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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정부는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특히 Twitter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난 대응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

에 미국의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누가,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1) 전체 

트윗수, 코로나-19시기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 (2) 소속정당(공화당, 민주당)

에 따라 트윗 내용의 의미론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2가지 연구문제를 구성했

다. 본 연구는 2020년 01월 19일부터 2022년 04월 23일까지 미국의 50개주 주지

사 48명과 상원의원 99명의 트윗을 크롤링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트윗을 작성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의미네트워크분석(단어빈도분석, 중심성 분석, CONCOR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전체 트윗

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에 비해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지사와 달리, 상원의원은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

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의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사의 소속정

당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

만,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바이

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

동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트위터의 활용은 신속한 정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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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정부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

만, 본 연구는 정치인의 소속정당에서 기인한 정보편향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트

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의 정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소셜미디어, 트위터, 코로나19, 주지사, 상원의원 

학   번: 2020-2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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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소셜미디어1라 한다)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는 시민들

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김인희, 2015). 오늘날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시민들

에게 각종 정보들을 신속히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민원을 처리하거나 시민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김주현, 2013). 

 이처럼 소셜미디어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진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높

은 관심을 받는 소셜미디어는 단연 트위터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소셜미

디어 중에서도 트위터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신

속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데(엄석진 외, 2014), 이러한 점 때문에 코로나-19

를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공중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후방채널로 활용된다

(설진아, 2009). 감염병 위기상황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은 시민들이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등의 수용정도에 따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정도가 달라진다(정규진 외, 2014).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트위터는 정보서비스 제공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Yates, &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용어를 소셜미디어와 구별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념을 다른 사람과의 개방적인 소통과 공유를 목

적으로 사용되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김주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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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uette, 2011), 재난정보서비스 제공에 트위터를 사용하는 경향도 계속 증가하

는 추세이다(Chatfield, & Brajawidagda, 2013).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가 트위터

와 다른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가 행정에 미치는 영

향은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Java et al., 2007; Honey, & Herring, 2009; Golbeck, 

Grimes, & Rogers, 2010; Bell, 2021; Løberg, 2021; Criado et al., 2013; Mergel, 2013; 

금혜성, 2011; 홍주현·박미경, 2011; 엄석진 외, 2014 등)들이 확대 및 심화되고 있

다. 또한, 재난상황과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재난정보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연구(Yates, & Paquette, 2011; Chatfield, & Brajawidagda, 2013; He-

verin, & Zach, 2010; Bunce, 2012; Murthy, & Longwell, 2013; Li, & Rao, 2010 등)들이 

확대 및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의 확대 및 심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비

롯한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연구는 소수에 불

과하다(김소희 외, 2012).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확산

과 활용이 정부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정치·행정 이론적 검토와 함께 코로나-19

시기에 소셜미디어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급효

과는 어떠한 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소희 등(2021)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김지현(2016)은 국민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재난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재난정보 제공과 전파

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Kavanaugh et al.(2012)

은 소셜미디어는 위기의 상황에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위기의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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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게다가 미국의 주지사와 이에 상응하는 직급인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을 대상으로 트위터 계정보유 여부를 비교하였을 때, 주지사의 계정보유율은 

100%에 달했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의 계정보유율은 41.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한국보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트위터 활용연구가 양

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미국의 주지사

와 상원의원이 누가,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

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코로나-19시기는 2020년 01월 19

일(미국 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2022년 04월 23일(조사시점)

까지로 설정하였고,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누가, 얼마나 트위터를 행

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둘

째,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소속정당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트위

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의미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2을 실시할 것이다.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계정에서 코

로나-19시기의 트윗 내용을 수집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트

윗(이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이라 한다) 내용을 식별하여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정책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강찬

                                            
2  소셜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의 정의를 손동원(2002)는 “의사소통 집

단 내 개체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개체 간 연결 상태의 연결 구조의 특성을 계

량적으로 파악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기법”이라고 표현했다. 의미네트워크분

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소셜네트워크분석의 발전된 형태로, 텍스트나 언어

로 구성된 데이터에서 잠재된 의미구조와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법이다

(황서이·박양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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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21), 여러 국가 중에서도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관리를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이를 지속하고 있다(Adolph et al. 2021; Kim et al. 

2021).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

에서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미국의 50개주 주지사 48명과 상원의원 99명을 합한 147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원래는 주지사 50명과 상원의원 100명을 합한 15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여타의 사유로 공석이 되어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임명 처리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알렉스 파딜라,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 로

드아일랜드 주지사 대니얼 맥키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구대상에 대한 시

간적 범위는 코로나-19시기로 2020년 01월 19일(미국 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2022년 04월 23일(조사시점)까지로 설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미국의 50개주 전체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코로나-19시기로 설정하였으며,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정책연구(Pang, Cai, Jiang, & Chan, 2021; 

Lazin, 2021; Zeemering, 2021; Padeiro, Bueno-Larraz, & Freitas, 2021; 강찬희, 2021 

등)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국민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재난상황에서 소

셜미디어를 이용한 재난정보 제공과 전파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김지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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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미국의 50개주 전체로 설정하였고,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50개주 전체를 대상으로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수준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의 50개주 전

체를 대상으로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목적이나 행태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동일 직급으로 보이는 행정가와 정치인 모두를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과업을 동등한 관점에

서 평가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술통계분석과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순서대로 실시할 것이

며,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크롤링(Crawling) 작업을 통해 주지사와 상원

의원의 트위터 계정에서 (1) 전체 트윗수, (2) 코로나-19시기 트윗수, (3) 팔로잉

수, (4) 팔로워수, (5) 트윗 내용, (6) 소속정당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위의 자료들

을 토대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시기 트윗 내용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을 식별할 것이다. 트윗 내용에서 단어의 동시출현관계를 추출 규칙으로 하

여 단어 텍스트들의 빈도수 계산 및 단어매트릭스를 구성하는 텍스트마이닝

(Text-mining)3을 실시할 것이다. 중심성 분석을 통해 단어 텍스트들의 전체 내용

이 전달하려는 의도를 찾을 것이다. CONCOR 분석을 통해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3  Lee(2012)에 의하면, 마이닝(Mining)은 문헌매체나 데이터베이스(DB)와 같은 분석대

상 데이터로부터 관계형성의 규칙을 적용하여 관계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여

기에서 마이닝은 또다시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텍스트마

이닝(Text Mining)이다. 이는 지식 또는 언어 매체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를 분석

하여 특정한 지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언어로 나타나는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김

대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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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클러스터들을 도출하고, 의미네트워크의 구조

적·의미론적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시기에 미국의 주지사

와 상원의원이 누가,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

를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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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행정에서의 소셜미디어 활용 

 

1. 소셜미디어의 정의와 종류 

 인터넷의 등장 이후, 소셜미디어의 이용자가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

에 힘입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김주현, 2013). 소셜미디어는 온라인상에서 지인

들과의 인과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

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

진흥원, 2012).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추세가 반복되다 보니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자신의 관심사

와 일정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김인희, 2015).  

 소셜미디어는 성격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Park et 

al.(2011)은 소셜미디어를 프로필 기반 서비스,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 등으

로 나누었다. 프로필 기반 서비스는 인적 정보나 게시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프

로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페이스북

(Facebook)이 이에 해당한다. 마이크로블로그는 글자 수를 제한하여 짧은 분량

을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간단한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

록 하는 서비스이며, 트위터(Twitter)가 대표적이다(김주현, 2013). 이처럼 소셜미

디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페이스북, 트위터가 있고, 소셜미디어는 정치인들과 그 

밖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사나 기관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의사를 밝히는 

도구로 사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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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관계는 친구 초대(또는 신청)와 초대(신청)수락의 

두 단계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페이스북은 친구, 또는 오프라인

에서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김주현, 2013). 따라서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일종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관계가 형

성될 것이며, 이는 오프라인에서 인간관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트위터는 이용자들 사이의 느슨하고 긴 연결 관계에 초점을 둔다

(곽해운 외, 2011). 트위터는 280자 이내의 트윗(Tweet)을 보내고 읽는 것을 가능

하게 해준다(Gligorić et al., 2018). 트위터에서 인간관계는 팔로잉(Following)과 팔

로워(Follower)로 형성되는데(금혜성, 2011), 트위터는 다른 소셜미디어와 달리 

친구 관계를 맺는 데 상호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한 이용자가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트윗으로 작성하여 전송하면, 그 이용자를 팔로우(Follow)하는 다

른 이용자에게 즉시 전달된다. 이러한 개방성과 접근성 때문에 트위터에서는 비

대칭적이고 단방향적인 온라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소속 

집단을 벗어나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김주현, 2013). 이러한 관

계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길고 약한 연결고리의 역

할을 한다(곽해운 외, 2011; 금혜성, 2011). 

 

2. 소셜미디어 활용의 장점과 단점 

 소셜미디어 도입 이전, Burt(2009)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부는 정

치인, 직업공무원, 시민집단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서로가 제한적으로 소통할 

뿐 분절된 상황으로 보았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도입 이후, 소셜미디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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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결정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즉, 소셜미디어는 시민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 가능자(Enabler)로 기

능한다. 행정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정부와 시민집단 간의 커뮤니케이션 양

상을 변화시키는 가능자로 작동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연결성 증가는 소셜미

디어 도입 이전에 발생하였던 집단 간의 분절을 해소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엄석진, 2020). 

 행정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투명성

과 책임성의 확보이다. 소셜미디어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개선하고 직업

공무원과 시민집단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을 증진시킬 수 있다(Bertot et al., 2010; Jaeger, & Bertot, 2010; Stamati et al., 2015). 

둘째, 행정의 반응성 제고이다. 정부와 시민집단 간에 관계가 멀었던 과거와 달

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시민에게 반응하는 관계로 변화한다(Deloitte Research, 

2001).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는 여론의 변화에 따라 행정에서 

입장을 수정하게 되는데(Startling, 2010; Baumgartner, & Jones, 2010), 소셜미디어

를 통해 시민들의 변화된 요구를 고려하게 된다(Burstein, 2003). 셋째, 정부의 의

사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Participation)와 개입(Engagement)의 증대가능성이

다(Mergel, 2013). 행정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정부와 시민집단 간에 커뮤니

케이션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의견 개진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엄석

진 외, 2014).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는 시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김인희, 2015). 

 행정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정보의 신뢰 가능성

에 대한 우려이다. 이미 활성화되어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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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정부는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Mossberger et al., 2013).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은 생존

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은 재난 관련 정보를 가지고자 한다(김지현, 2016). 

이에 대해 이정미(2013)는 소셜미디어에서는 유용한 정보의 증가만큼이나 불필

요한 정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정보의 신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트위터

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누군가의 트윗을 받은 트위터 이용자는 리트윗(Re-

tweet)을 통해 자신이 받은 트윗을 그대로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김주현, 2013). 더군다나 정보의 리트윗을 결정할 권한은 다양한 참여자가 가지

고 있다 보니 정보가 여과되는 역할이 수반된다(서진완 외, 2012).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혼란의 상황에서 리트윗을 통해 트윗의 재전달이 반복되면,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재난상황과 관련된 트윗을 신속히 접하게 된다(김주현, 

2013). 리트윗은 최초 트윗 작성시점부터 평균 7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전체 리

트윗의 50%는 5분 안에 발생하였다(장덕진·김기훈, 2012). 이처럼 행정에서 트

위터의 활용은 소셜미디어 도입 이전에 연결될 수 없었던 정치인, 직업공무원, 

시민집단 간에 새로운 정보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나아가 행정에서 트위터의 활

용은 미디어의 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상황에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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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재난상황에서의 트위터 활용 

 

1.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중국 우한을 필두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코로나-19로 명명

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팬데믹을 선포했다

(강찬희, 202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의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

vention, 이하 CDC4라 한다)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시민들의 활동을 규

제하였다(장석진, 2022). 둘째, 재난지원금이다. 한 예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때부터 미국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는 이름으로 1.9조 달러(한

화 약 2,100조 원) 규모의 3차 경기부양 예산안을 계획 및 집행하였다. 지방(주)

정부가 지역현실에 맞게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3,500억 달러

(한화 약 407조 원)인데, 이는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김정명, 2021). 

 

2.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트위터 활용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은 재난정보를 가지고자 한다(김지현, 2016). 

이처럼 정부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요

                                            
4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미국의 

건강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중무휴로 일하는 국가의 건강보호기관

이다(Lyu, & Lul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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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받는다(Chung, 2021). 이러한 노력들은 시민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되고, 높은 신뢰도는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및 예방수칙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여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을 가증하게 한다(Henderson et al., 2020; 

Lim et al., 2021). 시민들이 재난상황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트위터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트위터가 정보의 교환 및 확산에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시민들은 트위

터를 재난상황에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Hong, & Lee, 2017; Na, 2012). 

정부에서도 트위터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소희 외, 2021).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

외 주요 국가들은 감염병 관리 전담 기관의 주도하에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

다. 예컨대, 미국은 CDC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관리를 형성하는데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이를 지속하고 있다(Kim et al., 2021; Adolph et al., 

2021).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

고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민들의 질문과 우려 및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트

위터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Lyu, & Luli, 2021). 예컨대, 에볼라 바이러스

(Lazard et al., 2015), 지카 바이러스(Glowacki et al., 2016; Sharma et al., 2017; Chen 

et al., 2016)와 같은 이전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트위터는 대중의 지식과 정

보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트위터의 활용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

나-19와 관련된 안전 및 위기 정보의 제공이다(강희조, 2012). 트위터는 언제 어

디서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신속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데

(엄석진 외, 2014), 이러한 점 때문에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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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중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후방채널로 활용된다(설진아, 2009). 감염병 

위기상황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은 시민들이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등의 수용정도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정도가 달라진

다(정규진 외, 2014). 이러한 점 때문에 트위터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효과

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지카 바이러스 발병 당시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되다보니 CDC의 통제 노력이 저하되었다(Sharma et al., 

2017). 하지만, 정부가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중지식을 모니터링

하고 온라인상의 정보들을 평가한다면, 정보가 여과되는 역할이 수반될 것이다

(서진완 외, 2012). 이러한 과정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와 싸우는

데 중요하다(Lyu, & Luli, 2021). 

