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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7대 총선에서 대학생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미디어는 방송매체， 

주변사람과 대화， 인터넷정보， 종이언론 순으로 나타나， 기존 신문의 극적인 

영향력 소|퇴와 방송매체와 인터넷의 영향력 확대가 명확히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문에 영향을 받은 집단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방송과 인터넷에 

영향을 받은 집단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에서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이 현실세계에서의 투표율과 일정한 정 

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온라인 폴 참여와 메신저 

대화명， 펌질의 빈도순으로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네티즌들의 투표 성향은 온라인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집단은 약간 

높은 비율로 우리당을 지지하였고， 민노당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온라인 활 

동가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한나라당은 온라인 활 

동가들의 낮은 지지와 비활동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의 획득이라는 상 

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어서，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가 현실세계에서의 정치참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들어가면서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 17대 총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추 

*설문자료의 정리와 통계 처리는 유지성(서강대 정외과 대학원). 이상돈(서강대 신방과 대 

학원). 김상준(서강대 정외과 석사)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협 

조하여주신 여 러 대학의 교수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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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애 민주당 대표의 삼보일배，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펌하 

발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 선출 등의 다양한 사건 속에서 치루어졌다. 탄핵의 

역풍으로 우리당이 압승하리라던 예상은 이러한 다양한 사건 속에서 희석되고， 우 

리당의(큰소한 차이의) 다수석 확보， 한나라당의 션전， 민주당의 몰락 그리고 민 

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선거 결과 외에도 지속적으 

로 하락하던 투표율이 소폭이나마 반등하였고， 선거법 개정의 여파로， 정당 중심 

의 대규모 선거운동에서 후보자 중심의 거리 유세가 지배적인 양태로 등장하였다. 

17대 총선의 또 다른 특징은 정치 행위의 공간이 현실세계에서 인터넷으로 급속 

하게 옮겨졌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각 후보에 관한 신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고， 거의 모든 후보와 정당이 경쟁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네티즌 유 

권자를 유혹하였다. 또한 네티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팬클럽을 인터 

넷상에 만들어 후원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기존 언론이 장악하고 있던 의제설정 

기능도 변화하였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독립신문， upkorea 등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선거의제와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인터 

넷 언론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사회단체들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선 

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다양한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빠르게 확산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선거운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특정도 보여 주었다 탄핵안의 국회통과 이후 다음(daum)에는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antitanhak )’ 등의 카페가 개설되어 엄청난 회원을 확보하였고， 디시인사이드 

(dcinside) 의 토론방에는 탄핵을 쟁점으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는 현상도 발생하 

였다 1)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사이월드에서의 대화시간에는 십만 명이 넘는 네 

티즌이 접속하였고， ‘투표부대’ 등의 다양한 활동과 미디어몹(mediamob) , 라이브 

이즈(liveis) 등을 통한 패러디와 각종 어록(노회찬， 전여옥， 유시민 등)이 유포되 

는현상도목도되었다. 

1) 비정치적인 목적으로 출발한 디시인사이드(dcinside: 디지털 카메라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의 토론방에는 3월 12일 탄핵안 가결 이후 25일여 만에 2만개가 넘는 

글이 게시되었다. 토론방의 역사로 보았을 때 이런 기록은 가히 메가톤급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글이 게시되었던 미군 여중생 살해사건 (2002 ， 11 , 29~2oo3 ， 3 , 13 

3321건)， 유승준 입국 찬반논쟁 (2003 ， 5 , 30~2oo3 ， 7 , 30 , 2365건)과 비교해 보면 차이 

를쉽게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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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특히 제 17대 총선 기간 동안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새로 

운 정치의 지평을 열어준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정제되지 않은 여론과 부정 

확한 사실의 유포 등을 통한 사이버 포풀리즘의 확산이 우려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론적이고 담론적인 차 

원에서 양자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 왔다(강상현 1999: 윤성이 

1999: 유석진 1996 , 2(03)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으로 이러한 이론적 

담론적 흐름을 정치와 선거의 실제 현장에서 실증적，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행태주의적 논문들을 들 수 있다(정연정 2000 , 2001: 김용철， 윤성이 2000: 정동규 

2(03) . 

이글의 목적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선 

거에서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시론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 

이다. 엄밀한 이론에 기초한 인과관계의 분석보다는， 온라인에서 특정한 행위 양 

태를 보이는 네티즌이 실지 선거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를 교차분석을 활용 

한경향성을통하여 규명하고자한다. 

사용된 샘플은 2004년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방식을 통하여 추출되었다. 대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거의 모든 대학생이 네티 

즌이라는 점과 아울러， 사회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집단이기는 하지만 네 

티즌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노력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작용하였다. 물론 이 집단을 통한 

설문과 분석이 사회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 먼저 모집단 

과의 관계설정이 명확히 되어야 하고， 대학생이 가지는 특이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정향성도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의 정치 

참여 방식과 정치의식을 규명하고 정치적 선택에 온라인이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 

한 시론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설문은 23개 대학에서 2) 수집되었고， 전공도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예 

술대학， 이과대학 등 모집단 대학생과 유사하도록 고려하였으나 실지 설문과정에 

서 이에 대한 정확한 비율이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3) 총 설문 샘플은 대학생 1,500 

2) 서울소재 대학 13개， 수도권소재 대학 5개， 지방소재 대학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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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다. 

