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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112대 미국 하원 민주당의 트위터 네트워크를 분석, 뉴 미디어를 통해 

새로이 창출된 정당의 디지털 정치 네크워크 상의 유력 의원들을 규명했다. 독자적인 

인터넷 서버와 별도의 트위터 API 프로그램 등 빅 데이터 자료 수집 방법에 입각해 미

국 하원 의원들의 트위터 이용 데이터 280여 만 개를 수집한 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의 네트워크를 따로 추출했다. 이 연구는 3개의 네트워크 중심성 척도를 사용하여 권

위형, 야심가형, 조정자형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리더십을 나누고, 유형별로 상위 30위

까지의 유력자들을 판별했다. 이를 통해 여성, 소수 인종, 캘리포니아 출신들이 민주당 

트위터 네트워크 상에서 핵심 지위에 포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민주당 대

표와 원내 총무 등 오프라인상의 유력 당직자들이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도 여전히 유

력자의 지위를 차지하는 온 라인과 오프라인 지위의 동조 현상을 확인하는 한편, 당내 

차세대 지도자 군, 혹은 중진들로 분류될 수 있는 정당 네트워크상의 숨은 지도자들의 

면면을 제시했다. 

주제어: 제112대 미국 하원 디지털 입법 네트워크, 민주당 디지털 네트워크, 트위터 

엘리트 네트워크, 빅 데이터 분석, 네트워크 유력자

I. 들어가며

미국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유력 지도자들은 누구일까? 

유력 정당의 몇몇 지도자들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다. 당 대표와 원내 총무 등 공식 

당직을 맡은 의원들, 상원, 하원의 핵심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실세 의원 또는 중진 의

원들이 누구인지 안다. 각종 여론 조사 등을 통해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 차세대 지도

자감으로 꼽히는 의원들이 누구인지도 종종 발표된다. 의원들의 정치 자금 모금 순위

도 공개된다. 의원별 미디어 노출 빈도도 알 수 있고, 참여 관찰이나 심층 인터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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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도자들의 회고록을 통해 협상의 막전 막후, 이 과정에서 보인 유력자들의 면면

을 알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당 유력자들의 면면을 속속들이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기

존 연구 방법들은 한계가 뚜렷하다. 당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

고, 차기 또는 차차기 경선에 나설 후보군이 누군지는 당사자의 공언 또는 미디어의 

분석이나 예상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 차기를 노리고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의원들

의 움직임은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유권자 또는 의원 대상 여론 조사의 한계도 분

명하다. 유권자들의 정보나 지식은 제한되어 있고, 이해 득실을 따지는 정치인들의 진

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선거 자금 모금 순위가 당내 유력자의 순위

를 알려주는 정확한 기준이 되지도 않는다. 참여 관찰, 심층 인터뷰, 회고록 등은 관

찰자들의 주관이나 경험의 한계, 편견, 이해 관계, 기억 등 여러 변수에 크게 좌우된다

(Marsden 2005). 요컨데, 당 리더십을 놓고 벌어지는 의원들 사이의 경쟁과 협상, 타

협과 조정 과정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연유로 당내 의원들 사이의 친소, 

지지, 협력 관계 등 당내 정치의 동학은 정당 연구, 리더십 연구에서 차지하는 이론적, 

현실적 중요성에 비해 매우 접근이 어렵고, 따라서 잘 연구되지 않은 연구 분야로 남아 

있다(Sartori 2005).

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집중되는 정당의 유력자들, 당내 여러 분파를 이끄는 

유력자들, 분파들간의 알력과 갈등을 조정하는 숨은 중재자들, 정치적 미래를 위해 동

료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애쓰는 야심적인 의원들은 진정 누구이며, 그들을 판별

하고, 추적하는 타당한 연구 방법은 무엇일까?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미국 정치의 유력 정당인 민주당 유력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방법과 분석 틀을 채용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

원들이 생산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 분류했다. 독자적인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별도

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프로그램을 작성한 뒤 데이터 베이스 소

프트웨어인 MySQL을 통해 하원의원들의 트위터 이용 관련 데이터 280여만 개를 수

집, 분석했다. 

정치인들의 트위터의 이용은 곳곳에 흔적을 남긴다(Golbeck et al. 2010). 의원들은 

메시지, 사진, 동영상을 올리고, 다른 이용자가 생산한 메시지에 멘션을 달거나 리트윗

한다. 관심이 가는 단체나 개인, 다른 의원들을 팔로우한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관

심과 선호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이 논문은 이런 행적과 자취에 주목한다. 수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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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더미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최근 선거, 공공정책, 기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빅 데이

터 분석 방법을 정당 리더십 연구에 도입한 실험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뉴 미디어로 연결된 의원들의 관계를 분석해 정당 네트워크 상의 유력자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 시간, 거리, 공간, 비용의 제약이 거의 없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기존에 

없던 디지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연구(Wellman 1997) 등 미디어 사용이 단순한 커

뮤니케이션에 기능뿐 아니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창출하며, 네트워크상에는 유력자들

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들은 충분히 가능하며 유의한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이 창출된 네트워크는 오프라인상의 기존 네트워크과 별개의 딴 세상이 아니라 긴

밀히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와 여러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이용

하는 미디어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다른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이 연구는 디지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창출된 정당의 새로운 정치 네트워크 상의 유

력자들을 판별하고,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에서 개발된 분석 방법을 채용했다.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은 최근 의회와 정당 연구 등 전통적인 정치학 연구 분

야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특히 리더십이나 오피니언 연구와 같은 정치의 수직적인 

관계(vertical relationship) 파악에 유용한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Lazer 2011). 

