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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 예능프로그램의 영향력이 SNS를 통해 증폭되면서 젊은 층의 여론형성
에 영향력을 배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힐링캠프’ 출연과 관련하여 트위터 이용자의 힐링캠프 방영 전
후 여론형성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예능프로그램이 트위터상에서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안철수 후보 관련 논의가 힐링캠프 방영 전 인간적 특성에 관해 주로 이루어졌던 반면 힐링
캠프의 방영으로 인해 안철수 후보의 정치입문 관련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 또한 정서적 차원에서도 힐링캠프 방영 
후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치 관련·인간적 특성 관련 긍정적 정서가 모두 증가함으로써 힐링캠프의 방영이 실제로도 
트위터 내에서의 여론형성 및 변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로 트위터 내에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방영된 TV예능프로그램과 연계해 살펴봄으
로써 기존 매체의 메시지가 트위터 내 여론에 미치는 역동적인 과정도  함께 살펴보았다.

주제어 : 트위터, 예능, 정치, 오락, 폴리테인먼트, 여론, 미디어 융합
Abstract  In the age of media convergence, this study intend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influences of 
entertainment programs o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in Twitter using the case of the Healing Camp, an 
entertainment program of SBS, featured Cheol Soo Ahn, who was a presidential candidate. Through a content 
analysis this study was able to directly test how public opinion was developed in Twitter and also examine the 
dynamics in which the messages of traditional media influence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in twitter by 
combining Twitter and actual contents of the TV program.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xpanding a 
scope of scholarly attention of social media. 

Key Words : Twitter, Public Opinion, Entertainment, Politics, Media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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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정치인이나공직후보자들이 TV 예능프로그램

에 출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

심역시커지고있다. 일례로, 18대 대선이있었던 2012년

한 해에만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등 주요 대선 후보자

모두가 지상파 SBS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

했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tvN의 ‘SNL

코리아’에, 홍준표한나라당전대표는채널 A의 ‘개그시

대’에 출연한 바 있다.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언론매체에

서 "예능에 출연하는 정치인들은 대중과 친숙한 이미지

를 얻게 된다"며 "10~30대 젊은 층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좋은기회로예능만큼괜찮은것도없다"고평했다

[1]. 정치와 오락의 합성어인 소위 폴리테인먼트(politics

+ entertainment)를 통한 정치연출은 유권자들에게정치

인 개인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정당의 정책수행 능력평가

와대의민주주의의정당성확보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2].

특히, 2012년 당시 유력한 대권후보자로 지목되었던

안철수 원장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이 화제가 되면서, 예

능프로그램이여론에미치는정치적영향력을두고일각

에서는예능프로그램에까지편성의형평성및공정성논

란이제기된바있다[3].1) 실제로 ‘힐링캠프’ 안철수편이

방영되던 7월 23일오후 11시, 인터넷 PC와모바일, 태블

릿 PC로실시간시청이가능한 '티빙'의 시청률은 49.5%

까지 올랐으며, 포털 다음의 '트위터 인물' 코너는 안철

수 원장의 검색 수가 분당 3000회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치솟기도 했다. 각종 포털 검색어 SNS 검색어 역시 '안

철수' '안철수 힐링캠프' '안철수 아내' '청춘콘서트' 등

으로도배됐다[4]. 이러한현상과관련하여선관위에서는

선거와관련된민감한사안인만큼대선을약 90일앞둔

9월 말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여 대통령

선거일까지 대선뉴스보도나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

로그램에대해서는대선후보들의방송출연및방송출연

분의 재방송 방영을 전면 금지하고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을 노출해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방송도 할

수 없게 하였다.

1)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은 SBS 인기 예능프로그
램인 방송인 이경규 김제동이 진행하는 '힐링캠프’에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심원섭, 2012.07.23.). 

하지만, 정치인들이 TV 오락 또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비단 최근 불거진 현상은 아니다. 콘리와

슐츠[5]는 연예인과같은예능감을보유하여매스미디어

를 선거에 적절히 활용하는 정치인을 일컬어 ‘폴리테이

너’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정치인(politician)과 연예인

(entertainer)의 합성어로, 작게는정치적소신을갖고특

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연예인을 지칭

할 수도 있고, 크게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이용해 선거에

출마,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는 연예인까지를 아우르는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정치인들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은

과거에도 종종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그 사례가 늘어나

면서 하나의 정치적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해

도과언이아니다. 실제로미국대선후보의토크쇼출연

은 2004년 25건에서 2008년 110건으로 4년사이 4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정치인들이 출연

하는예능프로그램을다룬채널과장르가늘어가고있으

며정치인들이출연한예능프로그램의시청률역시높게

나타나고 있다[6]. 하지만 아직까지 예능의 정치화 현상

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과연 유권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있는지, 또한폴리테인먼트프로그램이유권자

들의정치적평가나판단, 행동등에어떠한영향을미치

는 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트위터와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으로 대표되는

마이크로블로그 형태의 SNS는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에 개설되기 시작한 이래 급속도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

여, 2012년 현재 기준 트위터 가입자가 640만 명에 육박

하는등빠른속도로대중사이에인기를얻고있다. 스마

트 폰의 빠른 대중화, 스마트TV의 등장 및 이들 스마트

미디어에탑재된소셜기능등이 SNS 이용을더욱가속

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NS를 통해 입소문으로 여

론이형성되면서개인의집합적인의견은더욱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이들 매체는 풀뿌리 여론이 형성되

는 공간을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7].