 둘째,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상황에 대한 인식을 위한 모니터링 수단

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트위터는 시민들이 직접 정보제공원이 되어 뉴스를 생산

하다보니 정부와 시민들은 트위터를 통해 가장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긴급한 재난상황 발생 당시에는 종이신문과 같은 전통적 언론매체

의 보도는 시간지연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는 트위터를 비롯한 소

셜미디어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뉴스를 생산하여 신속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강희조, 2012).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트위터는 

정보서비스 제공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Yates, & Paquette, 2011), 재난정보

서비스 제공에 트위터를 사용하는 경향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Chatfield, & 

Brajawidagda, 2013). 하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

응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김소희 외, 2012). 김지현

(2016)은 국민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재난상황에서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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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재난정보 제공과 전파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미국의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누

가,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연구

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행정에서의 소셜미디어 활용 

 행정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재구

성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행정에 도입한 소셜미디어의 종류와 관련 서비스 

현황에 주목한 연구(Sandoval-Almazan et al., 2011; Mergel, 2013; Snead, 2013; 송희

준·조희정, 2013 등)들이다. 이는 정부가 행정에 어떤 종류의 소셜미디어를 도입

하였으며, 관련 서비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소셜

미디어 도입목표에 초점을 맞춘 연구(Hrdinová, Helbig, & Peters, 2010; Criado, 

Sandoval-Almazan, & Gil-Garcia, 2013; Bertot, Jaeger, & Hansen, 2012 등)들이다. 이

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도입이 시민 참여 및 정부의 투명성 제고, 민주주의 및 

정부신뢰 제고라고 결론짓는다. 셋째, 정부의 트위터 도입과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홍주현·박미경, 2011; 금혜성, 2011; Java et al., 2007; Honey, & Herring, 

2009; Golbeck, Grimes, & Rogers, 2010, Bell, 2021; Løberg, 2021 등)들이다. 이는 정

부가 행정에 도입한 트위터의 활용목적이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쌍

방향적인 관계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엄석진 외, 2014). 

 위의 연구들이 행정에서 소셜미디어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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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의 공백은 다음과 같다. 주지사를 비롯한 행정

가의 트위터 활용목적이나 행태를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치

인의 트위터 활용행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Lazin, 2021; Zeemering, 

2021; Fujiwara, Müller, & Schwarz, 2021; Bell, 2021; 백병능, 2011; 이사빈, 2012; 윤

은혜, 2014)들이 진행되어왔다. 위의 연구들 대부분은 선거의 당선과 같은 정치

적인 목적을 위해서 트위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정치인의 팔로잉과 팔로

워 구조는 어떠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Sobaci, & Karkin, 2013). 물론, 지방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행정가의 트위터 활용에 대한 연구(Sobaci, & Karkin, 2013; 

김인희, 2015; 엄석진 외, 2014 등)들도 계속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행정에서 트

위터의 활용과 관련된 일반적 연구(엄석진 외, 2014; 김지현, 2015; 김형아 외, 

2011; 정규진 외, 2014; 김주현, 2013; 서진완 외, 2012; 김인희, 2015; Sobaci, & 

Karkin, 2013)들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정치인과 

행정가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목적이나 

행태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재난상황에서의 소셜미디어 활용 

 재난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첫째,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재난정보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연구(Yates, & Paquette, 2011; Chatfield, & Brajawidagda, 2013; Bunce, 

2012; Heverin, & Zach, 2010; Li, & Rao, 2010; Murthy, & Longwell, 2013)들이다. 예

컨대, Yates, & Paquette(2011)는 아이티 지진 당시에 소셜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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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Murthy, & Longwell(2013)은 재난상황

에서 트위터의 활용은 리트윗을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효과가 

작다고 결론짓는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소셜

미디어 활용과 관련된 연구(Lazard et al., 2015; Glowacki et al., 2016; Chen et al., 

2016; Sharma et al., 2017; Araujo et al., 2018; Mamidi et al,, 2019; Lyu, & Luli, 2021; 

Kim et al., 2021)들이다. 예컨대, Sharma et al.(2017)은 지카 바이러스 발병 당시에 

소셜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되어 CDC의 통제 노력이 저하되었다고 

결론짓는다. 이는 소셜미디어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정부

(CDC)의 대응 간에 상당한 정도의 주제 불일치가 발견되어 정부의 재난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보았다. Lyu, & Luli(2021)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코로

나-19와 관련된 시민들의 지식과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상에서 확산되

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식별하여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는 것이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와 싸우는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Kim et al.(2021)은 미국 지방(주)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

드 트윗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민주당 소속 지방(주)의원은 주

로 건강에 초점을 두었지만, 공화당 소속 지방(주)의원은 주로 경제에 초점을 

두었다. 

 위의 연구들이 재난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

켰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의 공백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김

소희 외, 2012).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에 트위터를 활용한 사례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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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황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의 신속한 정보전달이 요구되고 있다(Lyu, & Luli, 2021; 강희조,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미국의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누가, 얼

마나,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연구의 공백

을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소속정당에 따라 어떤 내용으

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시

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트위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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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연구의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기에 미국의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누가,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특

히, 코로나-19시기에 미국의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소속정당에 따라 어떤 내용으

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연구문제 

 엄석진 등(2014)은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트위터 활용현황

을 조사하였고, 총 트윗수, 대상기간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장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

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혜성(2011)은 한국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트위터 활용현황을 조사하

였고, 평균 팔로잉수에 비해 평균 팔로워수가 크다고 밝혔다. 트위터 계정 개설

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팔로잉수에 비해 팔로워수가 많아진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인지도에 의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금혜성, 2011; 엄석진 외, 2014).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미국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인지도에 따라 트

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전체 트

윗수, 코로나-19시기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누가, 얼마나 트위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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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 1을 구성

하였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전체 트윗수, 코로나-19시기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 차이가 존재할 것인가? 

 

2. 분석항목 

 선행연구에서는 트위터의 활용정도를 설명하는 요소들로 트위터 계정

의 유무 및 활성화 여부, 운영기간(개설시기),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김인희, 2015). 이러한 요소들은 이용자가 트위터를 어떻게 활

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변수이다. 각각의 변수가 의미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산술적으로 합산하여 트위터 활용정도를 평

가하는 것은 해석에 있어 모호함을 가져올 수 있다(금혜성, 2011). 이러한 점 때

문에 김주현(2013)은 위의 요소들을 합산하지 않고 변수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트윗수이다. 이는 트위

터 계정의 상단에 있으며, 트위터 계정 개설자의 시작일로부터 조사시점까지 업

데이트된 트윗의 개수를 가리킨다.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비롯한 정책결정자가 

작성한 전체 트윗수가 많다면, 정책결정자가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이사빈, 2012). 둘째, 코로나-19시기 트

윗수이다. 이는 2020년 01월 19일(미국 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시점)부터 

2022년 04월 23일(조사시점)까지 업데이트된 트윗의 개수를 가리킨다. 코로나-

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작성한 트윗수가 많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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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재

난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팔로잉수이다. 팔로잉

은 트위터 계정 개설자가 어떤 이용자와 온라인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

다는 의미이거나 적어도 그 이용자가 작성한 트윗을 읽고 싶다는 의지가 반영

된 행위이다. 팔로잉수가 많다는 것은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비롯한 트위터 계정 

개설자가 타인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이사빈, 2012). 넷째, 

팔로워수이다. 팔로워수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비롯한 트위터 계정 개설자가 

작성한 트윗을 구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이다. 팔로워수가 많다는 것은 트위

터 계정 개설자가 작성한 트윗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1) 전체 트윗수, (2) 코로나-19시기 트윗수, (3) 팔로잉수, (4) 팔로워수

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문제 1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누가, 얼마나 트위터

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할 것이

다. 엄석진 등(2014)은 한국 광역자치단체장의 트위터 활용현황을 조사하였고, 

총 트윗수, 대상기간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를 각 변수로 분석하였다. 금혜

성(2011)은 한국 국회의원의 트위터 활용현황을 조사하였고,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 등을 각 변수로 분석하였다. 김주현(2013)은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트

위터 활용현황을 조사하였고, 트윗수, 최근 한 달간 작성한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를 각 변수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맞게 (1) 전체 트윗수, 

(2) 코로나-19시기 트윗수, (3) 팔로잉수, (4) 팔로워수를 각 변수로 분석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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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댓값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현황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여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할 

것이다. 셋째, t-검정(t-test)을 실시하여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각 변수가 정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넷째,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현

황을 개인별로 제시할 것이다.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용

비율5을 개인별로 조사하여 비교분석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지사와 상

원의원의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밝혀 연구문제 1에 대한 답

을 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의미네트워크분석 

 

1. 연구문제 

 Kim et al.(2021)은 미국 지방(주)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

드 트윗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민주당 소속 지방(주)의원은 주

로 건강에 초점을 두었지만, 공화당 소속 지방(주)의원은 주로 경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트윗 내용은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

                                            
5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용비율은 전체 트윗수에서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비율

을 나타내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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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인과 행정가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

라 트윗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지사와 상원의

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 2를 구성하였다. 

 

연구문제2: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트윗 내용

에 의미적 차이가 존재할 것인가? 

 

 엄석진 등(2014)은 한국 광역자치단체장이 보낸 트윗 내용과 관련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분류기준을 직접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주지사

와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트윗과 같

은 온라인·소셜 빅데이터에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어떠한 개별 

단어를 중심으로 담론이 구축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CONCOR 분석은 단어의 네트워크 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떤 클

러스터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관계적인 분석을 확인해볼 수 있다(김대은, 

2021).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윗 내용과 

같은 질적 데이터에 대해 문장 속에서 단어들이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고, 그 

단어들이 어떤 패턴과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여 더욱 정교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이정학 외, 2019). 

 

2. 분석절차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첫째, 파이썬(Python) 프로그램 

3.7.9버전을 이용하여 크롤링 작업을 통해 코로나-19시기에 작성된 주지사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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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원의 트윗 내용을 수집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시기 트윗 내용에서 코로

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을 식별할 것이다. 셋째, 텍스톰(Textom) 프로그램 6.0 버

전을 이용하여 텍스트마이닝과 자료 전처리를 실시할 것이다.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을 토대로 단어 텍스트들의 빈도수를 계산하고, 핵심단어를 추출하여 

단어매트릭스를 구성할 것이다. 넷째, 텍스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어빈도분

석을 실시할 것이다. UCINET6 프로그램 6.7.46버전을 이용하여 중심성 분석과 

CONCOR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트윗 내용에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밝혀 연

구문제 2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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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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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1) 자료 수집 및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을 식별하고, (2) 

텍스트마이닝과 (3)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문제 2에 대한 답을 구하

고자 한다.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계정에서 크롤링 작업을 통해 

자료(트윗 내용)를 수집할 것이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로나-19시기 

트윗 내용을 수집할 것이다. 코로나-19시기 트윗 내용에서 코로나-19 키워드 트

윗 내용을 식별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

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밝히

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을 식별할 것이다. 

 Kim et al.(2021)은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을 식별하기 위한 키워드

로 Coronavirus, Pandemic, Testing, Cases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Kim et 

al.(2021)이 제시한 단어들의 동의어와 유사표현까지도 고려하여 코로나-19 키워

드 트윗 내용을 식별하기 위한 키워드에 Covid, Coronavirus, Corona, Pandemic, 

Quarantine, Vaccine, Vaccination, Mask, Self-test, Testing, Positive, Cases, CDC, 

Booster를 포함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시기 트

윗 내용에서 위의 키워드가 포함된 트윗 내용을 식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

들을 통해 생성된 최종자료는 20,431회로 구성되었으며, 주지사는 9,974회이며, 

상원의원은 10,457회이다. 주지사의 경우, 공화당은 4,584회이며, 민주당은 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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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다. 상원의원의 경우, 공화당은 총 5,225회이며, 민주당은 5,232회로 구성되

었다. 

 

2) 텍스트마이닝과 자료 전처리 

 텍스트마이닝은 비정형화된 텍스트에서 고품질의 정보들을 추출하는 

과정이며, 트윗을 비롯한 텍스트 자료의 구조화를 통해 패턴 도출 및 결과를 평

가하고 해석하는 기술이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4). 전술한 것처럼, 본 

연구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시기 트윗 

내용을 수집하여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을 식별할 것이다.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텍스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어의 동시출현관계를 추출 규칙으로 하

여 단어 텍스트들의 빈도수를 계산하고, 핵심단어를 추출하여 단어매트릭스를 

구성하는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할 것이다(김대은, 2021).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이다.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추출된 노드(Node)는 트윗 내용을 구성하는 단어 텍스트가 된다. 개별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함께 출현하는 정도가 링크(Link)로 구성된다. 

 또한, 연구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분석하는데 불필요한 자료들은 자료 

전처리 과정을 거쳐 삭제하거나 단어정제과정을 실시할 것이다. 한 문장에서 단

어가 하이픈 처리되어 2개의 단어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하이픈을 삭제하고, 하

나의 단어로 통합하였다. 분석적 가치가 전혀 없는 문자(예, “s”, “t”, “u”, “w” 등)

와 단어(예, “Today”, “Year”, “Way”, “Day”, “Week” 등)들을 제거하였다.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윗 내용이 주(States),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

가 함께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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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생성된 최종자료로 단어매트릭스를 구성할 것이다. 위의 단어매트릭스를 

토대로 텍스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할 것이다. 

 

3) 의미네트워크분석 

 의미네트워크분석은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분석해낼 수 있게 한다(김대은, 

2021). 의미네트워크분석은 단어 텍스트에서 메시지를 형성하는 단어 간에 구조

적 관계를 분석하고 관계적 의미를 도출하는 방법이다(Wasserman, & Faust, 1994). 

본 연구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트윗 내용에 의미적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미네트

워크분석을 통해 과거에는 쉽지 않았던 질적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주지사

와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트윗 내용이 어떠한 개별 단어를 중심으로 구

축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Adrian et al., 2016). 엄석진 등(2014)은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보낸 트윗 내용과 관련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분

류기준을 직접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는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여 정성적

인 요소를 최소화하였다. 의미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트윗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첫째, 주지사와 상원의

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의미네트워크의 구조적 유사점 및 차이점을 찾을 것이다. 

둘째,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도출된 클러스터들을 통해 의미론

적 연관성과 의미론적 차이를 밝힐 것이다. 분석하기에 앞서 의미네트워크분석

과 관련하여 노드 간 연결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한 개념들을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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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중심성 분석 

 중심성(Centrality)은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가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Brandes, & Freeman, 2008).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은 영향력과 권한 및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중

심성은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연

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등의 방법으로 측

정할 수 있다(최홍열·박은경, 2019; 이근명, 2019). 노드가 다른 노드와 가까이 있

는 정도를 측정하는 근접 중심성은 개별 노드가 네트워크 전체에서 어떠한 위

치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매개 중심성은 노드들 사이를 매개 혹은 중

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를 말한다(Bonacich, 1987; 김신민, 2020). 연결 중심

성은 노드가 다른 노드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연결 중

심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노드들과 연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도 많음을 뜻한다. 위세 중심성은 각 노드의 중심성과 연결된 단어들의 중심

성을 접목한 지표를 뜻한다(박상훈·이희정, 2018). 위세 중심성은 특정 단어에 

연결된 다른 단어의 개수뿐만 아니라 해당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고

려함으로써 연결 중심성의 개념을 확장한다. 위세 중심성은 연결된 다른 단어의 

중심성에 가중치를 주어 계산된다. 어떤 단어와 연결된 다른 단어의 중심성이 

높을수록 그 단어의 위세 중심성은 커지게 된다(김대은, 2021). 따라서 본 연구

는 의미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을 통해 단어 텍스트의 전체 내용이 전달하려는 

의도를 찾고(박치성·정지원, 2013), UCINET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세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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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의미네트워크를 시각화할 것이다. 