하지만 네트워크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 확보는 쉽지 않다(Marsden 2005). ‘혁신의 

확산’ 연구로 유명한 로저스(Rogers 2003)는 하나의 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하려면 네트워크 구성원 모두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작은 촌락(small 

village) 단위에서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치 네트워크 관련 데이터 확보도 

마찬가지다. 정당 네트워크상의 유력자와 파벌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들의 

나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 인종, 선수, 정치 이념, 선거구 구성 등과 같은 속

성 데이터(attribute data)뿐 아니라, 소속 의원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를 보여주는 관계 데이타(relational data)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의 이런 연

결, 친소 관계 등을 포착한 신뢰할만한 데이터는 매우 드물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컴퓨터와 정보 공학 분야의 눈부신 성과에 힘입어 소셜 네트워

크 이론 연구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맡고 있다는 지적(Knoke 2013),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SNS) 등 투명한 자료를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이 네트워크 이론의 실

제 활용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분석(Lazer 2011) 등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를 반기

는 연구자들의 반응은 이해할만 하다. 인터넷 서버,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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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북 등 소셜 미디어들이 API를 통해 제공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

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량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데이터들은 네트워크 분석과 연구에서 특별한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소셜 미디어의 이

용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들은 이용자들의 사적인 친소 관계나 선호가 반영된 비공식

인 관계 데이터 (informal relational data)의 성격이 강한데, 이는 숨겨진 관계나 연결

을 파악하는 등 네트워크 연구의 성격에 걸맞는 최적의 데이터(Fowler 2006)에 가깝

다. 또한 데이터 수집 범위 설정에 따라 특정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행위자 전체의 관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트위터로 연결된 미국 민

주당 의원들끼리의 관계 데이터를 수집한 뒤 민주당 의원들의 속성 데이터를 결합, 민

주당 네트워크상의 유력자들을 판별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네트워크에 포함된 의원 

전원이 다른 동료 의원의 팔로잉을 받은 횟수(인 디그리 중심성), 동료 의원을 팔로잉

하는 횟수(아웃 디그리 중심성), 의원별 매개 중심적 연결의 수(비트윈니스 중심성) 등 

3가지 중심성 척도(centrality mesurements)를 사용, 민주당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중

심성이 높은 의원 상위 30명을 제시하고, 그 특성을 분석했다. 네트워크상의 유력자, 

지도자를 파악하기 위해 복수의 척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영향력의 

내재적인 속성에서 비롯한다(Knoke 1994). 따라서 3가지의 중심성 척도로 판별된 민

주당 유력자들의 면면은 척도에 따라 중첩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개념과 

분석의 혼란이기 보다는 의원 개개인이 가진 영향력을 다면적,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의미있는 개념적 장치들이다. 

 

II. 정당, 디지털 네트워크, 유력자들

1. 네트워크 이론, 의회, 정당

1930년 대 모레노(Moreno 1934) 등의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과학 연구 방법으

로 자리잡은 네트워크 이론은 인류학, 사회학, 경영학 분야는 물론, 암세포와 DNA 등 

의학 분야, AIDS 등 질병의 전염과 확산 연구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 국

방부와 각 군이 네트워크 이론과 소트프웨어를 활용, 알 카에다 등 테러 조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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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과 관련 조직들의 구조와 특성 파악, 요인 암살, 폭격, 지뢰 제거 등 테러 대응 

전략 수립과 군사 작전에 긴밀히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디지털 시대의 비

밀 병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Gjelten 2012). 

이에 비해 정치학계의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8년 하버드 대학에서 첫 정

치 네트워크 학술 대회가 열렸고, 2009년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에 정치 네트워크 섹션이 처음으로 개설됐다. 이같은 관심의 배경에는 권

력, 영향력, 리더십 등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속성(attribute)을 달리하는 개인들

의 집합과 같은 관점 보다는 네트워크 안팎에서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상호 연결(tied)

되고 상호 작용(interaction)하는 행위자들의 관계(relationship)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

다는 자성론이 작용하고 있다(Heaney and McClurg 2009; 장덕진 2011).

정치학의 기존 연구들, 특히 고전적인 여론과 오피니언 리더 연구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지고 있다. 예컨데 레이저(Lazer 2011)는 라자스펠트와 카츠의 초기 여론 연구 등

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여론 형성과 확산 과정을 추적한 모범적인 연구 사례라 주장

한다. 매스 미디어와 오피니언 리더가 여론 형성과 확산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규명한 

이들의 연구는 국가 또는 지역 공동체를 단순히 여러 속성을 가진 개인들의 집단이 아

니라 서로 연결되고, 상호 작용하는 여론 네트워크(opinion network)의 관점에서 접

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라자스펠트 등은 여론 네트워크의 특성에 주목한 후속 연구

를 통해 동질적(homogenious)인 네트워크와 이질적인(heterogeneous) 네트워크에서의 

여론 확산 범위와 속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Lazarsfeld and Merton 1964).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 등 개인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특성과 사회 자본(social 

capital), 정치 참여의 관계를 규명한 퍼트남의 연구(Putnam 2002), 개인 네트워크의 

특성과 정치 참여, 정치 관용의 상관 관계를 규명한 머츠의 연구(Mutz 2002; 2006)도 

정치 연구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로 꼽힌

다(Heaney and McClurg 2009; Lazer 2011).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한 본격적인 입법 과정과 정당에 관한 연구는 미국 의회의 법

안 표결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Poole and Rosenthal 1991), 미국 의회에 상정된 여러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연결 네트워크를 추적한 연구(Cho and Fowler 2010; 

Gross and Shalizi 2008; Fowler 2006; Harward and Moffett 2010; Kirkland and 

Gross 2014) 등이 있다. 미국의 주요 정당들이 당파적인 네트워크로 갈라져 있다는 연

구(Koger et al 2009; Waugh et al. 2009), 한국 국회의원들의 블러그 사용과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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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 상에서의 네트워킹 패턴 연구(Park and Kluver 2009), 미국 하원과 한국 국회

의 입법 네트워크에 관한 비교 연구(Bang 2013) 등은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한 최근의 

정당과 의회 연구들이다. 

2. 21세기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 트위터 스피어(Twitter sphere)

2015년 현재 2억 5000만 명 이상의 월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트위터는 2006년 5

월 첫 출범한 무료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로, 페이스북과 함께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

킹 서비스로 꼽힌다(Boyd and Ellison 2008). 트위터 이용자들은 최대 140자에 해당하

는 메시지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할 수 있고, 자신이 받는 메시지 등에 자기 생각을 

추가한 뒤 리트윗 또는 멘션 등의 기능을 통해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아가 동영상, 음악 등 컨텐츠 공유를 위해 다른 트워터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자기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다른 트위터 계정과 맞팔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2007년 3월 5일 트위터 계정을 연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는 트위터 계정을 가진 

최초의 국가 수반으로 기록되었다. 그는 2015년 6월 현재 6048만여 명의 팔로우어

(twitaholic.com 2015)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급 인사 222명이 그

의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있다(Lüfkens 2012). 9개 언어로 트위터를 운영하는 프란치

스코 교황(@Pontifex)은1400여 만 명의 트위터 팔로우어를 확보, 오바마 대통령에 이

어 두 번째로 인기있는 지도자다. 

