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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낮은 수준의 관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나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사회 집단이 등

장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집단 중에서 어떤 집단의 경우는 사람들이 싫

어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집단들의 발언권 역시 허용될 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

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용은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집단에 관한 것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용을 

싫어하는 집단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개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적 관용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집단의 구성

원을 사회적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로 개념화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평상시에 대화하는 대화 관계망 안에 나와 다

른 사람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가 정치적 관용을 상승시킨다고 논의

한 바가 있다. 이 연구는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 대화 관계

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다양성이 정치

적 관용 및 사회적 관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매체로

서의 소셜 미디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망 이

질성을 세 가지 차원, 즉 지역의 거주지 다양성,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

성,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으로 나누어 관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차원의 관계망 이질성의 효과의 크기를 비

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 연령대, 지역에 따라 비례 추출한 페이스북 이

용자 5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

해 얻은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응답과 공



공데이터를 결합하여 거주지 다양성과 온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이 관용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과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은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오프라

인에서 이질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소셜 미디어에서 이질적

인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을수록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이 높았다. 

한편, 거주지 다양성은 정치적 관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을 매개로 정치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에 거주하

는 것만으로는 관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러한 지역에 살고 이질

적인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 정치적 관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의 효과는 오프라인 관계망 이

질성이 통제되었을 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이 관용에 미치는 효과를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이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정치적 관용, 사회적 관용,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 거주지 다

양성,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페이스북

학번:　２０１６-２３０７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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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많은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사회적 다양성이 추구해야 하는 중요 

가치로 일컬어지고 있다. 폐쇄성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가 

장기적으로 공동체를 해치는 주요 요소로 지목되면서 기업이나 공조직, 

비영리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추구하는 특별위원회나 임원이 

운영되어 활동하고 있다. 집단적 차원에서 다양성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질성이다. 본인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 할 수록 

다름을 견뎌내고 조율하는 역량이 증가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관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성의 덕목으로 강조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관용은 민주적 절차와 다양성 원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관용은 또한 갈등 해결 및 협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회가 지불해야 할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낮추고 사회적 화합과 

다양성 증진을 통해 정치, 사회적 발전을 불러올 수 있어 의미 있고 

중요한 시민적 가치라 할 수 있다(가상준, 윤종빈, & 유성진, 2010).

특히나 갈등 수준이 높고, 최근에는 새로운 성격의 갈등이 등장하는 

한국사회에서 관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많은 

연구 및 조사에서 한국사회의 낮은 관용 수준에 대해서 지적해왔다. 

심각한 수준의 계층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및 

한국 사회로 유입되는 외부인들과의 갈등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갈등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서로 다른 집단이 자신의 입장을 시민 

사회에 말할 수 있는 데 있다. 

한편, 이질적인 관계망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노출시키는데 이는 숙의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MacKuen, 1990).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 한다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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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극단화된 의견을 취하게 될 것이고(Mutz, 2002), 이는 궁극적으로 

숙의를 위태롭게 하고, 파편화되고 극화된 사회를 낳게 된다(Mutz, 

2002; Stroud, 2010). 

특히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들이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 이질적인 관계망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상호 작용성과 선택성이 보장된 인터넷기반 

미디어 환경이기에 선택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의 의견에만 노출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정일권∙이준웅∙배영, 2013). 또한 선택적 노출은 

정보 편식을 심화해 개인이 소속된 소집단별로 집단적 나르시시즘에 

빠져들게 할 수 있고, 사회 전반에서 의견 극화를 통한 집단 간 대립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나은영, 2006). 이 연구에서는 

특히나 소셜 미디어 상의  관계망 이질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은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Barnidge, 2017)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다른 중요한 지점은 관계망 이질성을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관계망 이질성에 더하여 집단적 

차원에서 구조적 이질성인 거주지 이질성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관계망 이질성의 다차원적이고 다수준적인 측면을 경험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나은경, 2007a), 구조적 수준에서 

관계망 이질성을 규정하고 관용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인터넷 이용을 전통적인 

기존 매체들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Haythornthwaite, 200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온라인 상의 새로운 형태의 관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으로 특징 지어지기 때문이다(나은경, 2007a).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관계는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져 지속되기도 

한다(Rheingold, 2000; Parks & Roberts, 1998). 혹은 오프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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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를 뒤섞는 경향이 있다(McKenna et al., 2002). 

대부분의 온라인 상의 상호작용, 특히나 소셜 미디어 상의 상호작용은 

집, 직장, 그리고 이웃과 같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조직된 관계로부터 

기인한다(Hampton, Goulet, Rainie, & Purcell, 2011). 

또한 특정한 미디어 이용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는 

시대에 단독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적고, 전통적 미디어 연구에서는 

시민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뉴스 소스들이 같이 

작동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Balmas, 2014). 전통적인 사회 환경은 

여전히 개인의 관계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 사회적 자본을 얻을 수 있는 

주요한 경로다(Hampton et al.,2011). 이러한 측면에서, 소셜 미디어가 

독립적이고 직접적으로 한 사람의 관계망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은 적절하지 않다(Hampton et al.,2011). 대부분의 온라인 상의 

상호작용, 특히나 소셜 미디어 상의 상호작용은 집, 직장, 그리고 이웃과 

같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조직된 관계로부터 기인하는데(Hampton, 

Goulet, Rainie, & Purcell, 2011),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도 

소셜미디어의 독립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하여 사회학, 정치학 연구자들은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이 단독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고,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지역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Huckfeldt & Sprague, 1995). 