11. 네티즌의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활동 

네티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KRNIC)에서 규정한 “만 6세 이상으로 월 l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 

인”이 일반적 정의로 제시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정치사회적인 맥락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하기 힘든 정의이다. 정연정， 조성대 (2004) 는. KRNIC의 정의에 

따라 일차적으로 일반대중(General Public: GP)과 네티즌을 구분하고 2단계로서 인 

터넷 커뮤니티 활동여부를 중심으로 단순이용자(Simple User: SU)와 참여자를 구분 

한 후. 3단계로서 활동하는 커뮤니티의 성격이 정치적인지 여부에 따라 비정치적 

참여 자 (Nonpolitic외 Participant: NPP) 와 정 치 적 참여 자 (P이itical Participant: PP) 로 구분 

하고 있다. 즉 GP, SU, NPP, PP의 네 가지 유형의 네티즌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염두에 두면서도 엄밀하게 따르지는 않고， 첫째， 네 

티즌들이 어떠한 경로(미디어)를 통하여 정치 정보를 습득하고 영향을 받는지， 둘 

째， 대학생이 온라인에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어떠한 투표 행태를 

나타내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귀하의 정치적 선택에서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어떤 미디어가 가장 큰 영 

향을 미쳤습니까?"<문항 1 1)을 통하여 주된 영향을 미친 미디어가 투표여부와 투 

표후보 정당과 비례정당의 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경향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둘째， 온라인 정치활동의 중요한 형태인 펌질〈문항 16)과 온라인 폴〈문항 17) 

그리고 메신저 대화명〈문항 18) 등의 행위가 투표여부와 투표후보 정당， 비례정당 

의 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교차분석을 통하여 경향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투표독려 행위를 하거나 받은 네티즌들의 투표여부와 투표후보， 비 

례정당의 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경향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3) 사회과학(44.4%)， 인문학(15.1%) . 공학(12.7%) , 자연과학(7%) ， 경영，경제학 (7 .4%)， 

예체능(8%) ， 의과대 등 기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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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논문의 전개방식은 위의 세 변수의 이론적 의미에 대한 논리적 도출이 

선행되고 이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통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나， 여러 제약상 이 

논문에서는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게 되는 한계를 먼저 밝히고자 

한다. 

위의 교차분석을 통하여 온라인에서 특정한 행위 형태를 보이는 네티즌들의 투 

표참여 여부와 지지정당에 대한 일반적 경향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11. 온라인 정치활동과 선거에서의 선택 

제l7대 총선의 20대 투표율은 37.1%로， 16대 대선에서의 56.5%보다 낮았으며， 

16대 총선의 36.8%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본 조사에서 대학생 네티즌의 투표율은 

51.1%로 20대 평균 투표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영향을미친 미디어에 따른투표행태 

영향을 미친 미디어와 이에 따른 투표 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향 

을 미친 미디어는 방송매체 (38.2%) ， 주변사람과 대화 (23.6%) , 인터넷정보 

(17.4%) , 종이언론(10.2%)의 순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방송매체의 영향력과 종이 

언론의 영향력 쇠퇴 그리고 전통적인 주변사람과의 대화 영향력 지속， 마지막으로 

인터넷정보의 영향력 신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에 나타나듯이 비록 영향력은 작지만 종이언론에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의 

투표율은 62.3%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투표참여가 가장 높았고， 주변사람과 

대화(58.2%) , 인터넷정보(51.7%) ， 방송매체 (48.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롭 

게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방송매체와 인터넷이 유권자를 투표로 이끄는 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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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디어와투표여부 

투표여부 Total 

예 아니오 (%) 

미디어 주변 사람과대화 206 148 354 

(58.2) (41.8) (1 00.0) 

종이언론 96 58 154 

(62.3) (37.7) (1 00.0) 

방송매체 281 293 574 

(49.0) (5 1.0) (1 00.0) 

인터넷정보 135 126 261 

(51.7) (48.3) (1 00.0) 

이동통신 0 2 2 

(0) (1 00.0) (1 00.0) 

모름/무응답 48 107 155 

(3 1.0) (69.0) (1 00.0) 

Total 766 734 1500 

(c/c) (51.1) (48.9) (100.0) 

"Pearson Chi-Square Value 二 43.326 ， df=5 , p=O.αu 

투표한 대학생 네티즌들의 정치적 선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1500명의 샘플 중 투표를 한 766명 중 우리당 후보에 투표한 대학생 네티즌 

을 미디어 영향력 별로 분포를 보았을 때 인터넷정보(66.7%) , 방송매체 (53.7%) 

종이언론(42.7%) . 주변사람과 대화(40.8%)로 순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한 대학생 네티즌 중 주변사람과 대화에 영향을 받은 샘플은 41.3%. 종이언 

론 29.2%. 방송매체 27%. 인터넷 정보 14.8%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정보와 방 

송매체의 상대적 진보성이나 개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도 있고， 탄핵에 

따른 정보 내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종이언론과 주변사람과 

의 대화가 보여주는 상대적 보수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도 가능하다. 