2015년 6월 현재 10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트워터 계정은 127개, 500만 명 

이상의 팔로우어를 가진 트위터 계정은 389개에 달한다(twitaholic.com 2015).

트위터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주목한 연구가 속속 발표되었는데 트위터의 즉

각 메시징(instant messaging) 기능에 주목한 비상 네트워크(emergency network) 연

구(Sakaki et al. 2010), 이란의 대중 운동(Grossman 2009), 몰도바의 군중 시위

(Mungiu-Pippidi and Munteanu 2009) 등 대규모 군중 시위나 시민 운동 과정에서 정

부가 주도하는 신문, 방송 등 주류 미디어를 대체하는 대안 미디어(alternative medid)

의 가능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시민 정치 참여를 조직하고 촉진하는 참

여 네트워크(Khan et al. 2011; Levy 2008), 여성 등 특정 계층을 타켓으로 하는 캠페

인 네트워크(Debroff 2012/6/25) 등에 대한 연구, 트위터 메시지 분석을 통한 선거 결

과 예측 도구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Tumasjan et al. 2010)도 있다. 참여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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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또는 숙의 민주주의와 관련, 디지털 공공장(digital public sphere)의 가능성에 주

목한 연구(Williamson 2011)도 있다. 비속어 남발, 맹목적 비방, 짧은 메시지 길이 등

의 한계 때문에 디지털 공론장이 되기 어렵다는 시각(Boyd and Ellison 2008)도 있다. 

트위터 이용자간의 매우 짧은 효과 거리(short effective diameter), 낮은 상호성(low 

reciprocity)을 이유로 트위터를 디지털 뉴스 네트워크로 봐야 한다는 주장(Kwak et 

al. 2010)도 있다.

3. 디지털 유력자들(Digital Influentials)

디지털 네트워크 이론 연구가들은 인터넷 등장 초기부터 디지털 미디어가 네트워

크 사회(Castells 2011; Van Dijk 2005)를 열 것으로 봤다. 웰만(Wellman 1997)은 디

지털 공간의 가상 커뮤니티(virtual community) 가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의 발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으며, 온 라인 커뮤니티가 오프 라인 상

의 공동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공동체(real community)임을 밝힌 연구(Haythornthwaite 

2005; Rainie and Wellman 2012)도 발표되었다. 트위터를 통해 새로이 창출된 네트워

크가 ‘상상의 공동체’(Anderson 2006), ‘가상 공간에의 정착’(Jones 1997), ‘공동체 연

대감’(McMillan and Cavis 1986) 등 실재 공동체의 특성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했다는 연구도 있다(Gruzd et al. 2011).

웹 이나 소셜 미디어 상에서 다른 참여자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개인, 조직, 

집단, 국가, 국가기구 등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 유력자들(Digital Influentials)의 존재

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Watts and Dodds 2007). 디지털 공간은 무질서한 혼돈의 세

계가 아니라 복수의 허브를 중심으로 다채롭게 펼쳐진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네트워크

(Barabási 2003; Bonacich and Lloyd 2001; Burt 2000)라는 인식이다. 트위터 상에서 

허브 역할을 하거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자들, 뉴스와 

정보 확산을 주도하는 디지털 오피너언 리더들과 같은 존재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

인되었다. 전체 이용자의 4%에 불과한 소수 이용자가 전체 이용량의 40% 이상을 차지

한다는 독일의 트위터 이용에 대한 분석(Tumasjan et al. 2010)는 트위터라는 하나의 

새로운 디지털 공간에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활동적인 트위터 

이용자들의 리트윗, 멘션 덕분에 트위터 이용자가 뉴스 미디어로부터 직접 뉴스를 접

할 확률은 30%에 불과하지만, 유력자들을 통한 간접 소비는 최대 93%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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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유력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입증한 연구도 있다(An et 

al. 2011).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유력자들의 존재들가 정치학적인 함의는 무엇일까?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전통적인 오피니언 리더 연구의 성과들이 디즈털 네트워크에 그대로 적용

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 확산의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와트와 도즈(Watt and Dodds 2007)는 고전적인 오피니언 리더 모델에서 여론은 위

에서 아래로(top-down), 일방적(unidirectional) 으로 흐르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상에

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일어나며, 여론 형성과 확산은 매스 미디

어-오피니언 리더-대중 등 두 단계 흐름(two-step flow)보다 훨씬 복잡한 단계(multi-

step flow)를 거친다고 주장했다. 여론 형성과 확산 메카니즘, 뉴스 미디어 소비와 오

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 위에서 지식과 정보 전달을 주도하는 유력자들이 누구인지, 그

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을 어떻게 측정할 지는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차 등(Cha 

et al. 2010)은 단순 팔로우어의 수로 트위터 이용자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은 오류

(million follower fallacy)이며 이용자가 다른 활동적인 이용자들과 얼마나 많이,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 단순 팔로우어 숫자뿐 아니라, 다른 이

용자와의 연결 관계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N의 트위터 팔로우어 숫자는 

뉴 미디어 전문 잡지 마셔블(Mashable)의 두 배에 달하지만, 이용자들의 반응, 즉 리

트윗, 멘션을 유발하는 능력은 마셔블이 오히려 더 크다는 연구(Levitt et al. 2009)도 

트위터 상의 영향력 측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과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정작 트위터를 통해 연

결된 정치 네트워크, 특히 정당 네트워크 연구는 미국 하원의 공화당 네트워크 분석

(Bang 2013: 방성수 2015)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다. 이 논문은 이런 점에 주목, 

네트워크 이론이 개발한 3가지 중심성 척도들에 이용, 민주당의 디지털 네트워크 상의 

유력자들을 판별한다. 문제 설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민주당의 트위터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많은 의원 팔로우어를 가진 의

원은 누구인가?
연구 문제 2: 민주당의 트위터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팔로우 하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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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누구인가?
연구 문제 3: 민주당의 트위터 네트워크 상에서 의원과 의원을 연결하는 매개 중심

성이 가장 큰 의원은 누구인가? 

