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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정치인들이 영상 기반의 소셜 미디어인

유튜브(YouTube)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유튜브가

정치적 지형과 공론장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유튜브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콘텐츠에만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선택편향이 강화되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위치와 특성에 따라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야당 정치인, 정치 경력이 짧은 정치 신인 등 기성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인들이 뉴미디어인 유튜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또 유튜브가 다른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캠페인(negative campaign)을 펼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8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20대 국회의원들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과 여기에 업로드된 영상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여당을 공격해 지지층을 이탈시킬 유인이 큰 제1야당

정치인들이 유튜브에서 다른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소 야당들은 네거티브

캠페인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이는 여당의 지지층을 이탈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네거티브 캠페인의 양이 증가할수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와

조회수가 증가했다. 즉 다른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정치인은 유튜브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튜브라는 미디어 환경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튜브에서의 네거티브 캠페인을 많이 벌일수록 정치인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이념 극단성이 낮은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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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를 할 때 언론보도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즉

평소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온 정치인들이

유튜브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기성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튜브라는 소셜 미디어가 정치

공론장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심화시키며, 중도적인 정치인 역시

네거티브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유튜브, 소셜 미디어, 미디어 정치, 정치인, 양극화, 선택편향,

네거티브 캠페인, 네거티브 광고

학   번 : 2017-2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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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해 왔다. 하나는 온라인 환경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온라인에는 펼쳐지는 논의의

장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성 정치 체제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소수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온라인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에 의해 자체적으로 의제가

설정되며, 기성 미디어에서 주목하지 못한 중요한 의제들이 주목을

받기도 한다(Neuman, Guggenheim, Jang, & Bae, 2014; Sayre, Bode, 

Shah, Wilcox, & Shah, 2010).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반영됨으로써 기성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민주적인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제시되었다(김학수, 오연호, 2003; 

Thorson, 2008). 온라인 공론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미디어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러한 활동이 새로운 정치적

결사체를 만드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온라인 환경은

엘리트가 주도해 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반면 인터넷의 발달이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선택편향의 문제를 지적한다(Sunstein, 2001). 

사람들은 백지 상태로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은 쉽게 버리기 어려우며, 자신의 생각을 반박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일정 부분 이에 수긍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을 반기고, 불일치하는 내용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온라인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준웅, 김은미, 문태준, 2005).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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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글쓰기 및 댓글과 관련된 정책을 변화시키면 토론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관리와

조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관리가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커뮤니티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적고 이에 수반되는 노력은 크기 때문이다. 주로 광고 수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서비스의 특성상 오히려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콘텐츠가 운영자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셜 미디어 환경은 이러한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가 범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을 접하지 않아도 된다. 설사 불편한 내용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클릭 한번으로 이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의

네트워크에 갇혀, 그 네트워크에서 소비되는 콘텐츠에만

노출된다(Bakshy, Messing, & Adamic, 2015).

이러한 변화는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돕는다. SNS 와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에서 이념적으로 유사한

사람들끼리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보다 과거에는 등장하기 어려웠던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유튜브(YouTube)가 대표적이다. 유튜브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하루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75.7 분에 달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60%가 검색엔진 대신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검색할

정도로 이제 유튜브는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잡았다(나스미디어, 2019).

그러나 유튜브의 정치 콘텐츠 중에는 다른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네거티브 콘텐츠 역시 넘쳐나며, 일부 유튜버들은 불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극단주의로 정치 세력화 되어 가고 있다. 

한국 유튜브 이용자의 30% 이상이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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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양정애, 오세욱, 2018). 이러한 점에서

유튜브를 통해 정치 콘텐츠가 유통된다는 사실은 현대 대의민주주의

정치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환경에서도 대중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있다. 정당

지도부나 당원들의 지지보다는 대중의 지지가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정치인들은 당내 입지보다는 미디어를 이용한

대중적 인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이규정, 2013; Iyengar & 

McGrady, 2007). 공천 과정에 여론조사가 포함되는 국민 경선이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원의 지지 이상으로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를 얻어야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문우진, 2011). 최근 한국 정치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적을 옮기고, 정당 사이에 다양한 합당 및 분당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정당정치의 약화 및 미디어 정치의 강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정치가 약화되면서 정치인들은 정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정치인들이 각종 소셜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며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정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까지 소셜 미디어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정책입장과 성향, 그리고 의정활동 등을 홍보하고

있다(Evans, Cordova, & Sipole, 2014; Kruikemeier, 2014). 이러한

시도는 유권자와 정치 엘리트의 소통을 진작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극단주의 성향의 정치 콘텐츠가

인기를 얻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인들 역시 다른 정치 세력이나

이념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타협적인 성향의 정치인보다는, 다른 정치세력을

공격함으로써 상대 세력의 지지층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지지층을

강화하려는 정치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미 인지도가 높고 정치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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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진 국회의원들보다는 의회에 입성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젊고 경력이 짧은 정치신인들, 그리고 행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여당보다는 여당의 권력을 공격할 유인이 많은 야당

의원들, 이념적으로 극단적이어서 소셜 미디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유리한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향후 정치 지형은 이념적으로 극단성과 네거티브

캠페인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라는 미디어

서비스가 민주주의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20 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분석해 소셜

미디어 공론장이 가지는 성격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튜브 정치 콘텐츠가

네거티브 캠페인을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직업 정치인들이 이러한 경향을 주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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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제 1 절 정치인의 미디어 노출

1-1. 언론의 보도 시스템 및 정치보도

출입처 시스템은 오랫동안 언론사가 뉴스를 생산하는 주된

방식이었으며,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왔다. 언론사가 출입처

시스템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이다. 고정적인 출입처를

갖고 있으면 언론사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뉴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뉴스가 나올만한 출입처에 기자들을 배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뉴스 거리가 될만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부기관, 

기업체 등은 언론의 주요 출입처로 유지되어 왔다(Tuchman, 1978).

출입처 시스템은 해당 기관들에게도 뉴스를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이 된다. 각 기관들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엠바고를 설정함으로써

관련 뉴스의 내용과 시점을 상당부분 통제할 수 있다. 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자 집단과 만나 라포(rapport)를 형성함으로써 출입처의

입장이 기사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출입처와 언론사 간 상호 이익 아래 출입처 시스템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뉴스를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자들은 출입처에서도 주로 고급 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소수의

취재원들을 집중 취재한다. 이러한 뉴스 생산 시스템은 미디어가 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취재원들의 목소리를 뉴스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편향을 그대로 전달하고, 나아가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유지시킨다는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다(Berkowitz, 2009; Schudson, 2012). 기득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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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기득권의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보도 부문에서는 항상 언론의 정치 병행성(political 

parallelism)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언론사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경우, 해당 후보에 대해 더욱 많이, 또 우호적으로

보도하게 된다(Gershon, 2012; Kahn & Kenney, 2002). 정치인과

정당은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한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정치인은 자신의 메시지를

우호적으로 보도해 줄 언론이 반드시 필요하다(Mancini, 2012). 언론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얻는 이점도 분명하다. 

언론은 정권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각종 특혜를 누리거나

정파성이 강한 독자들을 끌어들여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듯 특정 언론과 정당이 같은 정파성을 띠고 협력하는

언론의 정치 병행성 현상은 한국 언론에서도 관찰되어 왔다. 진보

언론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의 취재원을 많이 인용하고, 보수 언론은

보수적인 취재원을 많이 인용하는 식이다(최선규 등, 2012). 예컨대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과 중앙일보는 보수 정치 세력과 함께 재벌 규제에

반대하는 반면, 진보 언론인 한겨레, 경향신문은 재벌 규제에 찬성하는

논조가 강하다(김동률, 2009).  보수 언론은 보수 정당을, 진보 언론은

진보 정당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윤영철, 2000).  

정파성이 강한 언론은 해당 정치 세력에게 불리한 이슈는 아예 보도하지

않기도 한다(김수정, 정연구, 2011). 

그러나 정당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정치인 개인의 인지도가 보다 중시되는 최근에는 언론의 정치병행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영미권에서는 언론의 상업주의가 강화되고

언론인의 전문직주의가 자리잡으면서 정치병행성이 약화되어

왔으며(Hallin & Mancini, 2004; Van Kempen, 2006), 한국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중 언론인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16 대 국회 이후로 꾸준히

감소, 20 대 국회에서는 10% 미만에 그치는 등 정당과 언론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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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약화됐다(김세은, 2017). 단 이것이 언론의 정파성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과 언론사가 조직 수준에서 맺게

되는 연합은 약해졌지만, 언론사는 여전히 정파적인 독자들을 위해서,

또는 자극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서 강한 정파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당과의 직접적인 협력 관계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언론보도는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즉

언론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언행을 하거나 기사거리를 갖고 있는

정치인에 대해 더 많이 보도함으로써 수익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정당과 언론 간의 연합 관계보다 정치인 개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언론이 기성 정치인들을 보도하는 행태는 어떠한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 기성 정치인에 대한 보도량

출입처의 고위 관계자를 주요 취재원으로 삼는 언론의 보도

관행은 정치 분야 보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국회의원이 언론에

동일한 수준의 주목을 받지는 않는다. 어떤 정치인의 발언은 속보로

나가고 언론에 대서특필되지만, 어떤 정치인의 발언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을 때도 있다. 언론에 등장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치인은

대중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진, 또는 어떤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가장 확고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당직과 선수이다. 정치인이 당대표,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 각종

당직을 맡으면 주요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핵심 정보에 접근이

쉬워지기 때문에 언론은 이들의 언행에 주목한다(김성태, 김지윤, 2006; 

Cook, 1986; Van Aelst, Maddens, Noppe, & Fiers, 2008; Tre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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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또 선수가 높을수록 의회의 중진으로 각종 의사결정이나 다른

정치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높고, 정보력도 높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현정, 2015; Bennett, 2009; Graber, 

2001). 선수가 높은 의원들일수록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 또는 언론사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해왔을 가능성도 높다(Cook, 1986). 

정치인의 현직효과 역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언론은

도전자보다 현직 정치인에 대해 더 많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현직 의원의 득표율 상승으로도 이어진다(Prior, 2006). 현직에 있는

의원은 그가 현직에 있어 왔다는 이유로 언론에 더 자주 보도되고, 이에

따라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된다. 선거에서 도전자 위치에 있는 후보들은

대체로 선거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일이 적고, 따라서 인지도 자체가

낮다. 처음 공직에 도전하는 후보보다는 기존에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후보가 현직 효과에 따라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반면 여당 소속이라는 점은 언론에 보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심지어 야당 소속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보다 더 많이 보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현정, 2015; Schaffner & Sellers, 2003; Van Aelst, 

Maddens, Noppe, & Fiers, 2008).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갈등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속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와 여당의 권력을 비판하는 야당의 언행에 언론이 더

높은 뉴스 가치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성별이나 연령이 언론보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분분하다. 성별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대체로 여성 의원일수록 남성 의원보다 보도가 덜 된다고

결론지었다(Van Aelst, Maddens, Noppe, & Fiers, 2008; Midtbø, 

2011). 여성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소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남성 의원보다 정보력이 낮거나 리더십이 적다는 편견에 시달리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연령의 경우에도

보도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로 나뉘는데,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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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분석한 경우 젊은 의원들이 더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idtbø, 2011). 한편 한국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은 신문과

TV 보도 모두 젊은 의원들을 더 많이 보도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김성태, 김지윤, 2006; 김현정, 2015).