17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l 인 2표제가 가져오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영향받은 

미디어와 비례정당 투표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주변사람과 대화에 영향올 받은 206명의 집단 중 36.9%만이 한나라당에 투표한 



대학생의 온라인 정치활동과 투표행태 93 

표 2. 미디어와투표후보정당4) 

투표정당 Total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 

미디어 주변사람과대화 85 84 18 19 206 

(41.3) (40.8) (8.7) (9.2) (1 α).0) 

종이언론 28 41 15 12 96 

(29.2) (42.7) (1 5.6) (1 2.5) (100.0) 

방송매체 76 151 31 23 281 

(27.0) (53.7) (1 1.0) (8.2) (1 α).0) 

인터넷정보 20 90 12 13 135 

(1 4.8) (66 ,7) (8.9) (9.6) (1 00.0) 

모릅/무응답 19 16 6 7 48 

(39.6) (33 .3) (1 2.5) (14.6) (1 00.0) 

Total 228 382 82 74 766 

(%) (29.8) (49.9) (1 0.7) (9.7) (1 00.0) 

* * Pearson Chi-Squ따e Valuε=43 .328. df= 12 , p=O.OOO 

표 3. 미디어와비례정당투표 

비례정당 Total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 

미디어 주변사람과대화 76 53 57 20 206 

(36.9) (25.7) (27.7) (9.7) (1 00.0) 

종이언론 20 30 40 6 96 

(20.8) (3 1.3 ) (41.7) (6.3) (1 00.0) 

방송매체 57 105 101 18 281 

(20.3) (37.4) (35.9) (6 ,4) (1 00.0) 

인터넷정보 10 78 41 6 135 

(7 ,4) (57.8) (30 ,4) (4 ,4) ( I (애 .0) 

모름/무응답 17 13 13 5 48 

(35 ,4) (27.1 ) (27. 1) (1 0 ,4) (1 α).0) 

Total 180 279 252 55 766 

(%) (23.5) (36 .4 ) (32.9) (7.2) (1아).0) 

** Pearson Chi-Square Value=70.120 , df= 12 , p=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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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노당에 27.7% , 우리당에 25.7% 투표하여 투표 후보의 정당과는 상이한 분 

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종이언론에 영향받은 96명의 집단 중 41.7%가 민노당을， 

31.3%가 우리당을， 20.8%만이 한나라당을 선택하였다. 방송매체에 영향을 받은 

집단 281명 중 105명 (37 .4%)이 우리당 101명 (35.9%) 이 민노당， 57명 (20.3%)이 

한나라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정보에 영향을 받은 집단 135명 중 78 

명 (57.8%) 이 우리당， 41명 (30.4%)이 민노당， 10명 (7 .4%)이 한나라당에 투표하 

였다. 방송매체에 영향받은 네티즌이 특히 우리당과 민노당에 투표한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향받은 매체와는 상관없이 분리투표 (sp1it voting) 

행태를 보이고 있다. 

2 펌질메 따른투표행태 

펌질의 정도에 따라 ‘자주’ 한 경우(5회 이상) 58% , ‘가끔’ 한 경우에는 51.8% , 

‘전혀’ 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50.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 펌질을 자주 할 

수록， 즉 온라인 활동가(activist) 일수록 투표할 성향이 약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펌질의 정도에 따른 투표후보 정당의 분포를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펌질을 자 

주하는 집단 중 48.3%가 우리당， 29.3%가 민노당， 15.5%가 한나라당을 선택하였 

다. 그러나 펌질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당은 51.6% , 한나라당 32.8% , 

민노당 6.8%로 나타나， 펌질의 빈도가 우리당 투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 

지만，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펌질을 자주할수록 민노당 

에대한지지가높아짐을알수었다. 

이를 비례정당 투표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를 통하여 볼 수 있다. 

펌질의 빈도와 비례정당에 대한 투표행태도 표 4의 경향이 보다 강화되어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펌질과는 상관없이 우리당은 36%대의 표를 얻었음에 반하 

여， 펌질 빈도가 높아질수록 한나라당은 표를 얻는데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고(없 

다 26.6% , 가끔 20.0% , 자주 12.1%) , 민노당은 이와 정반대의 경향성을(없다 

4)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제 17대 국회에서 3당까지만을 별도로 분석하였고， 민주당， 자민 

련과 나머지 정당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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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펌질과 투표후보 정당 

투표정당 Total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 

펌질 자주 9 28 17 4 58 

(15.5) (48.3) (29.3) (6.9) (1 00.0) 

가끔 64 110 33 28 235 

(27.2) (46.8) (14.0) (11.9) (100.0) 

없다 155 244 32 42 473 

(32.8) (51.6) (6.8) (8.9) (1 00.0) 

Total 228 382 82 74 766 

(%) (29.8) (49.9) (1 0.7) (9.7) (100.0) 
~ 

•• PearsonChi-SquareVa1ue=36.698 , df=6 , p=O.αm 

표 5, 펌질과 비려|정당 투표 

비례정당 Total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 

펌질 자주 7 21 30 0 58 

(1 2.1 ) (36.2) (51.7) (0) (100.0) 