III. 자료 수집,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분석 도구

제112대 미국 하원의 트위터 관련 자료는 2012년 4월 마지막 주와 5월 첫째 주 사

이에 이뤄졌다. 미국 하원 의원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나이, 성별, 소속 정당, 지

역구 등 의원별 속성 데이터와 트위터 계정을 확보한 뒤 API 프로그램을 작성, 인터넷 

서버를 통해 하원 의원 트위터 계정의 팔로우어, 의원들이 팔로우 하는 다른 트위터 계

정, 의원들이 생성한 트윗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 모아진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프

로그램인 MySQL을 통해 분류했으며, 네트워크 분석은 UCINET 6.232 윈도우용 프

로그램 팩키지(Borgatti et al. 2002), ORA 64비트 윈도우용 프로그램(Carley et al. 

2010)이 사용됐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UCINET는 소셜 네트워크 연구자들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 프로그램(Huisman and Van Duijn 2005)이며, ORA는 카

네기멜론 컴퓨터 공학 연구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개발한 64비트용 네트워

크 분석 프로그램 패키지다.

2. 중심성 측정(centrality measurements)

중심성 척도들(centrality measurements)들은 소셜 네트워크 이론의 핵심적인 분

석 개념들이다. 하지만 중심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여러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Freeman 1977). 이 연구는 인 디그리(in-degree centrality), 아웃 디그리 중심성(our-

degree centrality), 매개성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 3개의 중심성 척도를 적

용해 민주당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유력자들을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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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리 중심성(degree centrality)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노드(node, 행위자)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

하며, 다른 노드들과 많이 연결된 노드 일수록 네트워크 상의 허브(hub)가 될 가능성

이 높아진다(Freeman 1979). 노드들의 연결은 방향성에 따라 특정 노드로 들어오는

(in) 노드의 연결수를 측정하는 인 디그리 중심성(in-degree centrality)과 특정 노드로

부터 다른 노드로 나가는 아웃 디그리 중심성(out-degree cenrality)로 구분된다. 네트

워크 분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프리만(Freeman 1979)의 중심성 측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CD = d(ni), (CD = 디그리 중심성, d(ni) = 노드 n의 연결의 수)

 표준 값은, d(ni)/g-1 (g = 전체 노드 수, d(ni) = 노드 n의 degree). 

인 디그리 중심성(in-degree centrality)

다른 노드로부터 들어오는(in) 연결이 많을 수록, 노드의 인-디그리 중심성은 높아진

다. 인 디그리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네트워크 상의 권위적인 노드(authoritative node)

로 볼 수 있다(Carley et al. 2010). 영향력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볼 때 특정 노드가 다

른 노드와 연결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특정 노드의 영향력 범위가 다른 노드에 비해 

더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민주당 네트워크 상에서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팔로우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측정, 당내 상위 30위까지의 의원들을 

민주당의 권위적인 지도자(authoritative leader)로 분류했다.

아웃 디그리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

네트워크 상에서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향하는 연결의 수를 측정하는 이 척도는 

중심성 지수가 클수록 특정 노드가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노드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계맺기에 나서는지를 보여 준다. 이는 특정 노등의 사교성(socialability)의 정도를 

나타내며, 주고 받기(give and take)와 같은 정치적 행동 원리에 감안하면, 네트워크의 

중심을 향한 노드의 열망과 야심적인 성향을 보여준다(Carley et al. 2006). 이 연구는 

민주당 네트워크에서 특정 의원이 다른 의원을 팔로우하는 숫자를 파악, 아웃 디그리 

순위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의원을 야심가형 지도자(ambitious leader)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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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원니스 중심성(betweeness centrality)

이 척도는 특정 노드가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노드들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shortest 

path)에 자주 관여할 수록 값이 커지며, 이를 통해 특정 노드가 네트워크 상에서 다

른 노드들을 연결하는 교량(bridge) 같은 역할을 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

다. 회로도상에서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노드라고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특

성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 있다. 가령 협상 네트워크 상에서는 중재자(modulator) 

역할, 정보 네트워크 상에서는 연결자(linker)의 역할, 무역 네트워크 상에서는 브

로커(broker) 역할을 한다. 트윈니스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을 연결하

는 쌍(pair)을 모두 구한 뒤, 최단 경로 역할을 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찾아 계산한다

(Freeman 1977).

CB (ni) = ∑j<k  gjk (ni)/gjk, 

CB (ni) = 노드 i의 비트원니스 중심성,

gjk = 노드 j와 노드 k를 잇는 최단 거리,

gjk (ni) = 노드 i가 관여하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

방향성 네트워크의 표준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CB′ = CB (ni)/[(g-1) (g-2)/2]  

IV. 민주당 유력자들

1. 민주당의 트위터 네트워크

미국 하원은 상원(The Senate)과 함께 미국의 입법부의 핵심 기관이다. 상원 의원

은 주별로 2명, 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된다. 제112대 미국 하원의 의원 정족수는 의

결권이 없는 의원 6명을 포함해 441명. 데이터 수집 기간 이전 3명의 하원의원 등이 

스캔들 등의 이유로 도중 하차, 이 연구 는 438명의 하원 의원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

다. 남성 의원이 366명(84%), 여성 의원이 72명(16%)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7.9세이



432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2호(2015)

다. 공화당 소속 의원이 247명으로 56%, 민주당 소속 의원이 191명으로 44%를 차지, 

공화당이 다수 여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결과, 미국 하

원 의원의 80%인 351명의 의원들이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하원

의 디지털 입법 네트워크는 351개의 노드(하원 의원)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의

원들이 팔로우하는 전체 트위터 계정은 35만여 개인 반면, 의원들을 팔로우하는 계정

은 245만여 개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입법 네트워크 연구를 위해 전체 트위터 관련 데

이터 가운데 의원들끼리만의 연결을 따로 추출, 2만7877개의 연결망을 확인했다. 전

체 하원 네트워크에서 민주당의 트위터 네트워크를 추출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80% 가량인 151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민주당 네트워크의 유력자들

1) 권위형 유력자(Authoritative Influentials)

<표 1>은 민주당의 트위터 네트워크 상에서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팔로우를 가장 많

이 받은 상위 30위까지의 의원을 제시한다(연구 문제 1). 민주당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의원15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30위는 민주당 전체 네트워크의 상

위 20%에 속한다. 제112대 하원에서 민주당이 야당인 점을 감안하면 미 하원 야당 네

트워크의 유력자 순위라 할 수도 있다. 