한편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은 언론보도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김성태, 김지윤, 2006; 김현정, 2015; Cook, 

1986; Fogarty, 2008; Squire, 1988, Sheafer, 2008).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그 영향력이 작다고 결론지었다(Arnold, 2004; Midtbø, 

2011; Tresch, 2009). 심지어 의정활동이 활발할수록 보도량이 적다는

연구도 있다(Sheafer, 2001; Tsfati, Elfassi & Waismel-Manor, 

2010). 즉 언론은 평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의정활동에 큰 관심이 없으며, 언론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것은 향후 국정 지지율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유력 정치인의 발언과 이합집산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의원이 자신의 본업인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유권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믿음을 반박한다. 언론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의원에 주목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수가 낮고 당직도 맡기 어려운 정치

신인들은 언론에 보도되기 위해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1-3. 정치 신인의 대언론 전략

정치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사가 보도할만한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보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정치신인은 일상적인

의정활동으로는 보도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이 원하는 형태의 활동을

함으로써 보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다(Gershon, 2012).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Gershon, 2012; Midtbø, 2011). 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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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만한 내용을 위주로 작성된 보도자료는 언론의 취재 비용을 현저히

줄여주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를 뉴스로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 기자회견

등 뉴스 가치가 있는 이벤트를 여는 것도 언론에 보도되기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이벤트는 기자들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고, 보도에

필요한 발언과 함께 영상 자료, 사진까지 제공할 수 있어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밖에 평소 기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잘 쌓아 놓는

것도 중요하다.

또 다른 전략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다 극단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다. 극단적인 성향의 발언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론에 뉴스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로

극단주의는 더 많은 보도를 받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ook, 

1986).

언론사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할 필요도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발행부수가 적은, 소규모 언론사일수록 정치인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rshon, 2012). 작은 언론사는 다양한

취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때문에 정치인이 언론에 우호적인 경우

보도해 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대형 언론사들은 정치인이

아니라도 다양한 취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소규모 언론사에 비해 취재

분야도 넓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정치 뉴스의 비중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기성 미디어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최근 정치 신인들이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더 있다. 바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면 기성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 자신의 메시지를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 

또 해당 미디어 플랫폼에서 메시지를 유통시켰을 때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치인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최근 많은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일반 이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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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정치 환경에서 언론에 보도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다음

장에서 소셜 미디어 환경의 특성과 이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소셜 미디어 환경

2-1. 선택편향과 양극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념적 편향에 일치하는 콘텐츠에만

노출되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현상은 디지털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 지적된다(Sunstein, 2001). 선택적 노출에 대한

논의는 1980 년대 케이블 TV 의 등장 당시에 시작되었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주요 공중파 3 사는 보다 치열한 시청률 경쟁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Baum & Kernell, 1999). 모든 시청자가

공중파 채널만을 시청하던 과거에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콘텐츠를

소비했으나, TV 채널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선택적 노출 현상은

정치적으로 부수적인 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뉴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많이 소비하게 되어 정치 지식 수준이

높아지지만, 예능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뉴스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에도 예능을 보기 때문에 정치 지식 수준이

낮아진다(Prior, 2005).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먼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 이용할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Henderson 과

Theodoridis(2015)는 2012 년 미국 대선과 2013 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의 정치광고를 피험자들에게 보여주고 원할 때 광고를 건너 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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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공화당 지지자인

피험자들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광고를 건너 뛰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화당 후보에 대한 광고를 건너 뛸 가능성이 높았다. 차이가 있다면

공화당 지지자가 민주당 후보의 광고를 스킵하는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또 공화당 지지자는 공화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광고를 스킵하고,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스킵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콘텐츠에 수동적으로 노출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주변 지인이나

소셜 미디어 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한 기사에 자주

노출된다(Singer, 2014). 페이스북에서 나타나는 선택적 노출 현상에

대한 연구(Bakshy, Messing, & Adamic, 2015)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맺고 있는 친구 관계와 이들이 공유한 뉴스 콘텐츠를 분석,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스 피드에 등장하는 콘텐츠에 이념적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보수적인 이용자가 보수적 뉴스에 비해 진보적인

뉴스에 노출될 확률은 5%에 불과했으며, 진보적 이용자가 진보적 뉴스

대비 보수적 뉴스에 노출될 확률도 8%에 그쳤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

내 지인은 자신과 유사한 이념 성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 공유받은 콘텐츠는 자신의 기존 생각을 지지하거나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내 알고리즘에 의해 이용자별로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이용자가 즐겨 본 콘텐츠나 검색한

내용과 유사한 콘텐츠를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성향이나 생각과 다른 내용의

콘텐츠를 접할 확률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Baresch, Harp, 

Knight, Yaschur, 2011). 보수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이용자는

계속해서 보수적 이념을 강화시키는 콘텐츠에 노출되고, 진보적 성향의

이용자는 계속에서 진보적 성향을 강화시키는 콘텐츠에만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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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노출 현상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이념적 성향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든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은 토론 과정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와 논박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과 유사한

사람들과 결집하는 경향이 강하다(신현기, 우지숙, 2011). 이처럼

의견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고 나면 이들은 논의 전보다

극단적인 견해를 형성하게 되는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 현상이

일어나는데, 온라인상에서 특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보만 취사선택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논의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2-2. 정치인의 소셜 미디어 이용

오늘날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누구나 콘텐츠 공급자로 나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독점적으로 뉴스를 공급함으로써 의제와 프레임을

설정했던 기성 언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Papacharissi, 2002). 

신문이나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소수의 언론사들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누구나

토론을 시작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신문, TV 등 기성 언론에

비해 소셜 미디어에서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저히

낮으며,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콘텐츠 공급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어도, 자본이 많지 않아도 콘텐츠

생태계에서 경쟁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점점 더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콘텐츠 공급자로 나서고 있다. 

단 소셜 미디어가 완전히 평등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평범한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온라인 공론장에서

발언권이 평등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온라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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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체 이용자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블로그를 분석한

연구(Hindman, 2009)에 따르면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탑 블로거(top 

blogger)들은 평균적으로 기존 언론의 칼럼 필자들에 비해 더 교육

수준이 높아 엘리트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이용자들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트위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이용자가 전체의 1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 

Haddadi, Benevenutoz, & Gummadi, 2010). 즉 소수가 의견을

개진하면 다수의 이용자는 이에 반응하거나 그 메시지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의견을 내고

자유롭게 토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기성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팔로워(follower)를 확보한

오피니언 리더로 인정받게 되면 그는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처럼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수익을 분담하는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소셜 미디어 활동 자체가 수익으로 연결된다. 

정치인들은 수익창출 대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다. 양극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인들은 이념적으로

중도적인 유권자보다 극단적인 유권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TV 를 중심으로 한 정치광고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보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Patterson & MacClure, 1976). 그러나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여러 콘텐츠에 노출되는 TV 와 달리,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는 선택적 노출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선거 캠프에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홍보할 계획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한다고 해도,

실제로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하는 사람들은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다(Druckman, Kifer & Park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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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치 콘텐츠를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단순히 자신의 장점이나 정책을 전달하기보다는 이념적으로

보다 선명하고 자극적인 언행을 보인다. 따라서 이념 극단성이 높은

정치인일수록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Straus, Glassman, 

Shogan, & Smelcer, 2013). 이미 소셜 미디어 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념적 성향은 보수 또는 진보 등 특정 이념으로 편향되게 나타나고

있다(Park, Lee, Ryu, & Hahn, 2015). 소셜 미디어 플랫폼별로, 국가나

시기별로 이러한 이념적 편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한규섭, 

박주용, 이덕재, 이혜림, 2013), 예컨대 2008 년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페이스북에서도 공화당보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Gainous & Wagner 2011). 반면 2010 년

총선에서는 공화당이 트위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Gainous & 

Wagner, 2014).

이념적 극단성이 높은 정치인 이외에 소셜 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할 유인이 큰 정치인으로는 야당 정치인과 정치 신인을 꼽을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이용은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자원

측면에서 불리한 정치인들도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V 광고는 선거에서 많은 자원을 확보한 주요 후보들만이 사용할

수 있지만, SNS 채널 운영은 특별한 비용 없이도 대부분의 후보가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채널 운영에 수반되는 평균적인 비용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선거 캠페인에 웹사이트가 이용되기 시작했던 초기에는

후보가 얼마나 풍부한 자원을 확보했느냐가 웹사이트 개설 여부에

영향을 끼쳤으나, 선거에서 웹사이트 운영이 널리 확산된 이후에는

자원이 적은 정치인들도 모두 웹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다(Foot & 

Schneider, 2006; Gulati & Williams, 2007).

특정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기성 언론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야당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은 여당 정치인, 중진 의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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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언론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Prior, 

2006). 즉 언론이 야당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의 언행을 잘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대안으로 소셜 미디어 채널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크다(Ahmed & Skoric, 2014; Lassen & Brown, 2011; 

Peterson, 2012; Vergeer & Hermans, 2013). 선거 캠페인에서

현직자에 비해 도전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한 웹 캠페인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Herrnson, 

Stokes-Brown, & Hindman, 2007; Kamarck, 2002). 기성 언론의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노출되는 현직자에 비해 도전자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웹 캠페인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동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의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야당 정치인과 정치

신인이 소셜 미디어를 반드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셜 미디어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 역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원이 부족한 정치신인들은 소셜

미디어보다 다른 캠페인 수단에 더 집중할 수도 있다. 반면 인력과 자금

등 자원이 풍부한 중진 정치인들은 다른 캠페인 수단과 함께 소셜

미디어 이용에도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Evans, Cordova, & Sipole, 

2014; Gulati & Williams, 2010; Gilmore, 2012; Peterson, 2012). 

따라서 야당 정치인과 정치 신인이 소셜 미디어를 얼마나 활발히

이용할지는 여전히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구의 특성은 정치인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의 소셜 미디어 이용은 지역구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를 넘어서는, 전국적 수준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Straus et al., 2013). 정치인의

웹 캠페인이나 소셜 미디어 이용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지역구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에 주목한 바 있다. 지역구 유권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으면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또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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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새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치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역구

유권자들과 소통하려는 유인이 높다는 것이다(Gulati & Willams, 2010). 

그러나 소득 수준으로 인한 인터넷 접근성 차이는 인터넷이 사회적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또한 정치인들은 애초에

지역구 차원의 지지를 넘어 전국적 지지를 얻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구의 특성과 정치인의 소셜 미디어 이용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밖에 정치인의 연령, 선거에서 경쟁의 강도도 정치인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젊은 정치인일수록

새로운 미디어 이용에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Jackson & Lilleker, 2011, Straus et al., 2013), 

선거에서 경쟁이 더 치열할수록 소셜 미디어 이용이

증가한다(Herrnson et al., 2007). 또한 일반적으로 현직자가 없이

선거가 치러질 때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직자가 없는 오픈

싯 선거(open-seat election)일 때 후보들이 온라인 캠페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Greer & LaPointe, 2004).

2-3. 유튜브의 정치 콘텐츠

유튜브는 언어가 아니라 이미지가 강조되는 미디어라는 점에서

TV 와 같이 대규모의 대중에게 소구력이 강하다(Gulati & Williams, 

2010). 유튜브 등장 후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일반인들까지 영상을 제작하고

자신만의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Salmond, 2010).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유튜브는 정치인에게도 매력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TV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정치광고를 배포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Gueorguieva, 2009). 정치광고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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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유튜브 정치광고가 기존 TV 정치광고와 그

포맷이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Klotz, 2010). 