가끔 47 85 88 15 235 

(20.0) (36.2) (37 .4 ) (6 .4) (100.이 

없다 126 l73 134 40 473 

(26.6) (36.6) (28 .3) (8.5) (100.0) 

Total 180 279 252 55 766 

(%) (23.5) (36 .4) (32.9) (7.2) (1 00.0) 

•• P，않rsonChi-Square Va1ue=22.614 , df=6 , p=O.OOI 

28 .3%, 가끔 37 .4%, 자주 51 .7%)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또한 분리투표의 

행태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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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메신저 대화명과 투표여부 

투표여부 Total 

예 아니오 (%) 

메신저명 기 n一%π'ff 2 

(50.0) (50.0) (1 00.0) 

있다 189 114 303 

(62 .4) (37.6) (1 00.0) 

없다 576 619 1195 

(48.2) (51.8) (1 00.0) 

Total 766 734 1500 

(%) (51.1) (48.9) (I α).0) 

•• Pearson Chi-Square Value= 19 .438. df=2 , p=O.OO。

표 7 메신저 대화명과 투표후보 정당 

투표정당 Total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 

메신저명 무응답 0 0 0 

(.0) (lOO.O) (.0) (.0) (IOO.O) 

있다 37 97 38 17 189 

(19.6) (51.3) (20.1) (9.0) (1 00.0) 

없다 191 284 44 57 576 

(33.2) (49.3) (7 .6) (9.9) (l α}.O) 

Total 228 

講」」『긴 
74 766 

(%) (29.8) (9.7) (IOO.O) 

•• PearsonChi-Square Value=30.724 , df=6 , p=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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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메신저 대화명과 비례정당 투표 

비례정당 Total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 

메신저명 무응답 0 0 0 

(.0) (1 00 ,0) (.0) (.0) (1 00 ,0) 

있다 22 70 86 11 189 

(1 1,6) (37 ,0) (45 ,5) (5 ,8) (1 00 ,0) 

없다 158 208 166 44 576 

(27 ,4) (36 ,1) (28 ,8) (7 ,6) (100 ,0) 

Total 180 279 252 55 766 

(%) (23 ,5) (36 ,4) (32 ,9) (7 ,2) (1 00 ,0) 

** Pearson Chi-Square Value = 29 .576 , df=6 , p=O ,OOO 

3 메신저 대화명과 투표행태 

메선저 대화명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설문 16) 

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적이 있다고 대답한 집단이 62 ，4%의 투표율을 보 

여 , 없다는 집단의 48 ， 2%에 비해 훨씬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투표행태를 보면 투표후보 정당과 비례정당 투표 모두에서 메신저 대화 

명에 정치적 이슈를 반영한 집단이 투표후보 정당에서 우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비례정당에서는 민노당을 선택하는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당은 

메선저 대화명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50% 전후의 표를 획득한 반면 한나라당은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집단에서는 19 ， 6%의 표를 획득한 반면 그렇지 않은 집단 

에서는 33 ， 2%의 표를 획득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민노당은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 

한 집단에서 20 ,1%.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7 ，6%의 표를 획득하였다. 

비례정당의 선택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당은 비슷한 득표율 

을 보이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있다’ 집단에서 11 ,6%. ‘없다’ 집단에서 27 .4%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민노당은 45 ， 5%와 28 ， 8%의 차이를 정반대로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대학생 네티즌은 투표할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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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온라인 폴과 투표여부 

투표여부 
Total 

예 아니오 
(%) 

온라인폴 무응답 0 2 2 

(.0) (100.0) (1 00.0) 

자주 119 57 176 

(67.6) (32.4) (100.0) 

가끔 396 322 718 

(55.2) (44.8) (1 00.0) 

없다 251 353 604 

(41.6) (58 .4 ) (1 00.0) 

Total 766 734 1500 

(%) (5 1.1 ) (48.9) (1 00.0) 

** PearsonChi-SquareValue=48.032. df=3. p=O.αm 

표 10. 온라인 폴과 투표후보 정당 

투표정당 Total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 

온라인폴 자주 26 67 18 8 119 

(21.8) (56.3) (1 5. 1) (6.7) (100.0) 

가끔 113 202 47 34 396 

(28.5) (51.0) (11.9) (8.6) (1 00.0) 

없다 89 113 17 32 251 

(35.5) (45.0) (6.8) (1 2.7) (100.0) 

Total 228 282 82 74 766 

(%) (29.8) (49.9) (1 0.7) (9.7) (1 00.0) 

* * Pearson Chi-Square Value = 18.028. df = 6. p = 0.006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훨씬 높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당과 민노당을 지지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경우 분리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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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온라인폴과비례정당투표 

비례정당 TotaI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 

온라인폴 자주 16 49 50 4 119 
(13.4) (41.2) (42.0) (3 .4) (100.0) 

가끔 89 147 143 17 396 
(22.5) (37. 1) (36. 1) (4.3) (1 00.0) 

없다 75 83 59 34 251 
(29.9) (33. 1) (23.5) (13.5) (100.0) 