<표 1>에 나타난 민주당 유력자 순위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연결 만을 추출, 분석

한 것이므로, 하원 전체 네트워크 상의 유력자 순위와 일치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가령 특정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의 팔로우를 많이 받을 경우, 

그 의원의 전체 순위는 당내 순위 보다 높을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 네트워크 상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더라고 공화당 의원과의 연결이 적을 경우, 하원 네트워크 상의 순위

를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네트워크에 동료 의원의 팔로우를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민주당 대표인 낸

시 펠로시 의원이었다. 모두 1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펠로시(Nancy Pelosi) 의원을 

팔로우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펠로시 의원(1940~)은 제110대 

하원(2007~2009)와 제111대 하원(2009~2011)의 하원의장(제60대 하원의장)을 지냈

다. 미 헌정 사상 최고위직에 오른 여성 정치인(하원의장은 부통령에 이어 미국 대통령 

승계 서열 2위), 미 헌정 사상 최초의 하원 다수당 대표(House Majority Leader)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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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민주당 의원들의 인 디그리 중심성(In-degree Centrality) 상위 30위

Rank Name IDC IDC/U

1
2
3
4
5
6
7
8
9
9
11
12
12
12
15
16
16
18
19
19
19
19
23
23
23
26
26
28
29
30
30
30

Pelosi, Nancy
Hoyer, Stenly H.
Clyburn, James E.
Becerra, Xavier
Larson, John B.
Garamendi, John
Conyers Jr., John
Honda, Mike
Bass, Karen
Waters, Maxine
Lewis, John
DeLauro, Rosa L.
Miller, George
Tonko, Paul D.
Markey, Ed
Ellison, Keith
Polis, Jared
McDermott, Jim
Dingell, John
Edwards, Donna F.
Johnson, Eddie Bernice
Lee, Barbara
Grijalva, Raul
Scott, Robert C.
Van Hollen, Chris
Bishop Jr., Sanford D.
Clarke, Yvette D.
Israel, Steve
Schakowsky, Jan
Chu, Judy
Moore, Gwen
Pingree, Chellie

0.740
0.727
0.560
0.540
0.493
0.473
0.470
0.453
0.440
0.440
0.433
0.427
0.427
0.427
0.420
0.413
0.413
0.407
0.400
0.400
0.400
0.400
0.393
0.393
0.393
0.387
0.387
0.380
0.373
0.367
0.367
0.367

111
109
84
81
74
71
70
68
66
66
65
64
64
64
63
62
62
61
60
60
60
60
59
59
59
58
58
57
56
55
55
55

Note: IDC = In-degree Centrality(Scaled), IDC/U = In-degree Centrality(Unsc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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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여성 정치인으로 기록된 유력 정치인이다.

당 내에서 두 번 째로 많은 동료 의원의 팔로우를 받고 있는 의원은 원내총무인 스

탠리 호이어(Stanley Hoyer) 의원(의원 팔로우어 109명)이었다. 메릴랜드주 출신인 그

는 2013년 현재 17선에 성공한 다선 의원이다. 민주당 원내 총무(2003~2007년), 민

주당 대표(2007~2011년)에 이어 2011년 민주당 원내 총무(당 서열 2위)로 복귀했

다. 2007년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메릴랜드주 출신으로 첫 하원의 다수당 대

표(House Majority Leader)에 오르기도 했다. 3위(의원 팔로우어 84명)는 제111대 하

원에서 민주당 원내 총무를 지낸 사우스 캘롤라이너 출신 제임스 클리번(James E. 

Clyburn) 의원이었다. 4위(의원 팔로우어 81명)는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민주당 전당

대회 부의장인 자비에르 베세라(Xabier Becerra) 의원, 5위(의원 팔로우어 74명)는 코

네티컷 출신으로 전당대회 의장인 존 라르손(John B. Larson) 의원이다. 6위는 존 가

라멘디(John Garamendi) 의원(의원 팔로우어 71명), 7위는 존 코니어(John Conyers 

Jr) 의원(의원 팔로우어 70명), 8위는 마이크 혼다(Mike Honda) 의원(의원 팔로우어 

68명), 공동 9위는 각각 66명의 동료 의원 팔로우어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카렌 베스

(Karen Bass) 의원과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네트워크 상의 인 디그리 중심성 측정 결과, 몇 가지 의미있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우선 인 디그리 중심성의 최상위에 당내 서열 1, 2위인 현역 당 대표와 원내총

무가 포진한 것을 비롯,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이 대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트위터 네트워크의 상에서 동료 의원들의 팔로우를 많이 받는 의원, 즉 인 

디그리 중심성이 높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당 대푝와 원내 총무가 1, 2위를 차지하는 등 인 디그리 

중심성 순위의 상위권에 고위 당직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점은 인 오프라인의 유

력 당직자 또는 당내 서열이 높은 의원들과 인 디그리 중심성 순위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오프라인과 온 라인 지위의 동조 현상(coupling) 현상을 강하게 시사한다. 3

위에 오른 클리번 의원 역시 직전 임기인 111대 하원에서 민주당 원내총무에 선출되는 

등 강력한 당내 지지 기반을 가진 중진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인 디그리 중심성 순위

는 당내 관심이 집중되는 유력자들의 순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 디그리 중심성 순위의 최상위 그룹에 오른 상당수 정치인들이 소수 인종 출신, 여

성, 지역적으로 캘리포니아 출신 의원들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령 3위인 클리번 의원, 7위인 코니어 의원, 9위인 배스 의원은 흑인을 대표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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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며, 4위인 베세라 의원은 히스페닉, 8위인 혼다 의원은 일본계 3세로 아시아 또

는 유색 인종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펠로시 의원, 베세라 의원, 가라멘디 의원, 혼다 

의원, 베스 의원, 워터스 의원은 캘리포니아 지역구 출신이며, 펠로시 의원, 배스 의원, 

워터스 의원은 여성 의원들이다. 

동료 의원들의 팔로우를 많이 받은 순위로 보면, 1위인 펠로시 의원은 백인, 여성, 

서부 지역(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며, 2위인 호이어 의원은 백인, 남성, 동북

부(메릴랜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민주당의 지지 분포상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 등 서부 출신이 당 대표를 맡고, 동북부 출신이 당 서열 2위인 

원내 대표를 맡는 것은 의원 분포에 따른 당내 역학 관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보인

다. 같은 맥락에서 3위인 클리번 의원은 흑인, 남성, 서부(캘리포니아) 출신을 대표하

며, 4위인 베세라 의원은 히스페닉, 남성, 서부(캘리포니아)를, 5위인 라르손 의원은 백

인, 남성, 동부(코네티컷)를, 6위인 가라멘디 의원은, 백인, 남성, 서부(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 공동 9위인 배스 의원과 워터스 의원은 각각 여성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다. 

