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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 서비스를 이용한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시스템의 구현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스마트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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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ing Communication of Candidates and Influence on Voter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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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학의 발 과 함께 미디어 매체 한 발 하 고, 이를 활용한 여러 분야  선거를 한 홍보 략 역시 차 
진화하 다.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커뮤니 이션이 더욱 부각되어가고 있는 재, 유권자들은 스마트 디바이스 어 리 이

션을 활용하여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에게 더욱 극 으로 다가가려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
는 선거 장에 맞추고, 체계 으로 선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 의 FCM 푸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
고 용하여 시스템이 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선거 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의 체 시스템은 유권자 어 리 이션과 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리 시스템
은 메시지 송 이력 열람과 메시지 리, 어 리 이션의 직  리 기능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방법들보다 
더욱 진보된 기법을 활용한 푸시 시스템으로 어 리 이션을 리할 수 있어 선거 홍보 효율성 향상에 기여  선거 목표 

달성에 도움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led to development of the media, which has evolved election
campaign strategies. Nowadays, media development has made communication more important, and it is a growing 
trend where smart-device applications are widely used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electors. Based on Google's
Fire base Cloud Messaging (FCM) push service, which keeps up with the fast-changing election trends and supports
election campaigns systematically, this research aims to help accomplish the goals of an election campaign by 
developing an information system and performing empirical analysis of the variables that the information system 
affects. The system consists of an elector's application and a management system. The management system includes
browsing and management of received-and sent-message history, and direct management of the application. By 
managing the push system in more progressive ways, this system will help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lection 
campaigns and accomplish election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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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과학의 발 과 더불어 미디어 매체들의 진화는 라이

 스타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방식과 략에 

있어서도 면 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정당조직에 한 의존도가 어들었고,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이미지가 시됨은 물론, 후보자
의 소통능력 한 필수 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면서 

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뉴미디어 매체를 극 활용

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어 리 이션을 기

반으로 구 에서 제공하는 FCM(Firebase Cloud 
Message)의 푸시 서비스(Push Service)를 이용하여 후
보자 소통 유도 푸시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진화
된 미디어 매체의 특징을 잘 부각시켜 활용 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에 하여 활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구성에 한 이론  배경과 시

스템 설계에 해 설명하고 시스템을 구 한 상세를 설

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구 된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을 사용해 본 인원

을 상으로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이 유

권자에게 미치는 향에 하여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서술한다.

2. 본론

2.1 선행연구 분석

2.1.1 선거와 정치참여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제도이다. 선
거는 국민을 표하여 통치하는 표를 선출하고 이들에

게 정치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표를 통한 통
치의 정통성이 선거를 통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참여는 민주사회를 건 하게 유지하기 한 가장 

필수 인 요소이며[1], 다양하고 복합 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개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와 

연 을 맺는 가장 극 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참여의 개념에는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혹은 국민으

로서 정치  이슈에 주목하고 심을 갖는 인지  차원

에서부터 집회나 선거유세에 참여하거나 투표하는 행 , 
더 나아가 각종 정치  사활동에 참가하는 행동 인 

차원까지 모두 포함한다[2].

2.1.2 선거운동의 변화

과거 TV의 등장은 선거운동의 방식과 략에 있어 
면 인 변화를 가져왔다. TV 등장 이 까지만 하더라

도 선거운동의 주체는 정당조직이었다. 당원과 지지자 
조직이 선거운동을 주도하 다. TV의 등장으로 선거운
동의 주체는 정당에서 후보자 개인으로 옮겨갔다. 굳이 
규모 조직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TV를 통해 다수의 유
권자에게 쉽게 다가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과
정에서 정당조직에 한 의존도가 어들고 후보자 개인

의 능력과 이미지가 더욱 요하게 되면서 권력의 축이 

정당지도부에서 후보자 개인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3]. 이러한 TV가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하는 단
방향 커뮤니 이션 매체라면 뉴미디어는 특정 집단을 

상으로 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매체이다. 이러한 
매체 특성의 변화는 선거 주체와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

게 된다[4]. 후보자와 유권자의 이 극히 제한되고 일

방향 인 선거운동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

해 구나 쉽게 렴한 비용으로 동시다발 으로 유권자

를 하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과 SNS는 향
후 선거운동의 패러다임을 근본 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등장한 뉴미디어 환경이 시민들에게 사
회 이슈에 한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여 