TotaI 180 279 252 55 766 
(%) (23.5) (36 .4) (32.9) (7.2) (100.0) 

」←듀듀 

** Pearson Chi-Square Value=43.373 , df=6 , p=O.αu 

4. 온라인 폴과투표행태 

표 9에서 보이듯이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여론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네티즌은 그렇지 않은 네티즌에 비해 투표율이 높았다. 5회 이상 온라인 

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네티즌 176명 중 119명 (67.6%) 이 투표를 하였고， 가끔 

참여한 경험이 있는 네티즌 718명 중 396명 (55.2%) 이 투표를 하였으나， 참여한 경 

험이 없는 네티즌 604명 중 251명 (41.6%)만이 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라인 폴 참여 경험과 투표후보 정당 그리고 비례정당의 선택은 표 10과 표 11 

로나타난다. 

온라인 폴 참여한 경험이 자주(5회 이상) 있는 집단의 56.3%가 우리당， 21.8% 

가 한나라당， 15.1%가 민노당을 선택하였음에 반해 가끔 한 집단에서는 각각 

51.0% , 28.5% , 11.9% , 전혀 없는 집단에서는 45.0% , 35.5% , 6.8%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폴에 적극적으로 응한 네티즌일수록 우리당과 민노당을 선택한 확률이 

높았고， 온라인 폴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한나라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 

았다. 

비례정당의 선택에 있어서도， 옹라인 폴 참여 경험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 



100 한국정치연구 제 13집 저12호 (2004) 

표 12 투표참여 독려 수신자의 투표참여 

투표여부 Total 

예 아니오 (%) 

투표독려 수신 기 1:1一숫 。5-「김i 0 

(.0) (1이).0) (1 00.0) 

있다 282 200 482 

(58.5) (41.5) (1 00.0) 

없다 484 533 \017 

(47.6) (52 .4) (1 00.0) 

Total 766 734 \500 

(%) (5\.\) (48.9) (\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16.636 , df = 2 , P = O.어U 

다. 자주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한나라당이 13 .4%, 우리당이 41.2% , 민노당이 

42%로 나타나고 있고， 가끔 한 집단에서는 각각 22.5% , 37.1% , 36.1% ,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29.9% , 33.1% , 23.5%로 나타났다 

온라인 폴에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비례정당에서 우리당과 민노당을 선택한 확 

률이 높아지고， 경험이 적을수록 한나라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 투표참여 독려 수신자와 투표행태 

총선 당일에 즈음하여 투표참여 독려를 받은 적이 있는〈문항 20) 대학생 네티즌 

과 그렇지 않은 네티즌의 투표 참여율은 차별성이 있었다. 표 12에 나타나듯이 투 

표참여 독려를 받은 적이 있는 네티즌 482명 중 282명 (58.5%) 이 투표하였으나， 그 

렇지 않은 네티즌 1017명 중 484명 (47.6%)만이 투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투표 

율의 차이가 투표독려의 효과때문인지에 대하여는 현재의 설문 조사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틀의 투표후보 정당 선택을 보면 큰 차별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5) 투 

5) 표 13의 유의도 수치는 0479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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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투표참여 독려 수신자와 투표후보 정당 

투표정당 Total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 

투표독려 있다 77 149 32 24 282 

수신 (27.3) (52.8) (1 1.3 ) (8.5) (100.0) 

없다 151 233 50 50 484 

(3 1.2) (48.1) (1 0.3) (10.3) (1 00.0) 

Total 228 382 82 74 766 

(%) (29.8) (49.9) (1 0.7) (9.7) (1 00.0) 
L 

•• Pearson Chi-Square Value 二 2 .497 ， df=3 , p=0 .479 

표 14. 투표참여 독려 수신자와 비례정당 투표 

비례정당 Tot떠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 

투표독려 있다 51 120 88 23 282 

수신 (1 8.1 ) (42.6) (31.2) (8.2) (1 00.0) 

없다 129 159 164 32 484 

(26.7) (32.9) (33.9) (6.6) (1 00.0) 

Total 180 279 252 55 766 

(%) (23 .5) (36 .4) (32.9) (7.2)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11.152 , df= 3 , P =0.011 

표참여 독려 수신자가 한나라당(27.3%) , 우리당(52.8%) , 민노당(1 1.3%) 에 투표 

한데 비해， 그렇지 않은 네티즌은 한나라당(31.2%) ， 우리당(48.1 %), 민노당 

(10.3%) 에 투표하였다. 두 집단 사이에서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선택은 약 4%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민노당의 경우에는 1%의 차이에 불과하여 투표참여 독려 운 

동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례정당의 선택에 있어서는 투표참여 독려를 받은 대학생 네티즌 282명 

중 51명 (1 8.1%) 이 한나라당 120명 (42.6%) 이 우리당， 88명 (31.2%) 이 민노당을 

선택하였고， 투표참여 독려를 받지 않은 집단 484명 중 129명 (26.7%) 이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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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 (32.9%) 이 우리당 164명(33.9%)이 민노당을 선택하였다. 비례정당의 경우 

에서는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선택이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나， 민노당의 경 

우는 오히려 투표참여 독려를 받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것을알수있다 

6, 투표참여 독려자와 투표행태 

수동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받은 네티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 