 

(2) CONCOR 분석 

 CONCOR(CONvergent CORrelations) 분석은 복잡하게 얽힌 의미네트워

크에서 클러스터를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로서 구조적 등

위성 분석을 위하여 많이 활용된다(Kim, & Kim, 2017). 이는 단어매트릭스에서 

단어 간의 동시출현 행렬(Co-occurrence matrix)의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 corre-

lation)을 분석한 후,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단어들끼리 만드는 클러스터를 도

출하게 된다(김대은, 2021). 

 CONCOR 분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의 네트워크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어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관계적인 분석을 확인해볼 

수 있다. 둘째, 단어 간의 네트워크(클러스터) 구조는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어

떻게 구축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황동

열·황고은, 2016). 셋째, 트윗과 같은 온라인·소셜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추출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넷째, 기존의 지식체계

를 활용한 범주화에 의존하지 않고, 트윗 내용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출현과 가

능성에 대한 확률적 정보를 통해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를 추출하는 기계적 추

출방법을 사용한다(정대현·김상희, 2021). 이는 기존의 지식체계나 경험적 지식

을 벗어나 새롭게 구성되는 정보를 확인해준다(전채남,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CONCOR 분석을 실시하여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트윗 내용에

서 클러스터들을 도출하고, 의미네트워크의 구조적·의미론적 특징을 분석하여 

의미론적 연관성과 차이를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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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에서 트위터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서적, 연구논문, 학위논문, 정기간행

물, 보고서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크롤링 작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트위터의 활용정도를 설명하는 요

소들로 트위터 계정의 유무 및 활성화 여부, 운영기간(개설시기), 트윗수, 팔로

잉수, 팔로워수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김인희, 2015). 이러한 요소들은 이용자가 

트위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변수이다

(금혜성, 2011). 

 본 연구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1) 전체 트윗수, (2) 코로나-19시기 트

윗수, (3) 팔로잉수, (4) 팔로워수, (5) 트윗 내용, (6) 소속정당 자료를 수집할 것이

다.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목적이나 행태에 대

해 분석할 것이다. 자료 수집 기간은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2020년 01월 19

일(미국 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시점)부터 2022년 04월 23일(조사시점)까

지로 설정하였다.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기술통계분석과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순서대로 실시할 것이며, 자료 수집 방법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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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료 수집 방법 

구분 내용 

수집 대상 

미국 50개주 주지사 48명과 상원의원 99명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알렉스 파딜라,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대니얼 맥키 제외) 

수집 내용 

(1) 전체 트윗수, (2) 코로나-19시기 트윗수, (3) 팔로잉수, (4) 

팔로워수, (5) 트윗 내용, (6) 소속정당  

수집 기간 

2020년 01월 19일(미국 내 최초 확진자 발생시점)  

~ 2022년 04월 23일(조사시점) 

수집 채널 트위터(Twitter) 

수집 도구 파이썬(Python) 프로그램 3.7.9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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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일반현황  

  

1) 주지사와 상원의원 

 주지사 48명과 상원의원 99명의 전체 트윗수, 코로나-19시기 트윗수, 팔

로잉수(2022년 04월 23일 기준), 팔로워수(2022 04월 23일 기준)를 포함한 트위

터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이와 같은 일반현황

을 바탕으로,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현황을 비교분석한다. 

 

[표 2]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일반현황 

 

주지사 상원의원 

평균 

표준

편차 

최댓값 최소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댓값 최소값 

전체 

트윗수(회) 
8,393 6,281 31,500 261 10,461 7,004 51,000 934 

코로나-19시기 

트윗수(회) 
1,002 233 1,464 261 1,043 263 1,62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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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잉수(명) 1,174 3,253 22,531 2 3,407 13,626 133,071 1 

팔로워수(백명) 2,140 3,823 19,984 32 6,218 15,131 125,121 227 

 

 [표 2]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

이다. 주지사의 전체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며, 이를 

통해 주지사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에 비해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표준

편차가 매우 작으며, 이를 통해 주지사에 따라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사의 평균 팔로잉수가 1,174명인데 반해 평균 팔로워수가 213,961

명으로서 평균 팔로잉수에 비해 평균 팔로워수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트위터 

계정 개설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팔로잉수에 비해 팔로워수가 많아진다는 선

행연구(금혜성, 2011; 엄석진 외, 2014)의 결과를 고려할 때, 주지사의 인지도에 

의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지사의 전체 트윗수의 최댓값은 31,500회(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이

다. 전체 트윗수의 최저값은 261회(버지니아 주지사 글렌 영킨)이며, 이는 버지

니아 주지사 글렌 영킨이 2022년 01월 15일 취임하여 다른 주지사들에 비해 트

위터 사용기간이 짧아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코

로나-19시기 트윗수의 최저값 또한 261회(버지니아 주지사 글렌 영킨)이다. 이

를 통해 글렌 영킨이 트위터 사용기간은 짧지만, 코로나-19시기에 트위터 활동

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시기 트윗

수의 최댓값은 1,464회(미주리 주지사 마이크 파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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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

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주지사의 전체 트윗수, 팔로잉

수, 팔로워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며, 이를 통해 주지사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

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표준편차

가 매우 작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시

민들은 지역 격차 없이 재난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원의원의 전체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며, 

이를 통해 상원의원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에 비해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작으며, 이를 통해 상원의원에 따라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원의원의 평균 팔로잉수가 3,407명인데 반해 평균 팔로워수가 

621,794명으로서 평균 팔로잉수에 비해 평균 팔로워수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트위터 계정 개설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팔로잉수에 비해 팔로워수가 많아진

다는 선행연구(금혜성, 2011; 엄석진 외, 2014)의 결과를 고려할 때, 상원의원의 

인지도에 의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상원의원의 전체 트윗수의 최댓값은 51,000회(텍사스주 상원의원 존 코

닌)이며,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최댓값 또한 1,624회(텍사스주 상원의원 존 코

닌)이다. 이는 텍사스주 상원의원 존 코닌이 전체 상원의원 중에서 코로나-19시

기에 트위터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 

트윗수의 최저값은 934회(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 벤 새스)이며,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최저값은 23회(콜로라도주 상원의원 존 히컨루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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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상원의원에 따라 트위터 활용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상원의원의 전체 트윗수, 팔

로잉수, 팔로워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며, 이를 통해 상원의원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표

준편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에서 시민들은 지역 격차 없이 재난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평균 팔로워수가 평균 팔로잉수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팔로워수는 트위터 계정 개설자가 

작성한 트윗을 구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를 가리킨다(이사빈, 2012). 트위터 

계정 개설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팔로잉수에 비해 팔로워수가 많아지는데(금

혜성, 2011; 엄석진 외, 2014), 주지사와 상원의원 모두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

는 정치인이라는 점에 의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2) 주지사와 상원의원간의 비교 

 주지사 48명과 상원의원 99명의 전체 트윗수, 코로나-19시기 트윗수, 팔

로잉수(2022년 04월 23일 기준), 팔로워수(2022년 04월 23일 기준)를 포함한 트

위터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은 [표 2]와 같다. 이와 같은 일반현황을 바

탕으로, 주지사와 상원의원간의 트위터 활용정도를 비교분석하고, 결과는 아래

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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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지사와 상원의원간의 일반현황 비교 

 

 

 [그림 2]는 [표 2]를 토대로 주지사와 상원의원간의 트위터 활용정도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첫째, 전체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와 관련하여 주

지사와 상원의원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차이는 매우 크다. 주지사에 비해 상원의

원의 표준편차가 큰 것은 주지사보다 상원의원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

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코로나-19시기 트윗수와 관련하여 주지사와 상원의원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차이가 매우 작다. 이처럼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표준편차 차이가 작은 

것은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 간에 트위터 활용행태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 간에 트위

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코로나-19시기 트윗수와 

관련하여 주지사와 상원의원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차이가 매우 작은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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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이 주지사와 상원의

원 각각으로부터 제공받는 재난정보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

다. 

 

2. 정당별 현황  

 

1) 주지사와 상원의원 

 주지사 48명과 상원의원 97명의 전체 트윗수, 코로나-19시기 트윗수, 팔

로잉수(2022년 04월 23일 기준), 팔로워수(2022년 04월 23일 기준)를 포함한 트

위터 활용현황을 정당별(공화당, 민주당)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은 아래의 [표 3]

과 같다. 원래는 상원의원 99명을 연구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무소속이 2명밖에 

없어서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메인주 상원의원 앵거스 킹은 분석대상

에서 제외했다. 이와 같은 일반현황을 바탕으로,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현황을 정당별로 비교분석한다. 

 

[표 3] (정당별)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일반현황 

 

주지사 상원의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전체 

트윗수(회) 
7,949 9,014 6,896 5,238 9,085 11,813 7,610 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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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기 

 트윗수(회) 
947 1,079 248 182 1,013 1,082 298 217 

팔로잉수(명) 670 1,880 643 4,895 1,694 5,392 2,629 19,609 

팔로워수 

(백명) 
1,805 2,608 3,497 4,193 3,911 6,271 6,792 11,315 

 

 [표 3]은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현황을 정당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첫째, 전체 트윗수와 관련하여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 소속 주지

사와 상원의원의 표준편차가 크며, 이를 통해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의원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와는 반대로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평균 전체 트윗수가 크다. 이

처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평균 전체 트윗수가 작고 표준편차가 

큰 것이 특정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영향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팔로잉수와 관련하여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

의원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며, 이를 통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의원에 따

라 팔로잉수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공화당에 비해 민

주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평균 팔로잉수도 매우 크다. 이처럼 팔로잉수와 

관련하여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표준편차와 평균이 매우 큰 것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과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의 영향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팔로워수와 관련하여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

의원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며, 이를 통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의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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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팔로워수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공화당에 비해 민

주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평균 팔로워수도 매우 크다. 이처럼 팔로워수와 

관련하여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표준편차와 평균이 매우 큰 것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뉴욕주 

상원의원 척 슈머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행태가 정당별

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항목별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체 트

윗수와 관련하여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표준편차가 

크다. 하지만, 팔로잉수·팔로워수와 관련하여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 소속 주지

사와 상원의원의 표준편차와 평균이 크다. 이처럼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행태가 정당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의 활용정도를 설명하는 

분석항목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지사와 상원의원간의 비교 

 주지사 48명과 상원의원 97명의 전체 트윗수, 코로나-19시기 트윗수, 팔

로잉수(2022년 04월 23일 기준), 팔로워수(2022년 04월 23일 기준)를 포함한 트

위터 활용현황을 정당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은 위의 [표 3]과 같다. 이와 같은 

일반현황을 바탕으로,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전체 트윗수, 코로나-19시기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가 정당별(공화당, 민주당)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비교분

석하였다.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정당별 비교분석은 t-검정을 활용하였고, 결과

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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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당별)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일반현황 비교 

 

주지사 상원의원 

평균 표준편차 t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트윗수(회) 

공화당 7,949 6,896 

0.59458 

9,085 7,610 

1.9778 

민주당 9,014 5,238 11,813 5,789 

코로나-19시기 

트윗수(회) 

공화당 947 248 

2.0844** 

 1,013 298 

1.2939 

민주당 1,079 182 1,082 217 

팔로잉수(명) 

공화당 670 643 

1.0705 

1,694 2,629 

1.2551 

민주당 1,880 4,895 5,392 19,609 

팔로워수 

(백명) 

공화당 1,805 3,497 

0.68406 

3,911 6,792 

1.2156 

민주당 2,608 4,193 6,271 11,315 

**p<0.05 

 

 [표 4]는 [표 3]을 토대로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전체 트윗수, 코로나-19

시기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가 정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주지사의 

코로나-19시기 트윗수에서 정당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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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코로나-19시기 트윗수; F=3.258, df=3, 

p=0.0249)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원의원의 코로나-19시기 트윗수

는 정당별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지사와 상원의

원의 전체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에서 정당별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지사의 코로나-19시기 트윗수에서만 정당별로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미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코로나

-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소속정당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

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트

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지사의 코로나-19시기 트윗

수가 소속정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시민들이 제공

받는 재난정보의 빈도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지사의 코로나-19시기 

트윗수를 소속정당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트윗수는 

26,518이며,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트윗수는 21,589회이다. 이는 주지사의 소속

정당에 따라 시민들이 제공받는 재난정보의 빈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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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별 현황  

 주지사 48명과 상원의원 99명의 전체 트윗수, 코로나-19시기 트윗수, 팔

로잉수(2022년 04월 23일 기준), 팔로워수(2022년 04월 23일 기준)를 포함한 트

위터 활용현황을 개인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은 [부록 1] ~ [부록 2]와 같다. 이

를 토대로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현황을 개인별로 비교분석한다. [부

록 1]과 [부록 2]를 바탕으로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용비율을 비교분석하고, 

결과는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개인별)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용비율 비교 

  

 

 [그림 3]은 [부록 1]과 [부록 2]를 토대로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

19시기 트위터 활용비율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의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용비율은 1.83%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스펜서 콕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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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트윗수가 31,500회로 다른 주지사들에 비해 활발하게 트위터를 활용해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코로나-19시기 트윗수는 577회로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스펜서 콕스가 트위터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코로나-19시기

에 트위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버지니아 주지사 글렌 영킨의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용비율

은 100%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글렌 영킨의 전체 트윗수와 코로나-19시기 트

윗수는 261회로 동일하다. 물론, 글렌 영킨의 재임 기간이 코로나-19시기와 겹

쳐서 그의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용비율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지만, 수

치상으로는 그가 코로나-19시기에 트위터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몬태나 주지사 그렉 지안포르테의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용비율

은 76.7%이며, 메인 주지사 자넷 밀스의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용비율은 73.9%

로 높은 수치이다. 

 [그림 3]을 보면, 전체 주지사의 60% 이상이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용

비율에서 0-20%대에 위치하여 주지사에 따라 트위터 사용빈도가 크게 차이난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부록 1]을 보면, 팔로워수 역시 노스다코타 주지사 도그 버

검은 3,197명인데 반해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1,998,367명에 달하여 편

차가 크게 존재한다. 이는 팔로잉수 역시 마찬가지이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

산티스는 2명인데 반해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22,531명에 달하여 편차

가 크게 존재한다. 이를 통해 주지사에 따라 트위터 계정의 영향력은 크게 차이

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원의원의 경우, 콜로라도주 상원의원 존 히컨루퍼의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용비율은 0.35%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존 히컨루퍼의 전체 트윗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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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코로나-19시기 트윗수는 22회로 상당히 저조

하다고 볼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리처드 버의 코로나-19시기 트

위터 활용비율은 1.78%이며,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 벤 새스의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용비율은 2.68%로 낮은 수치이다. 이는 존 히컨루퍼, 리처드 버, 벤 새

스가 트위터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코로나-19시기에 트위터 활동을 적극적으

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마크 켈리의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용

비율은 92.08%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마크 켈리의 전체 트윗수가 1,137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코로나-19시기 트윗수는 1,047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마크 켈리가 코로나-19시기에 트위터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을 보면, 전체 상원의원의 80% 이상이 코로나-19시기 트위터 활

용비율에서 0-20%대에 위치하여 상원의원에 따라 트위터 사용빈도가 크게 차이

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록 2]를 보면, 팔로워수 역시 미시시피주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는 22,725명인데 반해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12,512,102명에 달하여 편차가 크게 존재한다. 이는 팔로잉수 역시 마찬가지이

다.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 벤 새스와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마크 켈리는 각각 1

명인데 반해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는 133,071명에 달하여 편차

가 크게 존재한다. 이를 통해 상원의원에 따라 트위터 계정의 영향력은 크게 차

이 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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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위의 결과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첫째,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

의원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주

지사와 상원의원의 전체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다. 