정치사회  지식을 증가시키고 참여를 진하는 기회를 

확장한 것은 사실이다[1]. 이와 같이 매체 특성이 변화함
에 따라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계한 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2.1.3 스마트디바이스의 활성화

스마트 디바이스는 PC와 같은 운 체제(OS)를 탑재
하고 다양한 애 리 이션(응용 로그램)의 설치  활
용이 가능한 기기이다. 이는 디바이스 하나로 인터넷, 멀
티미디어, 사무업무 기능 등을 종합 으로 이용할 수 있

으며 PC처럼 새로운 애 리 이션을 계속 추가하여 활

용가능하다고 정의된다[2]. 한, 최근 스마트폰 이용 확
산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무선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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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면서[5] 라이  스타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거운

동에도 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1.4 선거 관련 SNS 및 선거관련 어플리케이션

의 정치적 영향

Ioannis Andreadis and Matthew Wall의 연구에 의하
면 특히 VAA(Voting Advice Applications)가 이를 사용
하는 사람들의 투표 선택에 상당한 향력이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6]. 그리고 이처문의 연구에 따르면 SNS가 
선거 반에 미친 향이 매우 강력하며, 선거에서 개인
인 SNS 이용이 자신의 투표 참여와 후보 선택에 상당
한 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7]. 한, 이
러한 어 리 이션 이용이 참여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잠재성이 있으며[8], SNS사용은 정치  

상호작용 확   온라인 네트워크 내 정치 문가 집단

과의  기회 증가 등 정치 으로 유용한 사회자본 획

득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9]. 정치커뮤니 이션 

효과가 실제 온라인과 오 라인 정치참여에 향을 주고 

있으며[10], 어 리 이션이 정치도구로서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1]. 그러므로 소통을 
해 스마트 디바이스 어 리 이션을 활용하여 국민들

에게 더욱 간단하고 신속하게 그들의 행보나 입장표명을 

해주어 유권자들에게 극 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이 투
표를 하는 데에 있어 큰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1.5 옵트 인 방식

우리나라를 비롯한 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헌법 제 10조)과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 맥락
에서 불법 스팸 메일은 사이버 범죄의 형 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휴 화 같은 미디어 사용

자들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메일에 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12]. 옵트 인 방식은 그
러한 법  맥락에서 송신자가 오로지 그 메시지를 수신

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허

용하여 수신자를 ‘보호’한다는데 방 을 두고 있다. 옵트 
인 방식은 메일 수신자의 정보선택권을 강하게 보장해주

며 수신거부에 한 수신자의 부담을 크게 여주고 불

필요한 고 메일을 감소시켜 스팸 메일 규제라는 본래

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에 유럽 연합
(EU)는 2002년 7월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가 통과됨에 따라 옵트 인 방식이 채택되었고, 산하 
15개국 회원들이 옵트 인 방식을 자국 법률에 반 하게 

되었다[13]. 옵트 인 방식은 이메일보다는 휴 화를 

이용한 스팸의 규제방식에 극 으로 용되고 있다[14].

2.2 시스템 설계

2.2.1 플랫폼 개요

체 시스템의 스키마는 리자의 푸시 메시지 송신

기능, 푸시 메시지 수신기능, 뷰페이지 열람기능, 리자 
기능으로 나 어지며 기능별로 Fig.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앙서버는 Firebase 기반으로 개발하여 기능 
개발상의 안정성과 추후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 다. 모
바일 어 리 이션은 유권자용으로 구성되며 리자는 

google push console에서 로그인 된 회원정보에서 token
값을 가져와 FCM을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로 메시지 발
송  어 리 이션 리 용도로 사용하며, 유권자는 푸
시 메시지 알림, 푸시 메시지 확인, 메시지 는 어 리

이션을 실행 하 을 때 후보자의 뷰 페이지로 넘어가 

후보자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된다.

Fig. 1. Overall System Architecture 

2.2.2 GCM의 유래와 FCM의 등장

GCM이란 Google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메시지 발송 
서비스로서, 푸시기능을 사용하기 해서는 구 에서 제

공하는 GCM(Google Cloud Messaging)을 이용해야 한
다. 기존에는 C2DM(Android Cloud To Device 
Messaging Framework)이라는 이름이었으나 GCM이라
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서비스 되었다. 이 서비스는 
Google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 개개인의 디바이스 내
에 어 리 이션 단 로 메시지를 송할 수 있는 서비

스 시스템이다. 요즘 카카오톡, 마이피   여러 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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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에서 사용되는 푸쉬(알림)서비스의 한 종류이며, 
일반 으로 어 리 이션의 공지사항 는 홍보등의 목

으로 쓰이고 있다[2]. 2016년에는 Mobile Web의 
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GCM을 토 로 Mobile 
Application 뿐만 아니라 Mobile Web 등 모든 랫폼에
서 사용 가능한 FCM 서비스를 내놓았다.