한 네티즌의 투표행태는 어떠한가?<문항 21)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투표참여 

독려를 한 네티즌은 투표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언론보도6) 등에 따르면 

이 운동이 승패를 갈랐다고까지 주장되기도 하였다. 투표참여 독려 수선자의 투표 

행태에서 보았듯이 투표율에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자 정당 선택 

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비례정당의 선택에서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구체적 자료를 보면 투표참여 독려자의 투표행태가 그렇 

지 않은 집단과 어느 정도의 차별성은 있지만 결정적이었다고 단언하기 힘들고 특 

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투표참여 독려를 한 139명의 집단 중 95명 (68.3%)만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나， 

예상하였던 적극적 정치참여의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대도시의 접전지역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젊은 층이 많이 

참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로 친노(親盧) 성향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는 물 

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도 동원해 20 , 30대의 투표참여를 독려했다(경향신문， 2004. 
4. 16) 친노 단체들은 투표종료 직전까지 20~30대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들은 시간대별 투표율을 점검하면서 노사모 게시판 등을 통해 투표참여를 호소 

했다. 특히 오전에 20~30대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입소문이 퍼지자 휴대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젊은층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게임 서버 등에서 일제히 투표참여 운동이 

벌어졌다(서울신문， 2004. 4. 16). 17대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네티즌들의 투표 참여 

촉구 열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유머 사이트 ‘웃긴대학’ 은 이날 ‘웃대생들이여 투표합 

시다!’ 라는 공지를 올려 네티즌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디지럴 카메라 동호회 ‘디 

시인사이드’ 도 젊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대 투표참여독려를 위한 패러디 

공모전’ 을 열고 있다 시사패러디 사이트 ‘라이브이즈 닷컴’ 역시 ‘4월 15일 민주주의 

의 부활을 기원하며’ 라는 글과 함께 ‘투표참여 l천만 메일 보내기 운동’ 을 펴고 있다 

(한겨 레신문 2어)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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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투표참여 독려자와투표여부 

투표여부 Total 

예 아니오 
(%) 

투표독려 무응답 3 4 7 

(42.9) (57. 1) (1 00.0) 

있다 95 44 139 

(68.3) (31.7) (1 00.0) 

없다 668 686 1354 

(49.3) (50.7) (100.0) 

Total 766 734 1500 

(%) (5 1.1 ) (48.9) (1 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18 .420. df = 2. P = 0.000 

표 16. 투표참여독려자와투표후보정당 

투표정당 Total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 

투표독려 기 !2.τ 。~'it 2 0 0 3 

(33.3) (66 .7) (.0) (.0) (1 00.0) 

있다 26 45 14 10 95 

(27 .4) (47 .4) (1 4.7) (10.5) (1 00.0) 

없다 201 335 68 64 668 

(30. 1) (50. 1) (1 0.2) (9.6) (1 00.0) 

Total 228 382 82 74 766 

(%) (29.8) (49.9) (10.7) (9.7) (1 00.0) 

.* PearsonChi-Square Value=2.823. df=6. p=0.831 

투표참여 독려자 중 설지로 투표한 95명을 분석해보면 26명 (27 .4%)이 한나라 

당. 45명 (47 .4%)이 우리당 14명 (14.7%) 이 민노당 후보를 선택하였다. 투표참여 

독려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집단에서만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 우리당을 선택한 대학생 네티즌의 투표독려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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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투표참여독려자와비례정당투표 

비례정당 Total 

한나라당 7 。→그턱1 '8- 민노당 기타 
(%) 

투표독려 무응답 0 2 0 3 

(.0) (66.7) (33.3) (.0) (100.0) 

있다 19 35 36 5 95 

(20.0) (36.8) (37.9) (5.3) 000.0) 

없다 161 242 215 50 668 

(24. 1) (36.2) (32.2) (7 ‘ 5) 000.0) 

Total 180 279 252 55 766 

(%) (23.5) (36 .4) (32 .9) (7.2) (J아).0) 

•• Pearson Chi-Square Value = 3.680. df = 6 , P 二 0.720 

가 한나라당을 선택한 네티즌보다(26명) 대략 두 배 가량이 많았고， 민노당은 14 

명이었다 

비례정당의 경우， 95명 증 19명 (20%) 이 한나라당 35명 (36.8%) 이 우리당 36명 

(37.9%) 이 민노당을 선택하여 한나라당과 우리당 사이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차별 

성이 적고 민노당이 최대의 수혜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분리투표 행태플 

보여주는 자료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자료의 부족으로 투표참여 독려 행위가 20대 유권자， 특히 대학생 유권자를 투 

표소로 불러들여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투표독 

려 행위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의 영향으로 총선의 결과가 달라졌다고 판단하기에는 경험적 자료의 뒷받침이 

부족하다. 