그러나 최근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정치인들의 영상은 기존 정치광고와는

포맷과 내용이 크게 다르다. 유튜브를 통한 영상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활발해지고, 선거 캠페인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정치인이 제작한 정치 영상 콘텐츠가 주목을 받으면서 다양한

포맷과 내용의 영상이 등장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친구 관계를 매개로 한 선택편향이 일어난다면, 

유튜브에서 선택편향은 추천 시스템을 통해 일어난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영상과 채널을 추천한다. 유튜브 접속

시 추천 콘텐츠와 채널이 제시되며, 한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는 추가로

시청할 영상을 추천한다. 이용자들은 굳이 원하는 영상을 검색해보지

않아도 알고리즘에 따라 자신이 흥미롭게 여길 만한 영상을 접하게 된다.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최대한 오랜 시간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 플랫폼에 머무르도록 설계되었다고 알려져 있다(Gielen & 

Rosen, 2016).

유튜브가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유튜브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논란이 적었다. 최소한 정치 분야 콘텐츠로는 개인

유튜버보다는 기성 언론의 콘텐츠가 훨씬 많은 인기를 누렸기

때문이다(May, 2010). 2008 년 미국 대선에서 유튜브가 선거 캠페인에

이용되기도 했으나 정치적 편향성보다는 새로운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을

받은 측면이 컸으며, 선거가 끝난 후 정치 분야에서 활동한 개인

유튜버들은 빠르게 인기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유튜브가 수익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 분야에서도 개인 유튜버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후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그럼으로써 유튜브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다. 특히 유튜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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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유튜브가

극우 정치 세력을 위한 선동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Lewis, 2018). 이러한 극우 정치 세력은 주로 페미니즘 등

진보적인 정치 이념에 대한 반동으로, 기성 언론을 불신하며 이들의

유튜브 영상은 진보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요 정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뒤 이들 채널과

연계되어 추천되는 채널들을 구독하고, 또 그 채널들 관련으로 추천되는

채널을 구독하는 방식으로 채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한 결과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다른 정치 유튜브 채널에 비해 많이 추천된 것으로

나타났다(Kaiser & Rauchfleisch, 2018a). 반면 극좌 유튜브 채널은

극우 채널에 비해 훨씬 적게 추천되었다. 즉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극단적인 콘텐츠 소비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좌우 이데올로기에서도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자극적이거나

극우적인 정치 콘텐츠가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용자들이

여기에 쉽게 노출된다(Rieder & Matamoros-Fernandez, Coromina, 

2018). 심지어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콘텐츠가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내용 또는 이념의 영상이 더 잘

추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튜브의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은

극단적인 성향의 유튜버들이 인기를 모으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극우 정치 콘텐츠가 급부상한 현상은 주로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유튜버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주류

언론이나 정당 등 기성 정치세력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많은 추천을 받던 극우 유튜버가 강제로 제거되자 우파

성향의 방송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분석 결과(Kaiser & 

Rauchfleisch, 2018b)처럼, 일단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과 이용자들이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면 주류 정치 세력과 언론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극우 유튜브 이용자들은 자신을 대변할 정치 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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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나설 것이고, 이들과 유사한 이념 성향을 가진 정치인과 미디어

입장에서는 이들을 자신의 지지층, 또는 구독층으로 만들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 유튜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튜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영상은 그렇지 않은 영상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김지수 & 윤석민, 2019). 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정정주, 김민정 & 박한우, 

2019)에 따르면 나경원, 이언주, 전희경, 김성태(지역구) 등 우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극우

개인 유튜브 채널과 ‘추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극단적인 콘텐츠가 인기를 얻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치인들이 다른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

절에서는 네거티브 캠페인의 일반적인 효과와 더불어 어떤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펼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네거티브 캠페인

3-1. 네거티브 캠페인의 효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정치인은 메시지 전략으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자질과 업적을 홍보하는 긍정적

광고(positive advertisement)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정치인의 능력과

인성, 기타 개인적 문제 등을 비판·비난하는 네거티브 광고(negative 

advertisement) 또는 공격 광고(attack advertisement)이다(Diamond 

& Bates, 1992). 긍정적 광고는 부동층 유권자(swing voter)를

포섭하기 위한 것인 반면, 네거티브 캠페인은 상대 후보의 지지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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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kaperdas & Grofman, 

1995). 

네거티브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존재한다. 

먼저 네거티브 캠페인이 유권자의 정치효능감을 저하시키며, 투표율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인 사이의 비방이 난무하는 현실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를 줄인다는

주장이다(Ansolabehere & Iyengar, 1995). 반면 네거티브 캠페인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공격의 대상이 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네거티브 캠페인에

반발해 선거에서 결집한다면 네거티브 캠페인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또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선거에 대한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

투표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Finkel & Geer, 1998; 

Freedman & Goldstein, 1999).

그러나 네거티브 캠페인이 민주주의 전반에 끼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많은 정치인들은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네거티브 캠페인을 채택한다. 긍정적 광고가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갖는 반면 네거티브 광고는 다른 정치인의 문제점을

지적해 그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Brader, 2005; 

Garramone, Atkin, Pinkleton, & Cole, 1990; Geer, 2006; Lau & 

Pomper, 2002). 나아가 같은 네거티브 광고라고 하더라도 정중한

내용의 네거티브 광고보다 자극적이고 무례한 내용의 네거티브 광고가

상대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절하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Fridkin & Kenney, 2011). 일반적으로 광고의 내용과 형식이

상식적인 수준을 파괴할 때 사람들은 그 광고를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Meyer, Niepel, Rudolph, & Schützwohl, 1991), 정치

광고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부분적으로 확인되는데, 강원택(2009)은 2007 년 한국

대선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이 투표율을 낮췄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

대상이 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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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가 네거티브 캠페인이 효과적인 이유로 유권자의

기억에 네거티브 정보가 더 잘 저장된다는 점을 꼽는다. 네거티브

광고에 대해 유권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결과적으로 네거티브 광고의 내용을 긍정 광고의 내용보다

많이, 또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이다(김무곤, 조재수, 2002; 

Garramone, 1984; Shapiro & Rieger, 1992; Trent, Friedenberg, & 

Denton, 2011).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며 공격하는 일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네거티브 캠페인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는 설명이다. 네거티브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언론사 역시 긍정적인

콘텐츠보다 부정적인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Lee & 

Xu, 2018).

3-2. 정치인의 특성에 따른 네거티브 캠페인 전략

Skaperdas 와 Grofman(1995)은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네거티브 캠페인을 많이 펼치게 되는지에 대해 이론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이들은 2 명이 입후보한 경우와 3 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경우로 상황을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2 명이 입후보한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선두주자(front-runner)가 더 많은 긍정

광고를 하고, 지지율에서 뒤쳐지는 후보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부동층을 포섭하는 것보다 이미

많은 지지자를 확보한 1 등 후보를 공격, 그의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도록 하는 편이 유리하다.

한편 3 명이 입후보하는 경우, 2 명이 접전을 벌이고 있고 한

명이 크게 뒤쳐져 있다면 가장 뒤쳐져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격이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3 등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후보 역시 다른 후보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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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자원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선거에서 대부분의 네거티브는

선두주자를 향해 이뤄질 것이다.

Harrington 과 Hess(1994)는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뒤쳐지는 후보가 네거티브를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 두 변인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지율이 뒤쳐지는 후보가 능력이나 매력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들은 네거티브 캠페인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지지율과 선거에서의 등수가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경쟁력 등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경쟁력이 낮은 후보는 경쟁력이 높은

후보의 이데올로기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부동층 유권자가

그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반면 경쟁력이 높은 후보는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부동층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긍정 광고를 많이 한다.

Theilmann 과 Wilhite(1998)는 지지율과 네거티브 캠페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Harrington 과 Hess(1994)의

주장을 반박하고, Skaperdas 와 Grofman(1995)의 이론에 손을

들어주었다. 선거에서 선두주자는 긍정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 

뒤쳐진 후보는 네거티브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후보가 선두주자일 때 이들 컨설턴트들이 긍정 광고를

선호하고, 후보가 순위에서 뒤쳐질 때는 네거티브 광고를 선호한다는

점을 밝혔다. 단 이 연구에서는 Harrington 과 Hess 가 주장한 내용 중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 네거티브 캠페인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다.

Lovett 과 Shachar(2011)는 유권자의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네거티브 캠페인의 양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유권자의 지식

수준은 유권자가 공격 대상이 되는 후보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 후보가 그만큼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후보에게 많은 공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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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주로 선두주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선거에서 선발주자가 긍정 광고를, 뒤쳐진 후보가 네거티브

광고를 주로 한다는 사실은 현직자가 있는 선거에서 왜 현직자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잘 벌이지 않고, 주로 도전자가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현직자가 있는 경우 현직자가 선거의 선두주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으며(Kaid & Davidson, 1986), 

실제로 도전자가 네거티브를 했을 때 지지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inous & Wagner, 2013; Lau & Pomper, 2002). 단 이 때

유권자들이 캠페인에 얼마나 노출되느냐가 네거티브 캠페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캠페인 광고에 노출이 많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캠페인이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그 효과가 작다. 그러나

캠페인 광고에 많이 노출된 집단의 경우, 도전자가 공격 광고를 많이 할

수록 부동층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유권자들이 광고 내용의 레토릭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Druckman & McDermott, 2008; Marcus, Neuman & MacKuen, 

2000) 도전자가 부족한 경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거티브

광고의 내용이 더 잘 기억된다는 특성이 도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반면 현직자 후보는 도전자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린다(Jacobson, 2004; Kahn & Kenney 1999). 현직자가 도전자를

공격하면 도전자의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직 효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전자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의 존재를 무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지지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현직자 후보 입장에서는

도전자 후보를 공격했을 시에 그가 역공을 펼칠 위험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없다(Skaperdas & Grofman, 1995).

야당 소속 정치인들도 여당 소속보다 네거티브를 많이 펼치는

경향이 있다(Gainous & Wagner, 2013; Kahn & Kenney 1999; L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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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per 2001). 선거에서 2 등 후보가 선두주자를 공격하듯이, 권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야당으로서는 현재 여당 정부의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당에 비해

네거티브에 보다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여성 정치인 역시 정치적 소수라는 점에서 도전자, 야당

정치인처럼 네거티브 캠페인을 동원할 유인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 정치인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해

이같은 편견을 극복하고자 할 수있다(Evans et al., 2014; Gordon,  

Shafie, & Crigler, 2003).

선거 자금 등 정치인이 확보한 자원이 네거티브 캠페인 양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Gainous & Wagner, 2013) 자원이 많을수록 네거티브 캠페인의

양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다(Druckman, Kifer, & Parkin, 2010;  

Lovett & Shachar, 2011). 일반적으로 현직자나 여당 정치인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으로 고려한다면 자원이 많은 후보가

네거티브 캠페인을 덜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거에서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면 네거티브 캠페인이

증가한다(Auter & Fine, 2016; Druckman, Kifer, & Parkin, 2010; 

Gainous & Wagner, 2013). 더 경쟁적인 선거일수록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거티브 캠페인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직 효과는 선거가 경쟁적으로 변할수록

감소하게 된다. 경쟁이 치열한 선거일수록 네거티브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선거 레토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현직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다(Kahn & Kenney, 1999). 같은 맥락에서 현직자가

없는 선거인 경우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네거티브 캠페인의 양이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한 선거일수록 도전자와 현직자가 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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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캠페인의 양은 비슷해진다(Druckman, Kifer, & Parkin, 

2010).