Google Firebase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FCM기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FCM을 사용하면 새 이메일
이나 기타 데이터를 동기화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어

리 이션에 알릴 수 있다. 알림을 보내 사용자 재참여를 
유도하고 사용자를 유지할 수 있다. 채  메시지와 같은 

사용 사례에서는 메시지로 최  4KB의 페이로드를 클
라이언트 어 리 이션에 송할 수 있다.[15]

Fig. 2. System Operating Principles

작동원리는 Fig. 2와 같이 FCM구 에는 HTTP 는 

XMPP 로토콜을 통해 FCM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어
리 이션 서버와 클라이언트 앱이 포함된다. 한 

FCM에 포함된 알림 콘솔을 사용해 클라이언트 앱에 푸
시를 보낼 수 있다. Firebase푸시는 Firebase 클라우드 
메시징으로 구축되어있다[16].

3. 시스템 구현

3.1 어플리케이션 구현

FCM을 활용하기 해 Fig. 3와 같이 Java Archive 
file들을 import하여 활성화 시킨 후 AndroidManifest.xml 
일에 FCM 메시지 수신을 한 권한과 FCM메시지 수
신 서비스, FCM ID 수신 서비스, FCM 토큰 생성을 
한 receiver, 그리고 FCM 서비스 제공을 한 provider
를 mapping 해 다. 한 project와 client의 정보가 담
긴 google-services.json을 설정한 후 메시지 송수신을 
한 토큰 값을 token 변수에 받고, push서비스나 어
리 이션을 터치하 을 때 후보자의 SNS url에 연동을 
하기 해  url 값을 DEFAULT_URL 변수에 설정하
다. FCM service를 활용하기 한 메인 클래스인 

MainActivity Class는 다음 Fig. 4와 같다.

Fig. 3. Google Firebase jar file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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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ctivity
{
  private WebView myWebView;
  final private String DEFAULT_URL =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
4517970118";
  private static String TAG = "MainActivity"; 
 @Override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activity_main);
  myWebView = 
(WebView)this.findViewById(R.id.webView);
  myWebView.setWebViewClient(new 
WebBrowserClient());
  this.myWebView.loadUrl(DEFAULT_URL);
  FirebaseMessaging clsMessaging = 
FirebaseMessaging.getInstance();
  clsMessaging.subscribeToTopic("news");
  String token = 
FirebaseInstanceId.getInstance().getToken();
 }
}

Fig. 4. MainActivity Class

Fig. 5. Mobile Application for voter

3.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후보자 푸시 모바일 어 리 이션은 Fig. 5와 같이 
리자가 메시지를 송하면 어 리 이션을 설치 한 유권

자들의 모바일 기기로 수신하여 푸시 아이콘이 나타난

다.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푸시를 터치하면 어 리

이션에 등록시켜놓은 뷰 페이지를 통하여 후보자의 페

이스북 페이지로 연결되어 후보자가 업로드 해놓은 게시

물의 확인이 가능하다.

3.3 어플리케이션 관리시스템

후보자 푸시 모바일 어 리 이션 리시스템은 Fig. 
6, Fig. 7과 같이 리자가 메시지 송  메시지 송 
이력 열람과 리가 가능하며,  Fig. 8과 같이 어 리

이션의 직 인 리 한 가능하다.
 

Fig. 6. FCM Management System for Push Message 
Service

Fig. 7. FCM Management System for Push Messag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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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CM Management System for Application

4. 실효성 검증

4.1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플리케이션의 

연구 모형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의 실효성 검증

을 해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을 설치하

고 사용해 본 인원들을 상으로 설문지 자료 분석을 통

해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과 유권자에게 

미치는 향과의 계를 밝히고자 한다. 설문조사 상 
50명의 인원들은 어 리 이션의 장   통계조사에 

활용할 가설설정을 한 선행연구 분석을 우선 진행하

다. 본 연구는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이 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모형은 앞의 이론  배경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