7) 하지만 표 16의 유의도는 0831로， 표 17의 유의도는 0.720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보여주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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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제 17대 총선에서 대학생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미디어는 방송매체， 주변사 

람과 대화， 인터넷정보， 종이언론 순으로 나타나， 기존 신문의 극적인 영향력 쇠퇴 

와 방송매체와 인터넷의 영향력 확대가 명확히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문에 영 

향을 받은 집단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방송과 인터넷에 영향을 받은 집단의 투 

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정보와 방송매체에 영향을 받은 집단에서 우리당 후보를 선택한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나라당을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비례정당의 선택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신문에 영향을 

받은 집단에서 41.7%가 민노당을 선택한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펌질， 메선저 대화명， 온라인 폴 참여， 투표참여 독려 수신과 투 

표참여 독려， 네 변수와 투표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예상했던 대로 투표독려를 한 네티즌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으나， 본인이 투표독 

려를 하였다면 거의 100%의 투표율을 보였어야 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폴에 자주 참여한 집단의 투표율 

(67.6%) 이 높았고， 메신저 대화명이 62 .4% . 펌질을 자주한 집단이 58%의 투표율 

표 18 온라인 정치활동과 투표율 

펴깅 
o i:土

빈도 l 자주 가끔 없음 

투표율 158.0 51.8 50.1 

표 19 온라인 정치활동과 투표후보 정당 

펌질 메신저대화명 

빈도 자주 가끔 없음 있다 없다 

우리당 483 468 516 513 493 

한나라당 155 272 32.8 19.6 33.2 

민노당 293 14.0 6.8 20 .1 76 

(%) 

온라인폴참여 투표독려 

가끔 없음 었다 없다 

67 6 55 2 41 6 683 493 

(%) 

온라인 폴참여 투표독려수신 투표독려 

자주 가끔 없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563 510 45 0 528 48 1 474 501 

21.8 28.5 35.5 27.3 31.2 274 30 1 

15 1 11.9 68 11.3 10.3 147 102 



106 한국정치연구 제 13집 저12호 (2004) 

표 20. 온라인 정치활동과 비례정당 투표 (%) 

펌질 메신저대화명 온라인 폴참여 투표독려수신 투표독려 

빈도 자주 가끔 없음 있다 없다 자주 가끔 없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당 36.2 36.2 36.6 37.0 36.1 41.2 37.1 33 .1 426 329 368 362 

한나라당 12.1 200 266 116 274 l3.4 22.5 29.9 18.1 267 200 241 

민노당 51.7 374 283 45.5 28.8 420 361 235 31.2 339 379 329 

을 보였다. 투표독려 수신을 한 집단의 투표율은 58.5%였다. 온라인에서의 적극 

적인 정치활동이 현실세계에서의 투표율과 일정한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온라인 폴 참여와 메신저 대화명， 펌질의 빈도순으로 투표 

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정치활동과 투표후보 정당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우리당 후보를 선택한 네티즌들은 온라인 정치활동의 유무에 크게 상관없이 고 

르게 분포되어 있다. 다만 온라인 폴 참여 빈도에 따라 우리당 투표율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하지 않은 집단에서 한 

나라당을 선택한 네티즌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펌질의 경우 15.5% • 
27.2% • 32.8%. 메신저 대화명 19.6% • 33.2%. 온라인 폴 21.8% • 28.5% • 
35.5% 등으로 나타나 옹라인 활동가들의 한나라당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민노당의 경우는 우리당과 같은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정치활동과 비례정당 선택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비례정당의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당의 경우 온라인 활동의 적극성 여부와는 무 

관하게 일정한 득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온라인 폴 참여에 있어서 41.2% • 
37.1% • 33.1%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투표독려 수신 집단에서도 차별성이 드러 

나고있다. 

이에 반하여 한나라당은 적극적인 인터넷 활동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았고， 소극적인 네티즌들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 

노당은 인터넷 활동가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대학생 네티즌들의 투표 성향은 온라인을 정치적으로 활용 

한 집단은 약간 높은 비율로 우리당을 지지하였고， 민노당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온라인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한나라당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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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의 낮은 지지와 비활동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의 획득이라는 상반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어서，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가 현실세계에서의 정치참여로 이어지고 있음 

을알수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활동가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지에 대하여 

는 현재의 설문 자료로는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한 온라인 효과 

인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즉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으로 활동적이었던 대학생이 온라인에서도 활동적이고 그것이 투표 여부와 투표 

선택으로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무관심자였던 대학생이 온 

라인 활동 때문에 투표 여부와 투표 선택이 달라진 것인지에 대하여는 경향성을 

판독할 수 없다는 것이다. 16대 대선과 총선에의 참여 여부를 가지고 현실의 세계 

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가인지를 판독할 수는 있으나， 대학생이라는 표본 집단 

의 특성상 투표권이 없었던 집단이 많아， 분석의 한계가 노정된 점 아쉽게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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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fTllnrT 훌 

Online Political Activities and Voting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The Case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SeDk-Jin Lew Sogang University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medias which affected the university students 

most were in ordεr of TV, discussions with friends and family, intemet and traditional press 

However, voting participation was highest among the students who were mainly affeιted by 

the traditiona1 press. Participation in the online poll, changing messenger names, and ‘pum’ 

(litera11y meaning paste and post) were important in deciding the voting participation, among 

the online political activities. Online political activists were more inclined to support the 

progressi ve p따ties ， Open Uri Party and Democratic Labor Party. The conservative party, 

Hannara, ea없me뼈dma에JO아r Sl씨uψppo아ortfroαomt 

The online activists showed higher voter tuπJmou따Jt than the no아on-ac디띠t디ivistsκs요. ηle s씨urvey data shows 

that the online political activities are associated with thε voting participation in the re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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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설문지〉 

대학생 네티즌의 인터넷에서의 정치참여와 의식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정보사회와 정치연구회〕의 연구 프로젝트로서 〔대학생 네티즌의 온 

라인에서의 정치참여와 의식〕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정보사회와 정치연구 

회는 정보사회의 정치를 연구하는 관련 연구자들의 모임입니다.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 과정을 통해 나타난 네티즌의 정치참여와 의식의 현 

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연구조사 결과는 학문적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합니다. 