하지만,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작은 것

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은 지역 격

차 없이 주지사와 상원의원으로부터 재난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 간에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

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코로나-19시기 트윗수와 관련하여 주지사와 

상원의원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차이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이 주지사와 상원의원 각각으로부터 제

공받는 재난정보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행태가 정당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항목별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 소

속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전체 트윗수 표준편차가 크다. 하지만,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팔로잉수와 팔로워수의 표준편차가 크다. 이

처럼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행태가 분석항목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검정 결과를 보면, 주지사의 코로나-19시기 

트윗수가 소속정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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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시민들이 

제공받는 재난정보의 빈도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

의원의 전체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표준편차는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연구문제 1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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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의미네트워크분석 

 

1. 단어빈도분석 

  

1) 주지사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단어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지사의 코로나-19시기 트윗 내용(48,107회)에서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

(9,974회)을 선별하여 정당별(공화당, 민주당)로 단어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결

과는 [부록 3]과 같다. 

 [부록 3]은 주지사의 코로나-19시기 트윗 내용에서 코로나-19 키워드 트

윗 내용을 선별하여 단어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상위 100개의 단어)

를 정리한 것이다. [부록 3]을 토대로 워드 클라우드(상위 30개의 단어)를 생성

하였고, 결과는 [그림 4] ~ [그림 5]와 같다.  

  

  



- 59 - 

 

 [그림 4] 공화당 주지사 트윗의 단어빈도분석 결과 

 

 [그림 5] 민주당 주지사 트윗의 단어빈도분석 결과 

 

 [부록 3]과 [그림 4]를 보면,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

윗 내용에서 높은 빈도의 단어로는 Vaccine, Covid, Vaccinate, Case, Heal, Covid19, 

Mask, Test, Boost, School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록 3]과 [그림 5]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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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높은 빈도의 단어로는 

Covid, Vaccine, Test, Case, Boost, Heal, Vaccinate, Deaths, Mask, Community 순으로 

확인되었다. Kim et al.(2021)은 미국 지방(주)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민주당 소속 지방(주)의원은 

주로 건강에 초점을 두었지만, 공화당 소속 지방(주)의원은 주로 경제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

용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록 3]을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

과, 8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었다. 상위 50개의 단어에서 32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었고, 상위 100개의 단어를 전부 확인한 결과, 70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절반 이상의 단어가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

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이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록 3]에서 공화당과 민

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중복 사용된 8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Vaccine, Covid, Vaccinate, Case, Heal, Mask, Test, Boost 단어였으며, 

이는 모두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서 주지사는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건강에 초점을 두어 코로나-19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

윗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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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없이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이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부록 3]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

에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8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었다. 이

는 절반 이상의 단어가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복 사용된 8개의 단어는 Vaccine, Covid, Vaccinate, Case, Heal, Mask, 

Test, Boost 단어였으며, 이는 모두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를 통해 코로

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상원의원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단어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원의원의 코로나-19시기 트윗 내용(101,430회)에서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

용(10,457회)을 선별하여 정당별(공화당, 민주당)로 단어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부록 4]와 같다. 

  [부록 4]는 상원의원의 코로나-19시기 트윗 내용에서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을 선별하여 단어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상위 100개의 단

어)를 정리한 것이다. [부록 4]를 토대로 워드 클라우드(상위 30개의 단어)를 생

성하였고, 결과는 [그림 6] ~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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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공화당 상원의원 트윗의 단어빈도분석 결과 

 

[그림 7] 민주당 상원의원 트윗의 단어빈도분석 결과 

  

 [부록 4]와 [그림 6]을 보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높은 빈도의 단어로는 Covid, Vaccine, Mandate, Biden, Heal, Work, 

Americans, Mask, Relief, Business 순으로 확인되었다. [부록 4]와 [그림 7]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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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높은 빈도의 단어로

는 Covid, Vaccine, Heal, Work, Family, Community, Care, Case, Pandemic, People 순

으로 확인되었다. Kim et al.(2021)은 미국 지방(주)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

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민주당 소속 지방(주)

의원은 주로 건강에 초점을 두었지만, 공화당 소속 지방(주)의원은 주로 경제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도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

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록 4]를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4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었다. 중복 사용된 4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Covid, Vaccine, Heal, Work 단어였으며, 이는 주로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

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록 4]를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6개의 단

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중복 사용되지 않은 6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

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에서는 Mandate, Biden, Americans, Mask, Relief, Busi-

ness 단어였으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에서는 Family, Community, Care, Case, 

Pandemic, People 단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소속 상

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Business, Biden 단어의 빈도가 높았다. 

이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건강은 물론이며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

과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

난상황에서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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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록 4]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소

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

과, 4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었다. 중복 사용된 4개의 단어는 Covid, Vac-

cine, Heal, Work 단어였으며, 이는 주로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

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록 4]를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6개의 단

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중복 사용되지 않은 6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

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에서는 Mandate, Biden, Americans, Mask, Relief, Busi-

ness 단어였으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에서는 Family, Community, Care, Case, 

Pandemic, People 단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소속 상

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Business, Biden 단어의 빈도가 높았다. 

이는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이 바

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록 3]과 [부록 4]를 토대로 주지사와 상

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를 비교한 결과, 상위 10개

의 단어에서 5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었다. 중복 사용된 5개의 단어를 확

인한 결과, Covid, Vaccine, Case, Heal, Community 단어였으며, 이는 주로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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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5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중

복 사용되지 않은 5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주지사에서는 Test, Boost, Vac-

cinate, Deaths, Mask 단어였으며, 상원의원에서는 Mandate, Biden, Work, Family, 

Care 단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았다. 주지사와 달리,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

드 트윗 내용은 Biden 단어의 빈도가 높았다. 이는 상원의원이 건강은 물론이며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

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정치인과 행정가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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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성 분석 

  

1) 주지사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를 분석하기에 앞서 텍스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고, 

단어빈도분석 결과에 따라 상위 5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단어매트릭스를 생성하였다.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

(9,974회)에 대해 정당별(공화당, 민주당)로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부록 5] ~ [부록 6]과 같다. 

 [부록 5]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단어매트릭스를 토대로 중심성 분석

을 실시하였고,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를 정리한 것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

빈도가 높은 경우, 매개 중심성, 연결 중심성, 위세 중심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근접 중심성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첫째, 매개 중심성은 Vaccine, Covid, Case, Heal, Covid19, School 단어순으

로 확인되었다. 위의 단어들은 [부록 3]의 단어빈도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상위 

10개의 단어에서 6개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매개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트윗 내용에서 Vaccine, Covid, Case, Heal, Covid19, 

School 단어가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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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연결 중심성은 Covid, Vaccine, Vaccinate, Case, Heal, Effort, Boost, 

Test, School 단어순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단어들은 [부록 3]의 단어빈도분석 결

과에서 제시한 상위 10개의 단어에서 8개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연결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트윗 내용에서 Covid, Vaccine, 

Vaccinate, Case, Heal, Effort, Boost, Test, School 단어가 다른 노드들과 연결을 통

해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위세 중심성은 Covid, Vaccine, Vaccinate, Case, Heal, Effort, Boost 

단어순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단어들은 [부록 3]의 단어빈도분석 결과에서 제시

한 상위 10개의 단어에서 6개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위세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트윗 내용에서 Covid, Vaccine, Vaccinate, 

Case, Heal, Effort, Boost 단어가 다른 노드들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세 중심성을 토대로 의미네트워크를 시각화(상위 30

개의 단어)하였고, 결과는 아래의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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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공화당 주지사 트윗의 중심성 분석 결과 

 

 [그림 8]을 보면, Covid, Vaccine, Vaccinate, Case, Heal, Effort, Boost 노드

가 크고, 서로간의 선이 굵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다른 노드

들에 비해 Covid, Vaccine, Vaccinate, Case, Heal, Effort, Boost 단어의 영향력이 크

다고 볼 수 있으며, 위의 단어들은 주로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부록 6]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단어매트릭스를 토대로 중심성 분석

을 실시하였고,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를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

빈도가 높은 경우, 매개 중심성, 연결 중심성, 위세 중심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 69 -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근접 중심성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첫째, 매개 중심성은 Covid, Test, Covid19, Rate, Part, Deaths 단어순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단어들은 [부록 3]의 단어빈도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상위 10

개의 단어에서 3개가 포함되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Covid, Test, Covid19, Rate, Part, Deaths 단어가 다른 노드들과의 연

결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연결 중심성은 Covid, Vaccine, Test, Deaths, Case, Boost 단어순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단어들은 [부록 3]의 단어빈도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상위 10

개의 단어에서 6개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연결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트윗 내용에서 Covid, Vaccine, Test, Deaths, Case, 

Boost 단어가 다른 노드들과 연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위세 중심성은 Test, Deaths, Covid, Pcr, Antigen, Vaccine, Covid19, 

Case, Boost, Heal 단어순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단어들은 [부록 3]의 단어빈도분

석 결과에서 제시한 상위 10개의 단어에서 7개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위세 중

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다른 노드들에 비해 Test, Deaths, Covid, Pcr, Antigen, Vaccine, Covid19, 

Case, Boost, Heal 단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세 중심성을 토대로 의미네트워크를 시각화(상위 30개의 단어)하였고, 결과는 

아래의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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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민주당 주지사 트윗의 중심성 분석 결과 

  

 [그림 9]를 보면, Test, Deaths, Covid, Pcr, Antigen, Vaccine, Covid19, Case, 

Boost, Heal 노드가 크고, 서로간의 선이 굵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Test, Deaths, Covid, Pcr, Antigen, Vaccine, Covid19, Case, Boost, Heal 단어가 

다른 노드들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위의 단어들은 주로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

윗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이 건강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부록 5]와 [부록 6]의 위세 중심성에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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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5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절반 이상의 단어가 주지사

의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복 사용된 5

개의 단어는 Covid, Vaccine, Case, Heal, Boost 단어였으며, 이는 모두 건강에 초

점을 두고 있었다. 

 [부록 5]와 [부록 6]의 위세 중심성에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

과, 5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중복 사용되지 않은 5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에서는 Vaccinate, Effort, Hospitalization, Dos, 

Numb 단어였으며, 민주당 소속 주지사에서는 Test, Deaths, Pcr, Antigen, Covid19 

단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았다.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Test, Pcr, Antigen 단어가 다른 노드들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두고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

윗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Test, Pcr, Antigen은 코로나-19의 

기술적 부분을 가리키며, 이는 모두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를 통해 코

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상원의원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텍스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고, 

단어빈도분석 결과에 따라 상위 5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단어매트릭스를 생성하였다.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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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10,457회)에 대해 정당별(공화당, 민주당)로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

는 [부록 7] ~ [부록 8]과 같다.  

 [부록 7]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단어매트릭스를 토대로 중심성 분

석을 실시하였고,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분석 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가 높은 경우, 매개 중심성, 연결 중심성, 위세 중심성이 전반적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근접 중심성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첫째, 매개 중심성은 Covid, Vaccine, Mandate, Biden, Heal, Work, Ameri-

cans, Business 단어순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단어들은 [부록 4]의 단어빈도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상위 10개의 단어에서 8개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공화당 소

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매개 중

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

윗 내용에서 Covid, Vaccine, Mandate, Biden, Heal, Work, Americans, Business 단어

가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연결 중심성은 Vaccine, Mandate, Covid, Biden, Business, Heal, 

Americans, Work, Relief 단어순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단어들은 [부록 4]의 단어

빈도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상위 10개의 단어에서 8개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연결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

워드 트윗 내용에서 Vaccine, Mandate, Covid, Biden, Business, Heal, Americans, 

Work, Relief 단어가 다른 노드들과 연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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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위세 중심성은 Vaccine, Mandate, Biden, Covid, Business, President, 

Work, Americans, Heal 단어순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단어들은 [부록 4]의 단어빈

도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상위 10개의 단어에서 8개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공

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위세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키워

드 트윗 내용에서 다른 노드들에 비해 Vaccine, Mandate, Biden, Covid, Business, 

President, Work, Americans, Heal 단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세 중심성을 토대로 의미네트워크를 시각화(상위 30개의 단어)하였

고, 결과는 아래의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공화당 상원의원 트윗의 중심성 분석 결과 

 

 [그림 10]을 보면, Vaccine, Mandate, Biden, Covid, Business,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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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Americans, Heal 노드가 크고, 서로간의 선이 굵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다른 노드들에 비해 Vaccine, Mandate, Biden, Covid, Business, 

President, Work, Americans, Heal 단어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단어

들 중에서 Vaccine, Mandate, Covid, Work, Americans, Heal 단어는 주로 건강에 초

점을 두고 있었고, Biden, Business, President 단어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부록 8]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단어매트릭스를 토대로 중심성 분

석을 실시하였고,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분석 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가 높은 경우, 매개 중심성, 연결 중심성, 위세 중심성이 전반적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근접 중심성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첫째, 매개 중심성은 Covid, Work, Family, Community, Case, Pandemic, 

People 단어순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단어들은 [부록 4]의 단어빈도분석 결과에

서 제시한 상위 10개의 단어에서 7개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민주당 소속 상

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매개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

에서 Covid, Work, Family, Community, Case, Pandemic, People 단어가 다른 노드들

과의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연결 중심성은 Covid, Vaccine, Heal, Work, Care, Community, Family, 

Pandemic, People 단어순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단어들은 [부록 4]의 단어빈도분

석 결과에서 제시한 상위 10개의 단어에서 9개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민주당 



- 75 -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연결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Covid, Vaccine, Heal, Work, Care, Community, Family, Pandemic, 

People 단어가 다른 노드들과 연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위세 중심성은 Covid, Vaccine, Heal, Care, Work, Community, Family, 

Pandemic, People 단어순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단어들은 [부록 4]의 단어빈도분

석 결과에서 제시한 상위 10개의 단어에서 9개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위세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다른 노드들에 비해 Covid, Vaccine, Heal, Care, Work, Community, 

Family, Pandemic, People 단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위세 중심성을 토대로 의미네트워크를 시각화(상위 30개의 단어)하였고, 

결과는 아래의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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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민주당 상원의원 트윗의 중심성 분석 결과 