소속 정당 역시 네거티브 캠페인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당별로 유권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Ansolabehere 와 Iyengar 

(1995)에 따르면 미국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은 공화당 유권자에 비해

네거티브 캠페인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ilmann 과

Wilhite(1998)는 민주당 후보들을 주로 담당한 정치 컨설턴트들이

공화당 측 컨설턴트들에 비해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정당 주요 지지층 중 네거티브

캠페인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네거티브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념극단성이 높은 정치인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더 많이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선거

캠페인에 대해 이뤄지다 보니 연구에 아직 이념극단성을 측정하지 못한

도전자 후보들을 포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몇 단서들을

추측해볼 수 있다. 먼저 이념극단성이 높은 후보들은 높은 확률로 소수

정당 소속이거나, 거대 정당 내부에서도 소수 세력에 속한다. 따라서

선거에서 도전자의 위치일 가능성이 높고, 당선이 된 후에도 당내 주류

세력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거에서의 도전자처럼, 

이들은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기보다는 주류 정치인을 공격해 그의

지지층을 부동층으로 만들고자 할 것이다. 둘째, 이념극단성이 높은

정치인은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네거티브 캠페인에 나설 수 있다. 

이념극단성이 높은 지지층은 네거티브 캠페인에 거부감이 적고,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인이 얼마든지 네거티브 캠페인에 나설

수 있다.

3-3. 소셜 미디어와 네거티브 캠페인이 언론보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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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에서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Auter & Fine, 2016).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선택

편향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콘텐츠는 설득 효과가 큰 중도

유권자가 아니라 설득 효과가 작은 극단적 유권자(Zaller, 1992)를

중심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펼쳤을 때

중도 유권자의 이탈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소셜

미디어에서는 스스로의 장점을 내세우는 긍정적 캠페인보다 상대

정치인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사용할 때 일반 이용자들의 반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 Xu, 2018). 수많은 콘텐츠가 경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치인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면 보다 자극적인 메시지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비용 측면이다. 소셜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TV 광고, 신문 광고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때문에 TV 

광고 시장에서는 자금을 많이 확보한 주요 후보들만이 캠페인을 벌일 수

있었다면,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지지율이 낮은 군소 후보들도 원하는

만큼 캠페인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Druckman, Kifer & Parkin, 2010). 

이들 군소 정치인들은 정치적 경쟁에 있어 도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주류 정치인들을

공격할 유인이 크다. 또한 TV 광고와 달리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 짧은 기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국면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용이하다. 

TV 에서나 인터넷에서나 네거티브 캠페인의 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캠페인이 이뤄지는 공간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그 여부보다는, 후보가 확보한 자금에 따라

캠페인의 양상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Foot & Schneider, 2006; 

Graber, 2001).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네거티브 캠페인은 지지층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며, 이것이 후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Miller, Krosnick, Holbrook, & Lowe, 2007; Trent & 



28

Friedenberg, 2008). 따라서 정치 신인이라면 선거 국면 초기 또는

선거 이전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기성 언론과는 독립적인 의제설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Neuman, Guggenheim, Jang, & Bae, 2014; 

Wallsten, 2007; 김은미, 이주현, 2011), 소셜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은

정치인들은 기성 언론에도 더 자주 등장할 수 있다. 기득권을

취재원으로 많이 이용하면서도 한편으론 신진 세력에 주목하는 언론의

습성은 소셜 미디어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은 정치 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뉴스(news)의 속성상 언론은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항상 독자들이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상을 보도해야 하고, 따라서

정치 신인의 언행은 그 자체로 뉴스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Carmines & Stimson, 1989). 이러한 측면에서 기자들에게 소셜

미디어는 정치 신인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높은 보도가치를 갖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인 셈이다. 정치인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가 갖는 보도가치는 해당 메시지에 대한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반응을 지표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Tandoc, 2014; Vu, 2014). 

소셜 미디어에서는 각 메시지나 콘텐츠에 대해 ‘좋아요’(페이스북), 

‘리트윗(retweet)’(트위터), 조회 수 및 댓글 수(유튜브) 등의

형태로 이용자의 반응이 나타난다. Wells 와 동료들(2016)은 2016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SNS 사용이 대한 미디어 보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트럼프의 트윗량 자체보다는

후보의 트윗에 대한 다른 유저들의 리트윗(retweet) 양이 트럼프에

대한 언론 보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의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높으며, 언론

역시 긍정적인 캠페인에 비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더 많이 보도할 것이다. 

네거티브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뉴스 미디어는 긍정적인

콘텐츠보다 부정적인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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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Lee & Xu, 2018). 독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언론사들은 네거티브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기사로 생산해낼 것이다.

소셜 미디어 활동이 직접적으로 언론보도로 이어지지 않아도, 

간접적인 영향력 역시 존재할 수 있다. 정치인이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게 되면 그 자체로 정치인의 보도가치가 높아진다. 

기사를 발제하는 기자 입장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의원보다는 소셜 미디어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의원을 떠올리고, 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기자들에게 언론 친화적인 정치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 언론 친화적인 정치인으로 인식된다면 인터뷰 제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언론에서 각종 사안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하는 일도

늘어날 것이다(Gershon, 2012). 또 정치인이 보도자료를 냈을 때

기사로 채택되는 비율도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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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정치인들이 영상 기반의 소셜 미디어인

유튜브(YouTube)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유튜브가

정치적 지형과 공론장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에 따라 선택편향이 강화되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위치와 특성에 따라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특히 다른 정치인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주목하여, 정치적으로 도전자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야당

정치인과 정치 신인, 이념극단성이 높은 정치인들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그 결과 이들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는 등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선출된 권력인 현직자는 선거에서 자신의 위치와 성과를

방어하려고 하는 반면, 그 권력을 빼앗아 와야 하는 도전자는 현직자를

공격하고자 하고, 이는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이어진다. 야당 정치인도

정권 창출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거에서의 도전자 후보와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야당 정치인은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공격함으로써 여권의 지지층 중 일부가 이탈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선수가 낮은 정치 신인들 역시 이미 정치적 경력이 상당한 주류

정치인들의 지지층 일부가 이탈하기를 기대하면서 네거티브 캠페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평소 기성 언론에서 여당

정치인이나 선수가 높은 정치인에 비해 잘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를 만회하고자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기성 언론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을 거치지 않아도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 방향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념 성향과 유사한 콘텐츠에 더 높은

비율로 노출되기 때문에, 네거티브 캠페인을 펼쳤을 때 중도 유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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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할 위험도 낮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념적 극단성이 높은

정치인들 역시 소셜 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할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은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기성 언론을

통해 사회 전체의 공론장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가 필요한 기자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공격적으로 취하는 정치인들에게 주목할 것이며,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야당 정치인과 정치 신인들의 메시지는 언론을 통해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은

정치적 기반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공격적인 메시지 전략을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기득권의

목소리가 언론에 과대 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나, 여기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의 특성과 이에 대한

정치인의 메시지 전략, 그리고 기성 언론의 보도가 상호작용하면서 정치

공론장의 성격은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정치인이 야당 소속이거나 선수가 낮을수록 그에 대한

언론보도량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2-1> 정치인이 야당 소속이거나 선수가 낮을수록 소셜 미디어

채널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 정치인이 야당 소속이거나 선수가 낮을수록 소셜 미디어

채널에 업로드하는 메시지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3> 정치인이 이념적으로 극단적이거나 야당 소속인 경우

네거티브 캠페인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4> 네거티브 캠페인의 양이 증가할수록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또는 조회수는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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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유튜브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많이 벌일수록 그 정치인에

대한 언론 보도량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2> 이념적으로 극단적일수록 그 정치인에 대한 언론 보도량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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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한민국 20 대 국회의원의 유튜브 이용을 분석했다. 

20 대 국회의원들은 2016 년 4 월 당선 당시 이미 229 명(76.3%)이

트위터를, 259 명(86.3%)를 이용하는 등 소셜 미디어 이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김유향, 2016). 따라서 정치인의 소셜 미디어분석 이용

전략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2016 년 당선 시점에는

유튜브를 이용한 당선자가 43 명(14.3%)에 불과했으나, 2018 년

하반기부터 보수 정치인들이 유튜브에 진출하면서 최근 정치인의 유튜브

이용이 본격화되었다. 정치인들은 ‘이언주 TV’, ‘하태경 TV’ 등

주로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따서 지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채널에는 유튜브용으로 제작된 영상 이외에도 정치인의 언론

인터뷰,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자회견 등을 담은 영상들이

업로드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8 년 9 월

1 일부터 2019 년 8 월 31 일까지 1 년 간의 유튜브 영상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데이터를 수집한 2019 년 8 월 말 시점에서 정당별

국회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29 석, 자유한국당 110 석, 바른미래당

28 석, 민주평화당 14 석, 정의당 6 석, 대한애국당 2 석, 민중당 1 석, 

무소속 7 석이었다.

먼저 각 국회의원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한 뒤, 채널의 구독자 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어 분석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업로드된

영상별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 영상의 제목과 업로드 일자, 조회수

등을 수집했으며, 분석 대상이 되는 영상의 개수와 조회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채널별 영상 개수 및 조회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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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 이용

20 대 국회의원 중 어떤 특징을 가진 이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지 분석했다. 종속변인은 유튜브 채널 개설 여부이며, 

독립변인은 정치인의 연령, 성별, 정당,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선수,

당직, 이념 극단성으로 설정한다. 지역구의 특성은 주로 지역구의 평균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컴퓨터 등 디지털 구매, 인터넷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 이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한국의 경우 2018 년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91.5%, 

스마트폰 이용률은 89.6%에 육박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따라서

지역구의 특성은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독립 변인에서 제외하였다.

정치인의 연령과 성별, 선수, 정당, 비례대표 여부 등은

대한민국 국회(www.assembly.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 정당

변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 자유한국당=2, 바른미래당=3, 

민주평화당=4, 정의당=5, 우리공화당=6, 민중당=7, 무소속=8 로

코딩했다. 단 무소속 의원 중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원은 여당 소속으로

간주했다. 또 정당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비례대표인 관계로 탈당할

수가 없어서, 당적을 유지하면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활동해 온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 이상돈 의원은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의원은 총 25 명, 민주평화당 의원은 총 17 명으로

집계했다.

성별은 여성=1, 남성=0 으로, 선수는 초선=1, 재선=2, 3 선=3, 

4 선=4 등 해당 선수 그대로 코딩했다.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변인은

비례대표인 경우 1, 지역구 의원인 경우 0 의 값을 부여했다. 당직 변인

역시 당직을 맡고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의 값을 부여했다.

당직 변인은 당직을 맡고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으로

코딩했으며, 국회의장, 장관,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정책위의장), 대변인(원내대변인 제외)을 맡은 경우에 한해 당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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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것으로 보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1 년 중 당직을 맡은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당직을 맡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종속변인인

유튜브 채널 개설 여부도 개설함=1, 개설하지 않음=0 으로 코딩했다.

분석 대상인 20 대 국회의원(총 297 명)의 평균 연령은

59.92 세(SD=6.87)이었으며, 여성 의원은 50 명(남성 247 명),

비례대표는 47 명(지역구 250 명)이다. 선수별로는 초선이 139 명, 재선

64 명, 3 선 46 명, 4 선 32 명, 5 선 9 명, 6 선 5 명, 7∙8 선 각 1 명이다.

당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측정된 의원은 42 명이다.

정치인의 이념 극단성 변인으로는 법안 표결을 바탕으로 분석한

서울대학교 폴랩(pollab)의 국회의원 이념 성향 데이터를 이용했다.

종전에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었으나, 정치적

환경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응답을 급격히 수정할 수 있다는 점,

또 체계적인 이유로 인해 특정한 성향의 의원들이 응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구본상, 2016). 반면 풀과

로젠탈(Poole & Rosenthal, 1985)이 제안한 W-NOMINATE 측정법은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바탕으로 이념 성향을 측정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폴랩(pollab)의 국회의원 이념

성향 데이터는 이 W-NOMINATE 방법을 이용해 측정한 것으로,

2016 년 4 월부터 2017 년 12 월까지 총 664 건의 법안에 대한 20 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분석해 각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을 계산한 것이다.