특히, 2006년 3월 개설된트위터는불과몇년사이에

사회의 개혁을 이끌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의사소통 매체

로 자리 잡았다[8]. 트위터는 140자라는 제한된 글쓰기

형태를지원하고있지만플랫폼자체의네트워크개방성

과독특한커뮤니케이션기능을가진강력한미디어이다

[9]. 페이스북이사람이매개의중심이되는관계추구적

미디어라면, 트위터는 공통의 관심사나 이슈가 매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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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되는정보추구적미디어이며, ‘실시간정보네트

워크’를 구현하고 있다[10,11]. 특히 트위터의 리트윗

(retweet) 기능은개인의의견을폭발적으로확산시킬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트위터는 여론형

성 매체로서 기존의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의 영향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하였다[7].

SNS 관련초기연구들이 SNS를 이용한홍보·마케팅

전략과수용자의 SNS 이용동기및이용행태등수용자

연구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데에 비해, 2012년 이후에

들어서는 총선 및 대선과 관련하여 SNS를 통한 정치참

여 등 SNS의 여론형성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SNS와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들은 주

로 오프라인에서의 설문 등 SNS 이용자의 자기응답을

통한 연구들이 많았으며[12,13], SNS 상에서 실제 이용

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들은 충분하지 않다. 언론사가 조사하여

매스미디어에 소개된 트위터 관련 통계자료를 간접적으

로활용하여 SNS에서의여론형성과정과참여행태를고

찰하거나[9], SNS를 통한 구전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트위터 멘션을 이미지로 제시하여 설명하

는 연구[14] 등이 트위터 안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작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트위터의 멘션 자

체를내용분석의방법으로분석한연구는트위터의의제

에관심을가지고프레임을분석한연구[15,16]와 트위터

멘션을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분석한 홍주현의 연구

등이소수에그친다[7]. 특히, 트위터멘션의정서적측면

까지연구범위로삼는연구는아직까지활발히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이렇듯아직까지는 SNS와관련하여다양한분야에서

다양한방법론을통해이루어진연구들이충분하지않으

나, 21세기 진입을 전후해 급격하게 확산된 새로운 커뮤

니케이션 환경에서 인터넷상의 새로운 여론형성 매개체

로기능하고있는이들 SNS의전달정보특성파악은현

대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인터넷 게시판과

는 다른 과정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마이크로 블로그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형성된 여론의 본질을 파

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기존 매체와 트위터

간의 상호작용이 여론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탐구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안철수 원장의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후 ‘힐링캠프’)’ 출연과 관련하

여힐링캠프방영전후트위터에서의즉각적인여론형성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예능프로그램이 SNS상에서의 여

론형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적인연구를시도했다.

구체적으로 SNS상에서의 담론분석을 통해 여론의 변화

를살펴본연구로서예능프로그램이트위터의여론변화

에미치는영향을특정주제에대한여론활성화여부와

특정 주제에 대한 정서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봤다. 이를

통해트위터상에서의여론형성행태를관찰하고, 미디어

융합시대 폴리테인먼트 프로그램의 SNS상에서의 여론

형성력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고자 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2.1 트위터 여론의 특성
여론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와 경험, 그

리고 이에 따라 규정된 성향을 반영하는 수용자들의 주

관적인식이사회현실을묘사하는언론기관의보도내용

과 접촉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집단적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17]. 여론형성과정은 공중이 메시지를 공유하고

서로관심사를교환하는커뮤니케이션과정이다. 여론이

형성되려면 공공의 관심사가 존재해야 하며, 공공의 관

심사를쟁점화하는매체와특정이슈에관심을갖고있

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9]. 여론형성의 조건들

은 미디어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데, 상호작

용성의강화로개인의뉴스생산과정에대한참여가증가

하고개인매체가등장하는등현재는여론형성환경자

체가 변화하였다[7].

여론은단순히정보나의견전달에의한것이아닌메

시지에 대한 상호 대화과정을 통해형성된다. SNS의 대

표적인 속성인 정보공유와 대화는 자발적인 커뮤니케이

션을 유도하면서 ‘여론형성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18]. 나랑(Narang)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트위터의

네트워크에서이용자들이특정주제에대한그들의의견

을 팔로어들에게 전달하며, 또한 자신이 팔로우한 사람

들의의견을자신의팔로어들에게다시전달하는순환적

인 과정을 통해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였다[19].

트위터에서의 여론형성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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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첫째, 여론을감지하기위한가장대표적인방

법인 여론 조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재 여론 상황을

그때그때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트위터에

서형성된여론은여론조사에서는감지할수없는개개

인의다양한의견을실시간으로알수있다는장점이있

다[20]. 둘째, 트위터에서형성된의견은기록으로남지만

다른팔로우의반응이없으면쟁점화되지않고, 빠른시

간내잊힌다는특징이있다[21]. 즉, 개인의의견에대해

다른 이용자의의견이나직접 답글(@이용자 id), 리트윗

(re-tweet) 같은 반응이 있을경우에만여론이형성된다

고할수있다[7]. 셋째, 트위터에서는 140자의단문이실

시간으로올라오면서여론이형성되므로분단위로여론

이 변화할 수 있다[21].