흑인, 히스페닉, 아세안 등 소수 인종, 여성 정치인들이 민주당 네트워크 상의 유력

자로 등장한 배경은 뭘까?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나, 우선은 미국 

정치 지형에서 소수 인종, 여성 등 마이너리티와 서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

인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성과 소수 인종, 서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의 경우, 이런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하원에 다수 진출하고, 다

수를 차지한 의원들이 당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

로는 소수 인종 또는 여성이 아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소수 인종이나 여성 출신 의원

과의 우호적인 관계 확보 등 정치적인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백인, 남성 의

원 입장에서 당내 경선과 지역 활동에서 소수 인종 또는 여성 의원, 캘리포니아 출신 

의원들과의 친분, 지지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분석은 생략하지만, 인 디그리 중심성 순위애서 최상위 10위권 

밖에 위치한 정치인들의 면면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당내 관심도, 주목도에서 최상

급의 반열에 오른 의원들은 아니지만,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

는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현재 당내 최고 유력자 반열에 오른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점

에서 이들은 차세대 민주당 리더의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지도자들일 수

도 있고, 동료, 선후배 의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중진 의원들일 수도 있다. 이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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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주당내 상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인 점을 감안하면, 정당내 엘리트 그룹이라기 

보다는 당내 여론 주도 그룹으로 볼 수도 있다. 왜 그런지, 이들이 향후 당 네트워크에

서 어떤 지위의 변화를 겪을 지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다.

2) 야심가형 유력자들(Ambitious Influentials) 

<표 2>는 민주당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다른 의원을 팔로우하는 

상위 30위까지의 순위를 나타낸다(연구 문제 2). 

디지털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노드와의 관계 맺기에 적극적인 노드는 중심 지향성이 

강한 야심가 또는 사교성이 높은 노드로 분류된다. 디지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연결

망은 노드의 기호 또는 선호를 반영(Adamic and Glance 2005)하며, 주고 받기와 같은 

정치 세계의 행동 원리를 감안하면, 한 의원이 다른 의원을 팔로우 하는 행위는 상대 

의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원한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료들과의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당 네트워크의 중심, 즉 네트워크 상에서 가급적 많은 노

드와 연결을 확보하기를 열망하는 노드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아웃 디

그리 성향이 강한 의원을 야심가형 의원으로 분류했다. 

아웃 디그리 중심성 순위에서 1위는 147명의 민주당 동료 의원을 팔로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출신 존 가라멘디 의원과 뉴욕 출신인 폴 톤고(Paul D. Tonko) 의원이 차

지했다. 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 151명 가운데 98%를 팔로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동료 의원들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3위는 베세라 의원(의원 팔로우어 145

명), 4위는 뉴욕 출신 여성 정치인인 칼로린 말로니 의원(의원 팔로우어 144명)이었다. 

말로니 의원은 민주당 내 주목받은 여성 의원 가운데 한 명이다. 5위는 뉴욕 출신의 흑

인 여성 정치인인 이벳 클락크(Yvette D. Clarke) 의원(의원 팔로우어 143명)으로 나타

났다. 

아웃 디그리 중심성 측정 결과는 인 디그리 중심성 측정 결과와 사뭇 다른 결과를 

보였다. 우선 아웃 디그리 순위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톤고 의원, 4위인 말로니 의원, 

5위인 클라크 의원은 모두 동부 뉴욕주 출신으로 서부 캘로포니아 출신 의원들이 톱 

10에 대거 포진한 인 디그리 중심성 순위와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웃 디그리 중심성 측정에서 높은 순위에 오른 의원들이 인 디그리 순위가 높은 것

은 아니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1위인 톤고 의원은 

인 디그리 중심성에선 공동 12위에 그쳤고, 가라멘디 의원은 인 디그리 순위에서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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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민주당 의원들의 아웃 디그리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 상위 30위

Rank Name ODC ODC/U

1
1
3
4
5
6
7
8
8
10
11
11
13
14
15
16
17
18
18
20
21
22
22
24
25
25
25
28
29
30

Garamendi, John
Tonko, Paul D.
Becerra, Xavier
Maloney, Carolyn
Clarke, Yvette D.
Schrader, Kurt
Hoyer, Steny H.
Clyburn, James E.
Price, David
Hahn, Janice
Engel, Eliot
Visclosky, Peter
Tsongas, Niki
Bass, Karen
Pelosi, Nancy
McDermott, Jim
Nadler, Jerrold
Johnson, Eddie Bernice
Scott, Robert C.
Waters, Maxine
Conyers Jr., John
Courtney, Joe
Larson, John B.
Hanabusa, Colleen
Bishop Jr., Sanford D.
Dicks, Norman D.
Van Hollen, Chris
Carney, John
Reyes, Silvestre
Lee, Barbara

0.980
0.980
0.967
0.960
0.953
0.933
0.91
0.907
0.907
0.880
0.873
0.873
0.860
0.853
0.847
0.840
0.833
0.827
0.827
0.813
0.807
0.740
0.740
0.720
0.713
0.713
0.713
0.687
0.680
0.667

147
147
145
144
143
140
137
136
136
132
131
131
129
128
127
126
125
124
124
122
121
111
111
108
107
107
107
103
102
100

Note: ODC = Out-degree Centrality(Scaled), ODC/U = Out-degree Centrality(Unsc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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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반대로 인 디그리 중심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펠로시 의원은 아웃 디그리 중

심성 순위에선 15위, 2위였던 호이어 의원은 7위에 그쳤다.

아웃 디그리 중심성 측정과 인 디그리 중심성 측정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

유는 민주당 네트워크상의 의원들의 낮은 상호성(reciprocity)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동료 의원들의 관계 맺기 노력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호응이 높지 않았다. 