 

 [그림 11]을 보면, Covid, Vaccine, Heal, Care, Work, Community, Family, 

Pandemic, People 노드가 크고, 서로간의 선이 굵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다른 노드들에 비해 Covid, Vaccine, Heal, Care, Work, Community, 

Family, Pandemic, People 단어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위의 단어들은 

주로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

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건강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건강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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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록 7]과 [부록 8]의 위세 중심성에서 상위 10개의 단어

를 확인한 결과, 4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었다. 중복 사용된 4개의 단어는 

Vaccine, Covid, Work, Heal 단어였으며, 이는 주로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

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록 7]과 [부록 8]의 위세 중심성에서 상위 10개

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6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중복 사용되

지 않은 6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에서는 Mandate, 

Biden, Business, President, Americans, Administrate 단어였으며,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에서는 Care, Community, Family, Pandemic, People, Test 단어가 중복 사용되

지 않았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

은 다른 노드들에 비해 Biden, Business, President 단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

윗 내용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상원의

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건강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원의원의 코로

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건강은 물론이며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록 5] ~ [부록 

8]을 토대로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위세 중심성을 비교한 결과, 상위 10개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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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 3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었다. 중복 사용된 3개의 단어는 Vaccine, 

Covid, Heal 단어였으며, 이는 주로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록 5] ~ [부록 8]을 토대로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위

세 중심성을 비교한 결과, 상위 10개의 단어에서 7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중복 사용되지 않은 7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주지사에서는 Test, 

Deaths, Pcr, Antigen, Vaccinate, Case, Covid19 단어였으며, 상원의원에서는 Man-

date, Biden, Care, Work, Community, Family, Business 단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았

다. 주지사와 달리,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다른 노드들에 비

해 Biden, Business 단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이 건강은 물론이며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

등과 경제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원의원과 

달리,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다른 노드들에 비해 Test, Pcr, An-

tigen 단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단어들은 코로나-19의 기

술적 부분을 가리키며, 이는 모두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이 건강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과 행정가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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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COR 분석 

  

1) 주지사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텍스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

였고, 단어빈도분석 결과에 따라 상위 5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단어매트릭스를 생성하였다.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

용(9,974회)에 대해 정당별(공화당, 민주당)로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

과는 [그림 12] ~ [그림 13]과 같다. 

 

[그림 12] 공화당 주지사 트윗의 CONCO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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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클

러스터들을 도출한 것이다. 첫 번째 클러스터에는 Administrate, Biden, Mandate 

등의 노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1>로 보았다. 두 번째 클러스터에는 Boost, 

Case, Test, Vaccine, Hospitalization 등의 노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2>로 보

았다. 세 번째 클러스터에는 Pandemic, Response 등의 노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3>으로 보았다. 네 번째 클러스터에는 Business, Mask, School, Student 노

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4>로 보았다. 

 

[그림 13] 민주당 주지사 트윗의 CONCOR 분석 결과 

 

 [그림 13]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클

러스터들을 도출한 것이다. 첫 번째 클러스터에는 Boost, Covid, Case, Omicron, 

Vaccine, Hospital 등의 노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5>로 보았다. 두 번째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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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에는 School, Business, Economy, Pandemic 등의 노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6>으로 보았다. 세 번째 클러스터에는 Home, Patient, Port 등의 노드가 포

함되었고, 이를 <그룹 7>로 보았다. 네 번째 클러스터에는 Antigen, Covid19, 

Deaths, Pcr, Test 노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8>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도출

된 클러스터는 소속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림 12]와 

[그림 13]을 보면, 주지사의 의미네트워크에서는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구조적 

유사점과 의미론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그룹 

1> ~ <그룹 4>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그룹 5> ~ <그룹 8>은 모두 건강에 초

점을 두었다. 

 하지만,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도출된 클러스터는 

소속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크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그룹 4>의 Business, School, Student 

노드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생성하였다.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그룹 8>의 Antigen, Pcr, Test 노드가 하나의 클

러스터를 생성하였다. 이는 주지사의 의미네트워크가 소속정당에 따라 구조적 

차이와 의미론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도출된 클러스터는 소속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상원의원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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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텍스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

였고, 단어빈도분석 결과에 따라 상위 5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단어매트릭스를 생성하였다.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

윗 내용(10,457회)에 대해 정당별(공화당, 민주당)로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

고, 결과는 [그림 14] ~ [그림 15]와 같다. 

 

[그림 14] 공화당 상원의원 트윗의 CONCOR 분석 결과 

 

 [그림 14]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클러스터들을 도출한 것이다. 첫 번째 클러스터에는 Case, Pandemic, Crisis, Test 

등의 노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9>로 보았다. 두 번째 클러스터에는 Coro-

navirus, Fund, School, Congress, Democrat 등의 노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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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으로 보았다. 세 번째 클러스터에는 President, Biden, Potus, Business, Admin-

istrate 등의 노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11>로 보았다. 네 번째 클러스터에

는 Covid, Covid19, Economy 노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12>로 보았다.  

 

[그림 15] 민주당 상원의원 트윗의 CONCOR 분석 결과 

 

 [그림 15]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클러스터들을 도출한 것이다. 첫 번째 클러스터에는 Americans, Biden, Covid, 

Covid19, Vaccinate 등의 노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13>으로 보았다. 두 번

째 클러스터에는 Crime, Hate 등의 노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14>로 보았

다. 세 번째 클러스터에는 Business, Economy, Rescue, Support 등의 노드가 포함

되었고, 이를 <그룹 15>로 보았다. 네 번째 클러스터에는 Bill, Fund, Crisis, Pan-

demic 등의 노드가 포함되었고, 이를 <그룹 16>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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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클러스터는 소속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림 14]와 

[그림 15]를 보면, 상원의원의 의미네트워크에서는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구조적 

유사점과 의미론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그룹 

9> ~ <그룹 12>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그룹 13> ~ <그룹 16>은 모두 건강

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도출된 클러스터

는 소속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 소

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그룹 14>의 Crime, Hate 노드

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생성하였다. 이는 상원의원의 의미네트워크가 소속정당

에 따라 구조적 차이와 의미론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상원

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도출된 클러스터는 소속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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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위의 결과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첫째,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

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록 3]을 보

면,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건강에 초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부록 5]와 [부록 6]의 위세 중심성을 보면, 주

지사의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건강에 초점을 두

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 12]와 [그림 13]을 보

면,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도출된 클러스터는 소속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록 4]를 보면,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

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부록 7]과 [부록 8]의 위세 중심성을 

보면,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바

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4]와 [그림 15]를 보면,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

윗 내용에서 도출된 클러스터는 소속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

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의미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의미적 차이가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연구문제 2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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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결과의 종합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시기에 주

지사와 상원의원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물론,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전체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다. 하지만,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시민

들은 지역 격차 없이 주지사와 상원의원으로부터 재난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시기에 트위터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는 주지사는 글렌 영킨(버지니아 주지사)이며, 상원의원은 존 코닌(텍사스주 상

원의원)이다. 글렌 영킨은 트위터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었는데 리트윗을 통한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정보제공의 형태에 가까웠다. 트위터를 통해 주지사의 공

식 일정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와 같은 코로나-19 정보를 공유하는 트

윗 내용을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16]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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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글렌 영킨(버지니아 주지사)의 트윗 내용 

  

  

  글렌 영킨과 달리, 존 코닌은 트위터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었는데 일

방적인 정보제공보다는 리트윗을 통한 소통의 형태에 가까웠다. 그는 공화당 소

속 4선 상원의원으로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에 초점을 두어 코로나-

19 정보를 공유하는 트윗 내용을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마스

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반박하는 트윗 내용을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래의 [그림 17]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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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존 코닌(텍사스주 상원의원)의 트윗 내용 

  

  

   둘째,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 간에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

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코로나-19시기 트윗수와 관련하여 주지사와 

상원의원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차이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이 주지사와 상원의원 각각으로부터 제

공받는 재난정보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마이크 

브라운(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은 트위터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었는데 일방적

인 정보제공보다는 리트윗을 통한 소통의 형태에 가까웠다. 그는 공화당 소속 

초선 상원의원으로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에 초점을 두어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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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유하는 트윗 내용을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트위터 활

용행태는 또 다른 공화당 소속 4선 상원의원인 존 코닌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민주당 소속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8]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18] 마이크 브라운(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의 트윗 내용 

 

 

 마이크 브라운과 달리, J. B. 프리츠커(일리노이 주지사)는 트위터로 시

민들과 소통하고 있었는데 리트윗을 통한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정보제공의 형

태에 가까웠다. 그는 민주당 소속 초선 주지사로서 트위터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와 같은 코로나-19 정보를 공유하는 

트윗 내용을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19]는 이에 해당하

는 대표적인 예이다. 

 

  



- 90 - 

 

[그림 19] J. B. 프리츠커(일리노이 주지사)의 트윗 내용 

 

  

  [그림 18]과 [그림 19]를 보면, 마이크 브라운(인디애나주 상원의원)과 J. 

B. 프리츠커(일리노이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반대와 같은 코로나-19 정보를 공유하는 트윗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이 주지사와 상원의

원 각각으로부터 제공받는 재난정보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셋째,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검정 결과를 보면, 주지사의 코로나-19시기 

트윗수가 소속정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시민들이 

제공받는 재난정보의 빈도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지사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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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부록 3]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8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었다. 중복 

사용된 8개 단어는 Vaccine, Covid, Vaccinate, Case, Heal, Mask, Test, Boost 단어였

으며, 이는 모두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건강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5]와 [부록 6]의 위세 

중심성에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5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었

다. 중복 사용된 5개의 단어는 Covid, Vaccine, Case, Heal, Boost 단어였다. 위의 

단어들은 모두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노드들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

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

에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도출된 클러스터는 

소속정당에 따라 구조적 차이와 의미론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과 달리,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그룹 4>의 

Business, School, Student 노드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생성하였다. 예컨대, 로이 

쿠퍼(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트위터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었는데 리트윗

을 통한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정보제공의 형태에 가까웠다. 그는 민주당 소속 

재선 상원의원으로서 트위터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초점을 두어 코로나-19 정보를 공유하는 

트윗 내용을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20]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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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로이 쿠퍼(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트윗 내용 

  

  

  둘째,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록 4]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

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6개의 단어가 중

복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중복 사용되지 않은 6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공화

당 소속 상원의원에서는 Mandate, Biden, Americans, Mask, Relief, Business 단어

였으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에서는 Family, Community, Care, Case, Pandemic, 

People 단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에 초점

을 두고 있었다. 

  [부록 7]과 [부록 8]의 위세 중심성에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

과, 6개의 단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중복 사용되지 않은 6개의 단어를 

확인한 결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에서는 Mandate, Biden, Business, President, 

Americans, Administrate 단어였으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에서는 Care, Commu-

nity, Family, Pandemic, People, Test 단어가 중복 사용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다른 노드들에 비해 

Biden, Business, President 단어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주당과 달

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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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갈등과 경제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처럼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도출된 클러스터는 소속정

당에 따라 구조적 차이와 의미론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과 달

리,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그룹 14>의 

Crime, Hate 노드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생성하였다. 예컨대, 메이지 호로노(하와

이주 상원의원)는 트위터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었는데 리트윗을 통한 소통보

다는 일방적인 정보제공의 형태에 가까웠다. 그녀는 민주당 소속 재선 상원의원

으로서 트위터를 통해 상원의원 공식 일정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 마

스크 착용 의무화에 초점을 두어 코로나-19 정보를 공유하는 트윗 내용을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21]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21] 메이지 히로노(하와이주 상원의원)의 트윗 내용 

 

 

 위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

의원의 전체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표준편차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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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연구문제 1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었다.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의미적 차이

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

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연구문

제 2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었다. 이는 미국 지방(주)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

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21)의 

결과를 고려할 때,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 95 -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누가, 얼마나, 어떤 내

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누가, 얼마나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지사 48

명과 상원의원 99명의 전체 트윗수, 코로나-19시기 트윗수, 팔로잉수(2022년 04

월 23일 기준), 팔로워수(2022년 04월 23일 기준)를 각 변수로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코로나-19시기는 2020년 01월 19일(미국 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시점)부터 2022년 04월 23일(조사시점)까지로 설정하였다. 둘째, 코

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지사와 상원의

원의 코로나-19시기 트윗 내용에서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을 선별하여 정

당별(공화당, 민주당)로 단어빈도분석,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

다.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전체 트윗수, 

팔로잉수, 팔로워수에 비해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작은 것으

로 분석하였다. 둘째,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 간에 트위터 활용수

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셋째,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트

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t-검정 결과를 보면,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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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정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결

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전체 트윗수, 팔로잉수, 팔

로워수에 비해 코로나-19시기 트윗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연구문제 1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었다. 

 의미네트워크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

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없었다. [부록 3]을 보면,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부록 5]와 

[부록 6]의 위세 중심성을 보면,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키워

드 트윗 내용은 건강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었다. 이처럼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주지사

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도출된 클러스터는 소속정당에 따라 차이

가 있었다. 