이와 같은 트위터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트위터에

서 형성된 여론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형성된 여론보다

전파력이강하고, 여론형성의주기가짧다. 이와같이순

환성과확산성이강한트위터에서형성된여론을효율적

으로 감지하려는 시도는 인터넷 여론 연구에서 매우 중

요하다고 하겠다[7].

트위터에서 즉각적으로 표출된 여론은 특정 시점에

형성된 순간의 여론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여론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으나, 누구나 자

유롭게의견을개진할수있기때문에여러입장을가진

사람들의다양한의견을알수있다[7]. 또한트위터에나

타난 개인들의 의견들은 비개입적이고 비반작용적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제작의 결과물로서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터인 트위터 이용자들이 스스로 관

찰당하고 있다고 의식하거나 관찰 당하는 것에 대한 반

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즉, 여론조사와 같이

어떠한목적성을의식하고답변한결과물들이아니기때

문에측정행위자체가데이터를교란시킬위험성이거의

없으며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개인의 의견을 살펴볼

수있다는점에서내용분석의좋은자료로쓰일수있다.

2.2 트위터의 대인채널로서의 기능
기존의여론관련이론들은주로매스미디어가의제를

쟁점화시키면사회구성원의토론과정을거쳐여론이형

성된다는단계적인 방식으로여론형성과정을설명했다.

여론형성의 단계론에서는 언론의 쟁점화에 의해 여론이

확산되다가시간이흐르면점차소멸하는과정을일회적

파동으로 나타내었다[22]. 대체로 여론형성과정은 뉴스

미디어와 대중 간의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수용자들 간에

발생하는대인 커뮤니케이션의두 과정으로설명되는데,

이 두 논의를 논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하여 등장한 대

표적인커뮤니케이션이론이커뮤니케이션의 2단계유통

(two-step flow of communication) 이론이다[9].

라자스펠트(Lazarsfeld, Berelson & Gaudet, 1944)가

처음으로 주창한 이 이론에 따르면, 뉴스미디어가 제공

하는 정보의 영향력, 특히 설득 효과는 수용자 대중에게

직접 나타나기보다는 언론 접촉이 빈번한 의견지도자들

(opinion leaders)이 관여하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을 통하

여간접적으로나타나는경향이있다고한다[23]. 커뮤니

케이션의 2단계 유통 이론은 뉴스미디어의 효과가 대인

채널의개입에따라제한되는경향이있음을밝혔다[24].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로 의제설정기능

(Agenda-setting Function)의 중심에 있던 기존 매스미

디어영향력의일부가 SNS, 팟캐스트, 블로그와같이뉴

미디어채널로전이되며여론형성과확산과정에영향을

미치고 있다[9]. 특히 SNS는 대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킴

으로써 여론의 형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19].

또한윌리엄스와그의동료들은소셜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텔레비

전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5]. 즉 텔레비

전을통해트위터등 SNS의여론형성및토론이활성화

될 수있다는것이다. 이는 역으로 SNS에서의 여론형성

및 토론을 통해 기존매체인 텔레비전의 메시지가 SNS

상에서 재확산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트위터가 일종의 기존 매스미디어

의메시지를전달하는데에있어서대인채널로서의기능

을할수있다는데주목하면서, 기존의매스미디어의메

시지가트위터에서어떤영향을미치며재확산되는지를

정치인이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한 트위터

멘션내용의주제부합정도및관련주제토론활성화여

부, 관련주제에대한정서의긍·부정성의변이를살펴봄

으로써 검증해 보고자 했다.

본연구는 ‘힐링캠프’를내용분석하여정치인연설분

석틀로 주로 사용되어온 베노이트의 정치수사의 주제와

부합하는주제별프레임들을도출했다. 다음으로힐링캠

프방영후방송에서다루어진의제에대한토론이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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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주제별 멘션 수의 변

이를측정하고, 각주제별안철수후보에대한정서적측

면의여론을감지2)하기위해멘션의긍·부정성을측정했

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힐링캠프방영전후트위터상에서 ‘안철

수후보’ 관련각주제에대한멘션트윗

수에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2 : 힐링캠프 방영 전후 트위터 상에서 ‘안철

수 후보’ 관련 각 주제 별로 정서적 측면

의 여론 변화가 있는가?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특정한 이슈와 관련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 트위터에서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유발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25] 결과에 입각하여 힐링캠프가

트위터의 여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힐링캠프

방영 전후 트위터에서 개진된 의견을 분석 대상으로 했

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힐링캠프 2012년 7월 23일 방

송분(시청률 18.7%3), 티빙 시청률 49.5%)으로, 방영 당

시는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주

목도가높은상황이었기때문에안철수원장의방송프로

그램 출연 자체가 이슈화 되면서 방송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힐링캠프 해당 방송분은 전 국민적

관심을받은예능프로그램으로서이에대한트위터내에

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의 영향력

에대한관심이높게일었다는점등에서본연구의대상

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대상이 인물이라는 특성상, 인물에 대
한 정서적 선호도 외에는 홍주현(2011)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
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서 검토하였던 여론형성의 인지적 측면(특정이슈에 대한 찬
반 여론형성)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3) 동시간대 시청률 1위,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연편 시청률 12.2%,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 출연편 시청
률 10.5%.

