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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n the willingness to speak out. The social distance positively moderated the effects of SNS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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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users from construal leve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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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끊임없이 변모하는 기업의 경 환경 속에서 

‘공개 인 의견표명(public opinion expression)’ 

는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willingness to speak 

out)’에 한 요성이 새롭게 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의 주된 배경은 소셜미디어의 확산을 통한 기업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수 있다. 공개 인 의견표명

은 3가지 측면―CEO, 고객, 직원―에서 각각 요

한 함의를 형성한다. CEO의 측면에서 2018년 하

버드 비즈니스 리뷰(Havard Business Review: 

HBR) 1-2월호에 소개된 새로운 경 학 용어인 

CEO 행동주의(CEO activism)를 로 들 수 있다

(Chatterji and Toffel, 2018). 이것은 기업의 

CEO들이 논란이 되는 사회  이슈에 해 입장을 

밝히거나 공개 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련의 행동들

을 나타낸다. 표 으로 2015년 미국의 차별 지 

반  이슈에 하여 트 터(Twitter)를 통해 극

으로 의견 표명한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CEO 

마크 베니오 (Marc Russell Benioff)의 활동을 

로 들 수 있다.  더 많은 미국의 CEO와 기업

들이 사회  차원에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트 터 

게시와 같이 소셜미디어를 극 활용하고 있다. 통

인 방식과는  다른 이러한 기업활동은 의 

심과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심지어 PR(Public 

Relations) 회사들은 기업 행동주의를 요한 략

으로 다루기 시작했다(Chatterji and Toffel, 2018). 

고객의 측면에서는 단연 소셜미디어상의 구  활동

이 표 인 공개 인 의견표명 범주에 속한다. 소

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한 소셜미디어상의 구 량 증

가가 정  랜드 자산 리를 통해 기업 성과에 미

치는 향이 실증 으로 검증되기도 하 다(Lee and 

Park, 2019).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상의 고객 평

가, 리뷰 등의 리를 통한 기업평  리가 경  활

동에서  더 요하게 다 지고 있다. 더욱이 소

셜미디어를 통한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형

성, 정보의 격한 확산 등이 되고 결합되어 기

업이 무시할 수 없는 여론형성의 력이 나타나기

도 한다. 정 인 구 의 확산과 반 로 특정 소비

자가 공개 으로 제기한 기업의 실수나 CEO의 잘

못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확산될 경우 기업이 

한순간에 기에 몰리는 사례들도 존재한다(Kim, 

2015). 이것은 기업을 향한 고객의 공개 인 의견

표명이 지니는 향력이 소셜미디어를 배경으로 날

이 갈수록 증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공개 인 의견표명 활동은 기업의 외부  환경에

서뿐만 아니라 내부 인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다. 

Edmondson(2020)은 HBR의 기고를 통해서 기업

의 조직 안에서 구성원의 공개 인 의견표명의 가능

성을 매우 요하게 다루었다. 그녀는 오늘날 불확

실한 시 를 돌 하는 기업의 생존 략으로 심리  

안정감(psychological safety)을 제시하 다. 심리

 안정감이 높은 조직의 특징은 조직 구성원이 솔

직한 의견을 공개 으로 표출하는 것(speak-up)이 

자유롭다. 한 구성원이 자신의 기업이나 조직과 

련한 부정 인 요소들에 해 두려움으로 침묵

하지 않고 조직 안에서 소신있게 발언할 수 있다

(Edmondson, 2018). 이러한 특징은 기업용 소셜

미디어의 확산을 통한 소통방식의 환과 맞물리면

서 조직 경 의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더욱

이 미투(Me-Too) 운동과 같이 직원의 SNS(social 

networking site) 활동을 통한 기업 내부의 부정  

요소들에 한 공개  비 의 사례는 조직의 리자나 

리더로 하여  조직 소통의 방식과 조직 문화에 해 

깊은 고민과 시사 을 던진다(Edmonds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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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 et al., 2018). Sunstein and Hastie(2014) 

역시 HBR 기고를 통해 기업 구성원의 침묵과 공개

인 의견표명의 감소가 조직의 의사결정 능력을 약

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 다. 조직 안에서 구성원

들이 평 에 한 압박을 느끼고 자신의 견해를 감

추는 침묵이 만연해질수록 개인의 오류가 증폭하고, 

잘못된 단으로 의견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조직 내부에 집단 극화 상이 나타날 수 있고, 

소수만이 알고 있는 정보가 오히려 무시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Sunstein(2005)은 논의를 확 하

여 건강한 사회는 한 개인이 이견을 제시했을 때 발

생할 수 있는 희생을 감소시키거나 없앤다고 주장하

다. 반 의 목소리가 항상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이견은 한 사회 내의 사회  실

수와 불의를 가능한 여주는 안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찰이 기업의 경 환경에서도 

용됨은 이견 제시를 하나의 의무로써 받아들이고 어

떠한 문제라도 토론할 수 있는 논쟁 인 이사회가 

있는 기업이 실 도 좋다는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Sunstein, 2005; Sonnenfeld, 2002). 

종합 으로, 기업의 경  에서 공개 인 의견표

명의 요성과 심이 더욱 증 하고 있다. 그럼에

도 이와 련하여 경 학과 경 정보학 에서 

근하는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공개 인 의견표명과 련한 연구는 여론형성 과정

(public opinion formation process)을 설명하는 

연구를 기반으로 정치, 커뮤니 이션, 언론정보, 미

디어 등의 학문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가장 표

으로 개인의 공개 인 의견표명 과정과 사회 반

의 여론형성 과정을 유기 으로 연계하여 제시하는 이

론으로 침묵의 나선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 

Noelle-Neumann, 1993)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

면 개인에게 재 혹은 미래의 여론분 기(climate 

of opinion)가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유

리한 방향으로 우세하다고 단할 경우 공개 인 의

견표명의지가 높아진다. 그러나 반 로 본인의 입장

이 소수여론이나 하강 인 의견에 해당한다고 단

할 경우 고립의 두려움(fear of isolation)으로 인

하여 개인이 침묵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

한 원리는 앞서 Edmondson(2018)이 제시한 심리

 안정감을 확보한 두려움 없는 조직의 요성과 

Sunstein and Hastie(2014)이 강조하는 침묵

으로 인한 의사결정 폐해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

하는 목이다. Palekar et al.(2015)도 기업의 

조직 에서 침묵의 나선이론의 요성을 인지하

고 ICIS 2015(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2015)에서 소셜미디어상

의 침묵의 나선효과를 조명한 바 있다. 결론 으로 

침묵의 나선이론에 따르면 사회 으로 우세하다고 

여겨지는 견해는 더욱 극 이고 손쉽게 표 되고, 

반 로 소수의견으로 여겨질수록 의견표명이 감소하

는 과정을 거쳐서 반 인 사회 여론분 기가 형성

된다(Noelle-Neumann, 1993; Scheufele and 

Moy, 2000; Shoemaker et al., 2000). 이 원리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CEO 행동주의를 통해 여론

형성에 극 인 향을 미치는 시도(Chatterji and 

Toffel, 2018)가 갖는 함의를 더욱 깊게 생각해보

는 계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소셜미디어의 특수성

과 공개 인 의견표명에 한 연 성을 탐색해보고

자 한다. 소셜미디어의 표 인 특징은 수많은 사

용자가 매우 쉽게 연결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표

명 도구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다.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서 출발한다. 첫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형성된 사회  자본은 어떻게 여론

이 형성되는 과정과 개인의 공개 인 의견표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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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

자 공개 인 의견표명과 여론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침묵의 나선이론과 경 학  경 정보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개념인 사회  자본

을 목하여 오늘날의 의견표명 환경을 살피는 통섭

인 연구를 시도한다. 둘째, 소셜미디어상의 사회

 자본이 공개 인 의견표명에 미치는 향 가운데 

사용자가 구체 으로 어떤 인지  정보처리 경험을 

하게 되는가? 침묵의 나선이론의 한계 은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는 개개인의 성

격 인 요소나 사회 문제 해결에 한 사고방식 등

을 상당히 간과하거나 단순화한다는 이다. 침묵의 

나선이론에 한 비   하나는 실제 사회 반의 

여론형성 과정에서 사회 문제에 하여 구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향력과 그러한 개인의 활동

을 이론  임워크(theoretical framework) 안

에서 반 하지 못한다는 이다. 이를테면 CEO 행동

주의와 같은 새로운 상에 해 체 여론형성 

임워크에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해당 

이론이 개인의 의견표명 과정을 과도하게 다수와 소

수의 으로만 일반화한다는 지 을 면치 못한다. 

더욱이 침묵의 나선이론 내부에서 이러한 비 을 기

존의 이론  임워크를 보완하기보다는, 그러한 

외 인 소수의 개인을 하드코어(hardcore; Noelle- 

Neumann, 1974, 1993)로 따로 개념화하고 규정

하여 설명한다는 이다. 이로써 이론  모델로서의 

구조 인 설명력이 약해지는 한계 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셜미디어상에서 사용자가 실제

로 여론분 기를 지각하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구체 으로 어떠한 인지  정보처리 과정(information 

processing)을 경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침묵의 나선이

론에 해석수 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을 

목하여 여론형성  의견표명 과정을 개인의 정보처

리 수 에서 세 하게 살펴본다. 해석수 이론은 개

인마다 특정 상(object)이나 사건(event)을 식별

(identification)하는 수 (level)이 다르고, 이러한 

식별 수 은 심리  거리감(psychological distance)

이 멀거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달라짐을 제시한 이론

이다(Trope and Liberman, 2010). 즉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정보나 상을 하더라도 개인마다 

그것을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심리  거리감의 차이

에 따라 상을 매우 다르게 표상할 수 있다. 사회 

반의 여론형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의 해석수

 차이가 여론정보를 지각하여 처리하고 그 근거로 

공개  의견표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를 들어, 낙태 합법화와 같은 사

회  이슈가 발생했을 때 만약 특정 개인에게 해당 

주제와 련된 일을 본인이 겪거나 혹은 겪은 가족

이나 지인이 주변에 있을 때 해당 이슈에 한 사회

 거리감이 매우 가깝게 설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

하여 련 내용을 더욱 극 으로 탐색하거나 공유

하는 등의 매우 구체 인 정보처리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질문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론형성  의견표명 과정과 해석수  간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증 분석한다.

Ⅱ. 이론  배경 

2.1 여론분 기 지각과 침묵의 나선이론

개인의 여론분 기 지각 가능성을 제로 여론형성 

과정과 의견표명 로세스를 제시하는 표 인 이론

으로 침묵의 나선이론이 있다(Shin and Kwa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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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Shin, 2020). ‘침묵’과 ‘나선’이라는 

두 키워드의 조합은 이론  메커니즘을 반 한다. 

침묵은 개인의 공개 인 의견표명 여부를 나타내고,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여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모습을 나선에 비유하여 여론형성 로세스를 나타

낸다. 개인은 사회  담론이나 이슈에 한 본인의 

견해가 사회 반 인 다수로부터 지지받는다고 여

기거나, 자신의 견해가 앞으로도 우세하다고 단

할 경우 공개 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Noelle-Neumann, 1993). 반면에 자신의 견해

를 사회 으로 소수의 생각으로 단하거나, 향후 

다수로부터 인기를 잃을 것으로 단할 경우 자신의 

진짜 속마음이나 생각을 감추고 침묵을 하게 된다

(Noelle-Neumann, 1993; Shin and Kwahk, 

2018, 2019; Shin, 2020). 이 과정에서 다수에게 

지지받는 견해로 단될수록 활발한 의견표명 활동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차 세를 확보

하면서 확 하는 나선과 같이 더욱 큰 사회  목소

리로 변한다. 하지만 반 로 다수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소수의 견해로 단될수록 그 견해는  

힘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해당 생각을 지지하는 

개인은 의견표명을 주 하고 침묵을 택하게 된다. 