이념 성향 데이터는 -1 부터 1 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해당

의원의 이념 성향이 보수적임을 의미한다. 이념 성향 자체보다는 얼마나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념 성향 데이터에

절대값을 취해 이념극단성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의 특성을 고려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각 독립변인들이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 개설

여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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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유튜브 활동 변인 분석

다음으로 20 대 국회의원 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정치인이 유튜브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즉 소셜 미디어에 더 많은 메시지를 업로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독립변인은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연령, 성별, 

정당,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선수, 당직, 이념 극단성으로 설정한다. 

종속변인은 각 채널별 동영상 개수이며, 음이 아닌 정수로 구성된

가산자료(count data)이다. 가산자료의 경우 주로 포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포아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는 반면 채널별 동영상 개수 변인은 평균

36.8912, 분산 3763.6270 으로 평균보다 분산이 크다. 이처럼 변인에

과대산포(over-dispersion)가 존재하기 때문에 종속변인의 분포를

고려, 음이항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이용해

독립변인에 따라 채널별 동영상 개수가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두 번째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정치인에 한해 어떤 정치인이

네거티브 콘텐츠를 많이 생산했는지를 분석한다. 종속변인은 네거티브

콘텐츠 개수로, 해당 채널의 전체 영상 중 네거티브 콘텐츠 영상의

개수를 측정한다. 각 영상을 네거티브 메시지와 긍정적인(positive)

메시지로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기(Naive 

Bayesian Classifier)를 사용하였다.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기는 베이즈

정리를 이용, 각 문서가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카테고리를 몇 개로 할지는 연구자가 결정하며, 데이터의

일정 부분을 코딩한 뒤 이를 분류기로 학습시킨다. 각 문서는 단어의

집합으로 파악되며, 분류기는 카테고리별로 각 단어가 포함될 확률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더가 먼저 분석 대상인 유튜브 영상

전체(8817 개)의 20%(1766 개)를 코딩했다(네거티브 영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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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네거티브 영상=0). 해당 영상 내용에 다른 정치세력의 정책이나

이념 성향, 정치인의 언행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네거티브

컨텐츠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비(非)네거티브 콘텐츠로 코딩한다. 

여기에서 네거티브 콘텐츠는 다른 정당 소속 의원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야당의원의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의원의 당내 다른 정치인에

대한 비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비(非)네거티브 콘텐츠는 정치인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거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긍정적인 콘텐츠 이외에도

정책이나 이슈를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영상, 정치인의 개인적 일상을

담은 영상 등을 망라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이렇게 분류된 문서(영상

제목)들을 형태소 분석을 통해 명사의 집합으로 만든 뒤, 각 단어에

따라 카테고리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들 문서가

분류된 결과를 분류기에 학습시킨 뒤, 이를 이용해 나머지 데이터셋를

분류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정치인의 연령, 성별, 정당,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선수, 당직, 이념 극단성을 설정한다. 또한 업로드한 영상의 개수

자체가 많을수록 네거티브 영상 개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전체 업로드 영상 수를 독립변인에 추가했으며, 

음이항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이어 네거티브 영상을 많이 업로드한 채널이 더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확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각각 채널별 구독자와 조회수, 독립변인은 정치인의 연령, 

성별, 정당,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이념 극단성, 선수, 당직, 채널 전체

영상 개수, 채널별 전체 영상 개수 대비 네거티브 영상의 비율이다. 

채널 전체 영상 개수와 네거티브 영상 개수는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네거티브 영상 개수를 독립 변인으로 추가하는 대신, 전체 영상 중

네거티브 영상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측정해 독립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채널별 구독자(평균 4074.4270, 분산 468997638)와 조회수(평균

240743, 분산 3262614918171) 모두 평균보다 분산이 크기 때문에,

분석 방법으로는 역시 음이항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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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정치인에 대한 언론보도량 분석

언론보도가 야당 소속이거나 선수가 낮은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또 정치인의 유튜브 활동이 더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회의원별 언론보도량은 2018 년 9 월 1 일부터 2019 년 8 월

31 일까지 1 년 간 출고된 기사를 대상으로, 해당 정치인이 기사에

등장한 횟수로 측정하였다. 매체 종류별로 일간지, TV, 인터넷신문사로

나누어 측정한 뒤 세 변인을 합산해 전체 보도량을 측정하였다. 기존에

언론 보도 연구 중 신문사나 방송사 보도만을 포함한 경우도

있었으나(손경수 & 윤영철, 2013; Ridout, Fowler, & Branstetter, 

2010),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뉴스 소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환경에서 인터넷신문사의 보도 역시 의제 설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신문사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인터넷신문사는

규모의 영세성과 취재인력 부족, 웹 트래픽에 대한 의존 등 특징으로

말미암아 신문사 또는 TV 와는 보도 경향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데이터 수집에 포함할 언론사로는, 신문사의 경우 주요 종합

일간지 10 곳을 선정했고, TV 로는 지상파 3 사를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사의 경우 트래픽 순위 등을 참고하여 주요 언론 10 곳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일간지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TV : MBC, SBS, KBS

인터넷신문사 : 뉴데일리,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데일리안, 

미디어워치, 민중의소리, 딴지일보, 위키트리, 인사이트, 

허프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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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언론보도가 어떤 정치적 위치를 가진 정치인을 많이

보도하는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종속변인은 국회의원별

언론보도량으로, 독립변인은 정치인의 연령, 성별, 정당,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선수, 당직, 이념 극단성으로 설정했다.

종속변인인 언론보도량의 평균은 827.3064, 분산은 1570189 으로

분산이 평균보다 크기 때문에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어 유튜브 활동 변인을 추가해 국회의원의 언론보도량을 다시

분석, 정치인의 유튜브 활동에 따라 언론보도량이 증가하는지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추가한 유튜브 활동 변인인 영상 개수, 

네거티브 영상의 비율이다. 특히 여기서는 네거티브 캠페인 변인과

이념극단성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했다. 

다음 장에서는 먼저 언론보도가 어떤 정치적 위치와 성향의

국회의원을 많이 보도했는지 확인한 뒤, 정치인의 유튜브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의 활동이 정치인의 언론보도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면서 분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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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1 절 20 대 국회의원의 유튜브 활동 및 언론보도량

1-1. 유튜브 활동 변인

분석 대상인 의원 281 명 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의원은

239 명(80.5%), 개설하지 않은 의원은 58 명(19.5%)이었다. 채널을

개설한 239 명 중 분석 대상인 기간 내 1 개 이상의 영상을 업로드한

의원은 180 명, 영상을 전혀 업로드 하지 않은 의원은 59 명이었다.

채널별 평균 통계량을 살펴보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의원들이

분석 대상인 기간 내 올린 영상은 총 8817 개로, 의원 한 명당 평균 약

37 개였다. 또한 채널별로 영상들이 1 년간 기록한 조회수는 평균

24 만 371 회였으며, 채널이 확보한 평균 구독자 수는 4074 명이었다.

전체 영상 중 네거티브 영상으로 분류된 것은 2718 개로, 

전체의 약 30.83%에 달했다. 그러나 채널별로 봤을 때 네거티브 영상이

차지한 비율은 약 14.17%에 그쳤기 때문에, 극단치가 평균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영상 중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각각 가장 많이 기록한

상위 10 개 영상은 다음과 같다.

<표 1-1> 조회수 상위 10 위 영상 목록

영상제목
네거티브

여부
일시 조회수

김현아 의원 제대로 열받았다. ㅣ

"여가부 폭파하던지 강력하게 하시라
1 2018. 11. 22. 1073638

[2018 국정감사- 전희경] 文의

시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다 왜 말을 못해!

1 2018. 10. 12. 915077

[2018 국정감사] 전희경, "학생, 1 2018. 10. 16. 67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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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어리둥절~~ 국가비상사태

태풍온다는데 전교조 챙기러 상경한

교육감은 누구?"

[기읽남] 180 도 달라진 조선일보의

태도 | 박주민 TV
1 2019. 4. 10. 670775

[전희경 대정부질문] 안보도 정치, 

경제도 정치인 좌파독재 문정권의 실태
1 2019. 3. 19. 607908

[生영상] "나경원 대표 말씀하실

때마다 정직하지가 않아요" 

#심상정의_일침 #맞는말_대잔치.avi 

by 심상정 의원실

1 2019. 4. 28. 596328

[여가위 전체회의 - 전희경] 

웃음거리된 여가부. 그 이유는?
1 2019. 3. 28. 588265

드디어 공개된 김제동의

출연료!?[생각해봅시다 -

이언주 TV(이언주티비)]

1 2018. 12. 10. 575920

[전희경 토론] 더불어민주당, 거짓말도

더불어하면 진실이 되나?
1 2019. 3. 28. 528932

대한민국 정치판 싹 갈아 엎어야! 

한물간 퇴물 이해찬의 오만한 망동! | 

이언주 이언주 TV

1 2019. 2. 24. 462399

<표 1-2> ‘좋아요’ 상위 10 위 영상 목록

영상제목
네거티브

여부
일시 조회수

[기읽남] 180 도 달라진 조선일보의

태도 | 박주민 TV
1 2019. 4. 10. 72232

대한민국 정치판 싹 갈아 엎어야! 

한물간 퇴물 이해찬의 오만한 망동! 

| 이언주 이언주 TV

1 2019. 2. 24. 48732

드디어 공개된 김제동의

출연료!?[생각해봅시다 -

이언주 TV(이언주티비)]

1 2018.12.10. 36113

박영선 중기벤처장관 후보자는

갑중의 갑?! 동료정치인에게 듣다! 

7 탄. 강요식 자유

0 2019. 3. 23. 28602

징계도 찌질하다. | 이언주

이언주 TV
1 2019. 4. 5. 26477

文정권에 날개 달아주는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합니다! | 이언주
1 2019. 4. 18. 2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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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TV

문재인, 이 비극을 어떻게

책임질건가? - 공병호 소장 초청

대담 1 부

1 2019. 7. 12. 25144

김경수 보석, 유감! | 이언주 이언주

TV
1 2019. 4. 17. 25008

의회 쿠데타의 주범! 문희상, 손학규, 

김관영을 고발한다 | 이언주

이언주 TV

1 2019. 4. 26. 24386

동료 정치인에게 듣는다! 2 편. 

김진태 의원편

[이언주 TV(이언주티비)]

0 2019. 1. 17. 23288

위와 같이 조회수와 ‘좋아요’를 많이 받은 영상들은 대부분

네거티브 영상으로 분류되었다. 주로 행정부의 실책을 공격하거나 다른

정치인들의 언행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반면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닌, 

긍정적 광고로 분류된 대표적인 영상들은 아래와 같다.

<표 1-3> 긍정적 캠페인 영상

영상제목 일시 조회수 좋아요

이언주 TV 실버버튼 받았어요! 2019. 4. 27. 77930 16803

[손혜원이 간다] 목포편 6. 마포지역구민

목포 방문 현장
2019. 5. 25. 70202 3894

하태경이 중국가서 저지른 일 ㄷㄷ 2019. 3. 21. 17715 1469

'박용진 3 법' 교육위 법안소위 라이브 2018. 12. 5. 13137 1744

생후 10 개월 아이를 둔 아빠 박주민의

고민 | 박주민 TV
2019. 5. 4. 25549 2308

[8 만 구독 기념]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feat. 가발 벗고 좋은점)
2019. 7. 26. 2753 6695

[19.03.26.]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_유승민 위원 질의 영상
2019. 4. 1. 47091 581

[장제원 TV] 원조 사이다 장제원, 김학의

사건 수사는 공정성 위해 특검 도입해야!
2019. 3. 27. 16502 335

우리동네 미세먼지, 진짜 '나쁨'일까? 