가령 톤고 의원은 147명의 동료 의원을 팔로우하지만, 톤고 의원을 팔로우하는 동

료 의원은 64명에 불과했다. 가라멘디 의원도 동료 의원 147명을 팔로우하지만, 그를 

팔로우 하는 의원은 71명(6위)에 불과했다. 당 네트워크상에서 동료 의원들과 가장 적

극적으로 관계 맺기에 나선 두 의원이 정작 동료 의원들과의 맞팔 관계를 맺는데 성공

할 확률은 50% 미만이었다. 아웃 디그리 측정에서 3위를 차지한 베세라 의원도 145명

의 동료 의원을 팔로우 하고 81명의 동료 의원이 그를 팔로우하는 것으로 나타나 55%

의 맞팔률에 그쳤다. 144명의 동료 의원을 팔로우(4위)하고 있는 말로니 의원은 아예 

인 디그리 순위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일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맞팔 성공률을 보였다. 당내 권위를 뜻하는 인 디그

리 중심성 측정에서 1위에 오른 펠로시 의원은 127명의 동료 의원을 팔로우하고, 동료 

의원 111명이 그를 팔로우하는 것으로 나타나 87%의 높은 맞팔 성공률을 보였다. 호

이어 의원도 137명의 동료 의원을 팔로우하고 109명의 동료 의원들이 호이어 의원을 

팔로우 하는 것으로 나타나 80%의 맞팔률을 보였다. 인 디그리 측정에서 3위를 차지

한 클리번 의원의 맞팔 성공률은 61%, 5위였던 라르손 의원은 66%의 맞팔률을 기록

했다. 이는 비교적 친밀하고 평등한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 정당 네트워크 상에서 의원

들이 적극적인 관계 맺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반드시 동료 의원의 맞팔과 같은 호

응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특정 의원이 당 네트워크 중심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디지털 네트워크상

의 유력자, 가령 권위적인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아웃 

디그리 중심성 측정은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의 활동성, 사교성, 야심과 같은 리더십

의 중요한 한 자원을 보여주는 척도이지만, 다른 의원들의 맞팔과 같은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별개의 영향력 척도임을 보여준다.

3) 조정자들(Modulators)

<표 3>은 민주당 네트워크에서 비트윈니스 중심성, 즉 매개 중심성이 높은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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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민주당 의원들의 비트윈니스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상위 30위

Rank Name BC BC/U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4
15
16
17
18
19
20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Hoyer, Steny H.
Pelosi, Nancy
Becerra, Xavier
Garamendi, John
Clyburn, James E.
Larson, John B.
Schrader, Kurt
Tonko, Paul D.
Conyers Jr., John
Price, David
Reyes, Silvestre
Bishop Jr., Sanford D.
Sewell, Terri A.
Bass, Karen
Tsongas, Niki
Clarke, Yvette D.
Waters, Maxine
Maloney, Carolyn
McDermott, Jim
McGovern, James
Scott, Robert C.
Johnson, Eddie Bernice
Van Hollen, Chris
DeLauro, Rosa L.
Dingell, John
Lee, Barbara
Nadler, Jerrold
Ellison, Keith
Kissell, Larry
Hahn, Janice

0.082
0.076
0.036
0.028
0.027
0.024
0.02
0.018
0.016
0.015
0.013
0.013
0.013
0.012
0.012
0.012
0.011
0.011
0.011
0.010
0.010
0.010
0.009
0.008
0.008
0.007
0.007
0.007
0.007
0.007

1832
1706
812
628
609
533
451
412
365
344
298
295
294
276
267
260
252
251
242
226
225
218
211
185
183
166
160
154
153
148

Note: BC = Betweeness Centrality(Scaled), BC/U = Betweeness Centrality(Unsc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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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명을 나타낸다(연구문제 3). 비트윈니스 중심성이 높다는 의미는 그 노드(의원)

을 통해서 다른 의원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의원과 파

벌(faction) 등을 관계를 잇는 중재자(modulator) 또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상위권 의원들의 면면은 인 디그리 중심성의 상위에 속하는 의원들의 면면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반면, 아웃 디그리 중심성 측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인 디그리 

중심성 측정에서 최상위 10위에 오른 의원 가운데 7명이 매개 중심성 순위에서 10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 디그리 중심성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한 펠로시 대표, 호

이어 총무가 비트윈니스 중심성 순위에선 순위 바꿈을 했다. 인 디그리 중심성 순위 4

위였던 베세라 의원은 비트윈니스 중심성 순위에선 3위로 올라섰으며, 인디그리 순위

에서 3위였던 클리번 의원이 비트윈니스 순위에서 5위로 나타났다. 아웃 디그리 순위

에서 1위를 차지했던 톤고 의원은 비트윈니스 중심성 측정에서 8위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 측정 결과는 인 디그리 중심성 측정 결과 마찬가지로 고위 당직자들이 

최상위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중심성 측정 가운데 2가지 중심성 측정에서 

오프라인 리더십과 온 라인 리더십 사이의 동조현상(coupling) 현상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일부 역전 현상도 발견된다. 가령 민주당 전당대회 부의장인 자비에르 베세

라 의원은 전당대회 의장인 라르손 의장에 비해 3가지 중심성 측정에서 모두 앞선 것

으로 나타났다. 전당대회 부의장이 당 디지털 네트워크 상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의

장 보다 더 높은 셈이다. 공직 선거가 당 정파간의 경쟁과 조정, 타협의 과정인 데 비

해 네트워크 상의 유력자 순위는 보다 비공식적인 친밀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순위에서도 당직과 상관 없이 많은 동료 의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

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미디어 등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당내 숨은 조정

자(hidden modulator) 들일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다. 

<그림 1>은 민주당 전체의 트위터 네트워크를 이미지화한 결과다. 