[Fig. 1] The number of tweets about 'Ahn'  
before and after airing <Healing Camp> 
on July 23 

연구방법으로는 내용분석을 사용했다. 분석틀은 여론

의정서적측면에대한선행연구틀과베노이트[26,27,28]

의 정치수사를참조로했다. 먼저, 힐링캠프를내용분석

하여 베노이트의 수사의 주제에 부합하는 주제별 틀을

도출했다. 베노이트의정치수사는대통령후보자의연설

등을 분석할 때 주로 쓰이는 틀이다. 힐링캠프 출연당시

안철수후보는비정치인의신분이었으나이미그의대선

출마여부는국민적관심사였으므로힐링캠프중상당한

내용은정치관련이슈를다뤘다. 또, 방송을보는시청자

의입장에서도그를대선선거후보로서의가능성을두고

보기때문에해당방송분은어느정도정치캠페인또는

정치토론의 담론과 유사한 성격을 띨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안철수 후보의 힐링캠프 출연 당시 정치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분석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베노이트의 정치수사에 따르면, 담론의 주제를 정책과

인간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과거의 업적이나 행위(past

deeds: 이전 대통령 및 정부의 정치적, 경제⋅사회적, 문

화적 업적이나 행위), 미래의 계획(future plans: 당선되

면 취하게 될 정책에 관한 내용), 후보자의 일반적 목적

(general goals: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며, 끊

임없는 꿈을 위해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국가의 상태를

유지할것)을정책의내용으로분류했다. 또한인간적특

성은 리더십 능력(leadership ability: 리더로서 자신보다

잘 준비된 정치인은 없음을 강조), 인간적 자질(personal

qualities: 이웃을보살피는따스한마음씨를가졌다는것

을강조), 정치적이상(ideals: 유권자를위해싸우는정치

인이 될 것을 강조)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29].

본 연구에서는 연역과 귀납을 함께 활용하여, 힐링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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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에서다룬의제를베노이트의정치수사학으로분석했

다. 힐링캠프에 대한 내용 분석으로 도출한 방송주제를

이전부터 여러 차례 검증되어온 베노이트의 정치수사의

주제와 비교하여 가능한 한 서로 부합하도록 본 연구에

맞게수정및가공하여분석틀로사용했다. 이를통해자

의적일 수 있는 주제 분류에 타당도를 높일 수 있었다.

여론의 정서적 측면은 SNS를 비롯한 온라인 담론을 분

석할 때 주로 쓰였던 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홍주현

(2011) 등이선행연구에서사용한여론의정서적측면(긍

정, 부정, 중립)을그대로적용할것이나, 이때인지속성

중특정이슈에대한찬반여부는인물에대한선호도변

이측정이라는본연구의의도에맞지않아제외했다[7].

힐링캠프를 내용 분석한 결과 방송내용은 총 46개의

하위주제로나뉘었으며, 베노이트의수사의주제와부합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정책의 경우 힐링캠프 방영 당시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 전이었으며 정치인이 아니었다

는 점에서 뚜렷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거나 업적이 있

었던것은아니므로해당사항이없다4). 따라서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방송내용 중 맥을 같이 하는 내용

들을 의미단락으로 묶어 17개의 해당 단락을 ‘사회적 소

명이나 역할’, ‘대권 및 정치입문 관련’으로 나누었다. 인

간적 특성 부분은 29개의 단락이 베노이트의 분류와 부

합하였는데, 리더십능력에해당하는것으로 ‘역량및생

활습관’, 인간적자질에해당하는것으로 ‘인간성’, 정치적

이상에해당하는것으로 ‘가치관및사회관’이 각각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노

이트의 정치 수사의 주제에 대한 분류를 기반으로 힐링

캠프의텍스트를위와같이나누어방영전후변이측정

에 대한 틀로서 사용했다.

각주제분류에대해보다상세히설명하자면, 정책관

련하여 ‘사회적 소명이나 역할’ 유목에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 ‘영웅’, ‘멘토’, ‘시대가 부름’, ‘안철수로 인한

새로운 변화’ 등이, ‘대권 및 정치입문’ 유목으로는대권

및정치입문관련멘션과본인의지지여부등이분류되

었다. 인간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역량 및 생활습관’에

‘능력’, ‘나는 이렇다’라는 본인의 방침이나 생활습관, ‘언

변’, ‘똑똑함’, ‘경영철학’, ‘리더십’ 등이, ‘인간성’ 유목에

‘유머’, ‘공감’, ‘인간미’, ‘됨됨이’, ‘도덕성’, ‘신중함’, ‘영악

4) 정책의 내용은 과거의 업적이나 행위, 미래의 계획, 후보자의 일

반적 목적으로 나뉜다(Benoit, W. L., 1999).