침묵의 나선이론을 처음 개발하고 제시한 노엘  노

이만(Noelle-Neumann)은 이러한 의견표명 로

세스의 근본 인 심리  요인으로 사회  고립의 두

려움(fear of social isolation)을 강조한다. 즉 개

인이 다수의견이라는 여론분 기 지각에서 오는 압

력에 향을 받고 침묵에 빠지기 쉬운 까닭은 자신

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Noelle-Neumann, 1993).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개인의 여론분 기 지각 여부

는 이론을 구성하는 요한 제 조건  하나다. 사

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의 재 여론분 기(current 

climate of opinion)와 미래의 여론분 기(future 

climate of opinion)를 가늠하며 추정하는 능력

(quasi-statistical ability)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하여 여론분 기와 련하는 

주요 정보들을 악한다(Noelle-Neumann, 1993). 

개인의 여론분 기 지각 가능성은 독일의 표 인 

여론조사 기  알 스바흐(Allensbach)를 통하여 가

장 먼  제시되었다. 오랜 기간을 걸쳐 수집한 규

모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1965년 독일 정당 선거에

서 발생한 막  뒤집기(last minute swing) 상

이 침묵의 나선효과의 표  사례로 제시 다. 노

엘  노이만은 독일의 주요 정당들에 한 지지자들

의 투표 의향과 어떠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

인지에 한 상, 실제 투표결과 등을 면 하게 추

하 다. 분석결과, 개별 정당에 사람들이 투표하

고자 하는 의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와 차

이가 없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지에 한 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 격차가 

발생하 다(Noelle-Neumann 1993). 1965년 최

종 인 선거 결과 승리가 상되는 정당(기민련/기사

련)으로 상당수의 부동층 표심이 움직임에 따라 선거

의 승패가 극 으로 갈라졌다. 이러한 상은 1972년

에도 반복되었는데, 1965년의 선거 결과와 다르게 

사민당이 막  뒤집기 상으로 승리하 다. 1972년

에 실시한 독일의 정당 선거 직 까지 기민련/기사

련 정당이 승리할 것이란 상은 차 감소하고, 사

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차 우세해졌으며, 

선거 막바지에 승리가 상되는 사민당으로 표심이 몰

려 승리가 결정되었다. 노엘  노이만은 특정 정당

의 승리를 상하는 유권자의 지각을 주목하고 개개

인이 여론분 기를 가늠하고 추정할 수 있음을 제시

하 다. 노엘  노이만은 두 번의 선거 결과에 나타

난 상을 시류에 합하거나 편승하고자 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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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만

으로 악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사회  고립의 

가능성을 피하고자 개개인이 여론정보를 처리하고 

그에 따라 침묵하거나 동조한 결과로 분석하 다. 

노엘  노이만은 사람들이 과연 여론분 기 변동의 

방향성을 지각하고 실제로 의견표명에 반 하는지를 

더욱 구체 으로 살피고자 독일 내 사형제도 찬반에 

한 개인의 견해와 개인이 지각하는 다수의 견해를 

추 하 다(Noelle-Neumann 1993). 분석결과, 

1971년에서 1979년 동안 독일 내에서 사형제도 찬

반에 한 개인의 견해 추이 변동과 개인이 지각하는 

다수견해의 추이 변동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는 을 

발견하 다. 국내에서도 침묵의 나선효과를 살피는 

여러 연구들이 존재한다. Yang et el.(2018)은 

한민국의 19  선을 배경으로 유권자의 의견분

기 지각이 후보자 지지의 의견표명과 투표 참여에 통

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침을 실증 으로 제

시하 다. Kwon(2018)은 이슈의 특성에 따라 침

묵의 나선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실증 으로 제시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

들이 지각하는 민감성이 다르고 공개 인 의견표명

에 차이가 발생하 다. Shin and Kwahk(2018)

은 한민국의 주요 사회 이슈 던 사드배치 논란을 

배경으로 소셜미디어상의 침묵의 나선효과가 존재함

을 실증 으로 제시하 다. 해당 연구에서 소셜미디

어상의 자기검열과 자기감시가 서로 반 의 효과로 

부정  평가의 두려움과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 사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의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침묵의 나선이론을 

근거로 개인의 여론분 기 지각과 의견표명 간의 계

를 살피는 수많은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었다. Matthes 

et al.(2018)은 침묵의 나선이론과 연 하는 66편

의 실증연구를 상으로 메타분석(meta-analysis)

을 실시하여 여론분 기 지각과 개인의 의견표명 사

이에 정(+)의 향 계가 있음을 밝혔다. 한, 해

당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아우르는 온라인상에서의 해

당 인과 계가 오 라인 환경 조건에 비교하여 약하

지 않음을 강조하 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Kushin 

et al.(2019)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의 

선 기간 동안 트럼  지지에 한 페이스북상의 여

론분 기 일치도(opinion congruency)와 후보자 

지지에 한 공개 인 의견표명 사이의 향 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데 주목할 은 익명의 조건에서 트럼  후보 지지

에 한 여론분 기 일치도가 증가할수록 해당 후보 

지지와 련하는 공개 인 의견표명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으며, 고립의 두려움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

서 그 효과가 더욱 의미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이는 당시 미국 선 상황에서 트럼  후보에 

한 공개 인 지지가 표상하는 사회 인 정체성이

나 이미지가 침묵의 나선효과에 향을  것으로 

악할 수 있다. 한 해당 연구결과는 고립의 두려

움을 제하는 침묵의 나선이론의 의견표명 로세

스가 소셜미디어상에서도 여 히 작동함을 새롭게 

확증하 다. 이것은 기존 미디어 환경과 다른 소셜

미디어의 특징을 잘 드러내었으며, 청 들의 경계가 

흐려진 SNS상에서 높아지는 공개성(publicness)

이 개인의 여론분 기 지각을 통한 의견표명 로세

스에 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Kushin et 

al., 2019). 

개인의 여론분 기 지각과 연 하는 소셜미디어의 

주요한 특징들을 Neubaum and Krämer(2017)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 의견표

명 환경은 ‘Mas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으로 표되는데, 이것은 인 간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과 매스미디어의 특징이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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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환경을 의미한다(Neubaum 

and Krämer, 2017). 해당 연구자들은 소셜미디어

로 표되는 오늘날의 의견표명 환경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 다. 첫 번째는 매스미디어와 이용자

가 생산한 콘텐츠의 병치(juxtaposition of mass 

media and user-generated content)이다. 이것

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기

사 하단에 독자들이 생성한 댓 이 함께 배치되는 

것을 로 들 수 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매스미

디어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메시지에도 

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여론분 기 지각과 

련하는 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작동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이념  동질성과 이질성

(ideological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of online networks)이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에 따라 이용자들의 선택  정보 검색에 근

거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과 련이 깊다. 필터버블로 인하여 소셜미디어상에

서 비슷한 생각이나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정

보 교통이 집 되는 이른바 유유상종 혹은 에코챔버

(echo chamber) 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 으

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빅데이터로 표상되는 수많

은 정보의 범람 가운데에서 자신의 선호나 의견이 반

된 정보만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다양한 

정보의 소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 때문

에 개인의 선호된 맞춤형 정보에 근거하여 여론분

기 정보를 탐색하게 될 우려가 존재하며, 동시에 여론

분 기에 한 왜곡된 지각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자신을 표 하는 기술 인 편리함(technical 

ease to express oneself)이다. 이것은 개인이 손

쉽게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기능  

특징들과 련한다.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화된 청

들(networked audiences)이다. 이것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강한 연결과 낯선 사람들과의 계인 

약한 연결을 포 하는 소셜미디어의 특징과 련하

여, 이들 연결의 경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한데 엉켜 

과거의 미디어 환경과는  다른 의견표명 환경을 

연출함과 련한다. 인종, 학력, 출신, 지역과 계

없이 불특정한 개인들이 SNS상에서 비슷한 생각이

나 심사 등을 기 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범

한 규모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 새로운 약한 

연결(weak ties)의 확 는 더욱 범 한 여론분

기 정보에 한 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이

런 약한 연결의 확  측면에서 소셜미디어의 의견표명 

환경과 연결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의 련성을 충분하게 가늠하는 부분이다. 

침묵의 나선이론의 주된 한계 은 해당 이론이 고

립의 두려움 개념을 강조하고 요시한 나머지 여론

형성  의견표명 과정을 지나치게 수동 인 으

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Dalisay et al.(2012)은 침

묵의 나선이론과 사회  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을 이론 으로 연계하여 처음 제시하 다. 

사회  자본의 형성과 성장은 사회 문제에 한 개

인의 극 인 의견표명을 이끌어낸다(Lee et al., 

2017). 즉 사회  자본의 개념과 침묵의 나선이론

의 여론형성 과정을 함께 연계하여 고려한다면 침묵

의 나선이론에 내포한 개념 으로 수동 인 요소들

을 극복하는 이론  확장이 가능하다. Dalisay et 

al.(2012)은 신뢰(trust), 이웃 간 사회  상호작용

(neighborliness)과 같은 개인 차원의 사회  자본

이 증가하면 지각된 의견지지(perceived support 

for one’s opinions)가 증가하고, 이를 매개하여 공

개 인 의견표명의지가 증가함을 제시하 다. 그러

나 해당 연구는 오 라인상에서의 사회  자본 형성

이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에 미치는 향만을 실증

으로 제시하 을 뿐, 소셜미디어상의 사회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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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련하여 실증 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한, 이와 련하여 후속 연구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

려운 실정이다.

2.2 SNS 사회  자본과 공개 인 의견표명

사회  자본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에 앞서 많

은 학자들이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은 해당 용어

에 한 정의가 무려 10여 가지가 넘는다는 이다

(Adler and Kwon, 2002). 이러한 사실은 사회  

자본에 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범 하게 진행

되었으며 해당 개념에 해 많은 학자들이 심을 가

지고 있음을 반 한다. 표 으로 Coleman(1990)

은 개인이 특정한 집단의 사회  계에 참여하거나 

속하게 되어 획득하고 진될 수 있는 자원을 사회

 자본으로 제시하 다. 사회구조 안에서 개인은 

생산 인 사회  계망을 통해서 특정한 목 을 이

루거나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다른 형태의 자본을 활용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

는 친구, 동료 등의 네트워크로 사회  자본을 설명

한 Burt(1997)의 개념과도 하다. 이러한 정의

들은 개인과 사회와의 계 형성에 주목하고 그러한 

계 속에서 개인이 획득하는 무형의 자원이나 능력

에 을 둔다. Putnam(2000)은 구성원들 사이

의 상호호혜 인 이익 증 를 추구하기 한 공동의 

조 과 력을 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  신

뢰 등을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로 제시하 다. 이

러한 은 하나의 사회  집합체(collectivity) 혹

은 공동체 내에서 여러 엑터(actor)들이 함께 가지

고 있거나 공유하는 계의 구조에 을 맞추어 

사회  자본을 설명하며, 사회  자본의 형성이 사

회에 미치는 향에 해 주목한다. Putnam은 이

탈리아와 미국에서의 사회  자본 형성과 특성, 시

민참여의 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 다. 그는 사회

으로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수평  네트워크

가 확장하며 호혜 인 규범이 형성될 때 시민들의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이 쉬워짐을 강조한다

(Norris, 2002). 한, 사회  자본의 형성은 시민

들의 자발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 구성

과 참여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한 선순환 인 학습효

과를 통하여 시민의식이 성숙해질 수 있는 배경으로 

작동한다. 사회  자본은 그 특성에 따라 결속  사

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 연결  사회자본

으로 분류할 수 있다(Putnam, 2000; Williams, 

2006). 결속  사회자본은 가족 는 친한 친구 

계와 같이 강한 연결(strong ties)을 바탕으로 개인

들이 서로 간에 제공하는 감정 이거나 실질  지원

(support)을 뜻하며, 이러한 유형의 지원을 제공하

는 사회  네트워크도 결속  사회자본으로 간주한

다(Williams, 2006). 결속  사회자본을 제공하

는 개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서로 동질한 

사회  배경 혹은 공통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강한 

연결이나 감정  유 감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다

(Williams, 2006). 연결  사회자본은 서로 잘 알

지 못하며 마다 다른 배경을 지닌 개인들이 서로 

간의 약한 연결을 바탕으로 획득할 수 있는 지원을 

의미한다(Williams, 2006). 이러한 상호 간의 약

한 연결은 개인에게 사회  이나 세계 을 확장

하는 기회, 새로운 자원이나 정보 획득에 한 기회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SNS로 일컫는 여러 소셜미디어 환경은 사

회  자본이 형성되기 매우 용이한 미디어 공간이다. 