통계의 함정
2019. 2. 12. 9339 1201

#박용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2018. 10. 15. 10300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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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캠페인들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영상부터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유권자들이 알고 싶어할만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영상, 유튜브 자체를 홍보하거나 후원을 독려하는

내용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별로 의원들이 1 년간 업로드한 전체 영상 개수는

더불어민주당 총 3596 개, 자유한국당 3101 개, 바른미래당 597 개, 

민주평화당 558 개, 정의당 224 개, 우리공화당 221 개, 민중당 69 개, 

무소속 451 개였다. 의원 수를 고려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1 명당 평균

27.87 개, 자유한국당은 28.19 개, 바른미래당 23.88 개, 민주평화당

32.82 개, 정의당 37.33 개, 우리공화당 110.5 개, 민중당 69 개, 무소속

64.43 개를 업로드한 셈이다.

반면 네거티브 영상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총 468 개, 자유한국당 1472 개, 바른미래당 153 개, 

민주평화당 131 개, 정의당 33 개, 우리공화당 177 개, 민중당 5 개, 

무소속 279 개였다. 즉 전체 네거티브 캠페인 영상 중 절반이 넘는

54.16%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업로드한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17.22%), 무소속(10.26%), 우리공화당(6.51%), 

바른미래당(5.63%), 민주평화당(4.82%), 정의당(1.21%), 

민중당(0.18%) 순이었다. 정당 소속 의원 1 명당 네거티브 캠페인의

양은 우리공화당(88.5 개), 무소속(39.86 개), 자유한국당(13.38 개), 

민주평화당(7.71 개), 바른미래당(6.12 개), 정의당(5.5 개), 

더불어민주당(3.63 개), 민중당(5 개) 순이었다.

영상을 가장 많이 업로드한 의원은 이언주(무소속) 의원으로, 총

360 건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다음은 나경원(자유한국당, 350 건), 

고용진(더불어민주당, 283 건), 표창원(더불어민주당, 276 건), 

전희경(자유한국당, 251 건), 박용진(더불어민주당, 248 건), 

정동영(민주평화당, 232 건), 조원진(우리공화당, 221 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216 건), 장제원(자유한국당, 214 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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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조회수가 가장 많은 의원 역시 이언주 의원으로, 총 조회수가

2336 만 3428 회에 달했다. 다음은 전희경(1427 만 4479 회), 

장제원(387 만 478 회), 박주민(260 만 642 회), 

김현아(189 만 7092 회), 하태경(180 만 5819 회), 손혜원(무소속, 

164 만 4449 회), 조원진(151 만 6886 회), 심상정(정의당, 

82 만 8258 회), 박용진(69 만 5442 회) 순이었다. 여기서 이언주

의원이 기록한 조회수는 전희경 의원 조회수의 약 1.6 배로 1 위와 2 위

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2 위 전 의원의 조회수는

3 위인 장제원 의원 채널이 기록한 조회수의 3.69 배, 9 위 조원진 의원

채널 조회수는 10 위 심상정 의원 조회수의 1.82 배이다. 즉 상위권

채널 사이에서도 조회수 기록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상별 평균 조회수로 집계했을 때도 의원 순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언주(64898.41 회) 및 전희경(56870.43 회), 

안상수(21102.25 회), 손혜원(18901.71 회), 장제원(18086.35 회), 

박경미(16290.26 회), 심상정(15338.11 회), 김현아(14371.91 회), 

지상욱(13761.31 회), 하태경(12284.48 회), 박주민(12040.01 회), 

성일종(6977.47 회), 조원진(6863.738 회) 순이었다. 이들 의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충성도가 높은 구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 여기서 안상수 의원은 채널의 총 동영상 개수가 12 개, 

지상욱 의원은 13 개에 그쳐 유튜브를 활발히 하는 의원은 아님을 알

수있다.

한편 네거티브 영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는 나경원(288 건), 이언주(271 건), 전희경(182 건), 조원진(177 건), 

장제원(150 건), 정용기(자유한국당, 137 건), 하태경(117 건), 

심재철(자유한국당, 100 건), 정동영(84 건), 박주민(79 건) 순으로

나타났다. 영상 전체 중 네거티브 영상의 비율이 50% 이상인 의원은

22 명, 30% 이상인 의원은 45 명이었다. 네거티브 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김재원, 김석기, 박완수 의원인데, 김석기, 박완수 의원은 영상

개수가 1 개, 김재원 의원은 12 개에 불과해서 네거티브 비율이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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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되었다. 그 뒤를 윤한홍 의원(전체 8 개, 네거티브 비율 87.5%),

주광덕 의원(전체 7 개, 네거티브 비율 85.71%), 김무성 의원(전체

54 개, 네거티브 비율 85.18%), 최연혜 의원(전체 38 개, 네거티브

비율 84.21%)이 이었는데, 이들 역시 유튜브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은

편에 속한다. 다음은 나경원(82.29%), 정용기(82.02%), 

조원진(80.09%), 하태경(79.59%), 이언주(75.28%), 김성태(72.73%)

순이다. 

반면 유튜브 활동을 활발히 했지만 네거티브 캠페인을 거의

벌이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적으로, 총 248 개의

영상 중 네거티브로 분류되는 것은 10 개(4.03%)에 불과하다. 표창원

의원 역시 276 개의 영상 중 6.52%만이 네거티브였다. 민병두, 김현권

의원은 각각 92 건, 80 건의 영상 중 네거티브가 전혀 없었다. 

손혜원(87 건 중 8.05%), 오신환(162 개 중 8.02%), 우원식(81 개 중

7.41%), 금태섭(156 건 중 9.61%) 의원도 네거티브 비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1-2. 언론보도량

신문과 TV, 인터넷언론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보도된 의원은

나경원 의원(14494 회)이며, 그 다음은 이해찬(7277 회), 

홍영표(6122 회), 김진태(5179 회), 손혜원(5020 회), 

김성태(지역구)(4810 회), 박지원(4359 회), 김관영(4183 회), 

오신환(3770 회), 문희상(3764 회), 이인영(3469 회), 유승민(3459 회), 

하태경(3406 회), 심상정(3071 회) 순이다. 

신문보도량 역시 순위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김진태(2328 회), 

문희상(1962 회), 김관영(1961 회) 의원이 각각 8 위와 9 위를 차지해

전체보도량 순위에 비해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TV 

뉴스에서는 나경원(3190 회) 다음으로 홍영표(145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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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1334 회) 의원이 많이 보도되었으며, 이인영(830 회), 

유승민(679 회) 의원에 대한 보도량이 다른 매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사의 보도에서도 나경원, 이해찬, 김진태, 홍영표 의원 등이

가장 많이 보도되었으며, 김진태(1871 회), 정동영(486 회) 등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당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보도된 것은

자유한국당(9 만 3267 회)이었으며,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84723 회), 

바른미래당(2 만 9735 회), 민주평화당(16145 회), 정의당(10085 회), 

무소속(9039 회), 우리공화당(2231 회), 민중당(485 회) 순이었다. 반면

의원 1 명당 보도량은 정의당이 1680.83 회로 가장 높았으며, 

무소속(1291.29 회), 바른미래당(1189.4 회), 우리공화당(1115.5 회), 

민주평화당(949.70 회), 자유한국당(847.8818 회), 민주당(656.77 회), 

민중당(485 회) 순이었다. 

전체 언론보도량 중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정당은

무소속(53.51%)이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51.81%), 

바른미래당(50.60%), 우리공화당(49.89%), 자유한국당(48.69%), 

민주평화당(48.56%), 정의당(45.09%), 민중당(31.54%) 순이었다. 

민중당의 경우 전체 보도량 중 인터넷신문사에 보도된 비율이

58.76%로 가장 높았으며, 신문사와 TV(9.69%)에 보도된 비중은

낮았다. 대부분의 정당이 소속 의원이 신문에 보도된 횟수가 전체의

50%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민중당은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절 정치인의 특성에 따른 언론보도량 분석

<표 2-1> 정치인의 특성에 따른 언론보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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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도량 TV 보도량
인터넷신문

보도량
전체 보도량

Intercept 6.647***

(0.457)

5.906***

(0.561)

6.277***

(0.439)

7.405***

(0.459)

연령 -0.031***

(0.008)

-0.036***

(0.010)

-0.034***

(0.007)

-0.033***

(0.008)

성별(여성) 0.136

(0.137)

0.179

(0.168)

0.103

(0.131)

0.136

(0.137)

자유한국당 0.307**

(0.109)

0.339*

(0.134)

0.508***

(0.105)

0.373***

(0.109)

바른미래당 0.545**

(0.189)

0.477*

(0.232)

0.622***

(0.181)

0.557**

(0.189)

민주평화당 0.504*

(0.219)

0.524

(0.269)

0.596**

(0.210)

0.536*

(0.220)

정의당 0.432

(0.379)

0.543

(0.465)

0.790*

(0.363)

0.563

(0.380)

우리공화당 -0.393

(0.571)

-0.510

(0.701)

-0.240

(0.548)

-0.368

(0.574)

민중당 -1.332

(0.797)

-1.652

(0.983)

-0.142

(0.762)

-0.865

(0.798)

무소속 1.011**

(0.310)

1.065**

(0.381)

0.927**

(0.298)

1.001**

(0.312)

비례대표 0.036

(0.154)

0.075

(0.189)

-0.061

(0.148)

0.016

(0.154)

선수 0.251***

(0.043)

0.262***

(0.052)

0.243***

(0.041)

0.250***

(0.043)

당직 0.740***

(0.145)

0.843***

(0.178)

0.794***

(0.139)

0.774***

(0.146)

이념극단성 0.516*

(0.236)

0.591*

(0.289)

0.434

(0.226)

0.509*

(0.236)

Log 

likelihood
-1920.756 -1667.613 -1768.589 -2112.610

N 281 281 281 281

* p<.05, ** p<.01, *** p<.001

앞서 밝혔듯이 언론보도량은 신문과 TV, 인터넷신문으로 나누어

측정했으며, 이를 통합해 전체 보도량도 측정하였다. 이념극단성 값이

결측치인 의원 16 명을 제외, 281 명을 대상으로 정치인의 연령과 성별, 

정당, 비례대표 여부, 선수, 당직, 이념극단성이 언론보도량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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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디어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선수가

높을수록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대표, 당

사무총장 등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되었다.

언론보도량은 선수가 1 단위 증가하면 1.28 배(exp(0.250)=1.28),

당직을 맡은 경우 2.17 배(exp(0.774)=2.17) 증가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인지도가 높고, 

언론에 보도될 만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직을

맡은 경우에는 정당 내 주요 의사 결정에 깊이 관여되어 있거나

대변인처럼 정당의 대언론 창구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해서, 또

장관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언론에 등장할 기회가 많아진다.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입지가 언론보도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언론보도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또다른 변인은

이념극단성이다.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일수록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언론이 강경파의 목소리에 보다 높은

보도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갈등 중심의 정치 보도

관행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언론계에는 정당 간, 또는 정당 내 계파 간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 정치적 갈등을 강경파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극우 또는 극좌 성향의 의원들은

법안이나 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을 주도하거나,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끝까지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다. 따라서 언론은 정치적

갈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의 행보와 발언을 보다 많이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단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만 이념극단성이 언론 보도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언론사의 게이트키핑이

가진 한계로 보인다. 국회를 일상적으로 출입하고 정치인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신문 및 방송 기자들에 비해 인터넷신문사 기자들은

인력이나 시간, 노하우 등이 부족해서 취재력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즉 신문 및 방송사에 비해 인터넷신문사에서는 정치인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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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게이트키핑 단계에서

이념 극단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은 언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회의원의 연령이 1 세

증가하면 언론보도는 약 3.2%(Exp(-0.033) = 0.968 배)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활동적이고, 미디어 친화적이며,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 일도 잦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수가 높을수록

언론에 많이 보도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선 이상의 젊은 의원이

언론에 많이 보도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젊은 나이에 정치적 경력이

상당할 때 언론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성별과 비례대표 여부는 언론보도량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예상과 달리 언론은 여성 의원에 대해 더 보도하지도, 또 덜 보도하지도

않았으며, 비례대표 여부도 언론보도량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못했다.