함’, ‘오만함’, ‘간보기’, ‘권력욕’, ‘위선’, ‘표리부동’, ‘부정’,

‘기회주의’, ‘책 상술’ 등이, ‘가치관및사회관’ 유목에 ‘생

각’, ‘사상’, ‘이건 이렇다’라는 사회현상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생각, 안철수 후보의 책 내용 등이

분류되었다. ‘기타’에는 ‘본방사수’, ‘외모관련’ 등이 포함

됐다.

이러한 주제 분류를 기준으로 방영시작 전 2시간, 방

영시작후 2시간(방영시작시점부터방송종료후 1시간)

으로 시점을나누어방영전후각각 2시간씩총 4시간동

안오간멘션에대해힐링캠프방영전후주제별트윗수,

힐링캠프 방영 전후 정서적 측면의 긍·부정성을 내용분

석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앞서 소개한 윌리엄스의 선행

연구[25]에따라 텔레비전 토론 직후 트위터에서 개진된

의견을분석대상으로하는경우단몇시간동안형성된

의견을 분석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충분히 도출될 수 있었다.

또한 변동성이 큰 트위터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당혹은 5분정도의일정한간격으로측정하는것이적

절하다는선행연구[21]에따라, 샘플은분석대상인 4시간

중 1분당 2개의멘션을무작위로추출한총 480개의멘션

을 대상으로 했다. 힐링캠프를 보면서 트윗한다고 해서

트윗 내용에 힐링캠프를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힐링캠프를보지않았어도트위터내에서의힐링캠프관

련트윗들을통해안철수후보에대한여론이형성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색 키워드는 ‘안철수’로 하였다.

분석단위는 각각의 멘션으로 했다.

여론의 활성화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각 주제에 대해

트윗된멘션수를힐링캠프방영전후로측정했다. 또한

정서의 긍·부정성은 이준웅(2008)과 홍주현(2011)의 연

구에서와 같이 정서적 측면을 긍정과 부정, 중립으로 나

누어 측정했다[30,7]. 이준웅과 그의 동료들 (2008)는 한

국어정서단어는가장큰군집으로서긍정적정서와부

정적 정서로 구분되며, 이를 다시 하위 차원으로 나누면

기쁨, 사랑, 긍지, 공포, 분노, 연민, 수치, 좌절, 슬픔등의

9개군집으로나뉠수있다고설명했다[30]. 이에 홍주현

(2011)은 그의토론방송프로그램시청에따른인지적·정

서적측면의트위터여론연구에서위 9개위정서군집을

여론의 정서적 속성의 분석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하위 차원의 정서를

참고하여 분석대상 멘션에 담긴 정서적 측면을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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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heme-Sub category

Total
Social
vocatio
n

Preside
ntial
candid
acy/
politics

Comp
etence
and
lifesty
le

Huma
nity

Ideals
and
values

Etc.

T
I
m
e

2 hours
before
airing

7
(6%)

19
(16%)

7
(6%)

41
(34%)

27
(23%)

19
(16%)

120
(100%)

1 hour
before
airing

17
(14%)

37
(31%)

5
(4%)

21
(18%)

29
(24%)

11
(9%)

120
(100%)

<Table 2> The number of thematic tweets by sub 
category  over time

단위의 정서군집인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중립으

로나누고, 긍정적정서는 +1, 부정적정서는–1, 중립은

0으로계산하여그차이로방송프로그램방영전후의주

제별 긍·부정성의 변이를 측정했다.

긍정과부정의정서를모두포함하고있거나, 혹은아

예정서가미포함된단순한정보전달맨션등은중립으

로코딩했다. 또한리트윗(RT), 안철수후보의발언을인

용한 글, 가치판단이 포함된 기사 등의 전달 등은 해당

글의 맥락으로 판단하였다. 단순한 시청기대, 안철수 후

보에대해그냥 ‘좋다’는감정만표현한경우등은기타주

제의 긍정적 정서로 코딩하였다.

코딩에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2명의 코더가 참여했다.

전체 표본의 약 10%에 해당하는 48개의 표본으로 신뢰

도 검증을 한 결과, 코더 간 신뢰도는 각각 주제의 대분

류차원 0.85, 주제의소분류차원 0.8, 정서 0.87로서전체

0.84의 신뢰도를보여코딩을진행하는데에무리가없다

고 판단하였다.

[Fig. 2] Analysis model

4. 연구결과
방영전후 시간에 따른 주제별 멘션 수와 주제별 정서

를 분석하기 위해 코딩한 데이터를 ‘시간에 따른 대분류

멘션 수’, ‘시간에 따른 소분류 멘션 수’, ‘시간에 따른 정

서’, ‘시간에 따른 주제별(대분류/소분류) 정서’로 교차분

석 하였다.

4.1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
대분류 차원에서의 주제별 멘션 수는 방송시간 전후

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Table 1> 참조). 특히, 방송

시작 1시간전부터트윗되는멘션에급격한변화를보이

는데, 방송시간 2시간전에는인간적특성에관한멘션이

정치관련멘션보다약 3배가까이많았으나, 방송직전인

방송시간 1시간전부터는인간적특성관련멘션은감소

하고 정치 관련 멘션이 증가하면서 정치 관련과 인간적

특성관련멘션이비등하게균형을맞추고있음을알수

있다. 힐링캠프의 방영이 당시 대통령 선거 출마 이전이

었던안철수후보에대한정치관련논의를더욱활성화

시켰음을 추측할 수 있다.