으로 후보자의 인식, 정치도구로의 활용도를 변수로 추
출하여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에 한 

향 정도를 각각의 리커트 5  척도를 통해 해당 특성에 

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시행하 고, 
조사를 한 최소인원 20인 이상에 해당하는 50명의 인
원을 상으로 설문응답을 청취하 다[17]. 각 요소에 
해 시스템의 목 달성에 향을 미치는 계를 밝히기 

하여 구체 으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은 후보자

의 정치도구로써 요한 역할을 한다.
H1a: 후보자 소통 어 리 이션 이용이 참여 민주주

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잠재성이 있다.
H1b: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이 정치도

구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H1c: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 이용은 오

라인 정치참여 증가에 정  향을 미친다.
H1d: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은 근성

이 좋기 때문에 정치참여에 더욱 극 이 된다.
H1e: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으로 인하

여 유권자의 정치  심을 증폭시켜 다.

H2: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으로 인하

여 후보자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친다.
H2a: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을 사용으

로 해당 후보자 선택에 한 심이 많아진다.
H2b: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을 활용하

여 정치  심을 유도하므로 후보자의 이미지

가 좋아진다.
H2c: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으로 소통

을 해 노력하는 모습은 후보자의 신뢰감을 형

성시킨다.
H2d: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을 활용한 

최신 트 드 수용력은 후보자에 하여 정  

향을 미친다.
H2e: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은 푸시 알

람을 활용하여 근성을 더욱 증가시키므로 일

반 SNS만을 사용한 것 보다 후보자에 하여 
정  향에 효과가 있다.

4.2 표본 구성과 설문의 구성

연구 모형은 결국 유권자가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 소통 

어 리 이션이 얼마나 향을 끼치는지, 정치도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하여 주로 알아보고자 한

다. 이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Fig. 9. Research model: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Candidate Communication Push System 
Using FCM and Its Effect on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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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ce
provability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error Beta Tolerance VIF
Political 

tools
(상수) 1.461 0.561 2.605 0.012

H1a 0.377 0.143 0.355 2.630 0.011 0.672 1.487

H1b 0.487 0.103 0.565 4.740 0.000 0.815 1.227

H1c 0.090 0.101 0.128 0.892 0.377 0.812 1.232

H1d 0.191 0.092 0.286 2.068 0.044 0.645 1.551

H1e 0.214 0.097 0.304 2.208 0.032 0.652 1.535
Recognition (상수) 1.917 0.859 2.233 0.031

H2a 0.440 0.158 0.374 2.790 0.008 0.915 1.093

H2b 0.447 0.142 0.414 3.151 0.003 0.838 1.193

H2c 0.139 0.139 0.142 0.996 0.324 0.714 1.401

H2d -0.012 0.135 -0.013 -0.087 0.931 0.760 1.315

H2e 0.335 0.164 0.283 2.047 0.046 0.739 1.353

Table 2.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 

체 시스템 기능의 동작은 구  FCM서버와 모바일 
어 리 이션이 HTTP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과
정이 이루어지므로 구 기능 체가 오류 없이 정상 으

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시스템 효율성을 측
정하기 해 한양 학교 학생 50명을 상으로 시스템 
동작을 시연하고 설문문항으로 5  리커트 척도에 따라 

“크게 도움이 됨”에서 “  도움이 되지 않음” 항목까
지 응답을 받았으며 이를 통계분석 소 트웨어인 SPSS
로 분석하여 응답결과의 실효성을 검증하 다[18].

4.3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다 항목으로 측정된 이론 변수는 이를 구성하는 측정

항목들이 해당 이론변수를 하게 반 하 는가와 

련하여 신뢰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19]. 본 연구에서
는 신뢰성을 측정하기 해서 각 문항에 한 신뢰성 검

증으로 많이 사용되는 Cronbach α 계수를 사용하 다. 
정치도구(0.737), 인식(0.618)을 설명해주는 가설설정 변
수들 간의 Cronbach α 계수는 임계치인 0.6을 과하므
로 신뢰성이 있는 측정과목으로 측정되었다[20]. 한, 
VIF이 10 미만으로서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21]. 타당성과 신뢰성에 해 기본 으로 Van 
de Van(1980)의 방식을 활용했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
은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 고 주성분 분석과 요

인 재량을 기 으로 부합하는 측정 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Model No. of items Cronbach’s  Alpha