소셜미디어 환경을 통해 개인은 지속 인 사회  네

트워크 형성  확장이 가능하다. 소셜미디어의 

표 인 사회  순기능이 바로 사회  자본의 확 로 

제시할 수 있으며 련하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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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Ellison et al., 2014; Gil de Zúñiga et al., 

2012; Su and Chan, 2017). 소셜미디어를 이용

한 사회  상호작용은 단지 네트워크 안에서 구성원

들 사이의 정서  소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정보 교류와 정보 확산과도 련한다. SNS 활용에

서의 낮은 거래비용(low transaction cost)은 새

로운 네트워크 형태의 자발  결사체 형성과 시민

참여의 증 , 시민들의 집합행동 조직화를 용이하

게 하는 요소이다. 특히 SNS는 개인의 연결  사회

자본을 크게 증 시키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연결

의 기하 수 인 증가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

(networked social citizen)이라는 새로운 시민 

개념을 생하 다(Sinclair, 2012). 소셜미디어상

에서의 사회  연결은 결속  사회자본을 이루는 가

족이나 친인척, 친구와 같은 강한 연결뿐만 아니라 

건 서 면식이 있는 사람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사람

들과 같은 약한 연결  불특정한 다수와의 연결까

지 포함한다. Granovetter(1973)는 소셜미디어의 

등장 이 에 약한 연결의 확장이 가져다주는 이 과 

효과에 해 제시하 다. 사회연결망에서 강한 연결

보다도 약한 연결이 사회  상호작용 가운데 정보 

달력이 높으며, 약한 연결의 확 는 새로운 정보의 원

천으로써 작동한다고 보았다(Granovetter, 1973). 

약한 연결 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정보가 양

으로나 질 으로 풍부하게 공유될 수 있으며 정보

의 확산이 상 으로 용이하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약한 연결이 크게 확 될 수 있고, 연결  사

회자본의 극 화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들이 쉽게 유

통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다(Lee et al., 

2017). 국내 연구  Shin and Lee(2012)는 한국

의 트 터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사회  

자본의 유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제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SNS 모두 결속  

사회자본과 연결  자본이 높게 형성되어있다. 그러

나 트 터가 페이스북보다 연결  사회자본을 더 높

게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로 트

터상에서의 연결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여러 참

여  행동 증진이 페이스북 조건보다 효과 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여 소셜미디어상의 사회  

자본 형성이 공개 인 의견표명에 미치는 향을 실

증 으로 보여  연구들이 존재한다(Choi and Shin, 

2017, Lee et al., 2017; Warren et al., 2015). 

국내 연구  Lee and Lee(2013)는 SNS 이용자

들의 온라인 구  행동에 미치는 향을 개인  특

성, SNS 특성, 인  향, 사회  자본을 심으

로 제시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성, 신뢰성, 

규범  향, 연결  사회자본, 그리고 결속  사회

자본이 온라인 구 행동을 증 시켰으며, 연결  사

회자본의 향력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이 페이스북은 규범  향이, 트 터에서는 연결  

사회자본이 SNS 구  행동에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SNS 유형에 따른 사회  자본의 차이

가 두드러졌다. 2014년의 홍콩 우산 시 를 배경으

로 Lee et al.(2017)은 학생들의 시 참여 행동

과 시 에 한 지지 행동 표명을 소셜미디어 이용 

측면에서 실증 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소셜미

디어 이용상에서 사회  자본 형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인 계상의 신뢰(interpersonal trust)

와 여러 형태의 효능감(efficacy)이 태도 형성과 의견

표명의 디지털 참여, 개인  시민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rren et al.(2015)

은 사회  자본과 련하여 페이스북상에서의 온라

인 시민참여 행동에 미치는 선행변수들을 구조 으

로 제시하 다. 분석결과, 사회  상호작용 연결

(social interaction ties)은 신뢰(trust), 공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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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비 (shared languages and vision), 사

회  이슈에 한 페이스북상의 포스  행동(civic 

publication)에 정의 향을 미쳤다. 신뢰는 포스  

행동에 정의 향을 미치고, 시민 행동(civic actions)

에도 정의 향을 주었으며, 체 모델에서 신뢰를 

통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Valenzuela et al. 

(2018)은 페이스북과 트 터의 차이 을 주목하고, 

각각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을 

매개하여 시민참여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으

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페이스북 사용은 

강한 연결의 증가를 통해 항의(protest)의 공개

인 의견표명 활동에 정의 향을 미쳤다. 반면에 트

터의 사용은 약한 연결의 증가를 통하여 항의의 

공개 인 의견표명 활동을 증 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Putnam이 주장한 바와 같이 소셜미디어를 통

한 사회  자본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자발

 결사체를 이루고 이들의 집합행동을 이끌어내어 

한 국가의 역사  흐름이 바  사례가 존재한다. Ali 

et al.(2019)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  자본의 

형성으로 말미암은 다양한 사회  소통  의견표명 

증 , 집단  시민참여 행동이 2011년 이집트의 

통령 호스니 무바라크의 퇴진을 이끌고 이집트 명

을 성공시켰음을 제시하 다. 

2.3 해석수 이론과 의견정보처리 과정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본질을 환상으로 이해하 으

며, 시간과 공간이 상 임을 밝힌 것은 과학  상

식으로도 리 알려져 있다. 과학 인 지식에 근거

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경험 으로 마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 흥

미로운 일을 집 하여 수행할 때 시간이 빠르게 지

나간 것처럼 느낀다. 반면에 지루하거나 내키지 않

는 일을 수행할 경우에는 좀처럼 시간이 흐르지 않

는 것만 같다. 유사한 비유로 군 를 곧 역할 병장

에게는 지나간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다. 하지만 갓 입 한 이등병에게 동일한 그 시간이 

까마득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일상의 경험을 반 하

듯 해석수 이론은 특정 상이나 사건에 해 개인

이 지각하는 심리  거리감에 따라서 이를 표상하여 

받아들이는 방식과 해석하는 생각의 수 이 달라짐

을 제시한다(Trope and Liberman, 2010). 해석

수 이론은 특정 상이나 사건이 개인에게서 떨어

져 있음을 평가할 때 시간을 기 으로 하는 시간  

거리감(temporal distance)에 따라서 사고와 행동

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한 시간해석이론(temporal 

construal theory: Liberman and Trope, 1998)

에서 출발하 다. 그리고 이론 으로 차 확장하여 

공간에 한 지각을 기 으로 공간  거리(spatial 

distance), 사회 으로 계함을 기 으로 사회  

거리(social distance), 발생 확률에 한 기 으로 

확률  거리(hypothetical distance)까지 다양한 

역의 심리  거리로 해석수 이론이 확장되었다. 

동일한 상과 사건에 해서 개인마다 서로 다른 

해석의 수 은 측과 선택, 평가, 행동, 범주화 등

의 결과에서 차이를 발생시킨다. 를 들어,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할 때 당장 내일 출발하는 사람은 짐

을 싸는 방법을 검색하거나 일정이나 장소를 검하

는 등의 구체 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몇 개월 뒤에 여행을 떠날 정이거나 여행을 계획

하는 사람은 그 여행이 지니는 의미나 힐링 등의 추

상 인 생각에 몰두하게 된다. 즉 ‘여행’이라는 동일

한 사건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지각하는 시간 인 

거리감에 따라 상에 한 표상의 방식이 달라진다. 

해석수 이론에서 제시하는 ‘해석의 수 ’이란 정보

처리 방식과 깊게 련한다. 개인이 특정 상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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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경우 심리 으로 가까운 것에 해서는 구체

이며 부수 인 정보를 심으로 하 수 의 해석

(low level construal)을 수행하고, 반면에 심리  

거리감을 멀게 느끼는 상에 해서는 추상 인 형

태의 정보를 심으로 상 수 의 해석(high level 

construal)을 수행한다(Trope and Liberman, 

2010). 상이나 사건에 하여 지각하는 시간  

거리감, 공간  거리감, 사회  거리감의 가깝고 먼 

정도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해석수 의 체계가 작동

한다. <Table 1>을 통해서 심리  거리감과 해석수

의 계에 따른 특징들을 정리하 다(Trope and 

Liberman, 2003).

이러한 해석수 의 차이는 특정 상과 연 한 정

보나 메시지에 해서 상반된 평가와 의사결정을 일

으킬 수 있다(Fujita and Han, 2009). 한, 심

리  거리감과 해석수 의 일치 혹은 합(fit)은 태

도의 변화에 주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를 들

어, 설득을 시도할 때 하 수 의 해석으로 구체 인 

방법에 해당하는 실행 가능성(feasibility)을 강조

할 것인지, 상 수 의 해석으로 추상 인 가치에 해

당하는 바람직성(desirability)을 강조할 것인지의 

차이를 로 들 수 있다. 당장 필요에 따라 어떤 물

건을 구입하여 가까운 시간 내에 사용할 의향이 있

는 사람은 물건에 한 심리  거리감이 가깝게 형

성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제품의 구체 인 

특징들과 실행 가능성, 수단의 용이함 등에 을 

맞추어 설득하면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반면에 시

간상으로 먼 미래에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라면 구

매가 표상하는 목 이나 가치, 바람직성과 같은 추

상 인 정보를 활성화할 때 설득 효과가 커질 수 있

다. Fujita et al.(2008)은 해석수 의 속성들과 

시간  거리감의 상호작용에 따른 특정 제품에 한 

태도의 차이를 실증 으로 제시하 다. 해당 연구의 

여러 실험 가운데 하나는 피험자에게 시간상 가까운 

미래 조건이나 먼 미래 조건에 DVD 이어를 구

매를 고려하는 상황을 상상하도록 유도하 다. 그 

후에 특정 DVD 이어 제품에 한 여러 가지 설

명을 피험자에게 제시하 다. 이 과정에서 한 집단은 

해당 제품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다’와 같은 바

람직성과 련한 설명들이 포함된 설명서를 읽게 하

심리  거리 해석수 특징

가까운 거리 하 수  해석

구체 (concrete)

복잡한(complex)

비구조화된, 비 일 된(unstructured, incoherent)