 둘째,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

가 있었다. [부록 4]를 보면,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

었다. [부록 7]과 [부록 8]의 위세 중심성을 보면,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소속 상

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치적 갈등과 경

제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었다.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서 도출된 클러스터는 소속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위의 결과들을 종

합적으로 살펴볼 때, 주지사와 달리,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

워드 트윗 내용은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연구문제 2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트위터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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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감

염병 위기상황에서 트위터 행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본 연구

는 미국의 50개주 주지사 48명과 상원의원 99명을 합한 147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2년마다 선출되는 하원의원 선거 때마다 

전체 상원의원의 약 1/3을 새롭게 선출한다. 주지사의 임기는 대부분 4년이지만, 

버몬트주와 뉴햄프셔주의 주지사 임기는 2년이다. 게다가 주지사의 선거연도도 

각 주별로 상이하다. 이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선거를 통

해 동시에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

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다보면, 주지사나 상원의원이 새롭게 선출될 수밖에 없

다. 한 예로 코로나-19시기에 버지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의 Ralph Northam

에서 공화당 소속의 글렌 영킨으로 바뀌었다. 본 연구는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코

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누가 선출되었는지

에 따라 트위터 운영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행정에서 트위터의 활용, 나아가 재난상황에서 트위터의 활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절실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코로

나-19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민들은 생존의 위협

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은 재난정보를 가지고자 한다(김지현, 2016). 그동안 재난

상황에서 트위터의 도입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

족시켜 왔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트위터의 활용은 

시민들로부터 정부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본 연

구는 정치인의 소속정당에서 기인한 정보편향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코로나-

19시기에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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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주지사의 소속정당에 따라 시민들이 제공받

는 재난정보의 양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

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시민들이 제공받는 재난정보의 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인의 소속정당에 따라 재난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치인과 행정가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행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주지사는 

주정부의 행정부를 대표하며, 상원의원은 연방정부의 행정부에 각종 동의를 하

는 기관이다. 주지사와 상원의원은 주를 대표하고 있지만, 주지사와 상원의원 

각각의 기능과 역할은 상이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의 소속정당

에 따라 트위터 활용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점과 상원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코로나-19 키워드 트윗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

치적 갈등과 경제에 초점을 두어 담론이 구축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원의원은 연방정부의 행정부와 정

치적 싸움과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혼란

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리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트위터의 도입에 따른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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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위터 서비스의 공급자 중심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누가,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트위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트위터 서비스의 공급자인 주지사와 상원의원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정부의 재난대응에 트위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코로

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트위터 활용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트위터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연구도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코로나-19의 변이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바

이러스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또한 증식 및 전파과정에서 새

로운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트위터 

활용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변이 과정에 대한 연

구도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변이 과정을 반영

하여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트위터 활용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지사와 상원의원에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주

지사 48명과 상원의원 99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위의 연구대상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부의 트위터 활용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원의

원 435명을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원의원은 국가적 차원

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 특히나 외교문제에 관련되어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원의원은 지역구 예산편성, 지역구 재정 보조, 지역구를 위한 사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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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 주로 지역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며, 한국의 국회의원에 가깝다. 하원의

원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트위터 활용

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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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개인별) 주지사의 트위터 활용현황 

주 정당 이름 

전체 

트윗수 

(회) 

코로나-19시기 

트윗수  

(회) 

팔로잉

수 

(명) 

팔로워 

수 

(명) 

앨라배마 공화당 케이 아이비 7,183  1,053  1,238  76,656  

알래스카 공화당 
마이크 

던리비 
1,912  991   41   11,292  

애리조나 공화당 더그 듀시 24,400  1,368   2,017   153,813  

아칸소 공화당 
에이사 

허친슨 
7,914  955   643   98,675  

캘리포니아 민주당 개빈 뉴섬 15,300  909   22,531   1,998,367  

콜로라도 민주당 
자레드 

폴리스 
3,254  1,115   1,216   137,950  

코네티컷 민주당 네드 라몬트 9,050  1,444   826   88,774  

델라웨어 민주당 존 카니 6,243  888   1,258   38,256  

플로리다 공화당 론 드산티스 5,771  983   2   1,867,859  

조지아 공화당 
브라이언 

켐프 
4,040  1,072   166   10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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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민주당 
데이비드 

이게 
12,100  946   778   27,995  

아이다호 공화당 브래드 리틀 3,624  989   383   23,218  

일리노이 민주당 J. B. 프리츠커 6,412  1,115   171   227,705  

인디애나 공화당 에릭 홀콤 8,294  624   878   71,201  

아이오와 공화당 킴 레이놀즈 3,840  985   543   54,055  

캔자스 민주당 로라 켈리 3,895  1,101   95   47,560  

켄터키 민주당 앤디 배쉬어 5,680  1,234   137   152,054  

루이지애나 민주당 
존 벨 

에드워즈 
20,100  1,286   5,878   112,483  

메인 민주당 자넷 밀스 821  607   123   22,529  

메릴랜드 공화당 래리 호건 13,000  1,299   711   253,380  

메사추세츠 공화당 찰리 베이커 15,100  979   701   335,980  

미시간 민주당 
그레첸 

위트머 
7,050  1,056   479   465,973  

미네소타 민주당 팀 왈즈 4,006  1,032   963   192,059  

미시시피 공화당 
테이트 

리브스 
5,954  1,019   1,766   56,125  

미주리 공화당 마이크 파슨 13,000  1,464   78   5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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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 공화당 
그렉 

지안포르테 
1,409  1,081   172   10,994  

네브래스카 공화당 피트 리켓츠 9,627  974   1,231   41,291  

네바다 민주당 
스티브 

시솔락 
9,992  1,213   292   42,642  

뉴햄프셔 공화당 
크리스 

스누누 
6,300  1,000   181   52,680  

뉴저지 민주당 필 머피 18,400  1,390   204   421,905  

뉴멕시코 민주당 
미셸 루한  

그리셤 
5,828  1,018   194   55,144  

뉴욕 민주당 캐시 호컬 전임주지사 사직으로 인한 자동임명 

노스캐롤라이나 민주당 로이 쿠퍼 7,996  1,061   17   186,155  

노스다코타 공화당 도그 버검 1,577  595   338   3,197  

오하이오 공화당 
마이크 

드와인 
14,600  1,109   915   409,516  

오클라호마 공화당 케빈 스팃 3,913  969   258   49,981  

오리건 민주당 
케이트 

브라운 
8,564  1,087   323   241,114  

펜실베니아 민주당 톰 울프 18,600  1,161   1,121   279,532  

로드아일랜드 민주당 대니얼 맥키 전임주지사 사직으로 인한 자동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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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헨리 

맥마스터 
4,892  949   629   75,950  

사우스다코타 공화당 
크리스티 

노엠 
8,697  952   498   473,989  

테네시 공화당 빌 리 3,005  942   160   100,591  

텍사스 공화당 그레그 애벗 8,466  1,112   2,673   415,272  

유타 공화당 스펜서 콕스 31,500  577   1,396   73,764  

버몬트 공화당 필 스콧 4,220  966   505   36,923  

버지니아 민주당 글렌 영킨 261  261   243   61,858  

워싱턴 민주당 제이 인슬리 9,714  964   738   383,349  

웨스트버지니아 공화당 짐 저스티스 9,138  648   175   73,235  

위스콘신 민주당 토니 에버스 7,275  962   246   94,567  

와이오밍 공화당 마크 고든 947  602   220   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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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개인별) 상원의원의 트위터 활용현황 

주 정당 이름 

전체 

트윗수 

(회) 

코로나-19시기 

트윗수  

(회) 

팔로잉

수 

(명) 

팔로워 

수 

(명) 

앨라배마 

공화당 리처드 셸비 3,159 705 543 96,455 

공화당 토미 튜버빌 3,021 500 707 73,039 

알래스카 

공화당 
리사 

머카우스키 
12,100 1,189 589 331,400 

공화당 댄 설리번 3,975 1,020 724 61,547 

애리조나 

민주당 마크 켈리 1,137 1,047 1 121,311 

민주당 
키어스틴 

시너마 
15,600 1,025 731 185,505 

아칸소 

공화당 존 보즈먼 8,682 1,221 862 104,473 

공화당 톰 코튼 11,100 994 360 481,263 

캘리포니아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13,300 1,072 259 1,501,346 

민주당 
알렉스 

파딜라 
전임상원의원 사직으로 인한 자동임명 

콜로라도 

민주당 마이클 베넷 7,261 1,096 395 312,523 

민주당 존 히컨루퍼 6,607 23 728 209,698 

코네티컷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17,400 1,201 988 72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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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크리스 머피 27,100 1,275 251 1,082,230 

델라웨어 

민주당 톰 카퍼 11,600 1,042 1,922 114,216 

민주당 크리스 쿤스 16,500 1,043 4,241 219,184 

플로리다 

공화당 마코 루비오 14,600 1,008 661 145,251 

공화당 릭 스콧 21,500 1,156 1,518 371,159 

조지아 

민주당 존 오소프 9,107 840 1,573 1,261,368 

민주당 라파엘 워녹 2,990 885 908 1,027,104 

하와이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7,437 1,010 1,612 515,534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2,265 589 1,306 56,534 

아이다호 

공화당 
마이크 

크레이포 
9,396 1,025 774 125,395 

공화당 짐 리시 3,668 1,056 424 113,131 

일리노이 

민주당 
태미 

더크워스 
10,300 1,095 7,428 770,568 

민주당 딕 더빈 21,500 1,271 2,415 749,149 

인디애나 

공화당 
마이크 

브라운 
3,615 1,091 320 36,581 

공화당 토드 영 8,613 1,139 504 68,273 

아이오와 

공화당 
조니 

에른스트 
8,091 1,247 161 129,667 

공화당 척 그래슬리 11,000 1,146 12,773 69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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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공화당 로저 마샬 6,913 1,323 1,049 32,915 

공화당 제리 머랜 7,267 979 3,098 118,353 

켄터키 

공화당 미치 매코널 4,863 898 109 2,120,650 

공화당 랜드 폴 15,700 1,105 540 3,599,501 

루이지애나 

공화당 빌 캐시디 5,740 1,229 1,374 46,148 

공화당 
존 닐리 

케네디 
3,284 1,040 1,307 290,545 

메인 

공화당 수전 콜린스 4,359 871 956 566,662 

무소속 앵거스 킹 5,849 951 566 254,884 

메릴랜드 

민주당 벤 카르딘 13,600 1,335 3,371 263,169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6,907 1,069 956 196,041 

메사추세츠 

민주당 에드 마키 18,700 1,146 1,799 251,913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9,558 1,167 515 7,073,706 

미시간 

민주당 게리 피터스 9,018 1,081 1,250 147,730 

민주당 
데비 

스태브노우 
6,906 1,169 2,261 148,073 

미네소타 

민주당 
에이미 

클로버샤 
15,000 1,204 133,071 1,920,272 

민주당 티나 스미스 4,759 974 2,143 94,592 

미시시피 공화당 
신디 

하이드스미스 
2,756 999 659 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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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로저 위커 9,218 1,343 587 106,374 

미주리 

공화당 로이 블런트 15,400 1,017 6,576 128,017 

공화당 조쉬 홀리 6,093 1,008 956 754,311 

몬태나 

공화당 
스티브 

데인즈 
8,355 1,091 657 78,500 

민주당 존 테스터 6,855 1,159 993 137,603 

네브래스카 

공화당 뎁 피셔 7,689 1,024 212 102,487 

공화당 벤 새스 934 25 1 177,562 

네바다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10,600 1,056 928 62,258 

민주당 재키 로젠 9,513 1,200 816 47,036 

뉴햄프셔 

민주당 매기 해선 11,600 1,031 542 162,599 

민주당 진 섀힌 14,000 1,282 2,867 130,594 

뉴저지 

민주당 코리 부커 7,409 985 5,743 205,610 

민주당 밥 메넨데스 17,400 1,273 1,042 211,101 

뉴멕시코 

민주당 마틴 하인릭 10,300 1,055 679 209,714 

민주당 벤 레이 루한 6,268 1,018 992 39,272 

뉴욕 

민주당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2,652 1,029 252 27,882 

민주당 척 슈머 22,600 1,291 24,226 3,4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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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리처드 버 3,983 71 859 172,928 

공화당 톰 틸스 6,658 990 4,321 126,100 

노스다코타 

공화당 
케빈 

크레이머 
8,001 1,118 601 31,072 

공화당 존 호븐 4,880 955 758 118,373 

오하이오 

공화당 롭 포트먼 22,300 1,169 5,032 170,111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8,876 1,021 344 512,829 

오클라호마 

공화당 짐 인호페 5,148 1,048 343 94,582 

공화당 
제임스 

랭크퍼드 
9,988 1,238 715 115,753 

오리건 

민주당 제프 머클리 15,600 1,336 1,075 513,288 

민주당 론 와이든 12,200 1,065 622 530,152 

펜실베니아 

공화당 팻 투미 5,831 892 1,025 191,720 

민주당 
밥 케이시 

주니어 
14,500 1,207 906 438,888 

로드아일랜드 

민주당 잭 리드 7,372 953 48 111,787 

민주당 
셸던 

화이트하우스 
18,700 1,446 1,935 514,723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13,700 1,189 2,036 2,055,234 

공화당 팀 스콧 10,800 1,133 3,775 621,300 

사우스다코타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 
4,732 880 576 4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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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존 툰 7,489 1,028 341 125,751 

테네시 

공화당 마샤 블랙번 14,400 1,552 2,005 466,469 

공화당 빌 해거티 7,405 891 282 29,993 

텍사스 

공화당 존 코닌 51,000 1,624 12,614 328,457 

공화당 테드 크루즈 19,000 1,452 5,526 2,437,737 

유타 

공화당 마이크 리 6,572 915 2,142 620,886 

공화당 밋 롬니 1,882 280 138 212,432 

버몬트 

무소속 버니 샌더스 23,100 904 2,326 12,512,102 

민주당 
패트릭 

레이히 
18,600 1,092 2,743 236,081 

버지니아 

민주당 팀 케인 11,500 983 772 1,000,365 

민주당 마크 워너 12,300 1,231 23,064 503,834 

워싱턴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10,000 931 2,241 259,833 

민주당 패티 머리 22,400 1,306 2,402 481,330 

웨스트버지니아 

공화당 
셸리 무어 

캐피토 
12,300 1,140 1,090 89,956 

공화당 조 맨친 9,095 1,030 903 344,200 

위스콘신 

공화당 론 존슨 7,375 1,008 985 336,836 

민주당 태미 볼드윈 17,600 1,155 2,686 1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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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 

공화당 존 버라소 6,743 1,051 533 157,190 

공화당 
신시아 

러미스 
2,951 563 776 8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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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정당별) 주지사 트윗의 단어빈도분석 결과 

 공화당 민주당 

 단어 빈도 백분율 단어 빈도 백분율 

1 vaccine 1704 3.91% covid 2431 4.99% 

2 covid 1682 3.86% vaccine 1992 4.09% 

3 vaccinate 697 1.60% test 1085 2.23% 

4 case 682 1.56% case 871 1.79% 

5 heal 451 1.03% boost 730 1.50% 

6 covid19 426 0.98% heal 598 1.23% 

7 mask 389 0.89% vaccinate 585 1.20% 

8 test 373 0.86% deaths 550 1.13% 

9 boost 352 0.81% mask 541 1.11% 

10 school 339 0.78% community 536 1.10% 

11 mandate 315 0.72% people 49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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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ork 310 0.71% work 477 0.98% 

13 effort 297 0.68% covid19 477 0.98% 

14 community 291 0.67% shot 462 0.95% 

15 hospitalization 284 0.65% rate 371 0.76% 

16 shot 268 0.61% family 358 0.74% 

17 people 261 0.60% school 344 0.71% 

18 numb 234 0.54% care 310 0.64% 

19 response 231 0.53% age 298 0.61% 

20 dos 223 0.51% dose 295 0.61% 

21 time 221 0.51% port 288 0.59% 

22 care 220 0.50% pandemic 259 0.53% 

23 brief 216 0.50% time 253 0.52% 

24 clinic 213 0.49% pcr 252 0.52% 

25 family 205 0.47% site 236 0.48% 

26 site 203 0.47% dos 224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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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ress 202 0.46% children 220 0.45% 

28 visit 188 0.43% antigen 219 0.45% 

29 rate 187 0.43% omicron 208 0.43% 

30 formation 187 0.43% hospital 207 0.43% 

31 biden 184 0.42% virus 206 0.42% 

32 dose 165 0.38% business 206 0.42% 

33 job 162 0.37% clinic 202 0.41% 

34 nation 158 0.36% patient 202 0.41% 

35 student 154 0.35% spread 200 0.41% 

36 pandemic 151 0.35% student 196 0.40% 

37 hospital 151 0.35% live 185 0.38% 

38 home 150 0.34% governor 177 0.36% 

39 appoint 148 0.34% everyone 177 0.36% 

40 locate 147 0.34% home 176 0.36% 

41 county 146 0.33% economy 17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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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business 145 0.33% variant 173 0.36% 