여당에 비해 야당 소속 의원이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된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자유한국당(exp(0.373)=1.45 배), 바른미래당(1.75 배), 

민주평화당(1.71 배) 등 주요 야당 소속일 때 언론에 보도되는 횟수가

증가했다. 단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만 더 많이

보도되는 경향을 보였다(2.20 배). 무소속일 때는 언론 보도량이

2.72 배 증가했는데, 7 명의 무소속 의원 중 이언주 의원과 손혜원 의원

등 언론에 자주 보도된 의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당 소속이면 언론에 덜 보도되고, 주요 야당

소속이어야 더 보도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론과 일치한다. 언론은

현직자에게 우호적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에게는 그렇지 않다. 권력을

창출한 여당의 의원이 언론에 더 신뢰할 만한 취재원으로 비칠 것

같지만, 실제로 언론은 집권여당을 공격하는 야당 의원이 더 뉴스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갈등이나 부정적인 현상을 위주로

정치 뉴스를 보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미디어 노출에

있어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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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주변부에 위치한 의원들이 언론보도에서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것이라는 가설 1-1 은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야당 소속인 경우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언론 보도에 유리했다. 성별은

언론보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선수가 낮을수록 언론 보도에서

불리하다는 점에서는 가설 1-1 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가 높지 않은 의원들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언론에 보도되기 어려운 위치의 정치인들이 인지도를

쌓기 위해 유튜브 활동을 한다는 주장은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역으로,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는

의원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어떤 정치인들이 유튜브 활동을 활발히 하고, 또 네거티브 캠페인을

많이 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절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 개설 가능성

<표 3-1>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 개설 가능성

채널 개설 여부

Intercept 2.949

(1.554)

연령 -0.042

(0.026)

성별(여성) 0.287

(0.470)

자유한국당 0.678

(0.378)

바른미래당 0.378

(0.635)

민주평화당 0.175

(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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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15.760

(1038.751)

우리공화당 14.850

(1695.640)

민중당 15.354

(2399.545)

무소속 -0.437

(0.924)

비례대표 -0.809

(0.474)

선수 0.334*

(0.163)

당직 0.055

(0.530)

이념극단성 0.245

(0.807)

N 281

* p<.05, ** p<.01, *** p<.001

먼저 유튜브 채널 개설 여부만을 놓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튜브 채널 개설 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선수가

유일했다. 선수가 증가할수록, 즉 의원직을 한번 더 역임할수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가능성은 39%(exp(0.334)=1.39) 증가한다. 따라서

야당 정치인이나 선수가 낮은 정치인이 소셜 미디어 채널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가설 2-1 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가

높을수록 국회의원으로 재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도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튜브 채널 개설 자체는 시간과

자본 측면에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들이 채널을

개설했고(239 명(80.5%)), 이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 정당, 이념극단성

등의 변인에 따라 채널 개설 여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원들의

채널 운영 실태를 보면 채널을 개설해 놓고 영상을 거의 업로드 하지

않은 의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채널 개설 여부는 정치인이 소셜

미디어 이용에 있어 최소한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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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 정치인의 유튜브 활동 변인 분석

<표 3-2> 유튜브 활동량 및 네거티브 캠페인 분석

영상 개수 네거티브 전략

Intercept 7.842***

(1.116)

-2.061

(1.188)

연령 -0.079***

(0.019)

0.009

(0.020)

성별(여성) 0.092

(0.349)

-0.116

(0.361)

자유한국당 0.002

(0.270)

1.304***

(0.267)

바른미래당 -0.356

(0.484)

0.356

(0.499)

민주평화당 0.789

(0.561)

0.385

(0.567)

정의당 -0.449

(0.885)

0.926

(0.824)

우리공화당 0.899

(1.301)

-1.339

(1.426)

민중당 0.109

(1.805)

0.451

(1.623)

무소속 0.573

(0.823)

-1.112

(0.994)

비례대표 -0.220

(0.420)

0.267

(0.418)

선수 0.063

(0.104)

0.144

(0.103)

당직 0.370

(0.357)

-0.315

(0.367)

이념극단성 0.319

(0.601)

0.746

(0.574)

유튜브 영상 개수 0.032***

(0.002)

Log likelihood -922.284 -474.679

N 226 22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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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유튜브 활동을

활발히 한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의원들이 네거티브

전략을 활발히 구사했는지 살펴보았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의원

239 명 중 이념극단성 변인이 결측치인 13 명을 제외, 226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연령이 1 세 증가할 때 유튜브 채널 영상

개수는 7.6%(exp(-0.079)=0.924 배) 감소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채널에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정치인들인 것이다. 

반면 네거티브 영상 개수에는 연령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채널별 영상 개수를 통제했을 때,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쓴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네거티브 영상이 3.68 배(exp(1.304)=3.68)) 많았다. 종합하면 젊은

의원들이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유튜브를 이용해 다른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을수록, 또 자유한국당 소속인 경우 언론에 보도되는 횟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유튜브 활동과 언론보도량은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튜브 활동 변인들이 언론보도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석수로 소규모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아니라

거대 양당 중 하나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거티브를 많이 했다는

사실은 선뜻 납득이 가는 결과는 아니다. 집권여당을 뒤쫓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네거티브를 통해 유권자 부동층이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 예상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당을 크게 공격하지 않고 있다. 이는

3 명이 입후보한 선거에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고 한 명이 크게

뒤쳐진 경우, 크게 뒤쳐진, 즉 당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3 위 후보는

네거티브를 잘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Skaperdas & Grofman, 1995). 이 경우 3 위 후보는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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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통해 다른 후보의 지지층을 무당파로 만들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홍보하는 긍정 캠페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현재 지지층이 약하기 때문에

집권세력이나 다른 정당을 공격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표 3-3> 유튜브 구독자수, 조회수 분석

구독자수 총 조회수

Intercept 3.159*

(1.435)

5.670**

(1.890)

연령 0.015

(0.023)

0.029

(0.032)

성별(여성) 1.589**

(0.520)

1.752*

(0.751)

자유한국당 -1.132***

(0.331)

-0.143

(0.480)

바른미래당 0.863

(0.525)

1.829*

(0.763)

민주평화당 -0.144

(0.630)

-0.484

(0.790)

정의당 0.947

(0.917)

2.298

(1.325)

우리공화당 -1.699

(1.256)

-2.628

(2.218)

민중당 -0.349

(1.717)

1.426

(2.581)

무소속 0.999

(0.958)

0.931

(1.288)

비례대표 0.387

(0.552)

0.066

(0.781)

선수 0.317**

(0.117)

0.002

(0.169)

당직 -0.420

(0.391)

-1.330*

(0.573)

이념극단성 0.033

(0.842)

-0.730

(1.087)

유튜브 영상 개수 0.027***

(0.003)

0.034***

(0.006)

네거티브 비율 0.017*

(0.827)

0.040**

(1.341)

Log likelihood -1313.4 -1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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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6 226

* p<.05, ** p<.01, *** p<.001

특정 정치인들이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만으로는

유튜브 정치 콘텐츠의 파급력을 설명하기 어렵다.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일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며, 기존 언론에서 인터뷰한 영상 등을

그대로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치인 중 어떤 의원이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고, 

영상의 조회수도 높았는지 확인해보았다. 구독자 수 분석의 경우 구독자

수를 비공개한 의원(21 명)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네거티브

비율로, 가설 2-4 가 확인되었다. 네거티브 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구독자 수는 1.7%(exp(0.0169)=1.017), 총 조회수는

4%(exp(0.040)=1.04) 증가했다. 네거티브 비율이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유튜브가 정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는 정치 콘텐츠의 특성 중 하나가 네거티브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극단적인, 특히 극우 성향의

정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했을 때, 유튜브

환경이 이용자들에게 네거티브 영상을 더 많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거티브 캠페인을 많이 할수록 이용자의 높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욱 많은 정치인들이 네거티브 캠페인에 나설 것이며, 

정치인들이 노력하더라도 정책 현안을 설명하거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의원의 성별 변수는 역시 구독자 수와 조회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의원에 비해 여성 의원들은 구독자 수는

4.90 배(exp(1.589)=4.90), 총 조회수는 5.77 배(exp(1.752)=5.77) 

더 많이 확보했다. 이는 남성 의원이 다수인 의정 환경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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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유튜브 영상 개수는 예상대로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상이 1 개 늘어날 때마다 구독자 수는

1.027 배(exp(0.027)=1.027), 조회수는 1.034 배(exp(0.034)=1.034) 

증가한다.

한편 선수는 구독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회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선수가 1 회 증가하면 구독자 수는

1.44 배(exp(0.371)=1.44) 증가한다. 선수가 높을수록 언론에 자주

보도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구독자 수는

정치인의 일반적인 인지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성

정치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영상을 더 많이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

구독자 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인지도가 높은 기성 정치인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한편 당직을 맡은 경우에는 총 조회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을 맡은 의원의 유튜브 영상 총 조회수는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73.6%(exp(-1.330)=0.264))가량 낮다. 당직을 맡은

정치인들은 기성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유튜브 활동을 활발히 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총 조회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단 이들

의원은 이미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수에서는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당 중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많은 조회수를

확보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경우 유튜브 채널의 총 조회수는

더불어민주당 대비 6.23 배(exp(1.829)=6.23)) 높았다. 그러나 구독자

수의 경우 바른미래당 소속이라는 점이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인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비 자유한국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67.8%(exp(-1.132)=0.322) 감소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네거티브를 더 많이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자유한국당 당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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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으면서 전체 영상 중 네거티브 비율이 낮은 의원들은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유튜브에서 높은 구독자를 확보하는 주요 동력은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볼 수 있다.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오히려 구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변인이 조회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념극단성 변인은

구독자 수와 조회수 모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이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이념극단성이 높은 정치인들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할 때에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절 유튜브 활동이 언론보도량에 미치는 영향

유튜브 활동 변인이 언론보도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이념극단성과 유튜브 네거티브 비율 변인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즉 국회의원이 유튜브에서 네거티브를 많이

했을 때 이것이 언론보도량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의원의 이념극단성

변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이념극단성과 네거티브 비율의 상호작용항이 없이

전체보도량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 뒤, 상호작용항을 추가해 다시

분석하였다.