맥락 인(contextualized)

부차 인(secondary, surface)

하 의(subordinate)

먼 거리 상 수  해석

추상 (abstract)

단순한(simple)

구조화된, 일 된(structured, coherent)

비 맥락 인(decontextualized)

핵심 인(primary, core)

상 의(superordinate)

<Table 1> 심리  거리와 해석수 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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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는 실행 가능성을 강조하는 설명서를 읽

게 한 후 제품에 한 태도 차이를 측정하 다. 실험

결과, DVD 이어 구매가 먼 미래시 인 조건에

서는 가치 련 설명서를 받은 피험자가 실행 가능

성 설명서를 받은 피험자보다 해당 제품에 하여 

더 정 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가까운 미래

시 의 구매 조건에서는 실행 가능성 조건이 바람직

성 조건보다 더 정 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즉 바

람직성과 같은 추상 인 정보는 가까운 미래 조건보

다 먼 미래 조건에서 평가에 더 많은 향을 미치고, 

실행 가능성과 같은 구체 인 정보는 가까운 미래 

조건에서 더 많은 향을 주었다. 이러한 태도의 차

이는 뉴스 보도 메시지에 한 평가에서도 발견된

다. 를 들어, Do and Na(2014)의 연구는 북한

과 련하는 언론 보도 메시지에 한 개인의 해석

수 과 시간  거리감이 통일에 한 태도와 쟁 

험 인식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통일에 해서 시간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조건에서 추상  메시지보다 구체  메시지

가 통일과 련한 정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사회  담론이나 이슈에 해 찬성과 반

의 견해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다. 를 들어, 한국의 최

임  인상과 연 한 문제에 해서 당장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

당 이슈에 해 매우 가까운 사회  거리감을 형성

할 수 있다. 사회  담론에 한 개개인의 사회  거

리감의 차이는 해석수 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것이 

정책에 한 태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를 들

어, 한민국의 ‘통일’이라는 사회  담론에 해서 

당장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라고 지각하는 사

람과 아주 멀리 떨어진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지각

하는 사람 간에는 해당 문제를 하는 태도나 근 

방식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머지않아 통일

이 될 것을 상하는 사람과 결코 그 지 않다는 사람 

간에 지지하는 정책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

로 말미암아 사회  이슈와 련된 개인의 의사결정

이나 의견표명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혹은 특정 

지역에 쓰 기장을 도입하는 문제나 혹은 사드 미사

일 배치와 같은 이슈에 있어서 해당 이슈와 련하

는 지역이 공간 으로 가깝게 느껴지는가 혹은 멀게 

느껴지는가에 따라서 해당 담론에 한 개인의 태도

나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다. 사회  이슈와 련한 

개인의 태도 형성과 의견표명 로세스상에서 심리

 거리감에 따른 정보처리 과정의 을 도입하여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다. 

Ⅲ. 연구모델  연구가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상에서 형성된 사회  자본

이 개인의 의견표명 로세스에 미치는 향을 두 

이론―침묵의 나선이론, 해석수 이론―의 에서 

제시한다. <Figure 1>을 통해서 본 연구의 연구모

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매우 

요하게 다 지는 변수인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를 

종속변수로 선정하 으며, SNS 사회  자본을 독

립변수로 제시하 다. 그리고 두 변수― 재 여론분

기 일치도(current opinion congruency), 태도

의 확신성(attitude certainty)―를 매개변수로 구

성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구조

으로 제시한다. 추가 으로 해석수 이론에서 심

리  거리감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인 사회  거리감

을 조 변수로 구성하여 SNS 사회  자본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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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분 기 일치도와 태도의 확신성에 미치는 향

을 더욱 상세하고 구체 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그

리고 사회  거리감에 따라 SNS 사회  자본이 공

개 인 의견표명의지에 이르는 과정상에서 매개효과

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조 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SNS 사회  자본과 의견표명 환경

사회  자본은 특정한 집단이 공유하는 공동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개인을 지원하며 한 규범

으로 규제하는 역할과도 련한다(Portes, 1998). 

사회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생

각을 하는지 혹은 어떠한 세계 을 가졌는지를 공유

하는 기회가 증가하고, 이것은 공통으로 비슷한 생

각을 하는 여러 구성원 간의 응집력을 더 강하게 이

끌어낸다. Lee et al.(1991)은 일반 으로 사람들

이 자신의 지역사회나 자신과 련한 사회  맥락에 

있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유 감을 형성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사회  자본 형성과 

한 련이 있음을 제시하 다.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사회  자본이 증가할수록 정치  참여 행동(political 

participation)이 증가함을 제시하는 여러 선행연구

들이 있다(Gil de Zúñiga et al., 2012; Valenzuela, 

2013). Gil de Zúñiga et al.(2017)은 소셜미디어

를 통하여 사회  자본이 의견표명과 같은 여러 가지 

시민참여 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참여의 진입장벽 해소를 주목하

다. 표 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커뮤니티 구성

원들과의 상호 연결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이러한 이 을 활용하여 오 라인상의 경

제  자원을 아끼고 참여 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을 

약할 수 있다. 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수많은 

<Figure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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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를 유지하거나 진시켜 사회  상호작

용을 증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가 사회  자본 형

성의 요한 배경이 되는 까닭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와 유사한 커뮤니티 는 다른 사용자

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과의 상호소통이 

쉽게 가능하다는 에 있다. 상호작용의 증가는 사

용자 사이의 정보와 공통 가치  자원의 원활한 교

환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로 인하여 소셜미디어가 시

민참여 행동을 증진시키는 배경으로 작동하게 한다. 

Moy et al.(2001)과 Oshagan(1996)은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이 속

하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거집단의 향력을 주목

하 다. 거 그룹은 속해 있는 개인들에게 사회 문

제에 한 정보, 개인의 태도와 신념, 행동의 

성과 바람직함에 한 기 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

(Deutsch and Gerard, 1955). 거 그룹의 형성

은 사회  지지(social support)와 사회  자본의 

형성과 아주 한 련이 있다(Dalisay et al., 

2012). 오늘날 소셜미디어 환경이 일상의 한 부분으

로 도입되어 통 인 거 그룹의 개념 인 경계가 

크게 확장하 다. 기존의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

와 같은 경계를 넘어서 심사나 가치 , 이념 등으

로 범주가 확 되어 새로운 형태의 거 그룹을 소

셜미디어를 통하여 형성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상의 

새로운 형태의 거 그룹 등장과 사회  자본의 형

성을 통하여 개인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하여 

공개 으로 의견표명 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를 확

보할 수 있다. 이러한 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1: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SNS 사회  자본은 공

개 인 의견표명의지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2 SNS 사회  자본과 재 여론분 기 일치도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들과 여론 분 기 지각과 

련하는 지각된 의견지지 사이의 향 계가 Dalisay 

et al.(2012)의 연구에서 구체 으로 제시되었다. 

동질성(homophily)은 유사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계를 형성함을 나타내는 ‘유유상종’과 유사한 개념이

다. 근본 으로 개인은 자신과 비슷한 가치 을 지니

고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들과 그룹을 형성하거나, 그

러한 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Dalisay 

et al., 2012). 소셜 네트워크 이론과 연 한 여러 

연구에서 개인은 자신과 련하며 자신을 둘러싼 연

결을 자기선택(self-select)을 통하여 결정하는 경

향이 있음이 제시되었다(Dalisay et al., 2012; 

Huckfeldt and Sprague, 1995; McPherson et 

al., 2001). 이러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사회학  

상이 동질성이며 이것은 인종과 나이, 성별과 종교

와 교육, 직업 등을 포 하는 다양한 인구 통계  특

성에서 범 하게 나타난다. 동질성은 사회  자본

의 심 인 개념을 구성하며, 사회  자본의 효과

는 동질 인 사회 집단을 형성할 때 개인의 선택성

을 반 한다(Dalisay et al., 2012). 를 들어, 

크리스천이 교회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부분은 자신

의 믿음이나 신앙생활과 부합하는지 는 자신이 기

하는 가치를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된다. 혹은 한 개인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기

를 희망할 때 기업의 임 인상 여부에 한 상력 

증 , 기업의 복리후생 증  등의 비슷한 목 과 견

해를 지닌 사람들과 연 할 것을 기 한다. 이러한 

기 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  계망 안에서 개인

은 구성원들이 사회에 한 비슷한 이나 견해를 

공유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개인에게 이러한 

사회  집단과의 연 은 일련의 가치와 신념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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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를 통하여 개인이 그룹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인식할 수 있음이 여러 문헌을 통하여 제

시되었다(Huckfeldt and Sprague, 1995; Jussim 

an Osgood, 1989). 이러한 사회  자본의 동질성 

효과와 개인의 지각을 고려했을 때, 개인은 다양한 

사회 이슈에 한 자신의 견해에 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지지받을 수 있음을 

기 할 수 있다. 이런 들을 고려하여, 한 개인이 

속하고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사회  자본이 증

할수록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 문제에 한 여론분

기 일치도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Huckfeldt et al.(1995)은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의 계의 강도(약한 연결, 강

한 연결)가 더욱 범 한 사회  견해에 근하는 

것에 요한 요인임을 제시하 다. 해당 연구는 배

타 이며 강한 연결의 특성을 지닌 응집력 높은 집

단은 구성원들을 더 넓은 사회의 여론분 기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에 개인에게 연결된 약한 연결들이 더 많아질수록 

더 큰 사회 반의 여론분 기를 지각할 수 있다. 이

러한 약한 연결이 극 화하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

이 바로 소셜미디어다. Choudhury et al.(2010)은 

페이스북, 유튜 와 트 터 같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구성원 사이의 동질성에 기반을 둔 네트워

크가 있음을 강조하 다. 한, 이러한 네트워크가 

집단의 발 과 정보의 확산 등과 한 연 이 있

음을 제시하 다. 개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심

사를 심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커뮤니티 검색이 가

능하고 약한 연결의 확 를 꾀할 수 있다. 더욱이 자

기 생각과 가치 을 변하는 인물이나 그와 련하

는 정보도 쉽게 탐색할 수 있다. 공통의 심사를 바

탕으로 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  자본의 형성은 네

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의 정서  지지, 정보 교류 등

의 활발한 활동을 진한다. 이러한 을 고려하면 앞

서 언 한 동질성의 효과가 오 라인상에서의 사회  

자본보다도 소셜미디어상의 사회  자본에서 더 크

게 작동할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 이러한 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2: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SNS 사회  자본은 

재 여론분 기 일치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3 SNS 사회  자본과 태도의 확신성

태도는 특정 상이나 상에 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 인 평가나 호감을 뜻한다면, 태도의 확신

성은 그러한 자신의 태도가 확실하고 정확하다고 지

각하는 정도를 말한다(Gross et al., 1995). 태도의 

확신성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정 태도에 한 자신

감과 확신으로 자신의 태도가 옳고 명백하다는 믿음

을 반 한다(Petrocelli et al., 2007). 따라서 태도

의 확신성은 태도에 한 메타인지(metacognitive)

로 볼 수 있으며, 태도와는 독립 으로 다른 개념이

다. 를 들어, 개인이 특정 정책에 하여 찬성과 반

 혹은 정과 부정의 태도를 보일지라도, 그러한 

생각에 한 개개인의 확신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사회  자본 형성과 태도의 확신성 사이의 

계를 살펴볼 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는 사회  맥락의 요소(social contextual factors)

이고 둘째는 정보처리 과정이다(Visser and Mirabile, 

2004). 사회  맥락의 측면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태도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유된다고 