Political Tools 5 0.737

Recognition 5 0.655

Table 1. The Cronbach’s Alpha Result

Model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H1a 2.277 1 2.277 6.917 0.011
H1b 5.764 1 5.764 22.466 0.000
H1c 0.295 1 0.295 0.796 0.377
H1d 1.479 1 1.479 4.276 0.044
H1e 1.667 1 1.667 4.875 0.032
H2a 4.356 1 4.356 7.783 0.008
H2b 4.356 1 4.356 7.783 0.008
H2c 0.632 1 0.632 0.992 0.324
H2d 0.005 1 0.005 0.008 0.931
H2e 2.507 1 2.507 4.191 0.046

Table 3.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

4.4 가설 검증

가설 검증을 하여 모든 가설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

석을 실행하 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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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잠재성(H1a)에 한 분산 분석에 의하면, F값
은 6.917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11으로 나타나 회
귀선의 모델이 합하다는 것을 알려 다. 한 계수를 

보면, 기울기에 한 추정치는 .377, 기울기 표 오차는 

.143으로 나타나고 있다. t값은 2.630으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는 .011로서 p>.05이므로 5%의 유의 
수 에서 H1a를 채택할 수 있다. 역할 수행(H1b)에 
한 분산분석에 의하면, F값은 22.466으로 나타났고 유의
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회귀선의 모델이 합하다는 것
을 알려 다. 한 계수를 보면, 기울기에 한 추정치는 
.487, 기울기 표 오차는 .103으로 나타나고 있다. t값은 
4.740으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는 .000로서 
p>.01이므로 1%의 유의 수 에서 H1b를 채택할 수 있
다. 정치 참여(H1c)에 한 분산분석에 의하면, F값은 
.796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377으로 나타나 회귀선
의 모델이 부 합하다는 것을 알려 다. 한 계수를 보
면, 기울기에 한 추정치는 .090, 기울기 표 오차는 

.101으로 나타나고 있다. t값은 .892으로서 ±1.96보다 작
고, 유의확률(p)는 .377로서 p<.05이므로 5%의 유의 수
에서 H1c를 채택할 수 없다. 근성(H1d)에 한 분
산분석에 의하면, F값은 4.276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44으로 나타나 회귀선의 모델이 합하다는 것을 알려
다. 한 계수를 보면, 기울기에 한 추정치는 .191, 
기울기 표 오차는 .092으로 나타나고 있다. t값은 2.068
으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는 .044로서 p>.05
이므로 5%의 유의 수 에서 H1d를 채택할 수 있다. 
심 증폭(H1e)에 한 분산분석에 의하면, F값은 4.875으
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32으로 나타나 회귀선의 모델
이 합하다는 것을 알려 다. 한 계수를 보면, 기울기
에 한 추정치는 .214, 기울기 표 오차는 .097으로 나
타나고 있다. t값은 2.208으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
률(p)는 .032로서 p>.05이므로 5%의 유의 수 에서 H1e
를 채택할 수 있다. 선택(H2a)에 한 분산분석에 의하
면, F값은 7.783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8으로 나
타나 회귀선의 모델이 합하다는 것을 알려 다. 한 

계수를 보면, 기울기에 한 추정치는 .440, 기울기 표
오차는 .158으로 나타나고 있다. t값은 2.790으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는 .008로서 p>.01이므로 
1%의 유의 수 에서 H2a를 채택할 수 있다. 정치  

심 유도(H2b)에 한 분산분석에 의하면, F값은 9.929으
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3으로 나타나 회귀선의 모델

이 합하다는 것을 알려 다. 한 계수를 보면, 기울기
에 한 추정치는 .447, 기울기 표 오차는 .142으로 나
타나고 있다. t값은 3.151으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
률(p)는 .003로서 p>.01이므로 1%의 유의 수 에서 

H2b를 채택할 수 있다. 소통 노력(H2c)에 한 분산분
석에 의하면, F값은 .992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324
으로 나타나 회귀선의 모델이 부 합하다는 것을 알려

다. 한 계수를 보면, 기울기에 한 추정치는 .139, 기
울기 표 오차는 .139으로 나타나고 있다. t값은 .996으
로서 ±1.96보다 작고, 유의확률(p)는 .324로서 p<.05이
므로 5%의 유의 수 에서 H2c를 채택할 수 없다. 트
드 수용력(H2d)에 한 분산분석에 의하면, F값은 .008
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931으로 나타나 회귀선의 모
델이 부 합하다는 것을 알려 다. 한 계수를 보면, 기
울기에 한 추정치는 -.012, 기울기 표 오차는 .135으
로 나타나고 있다. t값은 -0.87으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는 .931로서 p<.05이므로 5%의 유의 수 에