2004년 6월 8일 

연구책임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석진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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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4월 15일 총선에 투표하셨습니까? 

CD 예 (2-3번 문항으로)@ 아니오(4번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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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하셨습니까?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기타정당 

@없음/모름/무응답 

4,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투표권 없었음 

5 , 평소에 9시 뉴스(혹은 8시 뉴스) 등의 TV 뉴스를 시청하십니까? 

@ 예(일주일에 4-5회 정도) 

@가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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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6. 평소에 (오프라인) 종이신문을 보십니까? 

@ 예 (일주일에 4~5회 정도) 

@가끔본다 

@아니오 

7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적 시위(항의 춧불시위)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8. 특정 정당에 가입한 당원입니까9 

@예 

@아니오 

9 이번 총선 과정에서 지지정당이나 후보가 바뀌었습니까? 

@ 예(1 0번으로) 

@ 아니오(1 1번으로) 

10 만약 지지정당 후보가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통과 

@ 거대여당 견제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선출 

@ 민주당 추미애 의원 삼보일배 

@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 노인펌하 발언 

@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관계 

@지역주의 청산 

@후보나정당의 정잭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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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의 정치적 선택에서 이번 총선 기간동안 어떤 미디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주변사람과의 대화 

@ 종이 언론(신문， 잡지 ) 

@ 방송매체 (TV ， 라디오) 

@인터넷 정보 

@이동통신 

@모름/무응답 

12 ,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매일사용한다 

@2~3일에 한번 사용한다 

@ 일주일에 한번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13. (PC 통신 포함)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CDl년 이내 

@ 1~5년 
@ 5~ 1O년 

@1O년 이상 

14 인터 넷 사용시 가장 중요한 사용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메일， 메신저 등 

@뉴스，가십，정보취득 

@ 커뮤니티 활동(NGO 포함) 

@ 블로그 혹은 개인 흠피꾸미기(싸이질 포함)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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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터넷을 통해 선거 · 정치 정보를 이용하십니까? 

@매우자주이용한다 

@ 어느 정도 이용하는 편이다 

@별로이용하지 않는편이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6. 지난 2년간 온라인에서 정치 ·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글이나 사진， 패러디물 

올 올리거나 다른 이의 글을 복사해서 게시한(펌질한) 적이 있습니까? 

@ 자주 있다(5회 이상일 경우) 

@가끔있다 

@없다 

17. 지난 2년간 온라인에서 정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사이버 여론조사에 참 

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CD 자주 있다(5회 이 상일 경 우) 

@가끔있다 

@없다 

18. 메선저 대화명에 정치 ·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근조표시 포함)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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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의 정치적 사이트 중 주로 가는 사이트에 빈도에 따라 표시해주십시오. 

(1 1개 사이트 모두에 빈도 표시 바람， 중복 응답 가능) 

구분 사이 E명 매우자주 자주 보통 가끔 거의 없다 

19-1 디씨인사이드 2 3 4 5 

19-2 라이브이즈 2 3 4 5 

19-3 서프라이즈 2 3 4 5 

19-4 포탈정치 뉴A 사이트 2 3 4 5 

19-5 온라인 저널(신문， 

방송)사이트(예 2 3 4 5 

imbc , 조선일보 등) 

19-6 오마이뉴스 2 3 4 5 

19-7 NGO 2 3 4 5 

19-8 정당 2 3 4 5 

19-9 정치인 2 3 4 5 

19-10 공공기관 및 지자체 2 3 4 5 

(예: 선관위 사이 E) 

19-11 정치정보전문사이트 2 3 4 5 

* 그 밖에 즐겨찾는 정치관련 사이트가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20. 17대 총선 당일 (4월 15일)에 즈음하여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투표참여 독 

려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21. 17대 총선 당일 (4월 15일)에 즈음하여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투표참여 독 

려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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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속 학부 

)학부 학년 

23. 성별 

@남성 @여성 

24 연i。 

0) 10대 @ 20~24 @ 25~30 G) 30대 이상 

25 거주지(현재 거주지) 

@ 서울 @ 인천/경기 @ 대전/충청 @ 광주/전라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 제주 

26. 출신지 

@ 서울/인천/경기 @ 대전/충청 @ 광주/전라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제주/기 타 @ 모름/무응답 

27 가족의 월평균 소득 

0) 100만원 미만 @ l00~200만원 @201~300만원 

G) 301 ~400만원 @401 만원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