지각할 때 자신의 태도를 더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Petrocelli et al., 2007; Visser and Mirabile, 

2004). 개인이 가진 태도에 한 지각된 사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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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높아질수록 태도의 확신성도 높아진다(Visser 

and Mirabile, 2004).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태도

가 공유될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음을 지각할 때, 

자신의 태도에 한 사회  검증이 가능하다는 단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Fazio, 1979). 사회  자

본의 형성을 통하여 개인은 당면한 문제와 련한 

정서  지지나 실질 인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새로

운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증가할 수 있다

(Williams, 2006). 더욱이 사회  자본의 유유상

종 효과를 통하여 여러 사람과 소통과 교류의 가운

데에서 개인은 응답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것은 태도의 확실성을 증 시킨다(Tormala and 

Rucker, 2007). 특히 SNS는 강한 연결을 포 하

고 약한 연결의 극 화를 통하여 사회  자본의 형

성이 매우 용이한 공간이다. SNS를 통해 개인은 특

정 문제에 한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와 태도를 실

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견해와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SNS 사회  자본의 증가

가 태도의 확신성을 증가시킴을 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정보처리 과정 에서 상이나 상에 

한 인지  정교화(cognitive elaboration)가 높아

질수록 태도의 확신성이 증 한다(Smith et al., 

2008). 인지  정교화란 태도를 형성하는 상에 

한 정보  측면에서의 의미 평가를 신 하게 수행

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지 으로 정보처

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  자본과 태도의 확신성의 

직 인 향 계를 제시하는 연구들은 상 으

로 드물다. 다만, 태도와 련해서 개인의 정보처리 

과정에 주목하는 선행연구들과(Barden and Petty, 

2008; Smith et al., 2008), 사회  자본을 통하

여 지식의 통합 가능성  정교화 가능성을 주목하

는 선행연구들(Cao et al., 2015; Lee and Choi, 

2017)의 을 통하여 두 변수의 계를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 Smith et al.(2008)은 태도의 확

신성을 증 시키는 변수로 태도와 련된 지식의 양

(amount of attitude relevant knowledge), 인지

 정교화의 양(amount of cognitive elaboration), 

구조  일 성(structural consistency), 지각된 지식

(perceived knowledge), 지각된 생각(perceived 

thought) 그리고 지각된 모호성(perceived ambivalence)

을 제시하고 구조 인 인과 계를 실증 으로 제시

하 다. Cao et al.(2015)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네트워킹이 증가하면 사회  자본의 주요 요소인 신

뢰와 공유된 언어(shared language)를 증 시키고 

이것이 지식의 통합에 정의 향을 미침을 실증 으

로 제시하 다. SNS 사회  자본이 증가할수록 네

트워크 구성원들은 약한 연결들의 확장을 통하여 다

양한 정보  이득과 세계 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 

SNS 사회  자본의 형성은 정보  측면에서 사용

자들의 정교화 과정  지식 통합의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해서 자신의 태도를 더욱 확실하게 함을 

상할 수 있다. 사회  맥락의 요소와 정보처리 과

정을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3: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SNS 사회  자본은 태

도의 확신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4 재 여론분 기 일치도와 태도의 확신성

개인은 사회  합의(social consensus)와 사회  

동의(social agreement)를 통하여 지지받을 경우 

자신의 태도와 신념에 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다(Tormala and Rucker, 2007). 사람들은 보

편 으로 사회  합의 과정을 경험하여 사회  상

에 한 타당성을 유추한다. 한, 이러한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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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각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유

사한 태도를 지니거나 공유하고 있음을 추정하는 신

호로 작동한다. 즉 사회  합의에 한 지각은 개인

에게 자신의 태도가 어느 정도로 사회 으로 받아드

려지고 올바른지(correct)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태도와 의견의 타당성을 확

립하려고 사회 비교 로세스(social comparison 

process: Fazio, 1979)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태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마주

하는 사람들과 공유된다는 을 발견할 경우, 자신

의 태도를 더욱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Fazio, 1979). 

Tormala and DeSensi(2009)는 구체 으로 정책

에 하여 다수가 지지하는지 소수가 지지하는지에 

한 정보의 출처(source) 그리고 논거의 질(argument 

quality)이 상호작용하여 태도의 확신성의 정도가 결

정됨을 실증 으로 제시했다. 구체 으로 실험참가

자가 소수 지지 출처의 메시지를 받을 경우, 해당 메

시지에 강력한 논거가 담겨 있는 조건보다 약한 내

용이 담겨 있는 조건에서 참가자가 지닌 태도의 확

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참가자가 다

수 지지 출처의 조건에서 메시지를 받을 경우 강한 

논거 메시지 조건이 약한 논거의 조건보다 태도의 

확실성이 높게 나타났다. 정책에 한 찬반에서 다

수가 지지하는지 소수가 지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

보와 메시지의 품질이 동일한 결론을 향하는 일치의 

조건 상태가 태도의 확실성 형성에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치의 효과는 개인이 지닌 견해

와 다수견해가 일치할 경우 태도의 확신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을 상할 수 있다. Tormala et al. 

(2009)은 메시지 응답의 유사성과 유사한 태도의 

정도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태도의 확실성이 증가

함을 실증 으로 제시하 다. 메시지에 한 타인의 

응답 반응이 본인과 비슷하고, 타인과 자신의 태도 

한 비슷하다고 지각할 경우 태도의 확신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회  담론에 한 

견해가 다수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지각이 높아질수

록, 자기 견해에 한 신념과 해당 생각에 한 진실

성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4: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재 여론분 기 일치

도는 태도의 확신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5 재 여론분 기 일치도와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

여론분 기 일치도와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 사이

의 인과 계는 오랫동안 침묵의 나선이론과 연 된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Matthes et al. 

(2018)은 66개의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을 활용

하여 여론분 기 일치도와 온라인상의 의견표명 간의 

정(+)의 향 계를 실증 으로 제시하 다. Liu 

et al.(2017)은 지각된 의견 불일치와 페이스북상

의 의견표명행 —댓  쓰기, 개인의 견해 없이 공

유, 개인의 견해와 함께 공유— 사이의 계를 실증

으로 제시하 다. 분석결과, 페이스북상에서의 지

각된 의견 불일치가 높아질수록 각각의 의견표명 행

동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Hampton 

et al.(2017)의 연구 역시 페이스북상에서의 의견

일치도와 페이스북상에서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

지의 정도 사이에 정(+)의 향 계가 있음을 실

증 으로 제시하 다. 한 트 터상의 의견일치도

와 직장 동료들 간의 의견일치도가 오 라인 직장환

경에서의 토론 참여 의지에 정(+)의 향을 주는 것

을 실증 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실증  연구 결

과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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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재 여론분 기 일치

도는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6 태도의 확신성과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

소셜미디어  오 라인상에서의 정치  의견표명 

로세스를 실증 으로 제시한 Hampton et al. 

(2017)은 다양한 조건―페이스북, 가족들과의 녁 

식사자리, 친구들과의 식사자리, 직장  커뮤니티 

모임―상에서의 토론 참여 의지에 한 선행요인으

로 태도의 확신성을 제시하 다. 분석결과, 태도의 

확신성은 온․오 라인 상황을 막론하고 사회  이

슈에 한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통계 으

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쳤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태도의 확신성이 높을 경우 다른 사람들을 설

득하려는 행동(Visser et al., 2003)과 시청(city 

hall) 같은 공개 인 장소에서의 연설(Akhtar et 

al., 2013)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개 인 옹호

(advocacy) 활동에 더 기꺼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Akhtar and Wheeler(2016)의 연구도 태

도의 확신성이 높아질수록 타인을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함을 실증 으로 보여주었다. Tormala 

and Rucker(2018)는 태도와 설득과 연 된 연구

들에서 주요하게 다 진 태도의 옹호(attitudinal 

advocacy)를 상에 한 지지와 반 의 표 으로 

정의하 다. 이것은 물건이나 랜드 혹은 정책이나 

공 인 후보자에 한 지지와 반 의 표  등을 포

함하며, Tormala and Rucker(2018)는 태도의 

옹호를 일종의 의견표명으로 제시하 다. 변수명에 

한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 태도의 옹호는 결국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제시하는 공개 인 의견표명 

의지와 조작 으로나 개념 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Krosnick et al.(1993)은 여러 사회 인 문제에 

한 태도의 확신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해당 이

슈와 련된 그들의 태도에 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sser et al. 

(2003)에 따르면 태도의 확신성의 증가가 사회 인 

문제와 련하여 후원하기, 공무원에게 편지를 쓰

기, 사회 정치  문제에 한 그룹 토론에 참석하기 

등의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6: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태도의 확신성은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7 사회  거리감의 조 효과

Ledgerwood and Callahan(2012)은 특정 사

회  이슈에 한 개인의 심리  거리감이 높아질수

록 추상 인 정보처리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집단의 규범  정보와 같은 사회  향력

(social influence)에 더욱 향을 받게 되어 집단

의 선택에 동조하는 과정을 실험연구를 통하여 실증

으로 제시하 다. 첫 번째 실험에서 심리  거리

감이 먼 미래의 조건일 때(일 년 후에 정책을 시행

함) 다수가 해당 정책을 찬성한다는 정보를 받은 조

건에서 해당 정책에 한 호의  태도가 높았으며, 

다수가 반 한다는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책에 

한 호의  태도가 낮게 나타났다. 즉 개인은 먼 미래

에 시행될 정책에 해 다수의 찬반 경향성에 본인

의 태도를 일치시키는 경향성이 존재한다. 반면에 

당장 한 달 후에 해당 정책이 시행되는 가까운 미

래의 조건일 때에는 해당 정책에 한 개인의 태도 

형성에 다수의 찬반 정보가 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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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gerwood and Callahan(2012)은 이러한 실

험결과의 원인을 심리  거리감에 따라 발생한 해석

수 의 차이로 보았으며, 이를 더 구체 으로 증명

하고자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 다. 두 번째 실험에

서 피험자의 심리  상태를 구체 인 상태와 추상

인 상태로 직  화(mind-set prime)하 으며 집

단 다수가 찬성하는지 반 하는지의 정보에 따라서 

피험자의 찬반 투표 행동 의도가 변화하는지를 살펴

봤다. 실험결과, 구체 인 심리  상태인 조건보다 

추상 인 심리  상태의 경우에서 피험자가 집단의 

규범  정보에 더 향을 받았다. 이를 통해서 사람

들이 사회 정책에 한 심리  거리를 멀리 둘수록 

의사결정의 환경에서 사회  향을 더욱 많이 받음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연성(flexibility)의 

을 반 하며, 의사결정상에서 심리  거리에 따라 

개인의 태도가 타인의 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Ledgerwood(2014)는 집단 다수의 

의견으로 제시되는 정보 혹은 규범  정보가 가지는 

향력을 악하는 것과 련하여, 심리  거리감을 

조 변수로 도입하여 정보처리 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 규범  정보와 심

리  거리감의 상호작용 항이 태도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Shin 

(2017)의 연구도 심리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집단규범의 향을 더 많이 받

게 되는 것을 실증 으로 제시하 다. 시간  거리

감이 먼 조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행에 한 정

책에 찬성하거나 반 하는 피험자의 경향이 집단규

범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남을 실증 으로 확인

하 다. 정책에 한 심리  거리를 멀게 느끼는 경

우, 개인은 다양한 사회  상황에 처하고 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다수 여론으로 제시되

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개인이 특정한 

사회  이슈와 련한 상을 사회 으로나 시간

으로나 피부로 가깝게 느낄수록 자신을 둘러싸고 있

는 사회  맥락이나 상황에 비추어 해당 문제에 

한 단을 구체 으로 하게 된다. 반면에 개인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당장의 자신과 직  계없

는 국가  차원의 시각에서 사회 상을 평가한다면 

더 추상 이고 넓은 차원의 맥락을 고려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이러한 정보처리 로세스를 근

거로 사회  향력이 작동하는 여러 과정상에서 심

리  거리감이 조 변수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상

할 수 있다(Trope and Liberman, 2010).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SNS 사회  자본과 재 여론분

기 일치도, SNS 사회  자본과 태도의 확신성 사이

의 향 계에서 사회  거리감이 조  효과를 일으

킬 것으로 상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7: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사회  거리감은 SNS 

사회  자본과 재 여론분 기 일치도 간의 

계를 정(+)의 효과로 조 할 것이다.