43 administrate 140 0.32% new 166 0.34% 

44 virus 132 0.30% hospitalization 165 0.34% 

45 team 129 0.30% one 162 0.33% 

46 kid 128 0.29% part 159 0.33% 

47 cent 127 0.29% protection 154 0.32% 

48 spread 127 0.29% gram 153 0.31% 

49 call 127 0.29% kid 152 0.31% 

50 part 124 0.28% holiday 151 0.31% 

51 watch 121 0.28% individual 150 0.31% 

52 official 119 0.27% visit 145 0.30% 

53 age 119 0.27% tool 138 0.28% 

54 resident 118 0.27% appoint 136 0.28% 

55 thank 116 0.27% months 136 0.28% 

56 economy 116 0.27% region 13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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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parent 115 0.26% pfizer 131 0.27% 

58 president 114 0.26% life 130 0.27% 

59 provide 113 0.26% effort 128 0.26% 

60 new 112 0.26% recovery 127 0.26% 

61 govern 110 0.25% watch 126 0.26% 

62 live 109 0.25% provide 118 0.24% 

63 port 109 0.25% numb 117 0.24% 

64 gram 108 0.25% risk 115 0.24% 

65 everyone 108 0.25% response 113 0.23% 

66 facebook 106 0.24% friend 113 0.23% 

67 children 106 0.24% surge 111 0.23% 

68 order 106 0.24% haven 110 0.23% 

69 country 105 0.24% depart 110 0.23% 

70 emergency 104 0.24% employee 106 0.22% 

71 staff 103 0.24% folk 105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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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appointment 103 0.24% county 104 0.21% 

73 yesterday 97 0.22% positivity 103 0.21% 

74 tomorrow 97 0.22% job 102 0.21% 

75 data 94 0.22% fund 102 0.21% 

76 decision 94 0.22% delta 99 0.20% 

77 support 92 0.21% child 98 0.20% 

78 risk 90 0.21% thank 97 0.20% 

79 step 89 0.20% emergency 96 0.20% 

80 justice 89 0.20% plan 96 0.20% 

81 access 88 0.20% death 96 0.20% 

82 cdc 88 0.20% resident 94 0.19% 

83 plan 87 0.20% crease 93 0.19% 

84 months 86 0.20% member 91 0.19% 

85 populate 85 0.19% tune 91 0.19% 

86 action 85 0.19% formation 9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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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tail 85 0.19% staff 90 0.18% 

88 source 85 0.19% season 90 0.18% 

89 fund 84 0.19% question 89 0.18% 

90 treatment 84 0.19% cdc 89 0.18% 

91 impact 83 0.19% grant 88 0.18% 

92 life 83 0.19% safety 87 0.18% 

93 recovery 83 0.19% step 86 0.18% 

94 court 82 0.19% friday 86 0.18% 

95 morn 82 0.19% access 85 0.17% 

96 antibody 82 0.19% yesterday 85 0.17% 

97 child 82 0.19% brief 85 0.17% 

98 individual 81 0.19% data 85 0.17% 

99 youtube 80 0.18% other 84 0.17% 

100 tool 80 0.18% cent 84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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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정당별) 상원의원 트윗의 단어빈도분석 결과 

 공화당 민주당 

 단어 빈도 백분율 단어 빈도 백분율 

1 covid 1809 3.32% covid 2117 3.93% 

2 vaccine 1737 3.19% vaccine 1256 2.33% 

3 mandate 1249 2.29% heal 868 1.61% 

4 biden 1011 1.86% work 669 1.24% 

5 heal 488 0.90% family 641 1.19% 

6 work 442 0.81% community 620 1.15% 

7 americans 441 0.81% care 555 1.03% 

8 mask 430 0.79% case 548 1.02% 

9 relief 428 0.79% pandemic 548 1.02% 

10 business 425 0.78% people 465 0.86% 

11 people 424 0.78% relief 419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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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ase 416 0.76% test 415 0.77% 

13 bill 408 0.75% americans 346 0.64% 

14 president 336 0.62% fund 339 0.63% 

15 covid19 333 0.61% shot 322 0.60% 

16 family 300 0.55% boost 311 0.58% 

17 democrat 289 0.53% time 302 0.56% 

18 time 289 0.53% live 296 0.55% 

19 job 283 0.52% bill 291 0.54% 

20 administrate 278 0.51% vaccinate 290 0.54% 

21 fund 273 0.50% country 281 0.52% 

22 pandemic 266 0.49% business 268 0.50% 

23 coronavirus 266 0.49% plan 265 0.49% 

24 support 253 0.46% home 257 0.48% 

25 govern 247 0.45% access 250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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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are 224 0.41% economy 250 0.46% 

27 community 220 0.40% job 244 0.45% 

28 crisis 212 0.39% mask 244 0.45% 

29 test 207 0.38% crisis 221 0.41% 

30 congress 196 0.36% hate 212 0.39% 

31 effort 194 0.36% school 210 0.39% 

32 court 192 0.35% service 209 0.39% 

33 country 190 0.35% support 207 0.38% 

34 colleague 187 0.34% biden 206 0.38% 

35 border 184 0.34% covid19 200 0.37% 

36 school 182 0.33% rescue 189 0.35% 

37 act 175 0.32% student 186 0.35% 

38 decision 173 0.32% one 185 0.34% 

39 service 169 0.31% virus 177 0.33% 

40 emergency 163 0.30% crime 17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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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member 157 0.29% potus 174 0.32% 

42 fauci 149 0.27% part 172 0.32% 

43 economy 144 0.26% effort 172 0.32% 

44 nation 144 0.26% right 163 0.30% 

45 house 142 0.26% children 162 0.30% 

46 overreach 142 0.26% new 162 0.30% 

47 legislate 141 0.26% help 159 0.30% 

48 issue 141 0.26% law 159 0.30% 

49 inflate 141 0.26% everyone 158 0.29% 

50 potus 140 0.26% nation 156 0.29% 

51 office 140 0.26% visit 154 0.29% 

52 cdc 138 0.25% haven 153 0.28% 

53 policy 138 0.25% child 152 0.28% 

54 china 138 0.25% step 151 0.28% 

55 vaccinate 135 0.25% source 151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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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mployee 132 0.24% house 150 0.28% 

57 new 132 0.24% congress 150 0.28% 

58 america 132 0.24% thank 148 0.27% 

59 response 127 0.23% kid 148 0.27% 

60 live 126 0.23% women 147 0.27% 

61 vote 126 0.23% site 144 0.27% 

62 right 126 0.23% administrate 144 0.27% 

63 access 123 0.23% hospital 144 0.27% 

64 joe 121 0.22% president 136 0.25% 

65 package 118 0.22% provide 134 0.25% 

66 children 117 0.21% cent 132 0.24% 

67 doctor 116 0.21% act 131 0.24% 

68 solute 114 0.21% need 127 0.24% 

69 source 113 0.21% legislate 124 0.23% 

70 home 113 0.21% challenge 12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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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farm 113 0.21% response 121 0.22% 

72 impact 112 0.21% million 121 0.22% 

73 freedom 111 0.20% recovery 119 0.22% 

74 veteran 111 0.20% assistance 115 0.21% 

75 search 110 0.20% spread 115 0.21% 

76 need 108 0.20% gram 114 0.21% 

77 tax 107 0.20% variant 113 0.21% 

78 publican 105 0.19% appoint 108 0.20% 

79 assistance 105 0.19% protection 108 0.20% 

80 challenge 105 0.19% year 107 0.20% 

81 science 104 0.19% court 106 0.20% 

82 law 101 0.19% emergency 106 0.20% 

83 healthcare 100 0.18% age 104 0.19% 

84 life 100 0.18% infrastructure 104 0.19% 

85 pow 96 0.18% risk 104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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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hospital 96 0.18% america 102 0.19% 

87 week 95 0.17% coronavirus 102 0.19% 

88 american 95 0.17% life 98 0.18% 

89 help 95 0.17% omicron 97 0.18% 

90 spend 94 0.17% world 95 0.18% 

91 busy 94 0.17% folk 94 0.17% 

92 treatment 93 0.17% colleague 94 0.17% 

93 lead 92 0.17% package 93 0.17% 

94 rule 91 0.17% holiday 91 0.17% 

95 gram 90 0.17% restaurant 91 0.17% 

96 origin 89 0.16% violence 91 0.17% 

97 admin 88 0.16% impact 90 0.17% 

98 plan 88 0.16% cost 90 0.17% 

99 student 87 0.16% formation 90 0.17% 

100 nurse 87 0.16% system 89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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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 공화당 소속 주지사 트윗의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2 covid 

5139 

31 biden 

62 

2 covid 

0.505 

1 vaccine 

2.306 

1 vaccine 

4818 

27 press 

60 

1 vaccine 

0.479 

2 covid 

2.306 

3 vaccinate 

2519 

42 business 

58 

3 vaccinate 

0.282 

4 case 

2.306 

4 case 

1999 

11 mandate 

57 

4 case 

0.242 

5 heal 

2.306 

5 heal 

1575 

39 appoint 

57 

5 heal 

0.175 

6 covid19 

2.306 

13 effort 

1218 

35 student 

56 

13 effort 

0.154 

10 school 

2.306 

9 boost 

1214 

44 virus 

56 

9 boost 

0.143 

12 work 

2.306 

8 test 

1081 

20 dos 

55 

15 hospitalization 

0.142 

13 effort 

2.306 

10 school 

1018 

23 brief 

55 

20 dos 

0.135 

17 people 

2.306 

6 covid19 

1008 

32 dose 

55 

18 numb 

0.122 

21 time 

2.306 

12 work 

1005 

33 job 

55 

11 mandate 

0.121 

22 care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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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ospitalization 

1003 

7 mask 

54 

16 shot 

0.119 

50 part 

2.262 

11 mandate 

965 

24 clinic 

54 

30 formation 

0.117 

3 vaccinate 

2.212 

16 shot 

942 

28 visit 

54 

28 visit 

0.116 

18 numb 

2.212 

18 numb 

915 

29 rate 

54 

12 work 

0.111 

45 team 

2.181 

20 dos 

893 

30 formation 

54 

8 test 

0.109 

34 nation 

2.156 

14 community 

886 

37 hospital 

54 

19 response 

0.109 

8 test 

2.149 

19 response 

881 

40 locate 

54 

24 clinic 

0.106 

16 shot 

2.061 

28 visit 

880 

46 kid 

54 

14 community 

0.103 

14 community 

1.99 

22 care 

857 

49 call 

54 

6 covid19 

0.097 

36 pandemic 

1.975 

7 mask 

855 

9 boost 

53 

17 people 

0.095 

25 family 

1.915 

30 formation 

840 

19 response 

53 

22 care 

0.093 

38 home 

1.915 

24 clinic 

816 

26 site 

53 

32 dose 

0.091 

43 administrate 

1.845 

17 people 

752 

36 pandemic 

53 

10 school 

0.089 

15 hospitalization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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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ite 

749 

43 administrate 

53 

49 call 

0.089 

48 spread 

1.787 

21 time 

659 

47 cent 

53 

26 site 

0.085 

41 county 

1.665 

49 call 

654 

41 county 

52 

21 time 

0.08 

9 boost 

1.652 

32 dose 

628 

15 hospitalization 

51 

31 biden 

0.075 

29 rate 

1.57 

23 brief 

583 

34 nation 

51 

40 locate 

0.075 

19 response 

1.552 

29 rate 

571 

48 spread 

51 

7 mask 

0.069 

46 kid 

1.541 

31 biden 

568 

3 vaccinate 

50 

29 rate 

0.068 

30 formation 

1.488 

40 locate 

558 

8 test 

50 

39 appoint 

0.067 

23 brief 

1.476 

27 press 

539 

14 community 

50 

23 brief 

0.062 

28 visit 

1.468 

25 family 

532 

16 shot 

50 

44 virus 

0.06 

32 dose 

1.458 

38 home 

528 

18 numb 

50 

37 hospital 

0.059 

49 call 

1.444 

41 county 

490 

25 family 

50 

25 family 

0.057 

47 cent 

1.441 

39 appoint 

489 

38 home 

50 

38 home 

0.057 

37 hospital 

1.429 



- 141 - 

 

43 administrate 

477 

45 team 

50 

41 county 

0.056 

33 job 

1.418 

37 hospital 

476 

50 part 

50 

43 administrate 

0.056 

7 mask 

1.399 

34 nation 

464 

1 vaccine 

49 

27 press 

0.053 

26 site 

1.361 

47 cent 

442 

2 covid 

49 

47 cent 

0.053 

40 locate 

1.314 

44 virus 

440 

4 case 

49 

34 nation 

0.052 

24 clinic 

1.282 

45 team 

430 

5 heal 

49 

48 spread 

0.049 

35 student 

1.257 

50 part 

425 

6 covid19 

49 

50 part 

0.049 

44 virus 

1.253 

48 spread 

424 

10 school 

49 

45 team 

0.048 

11 mandate 

1.154 

46 kid 

393 

12 work 

49 

33 job 

0.038 

42 business 

1.084 

35 student 

382 

13 effort 

49 

42 business 

0.038 

31 biden 

0.958 

33 job 

355 

17 people 

49 

46 kid 

0.034 

20 dos 

0.939 

42 business 

351 

21 time 

49 

35 student 

0.031 

27 press 

0.868 

36 pandemic 

322 

22 care 

49 

36 pandemic 

0.031 

39 appoint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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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 민주당 소속 주지사 트윗의 중심성 분석결과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covid 

7547 

28 antigen 

88 

3 test 

0.491 

1 covid 

11.126 

2 vaccine 

5977 

24 pcr 

87 

8 deaths 

0.409 

3 test 

11.126 

3 test 

5593 

21 port 

68 

1 covid 

0.353 

13 covid19 

11.126 

8 deaths 

3630 

34 patient 

65 

24 pcr 

0.307 

15 rate 

10.725 

4 case 

3016 

8 deaths 

61 

28 antigen 

0.293 

46 part 

9.974 

5 boost 

2880 

41 economy 

60 

2 vaccine 

0.259 

8 deaths 

7.254 

13 covid19 

2430 

26 dos 

59 

13 covid19 

0.216 

43 new 

6.372 

24 pcr 

2247 

19 age 

58 

4 case 

0.164 

29 omicron 

6.104 

6 heal 

2188 

40 home 

58 

5 boost 

0.141 

39 everyone 

6.079 

28 antigen 

2137 

48 gram 

58 

6 heal 

0.11 

22 pandemic 

5.852 

10 community 

1915 

36 student 

57 

15 rate 

0.097 

25 site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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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hot 

