형이, 그 외 지역

에서는 제1유형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득표율
당선여부

전체 당선 낙선

전체 33.67 612
(100.0)

223
(100.0)

389
(100.0)

영호남

1유형 41.46a 39
(6.4)

19
(8.5)

20
(5.1)

2유형 34.23bc 58
(9.5)

25
(11.2)

33
(8.5)

3유형 35.02bc 38
(6.2)

10
(4.5)

28
(7.2)

4유형 34.04bc 65
(10.6)

22
(9.9)

43
(11.1)

<표 13> 지역주의 유형과 SNS 유형별 득표율 및 당선여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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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가 30% 이상인 선거구에서는 제1유형(37.98%)이 그 외의 유형에 

비해서 득표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선거구에서는 제1유형(39.56%)이 제2유형(32.89%)과 제4유형

(31.87%)에 비해서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3유형(34.4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85, prob=0.0063).

한편 당선여부에서는 재정자립도의 유형과 관계없이 제1유형(각각 33명, 42

명)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당선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1유형을 

제외한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은 모두 당선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4133, df=7, prob=0.0002).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선거구에서는 제1유형의 SNS 활동

이 다른 유형 보다 득표율을 높이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선거구에서는 SNS 

활동유형별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자립도와 관계

없이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당선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1유형 37.82ab 101
(16.5)

56
(25.1)

45
(11.6)

2유형 30.75c 113
(18.5)

37
(16.6)

76
(19.5)

3유형 32.08bc 105
(17.2)

31
(13.9)

74
(19.0)

4유형 30.09c 93
(15.2)

23
(10.3)

70
(18.0)

F값/ (prob) 3.28(0.0020) =29.6130, df=7, prob=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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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득표율
당선여부

전체 당선 낙선

전체 33.67 612
(100.0)

223
(100.0)

389
(100.0)

30% 

이상 

1유형 37.98ab 64
(10.5)

33
(14.8)

31
(8.0)

2유형 30.54c 70
(11.4)

21
(9.4)

49
(12.6)

3유형 30.67c 60
(9.8)

19
(8.5)

41
(10.5)

4유형 31.47c 62
(10.1)

18
(8.1)

44
(11.3)

30% 

미만

1유형 39.56a 76
(12.4)

42
(18.8)

34
(8.7)

2유형 32.89bc 101
(16.5)

41
(18.4)

60
(15.4)

3유형 34.45abc 83
(13.6)

22
(9.9)

61
(15.7)

4유형 31.87c 96
(15.7)

27
(12.1)

69
(17.7)

F값/ (prob) 2.85(0.0063) =28.4133, df=7, prob=0.0002

<표 14> 재정자립도 유형과 SNS 유형별 득표율 및 당선여부 

(단위: %, 명)

Ⅳ. 결론 및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분석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활동유

형에 따라 득표율과 당선여부의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1유

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득표율과 당선여부에 있어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제2유형과 제3유형, 제4유형간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다. 따라서 득표율이 높고,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트윗수가 많고 트위터 활동기간을 많이 해야 한다.

둘째, 후보자의 특성이 반영된 경우, SNS 활동유형은 득표율과 당선여부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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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직인 경우, 여당인 경우, 

소득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보수인 경우, 대정당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득표율과 당선여부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비현직인 경우, 야당인 경우, 10억원 미만인 경우, 진보인 경우, 군소정당이 

경우는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득표율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야당인 경우는 제2유형 보다 제3유형이 더 적절한 전략

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선여부의 경우 야당인 경우, 10억원 미만인 경우, 진보인 

경우는 제1유형이 효과적인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현직과 군소정당은 어

떠한 SNS 활동유형을 선택해도 무조건 낙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거구 특성이 반영된 경우는 SNS 활동유형은 득표율과 당선여부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제1유형이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SNS 활동유형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당선여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없이 다만 

제1유형만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자립도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의에 관계없이 제1유형이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당선여부에서는 영호남 지역주의인 경우는 제2유형이, 그리고 그 외 지

역에서는 제1유형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득표율 당선여부

SNS 유형 제1유형이 유리 제1유형이 유리

후보자
특성

현직
현직여부가 중요
비현직은 제1유형이 유리

현직여부가 중요
비현직은 무조건 불리

여야

여당여부가 중요
야당은 제1유형이 유리, 
제2유형 보다 제3유형이 
유리

여당여부가 중요
야당은 제1유형이 유리

소득 10억원 이상이 중요 10억원 이상이 중요

<표 15> 분석결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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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SNS 상 선거트윗수가 많고 트위터 활동기간이 

많을수록 득표율과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과 당선여부

에는 후보자 특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NS 활동이 득표율과 당선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비현직, 야당, 10억 미만의 

소득, 진보, 군소정당인 경우는 SNS 활동이 득표율과 당선여부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 정치구조의 다원화

라는 관점에서 SNS 상의 선거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

겠다. 그리고 선거구 특성이 반영된 경우에도 제1유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SNS 

활동은 장기간 활동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거트윗수가 많은 것도 함께 중

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NS 활동에서 후보자 측면과 고려되고 있는데, 향후

에는 유권자의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팔로어와 리트윗을 활성화할 수 있

는 캠페인 전략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억원 미만은 제1유형이 
유리

10억원 미만은 제1유형이 
유리

정치이념
보수가 중요
진보는 제1유형이 유리

보수가 중요
보수는 제2유형이 중요
진보는 제1유형이 유리

정당규모
대정당이 중요
군소정당은 제1유형이 유
리

대정당은 제1유형과 제2유형
이 유리
군소정당은 무조건 불리

선거구
특성

선거지역

수도권에서만 제1유형이 
유리
비수도권에서는 차이 없
음

선거지역 관계없이 제1
유형이 유리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 
제1형이 유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차
이 없음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제1유형이 유리

지역주의
지역주의는 중요하지 않음
제1유형이 유리

영호남 지역주의는 제2유형
이 유리
그 외 지역은 제1유형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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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NS Use and Electoral Campaig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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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s social media communication clearly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entrism' and 'network extensibility' that are based on 
private friendship. In other words, networking based communication that 
extends individual friendship away from group is being performed in real 
time in everyday lif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SNS election 
campaign in the case of the Korean 20th general election. From a 
methodological point of view,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campaign 
effects using social media(twitter) big data of campaign period. 
Specifically, this study classifies the twitter activity types of candidates 
and then compares the social media effects among the groups by 
combining candidate characteristics and elector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election results. This research is an pilot study that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but it shows that the twitter campaign can 
affect the votes and winnings in combination with the candidate and 
elector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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