H8: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사회  거리감은 SNS 

사회  자본과 태도의 확신성 간의 계를 

정(+)의 효과로 조 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측정 도구의 개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앞서 제안한 연구

모델을 분석하 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타당성

이 확인된 문항들을 사용하 고, 소셜미디어 사용 

환경에 알맞도록 설문 항목들을 수정하여 리커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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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으로 측정을 하 다. 설문 측정의 배경이 되

는 사회  담론으로 한국의 최 임  인상 문제를 

이슈로 선정하 다. 침묵의 나선이론과 연 한 선

행연구들에서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토픽으로 선

택한다. 를 들어, 미국의 국가안보국 도청 폭로사

건(Stoycheff, 2016), 일본의 원자력 발  이슈

(Miyata et al., 2015), 동성애 문제(Gearhart 

and Zhang, 2013), 유 자 조작식품 련 이슈

(Kim et al., 2014) 등이 있다. 각 연구가 수행된 

시 과 국가, 다양한 사회  맥락의 요도에 따라

서 이슈들이 선택된다. 본 연구는 사회  담론을 선

택하는 과정에서 2가지를 으로 고려하 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 문제와 련하여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집단 양극화 가능성(Oh, 2011)  

이슈의 유형과 속성이 의견표명에 미치는 향들을 

최 한 통제할 수 있는 사회  담론을 선택하고자 하

다. 한, 설문을 수행할 시 에 한국의 많은 시민들

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 이슈를 선택하고자 하 다. 

이에 따라 이슈에 한 찬반 견해가 상 으로 균

등하며, 언론을 통하여 많이 소개되어 많은 시민들

이 인지하고 있으며, 비정치 이고 경제와 련한 

사회  담론으로 ‘최 임  인상’ 이슈를 설문의 배

경으로 선택하 다. 

SNS 사회  자본은 SNS 결속  사회자본과 SNS 

연결  사회자본으로 구성된다. SNS 결속  사회자

본은 소셜미디어상의 내집단에서 결속을 지닌 개인

들 간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정 , 실질  

도움과 지원의 정도로 정의되며 5개의 항목으로 측

정하 다(Williams, 2006). SNS 연결  사회자

본은 소셜미디어상의 내집단에서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개인들이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더 넓은 외부로의 연결 기회, 정보, 공동체  가치, 

세계 을 포함하는 인지  지원의 정도를 의미하며 

5개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재 여론분 기 일치도

는 사회  담론에 한 개인의 견해가 재의 반

인 여론분 기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본 연

구에서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

다(Moy et al., 2001; Joireman et al., 2015). 

본 연구는 마  분야에서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치

에 한 일치도의 개념을 측정한 Joireman et al. 

(2015)의 연구를 참조하 으며, 응답자가 더욱 구

체 이고 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여론분

기 일치도 측정법을 제시하 다. 재 여론분 기 

일치도를 측정하는 설문의 이미지는 <Figure 2>와 

같다. 태도의 확신성은 사회  담론에 한 자신의 

견해에 있어 자신의 태도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진실

하고 명확한지를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여, 6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는 오

라인 는 SNS상에서 특정 담론에 한 찬반의 

토론이 상될 때, 해당 토론에서 공개 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5가지 항목

으로 측정되었다(Hampton et al., 2014). 사회  

거리감은 사회  담론과 자신 간의 사회  련성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지에 한 지각의 

정도를 나타내며, 3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다(Trope 

and Liberman, 2010). <Table 2>를 통해 변수의 

조작  정의를 제시하 다.

4.2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는 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하여 SNS를 

사용하는 국의 성인을 상으로 2018년 3월 15일

에서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체 

400부의 응답을 받았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62

부의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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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재 여론분 기 일치도 측정에 활용된 이미지

변수 조작  정의 참고문헌

SNS 

사회  자본

결속  

사회자본

소셜미디어상의 내집단에서 결속을 지닌 개인들 간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정 , 실질  도움과 지

원의 정도

Williams, 2006

연결  

사회자본

소셜미디어상의 내집단에서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개인들이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더 넓

은 외부로의 연결 기회, 정보, 공동체  가치, 세계

을 포함하는 인지  지원의 정도

재 여론분 기 일치도
사회  담론에 한 개인의 견해가 반 인 여론 분

기와 일치하는 정도

Moy et al., 2001; 

Joireman et al., 2015

태도의 확신성

사회  담론에 한 자신의 견해에 있어 자신의 태도

가 마음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명확한지를 지각하

는 정도

Petrocelli et al., 2007; 

Nekmat and 

Gonzenbach, 2013

사회  거리감 
사회  담론과 자신 간의 사회  련성이 얼마나 멀

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지에 한 지각의 정도

Trope and Liberman, 

2010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

오 라인 는 SNS상에서 특정 담론에 한 찬반의 

토론이 상될 때, 해당 토론에서 공개 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정도

Hampton et al., 2014

<Table 2> 변수의 조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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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86명(51%), 여성이 176

명(49%)이다. 나이는 20 가 93명(25.7%), 30

가 89명(24.6%), 40 가 54명(14.9%)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96명(26.5%), 

학교 졸업이 235명(64.9%), 학원 이상이 31명

(8.6%)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학생 31명

(8.6%), 공무원 12명(3.3%), 회사원 163명(45.0%), 

문직 35명(9.7%), 자 업 36명(9.9%), 업주부 

46명(12.7%)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Table 3>

을 통하여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정리하 다.

본 연구는 SPSS 25.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수

행하 다. 구성개념 사이의 련성을 악하기 해 

상 계 분석을 수행하 고, 측정 도구의 타당성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본 연구는 가설검

정을 수행하고자 SPSS PROCESS macro(Hayes, 

2017)를 활용하여 경로분석, 매개효과 분석, 조

효과 분석, 조 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 다. 

Ⅴ. 분석  결과

5.1 구성개념의 타당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 도구들이 각각의 개념을 

구별되도록 하게 측정하 는지를 악하고자 탐

색  요인분석을 하 다. 요인 추출방법은 주축요인

종류 구분 빈도

성별
남자 186 51%

여자 176 49%

나이

20  93 25.7%

30  89 24.6%

40  54 14.9%

50  37 10.2%

60  이상  89 24.6%

학력

고등학교 졸업  96 26.5%

학교 졸업 235 64.9%

학원 이상  31  8.6%

직업

학생  31  8.6%

공무원  12  3.3%

회사원 163 45.0%

문직  35  9.7%

자 업  36  9.9%

업주부  46 12.7%

무직  37 10.2%

기타   2  0.6%

합계 362 100%

<Table 3> 인구 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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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 으며, 

요인회 은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 다. 분석

결과, KMO 값이 0.5를 넘어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

나 요인분석 합성 정도가 한 것으로 확인 다. 

모든 요인의 아이겐 값은 1을 상회하 고, 재 여

론분 기 일치도 항목을 제외한 모든 요인의 재값

은 0.4를 상회하 다. 재 여론분 기 일치도 항목은 

단일 측정 항목이므로 다른 요인들과 구분되는 마지

막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분석결과를 <Table 4>

에 제시하 다.

항목
요인

1 2 3 4 5

SNS 사회  자본2 0.852 0.111 0.208 0.047 -0.145

SNS 사회  자본1 0.828 0.128 0.210 0.028 -0.135

SNS 사회  자본3 0.826 0.094 0.213 0.133 0.036

SNS 사회  자본4 0.791 0.076 0.224 0.127 0.003

SNS 사회  자본5 0.787 0.097 0.265 0.038 -0.088

SNS 사회  자본6 0.750 0.011 0.149 -0.036 0.307

SNS 사회  자본7 0.742 0.019 0.082 -0.027 0.322

SNS 사회  자본8 0.692 0.008 0.002 0.058 0.445

SNS 사회  자본9 0.646 0.029 0.124 0.153 0.492

SNS 사회  자본10 0.637 0.047 0.108 0.113 0.461

태도의 확신성3 0.013 0.852 0.170 0.056 -0.087

태도의 확신성1 -0.037 0.805 0.205 -0.009 -0.027

태도의 확신성4 0.030 0.800 0.196 0.068 0.034

태도의 확신성6 0.113 0.726 0.210 0.060 0.029

태도의 확신성2 0.045 0.645 0.130 0.018 0.064

태도의 확신성5 0.209 0.484 0.203 -0.045 0.164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4 0.282 0.241 0.818 0.047 0.064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5 0.240 0.229 0.814 0.047 0.089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2 0.239 0.227 0.790 0.052 0.099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3 0.227 0.324 0.731 0.104 0.005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1 0.130 0.343 0.623 0.035 0.010

사회  거리감2 0.045 0.095 -0.005 0.880 -0.051

사회  거리감3 -0.004 0.103 0.061 0.821 -0.028

사회  거리감1 0.211 -0.081 0.097 0.453 0.077

재 여론분 기 일치도 0.079 0.190 0.164 -0.115 0.230

아이겐값 6.129 3.695 3.438 1.779 1.024

공통분산(%) 24.516 14.778 13.753 7.118 4.096

분산(%) 24.516 39.294 53.047 60.165 64.261

KMO = .912, Bartlett’s (p < .000)

<Table 4> 측정 도구의 타당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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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 분석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들을 구성하는 측정 항목

들 사이의 내  일 성을 확인하기 해 신뢰도 분

석을 진행하 고, 변수 사이의 련성을 측정하고자 

상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 모든 요인의 크론

바흐 알 (cronbach’s α) 값이 0.7을 상회하는 것으

로 확인되어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상 분석  신뢰

도 분석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 다.

5.3 가설검정

본 연구는 가설검정을 수행하고자 SPSS PROCESS 

macro(Hayes, 2017)를 이용하여 경로분석  조

효과 분석, 조 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bootstrapping 5000회). 모델 검정에 앞서 통제

변수―성별, 나이, 학력, 사회  담론에 한 찬반의 

견해―를 투입하여 해당 변수들이 의견표명 과정에 

미치는 향력을 통제하 다. 한 독립변수(SNS 

사회  자본)와 조 변수(사회  거리감)에 하여 

평균 심화(mean centering) 과정을 거쳤다. 체 

연구모델 분석에 앞서 사회  거리감을 제외한 주요 

변수 사이의 계  매개효과를 Model 6을 통하여 

검증하 다. 매개 효과 분석결과, 다음의 두 경로—

① SNS 사회  자본 → 태도의 확신성 →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 ② SNS 사회  자본 → 재 여론분

기 일치도 → 태도의 확신성 → 공개 인 의견표명

의지—의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이 각각 [0.0014, 

0.1055], [0.0005, 0.0210]으로 하한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변수를 통한 

간 효과가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하여 조 변수를 제외한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로 모델 구성이 가능함

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조 변수를 포함한 체 연구모델 분석

을 Model 84를 용하여 진행하고 검정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냈다. SNS 사회  자본은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ß=0.396, t-value=7.966)에 

정(+)의 향을 미쳤으며, 재 여론분 기 일치도

(ß=0.169, t-value=2.641)에 정(+)의 향을 

미쳤고, 태도의 확신성(ß=0.093, t-value=2.117)

에 정(+)의 향을 미쳤다. 가설 H1, H2, H3은 채

택되었다. 재 여론분 기 일치도는 태도의 확신성

(ß=0.097, t-value=2.677)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으나,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

(ß=0.060, t-value=1.477)에 유의한 향을 주

지 못하 다. 따라서 가설 H4는 채택되었으나 H5

는 기각되었다. 태도의 확신성은 공개 인 의견표명

의지(ß=0.510, t-value=8.517)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쳤으므로 H6은 지지되었다. 