1786 

38 governor 

57 

10 community 

0.094 

40 home 

4.154 

7 vaccinate 

1778 

20 dose 

56 

7 vaccinate 

0.093 

21 port 

2.926 

9 mask 

1670 

32 business 

56 

14 shot 

0.093 

2 vaccine 

2.388 

11 people 

1640 

47 protection 

56 

21 port 

0.088 

5 boost 

2.388 

12 work 

1549 

25 site 

55 

11 people 

0.083 

6 heal 

2.388 

15 rate 

1400 

33 clinic 

55 

12 work 

0.071 

7 vaccinate 

2.388 

18 care 

1272 

37 live 

55 

9 mask 

0.07 

9 mask 

2.388 

17 school 

1267 

42 variant 

54 

25 site 

0.069 

10 community 

2.388 

19 age 

1199 

44 hospitalization 

54 

20 dose 

0.064 

11 people 

2.388 

21 port 

1136 

49 kid 

54 

19 age 

0.059 

14 shot 

2.388 

16 family 

1086 

17 school 

53 

18 care 

0.056 

50 holiday 

2.388 

20 dose 

1035 

18 care 

53 

17 school 

0.054 

4 case 

2.142 

27 children 

921 

30 hospital 

53 

34 patient 

0.054 

12 work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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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omicron 

898 

31 virus 

53 

26 dos 

0.049 

35 spread 

2.024 

23 time 

883 

45 one 

53 

16 family 

0.048 

30 hospital 

2 

25 site 

868 

4 case 

52 

33 clinic 

0.046 

44 hospitalization 

1.848 

35 spread 

859 

12 work 

52 

30 hospital 

0.045 

16 family 

1.725 

30 hospital 

854 

16 family 

52 

35 spread 

0.045 

23 time 

1.725 

33 clinic 

812 

23 time 

52 

44 hospitalization 

0.045 

27 children 

1.725 

26 dos 

788 

27 children 

52 

29 omicron 

0.044 

42 variant 

1.645 

31 virus 

744 

35 spread 

52 

27 children 

0.042 

17 school 

1.564 

42 variant 

739 

39 everyone 

52 

40 home 

0.042 

45 one 

1.559 

34 patient 

736 

2 vaccine 

51 

23 time 

0.04 

31 virus 

1.558 

44 hospitalization 

671 

5 boost 

51 

38 governor 

0.039 

32 business 

1.398 

39 everyone 

665 

6 heal 

51 

31 virus 

0.036 

18 care 

1.361 

47 protection 

661 

7 vaccinate 

51 

42 variant 

0.035 

38 governor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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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andemic 

635 

9 mask 

51 

47 protection 

0.034 

37 live 

1.28 

45 one 

611 

10 community 

51 

43 new 

0.033 

36 student 

1.165 

37 live 

596 

11 people 

51 

39 everyone 

0.032 

49 kid 

1.097 

49 kid 

593 

14 shot 

51 

45 one 

0.031 

33 clinic 

0.955 

46 part 

583 

22 pandemic 

51 

37 live 

0.029 

48 gram 

0.918 

36 student 

568 

29 omicron 

51 

50 holiday 

0.029 

47 protection 

0.872 

50 holiday 

568 

43 new 

51 

49 kid 

0.027 

19 age 

0.789 

43 new 

561 

46 part 

51 

22 pandemic 

0.026 

20 dose 

0.788 

38 governor 

556 

50 holiday 

51 

46 part 

0.026 

41 economy 

0.731 

40 home 

545 

15 rate 

50 

36 student 

0.025 

34 patient 

0.626 

32 business 

523 

1 covid 

49 

32 business 

0.02 

24 pcr 

0.6 

41 economy 

415 

3 test 

49 

48 gram 

0.019 

26 dos 

0.52 

48 gram 

375 

13 covid19 

49 

41 economy 

0.016 

28 antigen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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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트윗의 중심성 분석결과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2 vaccine 

5952 

42 fauci 

62 

2 vaccine 

0.512 

1 covid 

0.872 

3 mandate 

5266 

49 inflate 

55 

3 mandate 

0.483 

2 vaccine 

0.872 

1 covid 

4774 

38 decision 

54 

4 biden 

0.399 

3 mandate 

0.872 

4 biden 

4360 

46 overreach 

54 

1 covid 

0.286 

4 biden 

0.872 

10 business 

1833 

23 coronavirus 

52 

10 business 

0.169 

5 heal 

0.872 

5 heal 

1803 

26 care 

52 

14 president 

0.16 

6 work 

0.872 

7 americans 

1758 

27 community 

52 

6 work 

0.152 

7 americans 

0.872 

6 work 

1756 

35 border 

52 

7 americans 

0.145 

10 business 

0.872 

9 relief 

1606 

39 service 

52 

5 heal 

0.117 

11 people 

0.872 

14 president 

1571 

8 mask 

51 

20 administrate 

0.108 

12 case 

0.872 

13 bill 

1475 

22 pandemic 

51 

19 job 

0.101 

13 bill 

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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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eople 

1301 

28 crisis 

51 

11 people 

0.1 

14 president 

0.872 

19 job 

1149 

32 court 

51 

8 mask 

0.099 

15 covid19 

0.872 

20 administrate 

1136 

47 legislate 

51 

25 govern 

0.093 

16 family 

0.872 

16 family 

1079 

9 relief 

50 

13 bill 

0.092 

18 time 

0.872 

8 mask 

1070 

17 democrat 

50 

46 overreach 

0.091 

19 job 

0.872 

24 support 

1044 

21 fund 

50 

9 relief 

0.083 

20 administrate 

0.872 

17 democrat 

1039 

25 govern 

50 

24 support 

0.078 

24 support 

0.872 

25 govern 

998 

29 test 

50 

38 decision 

0.072 

40 emergency 

0.872 

21 fund 

950 

30 congress 

50 

17 democrat 

0.07 

43 economy 

0.872 

26 care 

931 

31 effort 

50 

16 family 

0.068 

25 govern 

0.829 

18 time 

923 

33 country 

50 

18 time 

0.067 

47 legislate 

0.829 

46 overreach 

835 

34 colleague 

50 

34 colleague 

0.067 

48 issue 

0.829 

28 crisis 

828 

36 school 

50 

26 care 

0.066 

50 potus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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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ongress 

763 

37 act 

50 

32 court 

0.066 

32 court 

0.758 

34 colleague 

758 

41 member 

50 

21 fund 

0.053 

21 fund 

0.755 

38 decision 

754 

44 nation 

50 

28 crisis 

0.053 

30 congress 

0.755 

15 covid19 

741 

45 house 

50 

35 border 

0.052 

29 test 

0.749 

22 pandemic 

717 

48 issue 

50 

50 potus 

0.05 

36 school 

0.749 

32 court 

715 

50 potus 

50 

30 congress 

0.049 

31 effort 

0.722 

35 border 

698 

1 covid 

49 

37 act 

0.047 

41 member 

0.722 

23 coronavirus 

677 

2 vaccine 

49 

31 effort 

0.045 

22 pandemic 

0.712 

12 case 

668 

3 mandate 

49 

45 house 

0.044 

8 mask 

0.672 

37 act 

668 

4 biden 

49 

33 country 

0.043 

27 community 

0.656 

31 effort 

627 

5 heal 

49 

49 inflate 

0.043 

38 decision 

0.635 

33 country 

624 

6 work 

49 

29 test 

0.041 

23 coronavirus 

0.559 

27 community 

618 

7 americans 

49 

41 member 

0.041 

9 relief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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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inflate 

607 

10 business 

49 

15 covid19 

0.039 

17 democrat 

0.502 

29 test 

586 

11 people 

49 

22 pandemic 

0.037 

33 country 

0.502 

50 potus 

578 

12 case 

49 

39 service 

0.037 

34 colleague 

0.502 

39 service 

573 

13 bill 

49 

12 case 

0.034 

37 act 

0.502 

36 school 

554 

14 president 

49 

27 community 

0.034 

44 nation 

0.502 

45 house 

553 

15 covid19 

49 

36 school 

0.034 

45 house 

0.502 

41 member 

520 

16 family 

49 

43 economy 

0.031 

28 crisis 

0.457 

40 emergency 

515 

18 time 

49 

23 coronavirus 

0.029 

35 border 

0.386 

43 economy 

494 

19 job 

49 

44 nation 

0.029 

26 care 

0.339 

44 nation 

456 

20 administrate 

49 

40 emergency 

0.028 

46 overreach 

0.339 

47 legislate 

456 

24 support 

49 

47 legislate 

0.027 

49 inflate 

0.296 

48 issue 

369 

40 emergency 

49 

48 issue 

0.027 

39 service 

0.293 

42 fauci 

284 

43 economy 

49 

42 fauci 

0.022 

42 fauci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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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트윗의 중심성 분석결과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covid 

6658 

40 crime 

66 

1 covid 

0.506 

1 covid 

1.626 

2 vaccine 

3668 

30 hate 

63 

2 vaccine 

0.359 

4 work 

1.626 

3 heal 

3304 

44 right 

60 

3 heal 

0.317 

5 family 

1.626 

4 work 

2274 

38 one 

56 

7 care 

0.243 

6 community 

1.626 

7 care 

2274 

39 virus 

54 

4 work 

0.218 

8 case 

1.626 

6 community 

2238 

26 economy 

53 

6 community 

0.211 

9 pandemic 

1.626 

5 family 

2067 

32 service 

53 

5 family 

0.189 

10 people 

1.626 

9 pandemic 

1788 

37 student 

53 

9 pandemic 

0.166 

13 americans 

1.626 

10 people 

1609 

15 shot 

52 

10 people 

0.159 

17 time 

1.626 

11 relief 

1430 

16 boost 

52 

12 test 

0.138 

18 live 

1.626 

12 test 

1219 

22 business 

52 

11 relief 

0.137 

19 bill 

1.626 

13 americans 

1214 

27 job 

52 

15 shot 

0.122 

21 country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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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und 

1189 

31 school 

52 

14 fund 

0.118 

23 plan 

1.626 

8 case 

1162 

45 children 

52 

16 boost 

0.117 

24 home 

1.626 

15 shot 

1133 

48 law 

52 

13 americans 

0.111 

34 biden 

1.626 

23 plan 

1120 

7 care 

51 

8 case 

0.101 

43 effort 

1.626 

19 bill 

1017 

12 test 

51 

18 live 

0.1 

46 new 

1.605 

21 country 

1008 

14 fund 

51 

19 bill 

0.098 

50 nation 

1.605 

16 boost 

1004 

20 vaccinate 

51 

21 country 

0.097 

42 part 

1.555 

25 access 

972 

25 access 

51 

25 access 

0.095 

49 everyone 

1.552 

17 time 

938 

28 mask 

51 

24 home 

0.094 

28 mask 

1.402 

18 live 

937 

29 crisis 

51 

17 time 

0.091 

35 covid19 

1.328 

24 home 

915 

33 support 

51 

23 plan 

0.091 

36 rescue 

1.328 

36 rescue 

847 

2 vaccine 

50 

20 vaccinate 

0.089 

41 potus 

1.328 

30 hate 

832 

3 heal 

50 

29 crisis 

0.089 

47 help 

1.328 

20 vaccinate 

830 

11 relief 

50 

30 hate 

0.081 

48 law 

1.291 

22 business 

811 

35 covid19 

50 

31 school 

0.071 

33 support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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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conomy 

807 

36 rescue 

50 

33 support 

0.07 

11 relief 

1.205 

29 crisis 

801 

41 potus 

50 

22 business 

0.069 

22 business 

1.117 

31 school 

801 

42 part 

50 

34 biden 

0.069 

2 vaccine 

1.069 

27 job 

763 

46 new 

50 

39 virus 

0.069 

3 heal 

1.069 

33 support 

736 

47 help 

50 

40 crime 

0.069 

39 virus 

0.967 

40 crime 

735 

49 everyone 

50 

36 rescue 

0.067 

44 right 

0.937 

34 biden 

709 

50 nation 

50 

32 service 

0.066 

29 crisis 

0.914 

32 service 

686 

1 covid 

49 

26 economy 

0.065 

16 boost 

0.749 

41 potus 

662 

4 work 

49 

38 one 

0.064 

7 care 

0.648 

39 virus 

659 

5 family 

49 

45 children 

0.064 

12 test 

0.648 

43 effort 

628 

6 community 

49 

27 job 

0.063 

14 fund 

0.648 

35 covid19 

600 

8 case 

49 

43 effort 

0.06 

20 vaccinate 

0.648 

38 one 

592 

9 pandemic 

49 

41 potus 

0.058 

25 access 

0.648 

45 children 

564 

10 people 

49 

46 new 

0.058 

31 school 

0.526 

42 part 

558 

13 americans 

49 

35 covid19 

0.057 

27 job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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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nation 

550 

17 time 

49 

49 everyone 

0.055 

26 economy 

0.48 

47 help 

549 

18 live 

49 

47 help 

0.054 

32 service 

0.478 

46 new 

544 

19 bill 

49 

42 part 

0.053 

30 hate 

0.452 

49 everyone 

531 

21 country 

49 

28 mask 

0.052 

38 one 

0.408 

28 mask 

526 

23 plan 

49 

50 nation 

0.052 

15 shot 

0.349 

48 law 

519 

24 home 

49 

37 student 

0.041 

45 children 

0.349 

37 student 

513 

34 biden 

49 

48 law 

0.04 

40 crime 

0.305 

44 right 

399 

43 effort 

49 

44 right 

0.03 

37 student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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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Twitter for fighting the 

COVID-19 Pandemic 

 - The case of Governors and Senators  

 in the United States - 

 

Sukwon Choi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using social media, especially Twitter, to provide in-

formation during crisis events,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there is 

lack of research on how governments respond to cris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using social media.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ors and senators who 

used Twitter for administrative purpo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extent to 

which they did so, and the content published. That is, this study set Research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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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termine (1) differences between the governors’ and senators’ total number of tweets, 

number of tweets during the COVID-19 period, number of followings and number of 

followers, and (2) semantic differences in the tweets’ content based on political party 

(Republican and Democratic). This study crawled tweets of 48 governors and 99 senators 

across 50 US states from January 19, 2020, to April 23, 2022, and examined them using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d their content using se-

mantic network analysis; text-mining, word frequency analysis, centrality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were also performed.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no significant dif-

ferences in Twitter usage level between the governors and senators of both political par-

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s the standard deviation of tweets during COVID-

19 was no significant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tweets, number of followings, and 

number of followers. Further, while no semantic difference existed in the content of gov-

ernors’ COVID-19 keyword tweets depending on their party, such a difference was found 

for senators. This is because all governors’ tweets focused on health, while Republican 

senators’ tweets also focused on the economy and political conflict. Therefore, although 

governments can use Twitter for rapid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trust building, in-

formation bias can occur depending on the communicating official’s party affiliation. 

Therefore, federal guidelines are needed regarding active use of Twitter during crises. 

This study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other countries’ governments, such as South Ko-

rea, in using social media during crises. 

 

Keyword: social media, Twitter, COVID-19, governor, senator 

Student Number: 2020-2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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