Division
Theme-Main category

Total
Policy Character Etc.

T
I
m
e

2 hours
before
airing

26
(22%)

74
(62%)

20
(17%)

120
(100%)

1 hour
before
airing

54
(45%)

55
(46%)

11
(9%)

120
(100%)

before
airing

80
(33%)

129
(54%)

31
(13%)

240
(100%)

1 hour
after
airing

46
(38%)

48
(40%)

26
(22%)

120
(100%)

2 hours
after
airing

59
(49%)

57
(48%)

4
(3%)

120
(100%)

after
airing

105
(44%)

105
(44%)

30
(13%)

240
(100%)

Total
185
(39%)

234
(49%)

61
(13%)

480
(100%)

<Table 1> The number of thematic tweets by main 
category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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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iring

24
(10%)

56
(23%)

12
(5%)

62
(26%)

56
(23%)

30
(13%)

240
(100%)

1 hour
after
airing

6(5%)
40
(33%)

8
(7%)

23
(19%)

17
(14%)

26
(22%)

120
(100%)

2 hours
after
airing

21
(18%)

38
(32%)

13
(11%)

30
(25%)

14
(12%)

4
(3%)

120
(100%)

after
airing

27
(11%)

78
(33%)

21
(9%)

53
(22%)

31
(13%)

30
(13%)

240
(100%)

Total
51
(11%)

134
(28%)

33
(7%)

115
(24%)

87
(18%)

60
(13%)

480
(100%)

소분류 차원에서의 주제별 멘션 수 또한 주제에 따라

방송시간 전후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Table 2> 참

조). 대권 및정치입문관련멘션의경우방송시간 1시간

전부터증가하고있고, 역량및생활습관의경우도큰차

이는 없으나 방송 후 2시간부터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가

치관 및 사회관의 경우 방송 후 눈에 띠게 감소했다. 이

는 힐링캠프 방영으로 안철수 후보의 대권 출마에 관한

논의가 증폭되면서 대통령 및 정치인으로서의 출마 및

역량에 관한 멘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철수

후보의 가치관 및 사회관에 대한 판단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선거 출마 기대 또는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가치관

및사회관멘션수가감소하고대권관련멘션수가증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
시간에 따른 전체 멘션의 정서는 전체적으로 힐링캠

프의 방영 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Fig.

3] 참조). 방영 후긍정적인멘션이약 1.5배증가하고부

정적인 멘션이 감소하면서 방영 전 –40이었던 안철수

후보 관련정서가 방영 후 65로 증가하였다 (<Table 3>

참조).

[Fig. 3] The changes of the sentiments of the 
entire tweets over time

Division
The sentiments valence

score
Total

Positive Negative Neutral

Time

2 hours

before

airing

40

(33%)

71

(59%)
9(8%) -31

120

(100%)

1 hour

before

airing

50

(42%)

59

(49%)

11

(9%)
-9

120

(100%)

before

airing

90

(38%)

130

(54%)

20

(8%)
-40

240

(100%)
1 hour

after

airing

66

(55%)

42

(35%)

12

(10%)
24

120

(100%)

2 hours

after

airing

79

(66%)

38

(32%)
3(3%) 41

120

(100%)

after

airing

145

(60%)

80

(33%)
15

(6%)
65

240

(100%)

Total
235

(49%)

210

(44%)

35

(7%)
25

480

(100%)

<Table 3> The sentiments of the entire tweets over 
time

Time
The sentiments

valence

score
Total

Positive Negative Neutral

2 hrs

before

airing

Main

cate

gory

Policy
17

(65%)

7

(27%)
2(8%) 10

26

(100%)
Chara

cter

15

(20%)

58

(78%)
1(1%) -43

74

(100%)

Etc.
8

(49%)

6

(30%)

6

(30%)
2

20

(100%)

Total
40

(33%)

71

(59%)
9(8%) -31

120

(100%)

1 hr

before

airing

Main

cate

gory

Policy
24

(44%)

23

(43%)

7

(13%)
1

54

(100%)
Chara

cter

19

(35%)

35

(64%)
1(2%) -16

55

(100%)

Etc.
7

(64%)

1

(9%)

3

(27%)
6

11

(100%)

Total
50

(42%)

59

(49%)

11

(9%)
-9

120

(100%)

1 hr

after

airing

Main

cate

gory

Policy
17

(37%)

23

(50%)

6

(13%)
-6

46

(100%)
Chara

cter

34

(71%)

14

(29%)
0(0%) 20

48

(100%)

Etc.
15

(58%)

5

(19%)

6

(23%)
10

26

(100%)

Total
66

(55%)

42

(35%)

12

(10%)
24

120

(100%)

2 hrs

after

airing

Main

cate

gory

Policy
43

(73%)

13

(22%)
3(5%) 30

59

(100%)
Chara

cter

32

(56%)

25

(44%)
0(0%) 7

57

(100%)

Etc.
4

(100%)
0(0%) 0(0%) 4

4

(100%)

Total
79

(66%)

38

(32%)

3

(3%)
41

120

(100%)