1 2 3 4 cronbach’s α M SD

1. 재 여론분 기 일치도 4.390 1.325

2. SNS 사회  자본  0.159** 0.942 4.203 1.103

3. 태도의 확신성  0.230** 0.204** 0.872 5.279 0.955

4.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  0.227** 0.448** 0.511** 0.921 4.626 1.278

5. 사회  거리감 -0.071 0.183** 0.091 0.154** 0.747 4.595 1.371

*p < 0.05, **p < 0.01, ***p < 0.001.

<Table 5> 상 계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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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감은 SNS 사회  자본과 재 여론분

기 일치도 사이의 경로와 SNS 사회  자본과 태

도의 확신성 사이의 경로상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로 조 하 다. H7, H8은 지지가 되었

다. 조 효과 분석결과를 <Figure 4>에 표시하 다. 

<Figure 4> 우측 상단의 조 변수 범례는 각각 조

변수의 하  16%, 50%( 앙값), 84%(상  16%)

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한다. 조 효과 분석결과를 

구체 으로 보면, 최 임  인상 문제에 하여 사

회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경우, 즉 해당 사회  

담론이 자신과 자기 가족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 SNS 

사회  자본과 태도의 확신성, SNS 사회  자본과 

<Figure 4> 조 효과 분석결과

<Figure 3> 연구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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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여론분 기 일치도 간의 향 계가 없는 것

으로 확인 다. 한, 조 변수 값이 증가할수록, 즉 

최 임  인상 문제에 해 사회  거리감을 멀리 

느끼고 국가  차원의 문제로 여길수록 SNS 사회

 자본이 태도의 확신성과 재 여론분 기 일치도

에 미치는 향이 정(+)의 방향으로 증가하 다. 

사회  거리감의 조 효과는 체 모델의 매개효

과상에서도 조 변수 역할을 하 으며 <Table 6>을 

통하여 제시하 다. <Table 6> 분석결과, 사회  거

리감의 조 된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고, 사

회  거리감이 낮은 조건부 경우에만 연구모델의 매

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 임  인

상 이슈를 자신의 문제로 가깝게 지각할 때 SNS 사

회  자본이 두 매개변수( 재 여론분 기 일치도, 

태도의 확신성)를 통하여 공개 인 의견표명에 향

을 미치는 간 효과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회  거

리감이 커질수록 해당 매개효과의 크기가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Ⅵ. 토 의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상의 사회  자본이 사회  

담론에 한 개인의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에 미치

는 향을 침묵의 나선이론, 사회  자본이론, 해석

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시하고 실증 으로 

검증하 다. 재 여론분 기 일치도와 공개 인 의

견표명의지 사이의 계를 나타내는 H5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분석결과, SNS 사회  자

본이 커질수록 사회  담론에 한 공개 인 의견표

명의지가 증가하 다. 이것은 개인이 소셜미디어상

에서 속하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공간에서 형성된 결

속 , 연결  사회자본이 커질수록 사회  담론에 

한 자신의 견해를 공개 으로 의견표명 하고자 하

는 의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SNS 사회  자본에

서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로 이어지는 간  경로상

에서 매개변수— 재 여론분 기 일치도, 태도의 확

신성—를 통하는 매개효과도 통계 으로 유의하 다. 

SNS 사회  자본이 커질수록 개인이 특정 사회  담

론에 한 자신의 견해와 태도에 하여 확신을 갖

간 효과 경로
조 변수

(사회  거리감)
β S.E. LLCI ULCI

조 된 

매개 효과

[LLCI, 

ULCI]

SNS 사회  자본 → 

태도의 확신성 →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

Low -1.2615 -0.0019 0.0350 -0.0634 0.0747
[0.0017, 

0.0714]
Mean  0.0718  0.0502 0.0263  0.0030 0.1069

High  1.4052  0.1023 0.0351  0.0375 0.1755

SNS 사회  자본 → 

재 여론분 기 일치도 → 

태도의 확신성 →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

Low -1.2615  0.0002 0.0048 -0.0091 0.0110
[0.0004, 

0.0150]
Mean  0.0718  0.0088 0.0054  0.0005 0.0216

High 1.4052  0.0174 0.0093  0.0025 0.0379

<Table 6> 조 된 매개 효과 검증 결과



Impact of SNS Social Capital on the Public Opinion Formation Proces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Distance

Korean Management Review Vol.50 Issue.2, April 2021 493

게 되고, 이러한 확신성이 증가하여 공개 으로 목

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졌다. 한 SNS 사

회  자본이 커질수록 재의 반 인 사회의 여론

분 기와 자신의 견해가 일치한다는 생각이 증가하

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견해와 련한 태도에 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사회  담론에 해 공개 으로 

의견표명의지가 증가하 다.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

를 증 시키고 여론형성 로세스를 활성화한다는 

부분에서 SNS 사회  자본의 형성의 요성을 주

목할 수 있다. 한, SNS 사회  자본의 형성은 개

인의 여론분 기 추정과 태도의 형성과도 아주 

한 련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것은 오늘날 SNS 

사회  자본이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많

은 사람들이 더욱 극 으로 공개 인 의견표명을 

하게 되는 상을 더욱 잘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

한다. 를 들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책 으로 이

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련하여 비 인 의

견표명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 곳이 소셜미디어의 커

뮤니티라는 을 상기할 수 있다(The Kyunghyang 

Shinmun, 2020). 네이버 카페(naver cafe)와 유

튜  같은 소셜미디어를 심으로 정책에 한 공개

인 의견표명이 증하고 재생산되면서 사회 반

의 여론형성을 이끌어가는 모습과 일치한다. 한, 

소셜미디어상의 결속 이고 연결 인 힘을 통해 여

론분 기의 일치감을 이루고, 이는 태도의 확신성을 

굳건히 하여 의견표명 활동의 강력한 근거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  거리감의 조 효과  조 된 매개효과 분

석결과는 사회  담론에 한 해석수  차이에서 생

기는 정보처리 과정의 차이로 말미암아 의견표명 과

정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최 임

 인상 문제에 하여 사회  거리감을 가깝게 느

끼는 경우에서는 SNS 사회  자본의 형성이 재 여

론분 기 일치도와 태도의 확신성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 반면에 이슈에 한 사회  거리감을 더 

멀리 느끼고, 해당 문제를 국가  차원의 문제로 크

게 지각할수록 SNS 사회  자본의 형성이 재 여

론분 기 일치도와 태도의 확신성에 미치는 향이 

더욱 커졌다. 이는 피부로 와닿는 개인  차원의 범

주에서 사회 상을 받아드릴 때보다, 사회  차원  

국가  차원에서 사회  담론을 지각하고 이해할 때 

추상 인 정보처리 과정이 활성화 되고, SNS 사회

 자본이 여론분 기 지각과 태도의 확신에 미치는 

향이 더욱 증가함을 시사한다. 사회  거리감은 모

델 안의 매개효과에서도 유의한 조 작용을 하 다. 

사회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경우에는 두 매개변

수를 통한 간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이슈에 

한 사회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며 해당 문제를 당

장 마주한 자신의 문제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제하는 여론형성 로세스에 향을 

받지 않는다. 한, 이슈에 한 사회  거리감이 가

까울수록 SNS 사회  자본이 개인의 반 인 여

론분 기 정보에 한 추론 과정과 태도의 확신하게 

되는 과정에서 미치는 향이 어드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최 임  인상 문제에 하여 사회  거

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은 해당 이슈에 한 하

 해석수 의 구체 인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

서 이들은 여론분 기와 같은 추상 인 정보보다도 

자신을 둘러싼 경제  여건과 해당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발생할 구체 인 변화들에 더 주목하는 정보처

리를 경험할 수 있다. 즉 구체 이며 하 의 해석수

 조건에서 수행하는 의견표명 과정에서는 SNS 사

회  자본이나 여론분 기와 같이 사회 이며 추상

인 정보의 향력이 제한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  거리감을 멀게 느낌으로서 련하는 

사회  담론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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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더 넓은 사회  맥락의 에서 해당 이슈를 

바라보고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사람들

이 여론분 기 가늠을 통한 정보처리 과정을 더욱 

민감하게 수행할 수 있다. 특정 사회 문제에 심리  

거리감을 멀리 느끼는 사람일수록 추상  정보처리 

과정이 활성화된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  

자본 향력이 증가할수록 체 사회와 자신의 견해

가 더욱 일치함을 느끼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태도

를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사회에 목소리를 내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심리  거리감에 따른 정보의 

식별 방식과 정보처리의 차이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형성 로세스에 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재 여론분 기 일치도와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 사이의 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

서 SNS 사회  자본에서 재 여론분 기 일치도

를 통하여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에 이르는 간 경

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재의 여론분 기 일치도는 

태도의 확신성을 통해서만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에 

간 으로 향을 미칠 뿐이다. 이는 오 라인상에

서 사회  자본 형성을 통하여 지각된 의견지지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서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가 증

가함을 검증한 Dalisay et al.(2012)의 연구 결과

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

인을 이슈 유형  속성 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  담론으로 설정한 ‘최 임  인

상’과 연 하는 이슈의 속성이 의견표명 로세스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이슈의 

유형에 따라 침묵의 나선효과가 달라짐을 실증 으

로 제시한 Gearhart and Zhang(2018)의 연구

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는 사회  이슈의 

유형을 지속  이슈(enduring issue), 신흥 이슈

(emerging issue), 일시  이슈(transitory issue)

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설문을 실시한 

2018년 3월은 ‘최 임  인상’ 정책이 본격 으로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 이므로, 해당 사회  

담론은 신흥 이슈의 유형에 해당한다. 한, 이것은 

낙태 문제나 동성결혼 문제처럼 도덕 이거나 윤리

인 속성이 아닌 경제 인 문제와 련하는 이슈이

다. 침묵의 나선효과는 가치 단이 요구되고 도덕

으로 논쟁 인 공 의 이슈들에서 확실하게 작동한

다(Noelle-Neumann, 1993). 본 연구의 설문을 

실시한 시 은 최 임  인상과 연 된 경제  효과

가 본격 으로 발생하지 않은 때이며, 주로 미디어 

언론 보도를 통하여 련된 정책의 내용만이 소개되

던 시 이다. 따라서 해당 이슈가 본격 으로 실질

인 경제  효과와 같은 가치 단의 상이 되는 시

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들을 고려할 때 

재 여론분 기 일치도에서 공개 인 의견표명의지의 

직  효과가 발견되지 않으며 태도의 확신성을 통한 

간 효과만 드러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Ⅶ. 시사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의 이론  시사 을 갖는다. 첫째, 

사회  자본이론과 침묵의 나선이론을 이론 으로 연

계하여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의견표명 로세스를 설

명하는 확장되고 새로운 임워크를 제시하 다. 