<표 4-1> 유튜브 활동 변인이 정치인의 언론보도량에 미치는 영향

전체 보도량(1) 전체 보도량(2)

Intercept 6.300***

(0.475)

6.067

(0.470)

연령 -0.019*

(0.008)

-0.019*

(0.008)

성별(여성) 0.047

(0.142)

0.08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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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0.222

(0.121)

0.232

(0.119)

바른미래당 0.802***

(0.197)

0.904***

(0.194)

민주평화당 0.543*

(0.229)

0.606**

(0.224)

정의당 0.619

(0.360)

0.653

(0.353)

우리공화당 -0.673

(0.535)

-0.614

(0.525)

민중당 -1.156

(0.736)

-1.222

(0.720)

무소속 0.851*

(0.338)

0.785*

(0.330)

비례대표 -0.266

(0.171)

-0.265

(0.167)

선수 0.235***

(0.043)

0.246***

(0.042)

당직 0.752***

(0.146)

0.687***

(0.143)

유튜브 영상 개수 0.004***

(0.001)

0.004***

(0.001)

이념극단성 0.914***

(0.246)

1.433***

(0.285)

네거티브 비율 0.004

(0.242)

0.015 ***

(0.394)

이념극단성 * 네거티브비율 -0.027***

(0.726)

Log likelihood -1691.138 -1685.157

N 226 226

* p<.05, ** p<.01, *** p<.001

상호작용항이 없는 모델의 경우, 분석결과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더 많이 올렸을 수록, 또 이념극단성이 높을수록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유튜브 영상 개수가 1 개 증가할 경우 언론보도량은 0.4%

증가했다.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된

것이다. 반면 유튜브 영상 중 네거티브 영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언론보도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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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대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인 경우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되었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선수가 높을수록 언론보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튜브 활동 변인을 추가하지 않았을 때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젊은 의원일수록, 

선수가 높을수록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주요 야당 소속일 때 언론보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활동 변인들 역시 언론보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튜브에 더 많은 영상을 업로드했을수록, 영상 중

네거티브 캠페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영상

개수가 1 개 늘어날 때 언론보도량은 0.4%(exp(0.004)=1.004), 

네거티브 영상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언론보도량은

1.5%(exp(0.015)=1.015)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유튜브 활동이, 특히

유튜브에서의 네거티브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념극단성과 네거티브 비율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그 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극단성과

네거티브 비율이 모두 언론보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호작용항 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사실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언론보도량에 미치는 영향이 이념극단성 변인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1>). 즉 이념극단성이 높은

의원들은 네거티브 캠페인을 많이 하는 경우 언론보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유튜브에서는 언론의

게이트키핑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강경한 보수∙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극단적인 수준의 공격을 펼칠 수 있다. 이것이 스스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언론 보도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은 기사에 인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뉴미디어인 유튜브에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강경한 성향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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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자신의 성향을 유지한다면, 이는 보도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반면 이념극단성이 낮은 의원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일

경우에는 이것이 언론보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다. 

의정활동상에서 중도적 성향에 가까운 의원은 일반적으로 다른

정치세력을 공격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이 공격에

나섰을 때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가치가 있는 일로 보고 많은 보도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 대 국회의원 중 이념극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시에 유튜브에서 네거티브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의원을 꼽아보자면, 

하태경(이념극단성 0.27, 네거티브 비율 0.79), 김현아(이념극단성

0.19, 네거티브 비율 0.46), 이언주(이념극단성 0.17, 네거티브 비율

0.71), 장제원(이념극단성 0.09, 네거티브 비율 0.66), 

김성태(지역구)(이념극단성 0.01, 네거티브 비율 0.67) 등으로, 최근

1 년간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 정치인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이념극단성과 네거티브 비율의 상호작용에 따른 언론보도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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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극단성 변인이 2016 년 4 월부터 2017 년 12 월까지의

표결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2018 년 중순 이후

정치인들의 이념 성향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선 시기에 중도적인 성향을 보인 의원들이 이후 네거티브 캠페인에

나섰을 때 언론이 이들의 목소리에 주목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정치인의 이념 성향이 이후에 더 극단적으로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보도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전에 형성된 성향이라는 것이다. 

또는 정책이나 법적 문제에서는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는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유튜브와 같은

SNS 에서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 위해서, 또는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되기 위해서 정치인은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성향보다 극단적인

발언을 하거나, 자극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중도적인 성향의 정치인들까지 네거티브

캠페인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중도적인 성향의 정치인이

네거티브 전략을 선택했을 때 언론에 보도되는 효과가 강하다면, 많은

중도적인 정치인들이 네거티브 캠페인에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간지, TV 뉴스, 인터넷신문사 등 매체 속성에 따라

언론보도량을 나누어 측정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표 4-2> 매체 성격별로 유튜브 활동 변인이 언론보도량에 미치는 영향

신문보도량 TV 보도량
인터넷신문

보도량

Intercept 5.287***

(0.476)

4.430 ***

(0.576)

5.072 ***

(0.440)

연령 -0.016*

(0.008)

-0.022 *

(0.010)

-0.023 **

(0.007)

성별(여성) 0.092

(0.141)

0.149

(0.170)

0.030

(0.130)

자유한국당 0.170

(0.120)

0.181

(0.145)

0.368 ***

(0.111)

바른미래당 0.860 *** 0.885 *** 0.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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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7) (0.238) (0.182)

민주평화당 0.532 *

(0.228)

0.687 *

(0.275)

0.691 **

(0.210)

정의당 0.484

(0.358)

0.705

(0.432)

0.890 **

(0.330)

우리공화당 -0.639

(0.533)

-0.731

(0.643)

-0.505

(0.491)

민중당 -1.682 *

(0.733)

-2.048 *

(0.890)

-0.500

(0.674)

무소속 0.773 *

(0.335)

0.865 *

(0.404)

0.726 *

(0.309)

비례대표 -0.193

(0.169)

-0.325

(0.205)

-0.365 *

(0.157)

선수 0.244 ***

(0.042)

0.255 ***

(0.051)

0.247 ***

(0.039)

당직 0.672 ***

(0.145)

0.741 ***

(0.174)

0.688 ***

(0.133)

유튜브 영상 개수 0.004 ***

(0.001)

0.004 ***

(0.001)

0.004 ***

(0.001)

이념극단성 1.384 ***

(0.289)

1.678 ***

(0.350)

1.390 ***

(0.267)

네거티브 비율 0.014 ***

(0.400)

0.018 ***

(0.483)

0.013 ***

(0.369)

이념극단성 * 네거티브

비율

-0.027***

(0.736)

-0.032 ***

(0.890)

-0.025 ***

(0.680)

Log likelihood -1534.598 -1330.004 -1404.28

N 226 226 226

* p<.05, ** p<.01, *** p<.001

분석 결과 신문과 방송, 인터넷신문 등 모든 유형의 매체에서

이념극단성이 높을수록, 네거티브 비율이 높을수록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거티브 비율이 1%p 증가할 때

언론보도량은 신문의 경우 1.4%(exp(0.014)=1.014), TV 뉴스에서는

1.8%(exp(0.018)=1.018), 1.013%(exp(0.013)=1.013) 증가한다.

이념극단성과 네거티브 비율 변인의 상호작용항 역시 전체 언론보도량을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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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주요 야당 소속인

경우, 또 젊을수록, 선수가 높을수록, 당직을 맡았을 경우 매체 특성을

막론하고 언론보도량이 증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인터넷신문사에서만 여당 대비 유의미하게 더 많이 보도되며, 일간지와

TV 뉴스에서는 여당과 보도량에 차이가 없었다. 즉 일간지와

TV 뉴스에서는 네거티브 전략을 펴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높은 보도가치를 두지 않는 반면, 인터넷신문사에서는 야당 의원 전반에

더 높은 보도가치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터넷신문사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권력 핵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을 인터넷신문사에서 비교적 취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비례대표 여부 역시 인터넷신문 보도량에 대해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인 경우 지역구 의원 대비 인터넷신문

보도량이 30.6%(exp(-0.365)=0.694)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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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및 결론

전체 인구의 약 26%가량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한국의 미디어 환경에서(Newman, Fletcher, Kalogeropoulos & 

Nielsen, 2019) 이제 유튜브는 정치적 함의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과거에는 언론사의 게이트키핑 역할에 따라 사람들이

뉴스를 접했다면, 이제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뉴스 노출

여부가 결정된다. 유튜브가 특정한 성격의 정치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이는 그 자체로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 지도부 중심의 정치에서 경쟁력이 낮은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 특히 유튜브를 이용해 지지층을 확보하고, 

나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주류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권력의 주변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정치 신인이나 야당

의원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데 있어 다른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재 한국 정치 현실에서 유튜브는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경쟁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수가

높을수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국회의원의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늘어날 경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일이

한번쯤 시도해보는 통과의례처럼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유튜브를 활발하게 운영한 것은 선수가 높은 의원이 아니라 연령대가

낮은 의원들이었다.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에 보다 친화적인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네거티브 캠페인을 활발히 벌이는 정치인들이다. 네거티브

캠페인을 많이 벌일 수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수와 조회수가 모두

증가하며, 언론보도량 역시 늘어나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캠페인을 많이



65

하는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로, 이들은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해

유튜브 이용자들의 높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이를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선택편향이 일어나는 미디어 환경에서

여당을 공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가장 큰 제 1 야당 정치인들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해 유튜브 내에서 많은 이용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더 자주 등장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튜브는 제 1 야당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언제나 언론 노출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념극단성이 낮은

의원들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일 때는 언론보도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이념극단성이 높은 의원은 유튜브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

보도량이 감소할 수 있다. 언론은 이념극단성이 높은 의원들을

기본적으로 우대하지만, 이들 의원이 유튜브에서 네거티브 메시지

전략을 펼칠 경우 보도를 오히려 줄이는 것이다.

반대로 이념적으로 중도적인 성향의 의원이 유튜브에서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 언론은 이를 새로운 현상, 신선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게 된다. 평소 과격한 언행과는

거리가 멀었던 정치인의 새로운 면모에 주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또

중도적인 성향의 정치인이 하는 비판은 보다 신뢰할 만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중도적이었던 의원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위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야당, 특히 제 1 야당을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

TV 등 레거시 미디어가 구독층 상당수를 잃었기 때문에 언론의

게이트키핑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뛰어들게 되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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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처럼 다른 정치세력을 공격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치인들은

네거티브 메시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이다. 특히 기성 미디어를

통해 비교적 온건하고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취함으로써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될 수

있다. 이처럼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환경이 계속된다면 향후 정치 공론장은 더욱 공격적 또는 대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즉 소셜 미디어가 이용자들에게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고, 여기에 정치 엘리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디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재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의회정치가

성공하기는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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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politicians are using 

YouTube, a video-based social media, to examine the impact of 

YouTube on political landscape and public sphere. YouTube 

recommends customized content through an algorithmic system, and 

users are exposed only to content that matches their ideas.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es that politicians take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positions and characteristics in the social media 

environment in which selection bias is intensified.

In particular, we focused on how opposition politicians and 

political rookies are working on YouTube. We also wanted to 

analyze whether YouTube provides a favorable environment for 

carrying out negative campaigns that attack other political forces.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YouTube channels operated by the 

20th Members of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videos 

uploaded to those channels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to the first 

half of 2019.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irst opposition politicians, who 

have the incentive to attack the ruling party, are actively car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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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negative campaigns on YouTube. Small opposition parties, on 

the other hand, were not active in the negative campaign, because it 

seems more urgent to secure their own support rather than attack

the ruling party.

Meanwhile, as the volume of negative campaigns increased, 

so did subscribers and views on YouTube channels. In other words, 

politicians attacking other political forces are becoming more 

popular on YouTube. It is interpreted that the YouTube is promoting 

the negative campaigns.

Also, the more negative campaigns on YouTube, the more 

likely politicians are to be reported in the press, especially when 

politicians with low ideological extremes do negative campaigns. In 

other words, when politicians who have been regarded as politically 

moderate showed an aggressive appearance on YouTube, they are 

attracting much attention from the established media. These results 

show that YouTube strengthens negative campaigns in political 

public spheres, and that the social media provides moderate 

politicians incentives to actively pursue negative campaigns.

Keywords : YouTube, social media, media politics, politicians,

polarization, selective bias, negative campaign, negative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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