<Table 4> The sentiments of thematic tweets by 
main category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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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he sentiments valenc

e

score

TotalPositiv

e

Negativ

e
Neutral

2 hrs

before

airing

Sub

cate

gory

Social

vocation
7

(100%)

0

(0%)

0

(0%)
7

7

(100%)
Presidential

candidacy

and politics

10

(53%)

7

(37%)

2

(11%)
3

19

(100%)

Competence

and lifestyle
3

(43%)

4

(57%)

0

(0%)
-1

7

(100%)

Humanity
2

(5%)

39

(95%)

0

(0%)
-37

41

(100%)
Ideals and

values
10

(37%)

16

(59%)

1

(4%)
-6

27

(100%)

Etc.
8

(42%)

5

(26%)

6

(32%)
3

19

(100%)

Total
40

(33%)

71

(59%)

9

(8%)
-31

120

(100%)

1 hr

before

airing

Sub

cate

gory

Social

vocation
14

(82%)

3

(18%)

0

(0%)
11

17

(100%)
Presidential

candidacy

and politics

10

(27%)

20

(54%)

7

(19%)
-10

37

(100%)

Competence

and lifestyle
1

(20%)

4

(80%)

0

(0%)
-3

5

(100%)

Humanity
9

(43%)

12

(57%)

0

(0%)
-3

21

(100%)

<Table 5> The sentiments of thematic tweets 
           by sub category over time

Ideals and

values
9

(31%)

19

(66%)

1

(3%)
-10

29

(100%)

Etc.
7

(64%)
1(9%)

3

(27%)
6

11

(100%)

Total
50

(42%)

59

(49%)

11

(9%)
-9

120

(100%)

1 hr

after

airing

Sub

cate

gory

Social

vocation
4

(67%)
1(17%)

1

(17%)
3

6

(100%)
Presidential

candidacy

and politics

13

(33%)

22

(55%)

5

(13%)
-9

40

(100%)

Competence

and lifestyle
7(88%) 1(13%) 0(0%) 6

8(100

%)

Humanity
15

(65%)

8

(35%)
0(0%) 7

23

(100%)
Ideals and

values
12

(71%)

5

(29%)
0(0%) 7

17

(100%)

Etc.
15

(58%)

5

(19%)
6(23%) 10

26

(100%)

Total
66

(55%)

42

(35%)

12

(10%)
24

120

(100%)

2 hrs

after

airing

Sub

cate

gory

Social

vocation
21

(100%)
0(0%) 0(0%) 21

21

(100%)
Presidential

candidacy

and politics

22

(58%)

13

(34%)
3(8%) 9

38

(100%)

Competence

and lifestyle
9

(69%)

4

(31%)
0(0%) 5

13

(100%)

Humanity
13

(43%)

17

(57%)
0(0%) -4

30

(100%)
Ideals and

values
10

(71%)

4

(29%)
0(0%) 6

14

(100%)

Etc.
4

(100%)
0(0%) 0(0%) 4

4

(100%)

Total
79

(66%)

38

(32%)

3

(3%)
41

120

(100%)

시간에 따른 대분류 차원의 주제별 정서를 살펴보면

(<Table 4> 참조), 먼저, 방영 전 2시간 전에는 인간적

특성에 관한 멘션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치 관련 트

윗들이긍정적이거나긍·부정이상대적으로균형적인반

면인간적특성에대한부정적의견들이많았다. 방영전

1시간전부터정치관련멘션들이인간적특성관련멘션

과비등하게많아짐을볼수있다. 그러나힐링캠프방영

전까지는아직까지인간적특성관련멘션들은부정적이

었다.

힐링캠프 방영 후에는 정치 관련 멘션과 인간적 특성

관련 멘션의 수가 비슷하고 인간적 특성 관련 멘션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정치 관련 멘션도 부정적 멘션

보다긍정적멘션이약 3배가량많은등긍정적인정서를

확고히띠고있었다. 결국힐링캠프의방영전후가장많

은영향을받는것은안철수후보의인간적특성에대한

평가인것으로나타났다. 또, 방영 직전과직후에는정치

관련멘션의정서가비등하고그변화도크지않은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다 방영 후 2시간째가 되자 인간적 특

성관련멘션은긍정적인정서를계속유지하는한편, 정

치 관련 긍정 멘션이 눈에 띄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시간에 따른 소분류 차원의 주제별 정서를 살펴보면

(<Table 5> 참조), 방영 2시간 전에는인간적특성에관

한멘션이많고, 이에대한정서도부정적정서가압도적

이었던 반면, 방영 1시간 전부터는 대권 및 정치입문 관

련멘션들이가장많이언급되었음을알수있었다. 이에

대한 정서는 방영 전후 1시간까지는 부정적인 멘션들이

더많다가방영후 2시간째부터는긍정적으로변했다. 또

한 방영후 2시간부터는 사회적소명 및 역할에대한 긍

정적인멘션들이눈에띠게증가함을볼수있었다. 이는

트위터내에서안철수후보의정치입문에대한의견들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도 그의

정치입문에는 우려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회

적소명및역할관련하여서는안철수후보의등장이정

치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는 멘

션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수치로 반영된 결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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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예능프로그램이 여론에 미치는 정치적 영