두 이론을 연계하여 소셜미디어 환경에 알맞게 용

하여 살펴보는 연구들이 매우 드물다는 에서 본 연

구가 학문 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 음을 강조할 수 

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 환경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의 심으로 그 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수

많은 사회구성원의 사회  상호작용이 소셜미디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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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여론형성 과정에서도 매우 

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SNS상의 사회  상호작용

의 증가, 네트워크 연결의 확 는 사회  자본을 형

성하고 사용자들을 조직하고 다양한 사회 이슈에 

하여 목소리를 내게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한다. 여론

형성 로세스에 있어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  자

본을 통하여 의견표명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이 요

한 까닭은 기존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강조하는 수동

 의 의견표명이 아닌, 더욱 극 이며 능동

인 모습의 의견표명 로세스를 설명 가능하다는 

에 있다. 즉 침묵의 나선효과를 극복하는 측면과 

더욱 다양한 의견들이 사회 내에 표출되고 공유되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과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측면

에서 SNS 사회  자본의 정  가능성을 극

으로 모색한다는 이 본 연구가 지니는 주된 사회

 함의다.

둘째, 본 연구는 해석수 이론을 기반으로 의견표

명 로세스상에서 심리  거리감에 따라 다르게 형

성되는 정보처리 방식의 차이가 여론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를 실증 으로 제시하 다. 

해석수 이론을 목하여 기존 침묵의 나선이론과 

사회  자본이론을 더 풍성하게 살펴보는 계기를 제

공하 다. 이러한 이론  근은 기존 선행연구들에

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새로운 시도이다. 해석수

이론이 가지는 함의는 인간은 동일한 상을 볼지라

도 다르게 근하여 해석할 수 있음을 제시함에 있

다. 소셜미디어의 확 로 인하여 의견표명 환경이 하

루가 다르게 복잡하게 변모하는 상황에서 정보에 한 

해석의 차이를 만드는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침묵의 나선이론만으로 혹은 사회  

자본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여론형성 

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셜미디

어 사용자들이 SNS상의 온갖 뉴스와 메시지와 수많

은 정보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는지를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보처리 과정의 차이로 말미

암아 개인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실증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심리  거리의 차

이에 따라서 여론형성 로세스가 고정 이지 않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의견표명 진 가능성과 사용

자들의 연결 가능성 확 , 여론분 기 정보의 신속한 

유통과 소비가 하나 되어 무나 빠른 속도로 사회

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내면의 속

살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들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이론  목들이 

과거의 지식과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많은 부

분들을 이해하는 이론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여론분 기 일치도를 그림을 통하여 측정하

는 새로운 측정 도구를 제안하 다. 기존 침묵의 나

선이론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여론분 기 일치도의 

측정 방법은 개인 견해에 한 주변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거나, 개인의 견해와 지각하는 여론분 기 사

이의 차이를 계산하여 코딩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

다. 그러나 일치도는 그 개념이 내포하듯 자신과 

상 는 자신과 사회 사이의 심리 인 거리감이 반

되므로 상당히 직 인 특성을 따른다. 일치도 

개념을 활용하는 여타 다른 학문 분야들에서 이러한 

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활용한 직  측정 방법을 

극 으로 도입하고 있다. 침묵의 나선이론과 연

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검토를 거의 찾아보

기 어렵다는 에서 본 연구는 이론 으로 매우 새

로운 시도를 하 다. 여론분 기 일치도 측정을 더 

정교하고 직 으로 수행 가능한 새로운 도구를 제

시했다는 에서 이론 인 기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실무  시사 을 갖는다. 첫째, 

SNS 사회  자본이 사용자의 공개 인 의견표명 과

정에서 미치는 향력이 상당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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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기업의 실무자에게 사회  자본을 진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룹이나 소셜미디어 공간을 극

으로 활성화하거나 만드는 것에 한 실무 인 명분

을 제공한다. 충성도 높은 고객이 특정 기업의 랜

드와 연 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사회  자본을 형

성할 때 사용자의 공개 인 의견표명 증 를 통한 

구 효과를 기 해볼 수 있다. 랜드나 기업을 지

지하는 사용자의 커뮤니티가 형성된 기업의 경우 기

업홍보와 정  평  형성의 측면에서 커다란 이

을 릴 수 있다. 즉 SNS상에서의 약한 연결의 확

는 제품이나 랜드에 한 다양한 의견표명을 

진한다. 이 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스스로 작동하고 

성장하여 제품이나 랜드에 한 상당한 홍보 효과

를 일으킬 수 있다. 

둘째, 사회  담론에 한 정책이나 기업의 문제에 

여론형성 측면에서 응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에게 

이슈에 한 메시지 이 (message framing)의 

시사 을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  담론에 

한 심리  거리를 멀리 느낄수록 소셜미디어 이용

자들의 추상  정보처리 과정이 활성화되고 SNS 사

회  자본이 의견표명 활성화에 미치는 향력이 증

가함을 제시하 다. 기업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특정 

정책이나 활동들에 한 메시지 이 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메시지의 심리  거리를 조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정책의 수요자와 기업의 다

양한 활동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사회  향력을 증

시키고 태도의 확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특정 기

업이 자신들의 랜드와 제품의 충성도가 높은 소비

자 그룹의 SNS 사회  자본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회  활동들을 강조할 때 메시지 략이 요하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기업의 사회  활동들에 한 거

리감을 거시 인 측면에서 이  할 때 소비자의 

의견표명 증진에 유리할 수 있다. 반 로 기업에 

한 잘못된 루머 혹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러한 략을 용할 수 있다. 해당 문

제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거리감으로 해석될지를 

고려하여 메시지 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기 응

략의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심리  거리감의 차

이와 메시지 략의 합을 활용한 략이 마 과 

같은 다른 학문 분야에는 리 알려져 있으나, 공개

인 의견표명과 여론형성 과정과 연 된 주제에서 

그러한 략  근에 한 소개가 상 으로 부족

하다. 이 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가지

는 실무  시사 이 충분하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의 기업환경에서 

공개 인 의견표명이 가지는 맥락과 요성을 새롭

게 조명하 다. 비록 본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자

의 사회  이슈에 한 일반 인 의견표명 가능성을 

측정하 으나 이와 련한 쟁 이 결코 특정 학문 분

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의 확 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경 자가 오피니언 리

더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시 로 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조직 

내부에서의 효율 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문제가 

두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공개 인 의견표명

이 지니는 본질 인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

업 내부의 조직 차원에서 활발한 토론 증 를 통하

여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확장하고자 할 때 사회  

자본과 여론형성 과정, 개인의 정보식별 방식에 

한 지식이 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하

을 때 본 연구는 경 자의 입장에서 실무 으로 고

민해볼 만한 논쟁 이고 흥미로운 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 을 갖는다. 첫째, ‘최 임

 인상’이라는 단일한 사회  담론만을 설정하여 설

문 데이터를 수집하 다. 본 연구는 이슈의 속성을 

최 한 통제하기 하여 여론분 기상 찬반의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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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이 덜하고 커다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정치  이

슈가 아닌 경제 정책과 연 한 사회  담론을 사용

하 다. 그러나 이슈의 유형과 속성에 따라 발생하

는 의견표명 과정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 제시하고

자 한다면 다양한 사회  담론을 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  거리감을 측정하

는 여러 도구  사회  거리감만을 이용하 다. 여

론형성  의견표명 과정상에 해석수 이론의 정보

처리 효과를 더욱 면 하고 용하고 이론 으로 정

교하게 연계하기 해서는 다른 심리  거리감―시

간  거리감, 공간  거리감, 확률  거리감―까지 

확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차

원의 거리감일지라도 비슷한 정보처리 과정을 일으

킨다는 해석수 이론의 제를 의견표명 환경에서 

살펴보는 작업이다. 이러한 한계 을 고려한다면 더

욱 새롭고 흥미로운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음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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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측정 문항 참고 문헌
의견 일치도

(Current Opinion 
Congruency)

COC
최 임  인상에 한 귀하의 견해가 반 인 여론 분 기와 어느 정도
로 일치하는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Moy et al., 
2001; Joireman 

et al., 2015

사회  거리감
(Social Distance)

SOD1 최 임  인상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슈라고 생각한다.
 

Trope and 
Liberman, 2010 

SOD2
최 임  인상은 나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인 이슈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SOD3 최 임  인상은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국가 인 이슈라고 생각한다.

SNS 사회  자본
(SNS social 

capital)

SSC_BON1
내가 속해 있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소셜미디어 공간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Williams, 2006

SSC_BON2
내가 속해 있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소셜미디어 공간을 통해서 매우 요
한 결정에 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SSC_BON3
내가 속해 있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소셜미디어 공간의 구성원들과 나의 
사 인 문제에 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SSC_BON4
내가 속해 있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소셜미디어 공간의 구성원들 에, 내
가 외로움을 느낄 때 화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

SSC_BON5
내가 속해 있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소셜미디어 공간에는 내가 부당한 일
을 겪었을 때 함께 도와 싸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SSC_BRI1
내가 속해 있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소셜미디어 공간의 구성원들과 상호작
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심을 갖게 된다.

SSC_BRI2
내가 속해 있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소셜미디어 공간의 구성원들과 상호작
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해 심을 갖게 된다.

SSC_BRI3
내가 속해 있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소셜미디어 공간의 구성원들과 교류함
으로써 더 큰 공동체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SSC_BRI4
내가 속해 있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소셜미디어 공간의 구성원들과 교류함
으로써 더 큰 세계 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SSC_BRI5
내가 속해 있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소셜미디어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사
람들과 화할 수 있다.

태도의 확신성
(Attitude 
Certainty)

ATC1
최 임  인상 논란과 련하여 귀하의 진짜 의견과 입장에 해 확신하
십니까?

Petrocelli et 
al., 2007;

Nekmat and 
Gonzenbach, 

2013

ATC2 해당 이슈에 한 귀하의 태도에 본인의 진짜 생각과 감정이 반 되었습니까?
ATC3 해당 이슈에 한 귀하의 진짜 태도는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TC4 해당 이슈에 한 귀하의 견해와 입장이 옳다고 확신하십니까?

ATC5
해당 이슈에 련하여 다른 사람들 한 귀하와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ATC6
해당 이슈에 한 여러 가지 입장들 에서, 귀하의 입장은 올바른 생각
과 감정을 반 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 인 의견표명 
의지

(Willingness to 
speak out)

WSO_COM
최 임  인상 이슈와 련하여 SNS상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귀
하의 견해를 댓 로 주장할 의향이 있습니까?

Hampton et 
al., 2014

WSO_F
만약 귀하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모임에서 최 임  인상 논란이 토론의 
주제로 나왔을 때, 귀하께서는 해당 토론에서 어느 정도로 본인의 견해를 
밝힐 의향이 있습니까?

WSO_LIK
최 임  인상 이슈와 련하여 SNS상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귀하
의 견해와 상당히 일치하는 에 “좋아요” 버튼을 를 의향이 있습니까?

WSO_S
귀하께서 자주 이용하는 SNS상에서 최 임  인상 논란이 토론의 주제로 
나왔을 때, 귀하께서는 해당 토론에서 어느 정도로 본인의 견해를 밝힐 
의향이 있습니까?

WSO_SHA
최 임  인상 이슈와 련하여 SNS상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귀하의 
견해와 상당히 일치하는 을 귀하의 SNS상에서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부록> 변수의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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