점(node)은 민주당 의원, 선분(edge)은 트위터 팔로우 관계를 나타내며, 푸른 색은 

민주당의 상징색이다. 그림은 민주당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커다란 핵심 네트워크와 소

규모의 하위 네트워크, 그리고 중심 네트워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웃 라이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왼쪽에 의원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별 모양의 핵심 네

트워크(star-like densed core network)가 자리 잡고 있고 큰 네트워크 오른쪽에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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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그룹들이 모여 있는 하위 네트워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개의 중심성 측정에서 최상위에 포진한 민주당 의원들은 네트워크 왼쪽에 자리잡

은 별 모양의 핵심 네트워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예컨데 펠로시, 클리번, 호이어, 

라르손 의원 등 상위 30위권 의원 대부분이 이 네트워크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오른

쪽의 작은 네트워크는 핵심 네트워크와 거리는 둔 별도의 하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하위 네트워크는 당 핵심과 거리를 둔 소수 분파 또는 파벌일 가능성이 높다. 네

트워크 상의 아웃 라이어로 존재하는 의원들을 포함, 하위 네트워크에 속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왜 핵심 네트워크와 동떨어져 존재하는지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나, 이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림 1> 미국 하원 민주당의 트위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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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과 논의

이 연구가 정당과 리더십 연구에 기여하는 바와 연구의 한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여론 조사, 참여 관찰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인

터넷 서버,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 둥과 같은 최신 정보 공학에 입각한 빅 데이터 방

식의 데이터 수집으로 통해 기존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규모의 데이터를 분류하고 유

의미한 정치 데이터를 추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정당, 정치 리더십, 

정치 네트워크 연구 방법의 새 지평을 열었다. 

둘째, 정당과 리더십 연구 영역을 정당의 디지털 네트워크로 확장했다. 디지털 테크

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활동 범위와 영역은 갈수록 디지털 공간을 중심

으로 재조직되고 있다(Castells 2011). 21세기 블로그, 소셜 미디어 뉴 미디어의 폭발적 

성장으로 현대 정치 영역은 의사당, 전당 대회, 선거 유세, 언론 인터뷰 등 기존 정치 

공간에서 벗어나 인터넷, 모바일을 플랫폼으로 하는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었으며, 

디지털 정당, 전자 정당(e-Party)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정당 조직이 등장했다. 이 연구

는 다분히 구호 수준에 머물던 디지털 정당론의 한계를 벗어나 실재하는 정당의 디지

털 네트워크를 판별하고, 디지털 유력 정치인들의 면면과 특성을 파악, 정당과 리더십 

연구의 새 영역을 개척했다.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유의미한 

상호 작용을 하지만, 오프 라인 네트워크의 하위 또는 열등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독자

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셋째, 이 연구는 빅 데이터 분석과 네트워크 이론의 결합이란 성공적인 학제간 연구

를 통해 민주당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 151명이 디지털 정치 네트워크에

서 차지하는 지위를 모두 계량화할 수 있었다(지면상 상위 30명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 이는 민주당 네트워크에 포함된 의원 개개인의 리더십의 유형과 현재에 

대한 미시 분석의 토대가 된다. 즉, 특정 의원이 당 네트워크의 어디쯤에 위치하며, 당

내에서 연결된 있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특정 의원과 지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의원

들의 면면은 어떤지 등 의원 개인별 정치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미시적인 수준의 리더

십 분석이 가능해졌음을 뜻한다. 또한 최상위 엘리트 의원 집단, 여론 주도 그룹, 차세

대 후보 그룹, 중진 그룹 등 리더십 집단의 유형화와 심층 분석 등 의미있는 후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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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연구의 가능성도 이 연구는 제시한다. 

넷째, 이 연구는 소수인종과 여성, 서부 지역 출신 의원 등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민

주당 핵심 네트워크의 특성을 일부 밝혀내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남성과 젊은 의원들

이 핵심 네트워크에 대거 포진한 공화당 네트워크의 특성(방성수 2015)와는 대조적인 

결과다. 이같은 결과는 향후 민주당과 공화당 네트워크 구조와 특성에 대한 비교, 분

석을 통해 정당의 지지 기반, 주도 세력의 특성과 디지털 네트워크가 어떻게 상호 작용

하는지와 같은 흥미로운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다섯째, 이 연구는 디지털 네트워크 상의 유력자와 오프라인 정당의 고위 당직자들

의 면면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일부 동조(coupling) 현상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오프 라인 네트워크와 동떨어진 딴 세상이 아님을 뜻하며, 선

행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드문 경우도 아니다. 하지만 두 차원의 네트워크가 동조하

기만 한다면 연구자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연구할 필요성은 적어 진다. 필자는 오히려 

온 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관계가 왜, 어떻게 다른지가 더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고 생

각하며, 두 네트워크가 비슷한 듯 다르게 움직일 때 디지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오

프라인상의 유의미한 관계와 상호작용 규명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이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넘어선다. 

여섯째, 이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에서 개발된 3가지의 중심성 척도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리더십 유형화를 시도했다. 특정 의원이 다른 의원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것과 다른 의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의원의 리더십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다. 또

한 특정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것과 의원과 의원과 의원을 연

결하는 중심성이 크다는 것도 분명 다른 리더십의 차원이다. 이 연구는 이같은 구별을 

통해 리더십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부분적이나마 인 디글리 중심성과 

아웃 디그리 중심성에 따른 상호 연결률의 차이 등을 통해 리더십의 특성을 분석했다. 

네트워크 이론 연구자들은 이 연구가 채용한 3가지 척도 외에도 영향력을 측정하는 다

양한 척도를 개발하고, 검증하고 있으며 보다 적실성 있는 척도의 개발과 활용은 정치

학 연구자들도 비켜갈 수 없는 책무라 사료된다. 

이 연구는 디지털 정치 네트워크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정치 현상을 새로운 방법론

과 이론적인 분석틀을 가지고 분석한 실험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인터넷 서

버와 API 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법의 등장과 활용은 정치학 연구 분야

에서도 빅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가능한 시기가 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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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요하지만, 데이터 확보 등 기술적인 제약으로 이론적, 학문적 공백으로 남은 

여러 정치 현상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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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o Leads the Blue Network?:
The Influentials of the Democratic Party’s Twitter Network

 SungSoo Ba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Drawing from social network analysis, this study investigates Democratic Party’s 

Twitter legislative network of the 112th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vestigating 2.8 

million twitter data gathered by a customized Internet server and Twitter API program, 

this study classifies three types of digital influentials within the Democratic Party 

Network, the authorities, the ambitious, and the modulators, using three measurements 

developed by the social network theory. Findings demonstrate that representatives 

from ethnic minorities and female lawmakers dominate the Democratic Party’s core 

network. Findings also indicate that high-ranking democrats also ranked on top 30 lists, 

which show a coupling relationship between online and offline relationships. Further, 

this research identifies several “latent influentials” of the Democratic digital network, 

which reveal a part of hidden party politics within the major party in the U.S. politics.

Keywords: 112th House of Representatives, Democratic Party’s Twitter network, 

Twitter political network, U.S. Legislative network, digital influent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