서 H2d를 채택할 수 없다. 근성(H2e)에 한 분산분
석에 의하면, F값은 4.191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46으로 나타나 회귀선의 모델이 합하다는 것을 알려
다. 한 계수를 보면, 기울기에 한 추정치는 .335, 
기울기 표 오차는 .164으로 나타나고 있다. t값은 2.047
으로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는 .046로서 p>.05
이므로 5%의 유의 수 에서 H2e를 채택할 수 있다.

4.5 가설 검증 결과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H1: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은 후보자

의 정치도구로써 향을 미칠 것이다.
H1a: 후보자 소통 어 리 이션 이용이 참여 민주주

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잠재성이 있

다.(채택)
H1b: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이 정치도

구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채택)
H1c: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 이용은 오

라인 정치참여 증가에 정  향을 미친다.
(기각)

H1d: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은 근성

이 좋기 때문에 정치참여에 극 이 된다.(채택)
H1e: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으로 인하

여 유권자의 정치  심을 증폭시켜 다.(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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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으로 인하

여 후보자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a: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을 사용으

로 해당 후보자 선택에 한 심이 많아진다.
(채택)

H2b: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을 활용하

여 정치  심을 유도하므로 후보자의 이미지

가 좋아진다.(채택)
H2c: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으로 소통

을 해 노력하는 모습은 후보자의 신뢰감을 형

성시킨다.(기각)
H2d: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을 활용한 

최신 트 드 수용력은 후보자에 하여 정  

향을 미친다.(기각)
H2e: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은 푸시 알

람을 활용하여 근성을 더욱 증가시키므로 일

반 SNS만을 사용한 것 보다 후보자에 하여 
정  향에 효과가 있다.(채택)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매체들이 진화함에 따라 선거

운동의 방식과 략 한 진보하게 됨에 따라 FCM기능
을 활용하여 보다 편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사용한 후

보자 소통 유도 푸시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시스템의 
이 을 살펴보면, 첫째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시스템은 
정치도구로써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이 참

여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잠재성이 있

으며,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이 정치도구

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도 오 라인 정치참여 증가에 

정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의 근성이 좋기 때문에 정치참여에 극

이 되고,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이 유권자

의 정치  심을 증폭시켜 다. 
두 번째로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으로 

인하여 후보자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것에 후보

자 소통 어 리 이션을 사용하여 해당 후보자 선택에 

한 심이 많아지게 하며, 이 어 리 이션을 활용하

여 정치  심을 유도하므로 후보자의 이미지가 좋아진

다. 하지만, 후보자 소통 어 리 이션을 사용해도 후보

자의 신뢰감을 형성시키거나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을 활용한 최신 트 드 수용력으로 인한 정

 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후보자 소통 유도 어 리

이션의 근성이 후보자에게 정  향을 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미비하 던 선거 어 리

이션에 한 개발과 향에 해 체계  가설설정과 이

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하는 에서 연구에 기여하

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유의한 사항들은 선거 어
리 이션에 고려할 요소로 시사 을 가진다.
본 시스템은 선거행정 시스템과는 달리 독립 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이며, 기능 인 측면으로는 푸시  알

람기능을 구 하기 해 리스트 클래스를 정의하고 

FCM기능을 사용하여 보다 편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사용하 다. 향후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을 게시했을 
때 그 내용이나 타 메시지를 자동으로 푸시로 송이 가

능하다. 한, 페이스북이 아닌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뷰
페이지를 바꾸면 홈페이지의 기능에 따라서 발  방향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후보자 소통 유도 푸시 어
리 이션을 실행 시켰을 때, 메뉴를 추가하는 개발을 통
해 유권자들 간의 커뮤니 이션을 극 화 시키는 방향으

로도 구 이 가능하다. 아직은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포
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슈사항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 

어 리 이션의 기능을 추가하 을 때는 정보 유출을 방

지하기 한 기능  구 이 필요하다. 
이 게 본 연구에서는 선거 후보자를 한 소통 어

리 이션의 진화된 모델을 제시하 고 각 후보자의 특성

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능에 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더

욱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스템을 통한 
선거 목표를 실 할 수 있도록 추  역할을 담당하는 

랫폼으로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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