향력을 두고 예능프로그램에까지 편성의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고, 더불어예능프로그램의영향력이 SNS를통해

증폭되면서 젊은 층의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배가시킨다

는 우려 속에서, 그렇다면 실제로 ‘예능프로그램이 SNS

안에서의 여론형성및 변화에 영향을미치는가?’라는질

문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많은 연구

자들이 트위터 및 SNS의 여론형성 역할에 주목하고 있

으나실제여론형성이어떠한방식으로구현되는지에대

한연구는상대적으로많지않아이에대한연구가추가

적으로필요하다는학문적필요성이더해져안철수후보

의 ‘힐링캠프’ 출연과 관련하여 트위터 이용자의 힐링캠

프방영전후여론형성행태를분석함으로써예능프로그

램이트위터상에서의여론형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

증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힐링캠프의 방영 전후 시간에 따른 주제별 멘션 수와

이에 대한 정서의 긍·부정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힐링캠프 방영 전에는 안철수 후보와 관련하여

인간적 특성에 대한 멘션들이 많았던 반면 방영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정치 관련 멘션이 확연히 많아짐을 볼 수

있었고, 인간적특성의경우특히, 방영전부정적인멘션

이 많았던 반면 방영 후에는 긍정적인 멘션이 많아지는

등 방영 전후로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방영후역량및생활습관관련멘션이서서히증가하

고정치관련멘션도증가를유지하는반면가치관및사

회관은감소하는것을볼수있었는데, 이는안철수후보

의가치관에대한판단이정치입문지지여부에대한멘

션으로 이어지면서 가치관 및 사회관 관련 멘션의 감소

가정치관련멘션의증가로이어진것으로해석된다. 안

철수후보에대한정서는힐링캠프방영후확연히긍정

적인 정서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방영 전 부정적인 정서

가많았던인간적특성관련멘션이방영후긍정적으로

변화한것이가장주효하며, 긍·부정정서가비등했던정

치관련멘션또한방영후시간이지나면서긍정적인정

서가 많아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힐링캠프의 방영 전

후트위터에서의여론에가장많은영향을받은것은안

철수 후보의 인간적 특성과 관련한 여론이었으며, 정치

관련 여론은 방영 직전과 직후에는 멘션 수와 정서에서

비슷한 행태를 보이다가 방영 후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

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힐링캠프 방영전후

멘션 수의 변화를 트위터의 여론 활성화 차원에서의 생

각해본다면, 안철수후보관련논의가힐링캠프방영전

인간적 특성에 관해 주로 이루어졌던 반면 힐링캠프의

방영으로 인해 안철수 후보의 정치입문 관련 논의가 활

성화되었다고볼수있다. 또한정서적차원에서도힐링

캠프방영후안철수후보에대한정치관련·인간적특성

관련긍정적정서가모두증가함으로써힐링캠프의방영

이 실제로도 트위터 내에서의 여론형성 및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연구는앞서밝힌것과같이내용분석을통해트위

터 여론을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트위터 내에서 여론이

어떻게형성되고있는지를실증적으로검증했을뿐만아

니라 이를 실제 방영된 TV예능프로그램과 연계해 살펴

봄으로써 기존 매체의 메시지가 트위터 내 여론에 미치

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아직까지는 SNS와 관련하

여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내용분석 연구가 미미하

다는점과 SNS와타매체의연관성에대한고민역시많

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학문적 시도가 미약하나마

SNS와 관련한학문적연구의폭을넓히는데일조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연구의한계점은시간의제약으로인해더많은데

이터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힐링캠프 방영 직

전이었던 전후 1시간의 멘션 주제가 비슷하게 나타났으

며,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인간적 특성에 관한 정서

를 제외하고는대개 방영 전후 2시간 전후에 주제및 정

서에큰변화가감지된것으로볼때방영전후분석기간

을 확대했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었으

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연구대상 기간에 안철수 후보의 힐링캠프 출연

사실 자체가 화두가 되었던 만큼, 힐링캠프의 방영 자체

에대한멘션들도상당수있었으나이부분이트위터여

론의 분석틀로서 활용한 힐링캠프의 내용 분석에 포함

되지 않아 기타주제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으며, 가치판

단이 드러나지 않는 단순한 정보전달 멘션의 경우 대개

중립으로 판단하였으나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

트위터가 열린 공간이니만큼 힐링캠프 방영 전후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에는 전후 집단의 구성원이

동일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단일집단내자극으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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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전-사후변화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집단의성격상추리통계가아닌단순한교차분석을통한

비교에 그쳤다는 점도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커다란맥락에서트위터라는장에

서 실시간으로 형성되고 있는 여론의 추이를 힐링캠프

방영 전후라는 시간을 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나름의

변화를감지했다는데에의의를둘수있겠다. 무엇보다,

정치와 예능의 만남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정치

의예능화’ 혹은 ‘예능의정치화가’ 늘어나는이때예능프

로그램을통한정치커뮤니케이션의효과가결코적지않

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와 TV매체의 상호작용, 즉 소셜

시청(social viewing)이 여론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 또

한만만치않음을알수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보다장

기적인 차원에서 여론형성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예능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TV프로그램과트위터의상호작용이 여론형성과

정에 미치는 영향 역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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