그동안의 연구는 사회구조적 변인들과 미디어 사용의 증가나 정치적 

행동과 같은 개인적 수준의 결과의 관계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사회적 수준의 변수와 개인적 수준의 결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Kim et al., 1999; McLeod, Scheufele, Moy, 

Horowitz et al., 1999; McLeod, Scheufele, & Moy, 1999).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온라인의 관계망 이질성과 오프라인의 구조적 

이질성의 관계를 함께 탐구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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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선행 연구 검토

1. 정치적 관용에 관한 연구

평상시에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중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치적 관용이 높다. 기존 연구에서는 면대면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를 

일관되게 보여주었다(Mutz, 2002; Pattie 　＆ Johnston, 2008; Ikeda 

& Richey, 2009). 

정치적 관용이 높은 사람이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의 인과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종단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그보다는 정치적 관계망 이질성이 

정치적 관용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Pattie &　 Johnston, 2008; 

Ikeda & Richey, 2009). 패티와 존스턴(Pattie & Johnston, 2008)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계망 이질성과 정치적 관용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순서를 알아보기 위해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영국의 

종단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1992년의 관계망 이질성은 

1992년의 정치적 관용을 통제한 후에도 1997년의 정치적 관용을 

높였다. 

이케다와 리치(Ikeda & Richey, 2009) 역시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일본 전국 단위의 종단 설문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대화 

관계망에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관용을 상승시키는지를 알아보았다. 2000년의 횡단 자료와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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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정치적 관용을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관계망 이질성과 정치적 관용이 문화권에 관계없이 

일관적인 관계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머츠(Mutz, 2002)의 연구는 이질적인 정치적 의견을 접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관용을 상승시키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화 관계망 안에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반대 의견에 대한 근거를 더 많이 

이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상대 의견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탈편협화(deprovincialization; Pettigrew, 1997)”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 관습, 그리고 

생활습관이 사회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의견 불일치 경험을 통해 반대 의견에 대한 타당한 논리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 Mutz, 2002)”를 지지하게 된다. 

대화 관계망 안에서 나와 다른 정치적 의견을 듣게 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인지가 상승하고, 그가 제시하는 근거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이견과의 상호작용이 정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다른 의견에 대한 노출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을 습득하고 

이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Manin, 1987). 프라이스와 동료들(Price, 

Cappella, & Nir, 2002)도 관계망 이질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많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프라이스와 

동료들(Price et al., 2002)은 정치 대화에서 불일치의 경험이 과연 

의견의 질을 상승시키는지를 연구하였으며, 특히 다른 사람들 의견의 

근거를 잘 이해하게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프라이스와 동료들(Price et 

al., 2002)은 “논변 구성(Argument repertoire)”을 측정하여 대화 

관계망 안에서 불일치 경험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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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말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논변 구성 문항에 성실히 대답을 

해주는 경향성을 통제하고도,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노출 될수록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더욱 잘 이해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온라인 토론 게시판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읽었는지(송현주∙신승민∙박승관, 2006; 최윤정 & 이종혁, 

2012), 웹사이트에서 정치적 성향과 관심, 취미, 취향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접했는지(나은경 2007a)가 관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송현주∙신승민∙박승관(2006)은 온라인 토론 게시판에서의 이견 

노출과 관용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이견 읽기는 상대방 의견에 대한 논변구성을 증가시켰고, 

상대방 의견에 대한 논변구성은 정치적 관용을 증가시켰다. 최윤정과 

이종혁은(2012)의 연구에서도 이견 노출이 비판적 이해를 매개로 하여 

의견 조정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의견 조정은 정치적 관용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상대방 주장을 듣게 되면 근거를 이해하게 되고, 

탈편협화 과정을 거쳐 정치적 관용이 증가한다는 앞서 말한 경로가 

인터넷 토론장에서도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나은경(2007a)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정치적 관용과 동성애자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온라인 이질성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이질성 인식은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른 연구와 달리 나은경(2007a)의 

연구에서만 관용의 대상을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로 특정했는데, 이들 

집단의 특성 때문에 온라인 이질성 인식이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이견 노출 혹은 관계망 이질성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구조적 수준에서의 

관계망 이질성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지 않았다. 구조적 

수준에서의 관계망 이질성이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가를 뜻하는데, 개인이 가지는 관계망을 다양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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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거주지 다양성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이질성의 상대적인 양을 제한한다. 다른 인종, 

정치적 선호, 혹은 종교적 교파를 가진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확률 혹은 기회는 더 큰 사회적 환경 속에 그러한 집단의 

상대적인 분포가 어느 정도 인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주지 다양성은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lum, 1984). 블럼(Blum, 1984)의 연구 결과, 사회적 구조가 

개인의 친구 및 지인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이는 개인의 선택보다 오히려 

영향력이 컸다. 구조적 수준의 관계망 이질성은 관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적 수준에서의 관계망 이질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지 다양성이 정치적 관용 및 사회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거주지 다양성이 사회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2. 사회적 관용에 관한 연구

거주지 다양성이 사회적 관용 혹은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에 미치는 영향을 본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거주지 

다양성을 한 지역 내의 외국인의 비율로 정의하고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연구에 따라서 혼재되어 있었다. 

국외 연구의 경우, 대체로 거주지 다양성이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Semyonov, Raijman, Tov, & 

Schmidt, 2004; Schmid, Ramiah, & Hewstone, 2014; Christ et al., 

2014). 

일부 국내 연구에서도 거주지 다양성은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한윤선, 김부경, & 전수아, 2014; 이다은, 

이윤아, & 고혜빈, 2016). 한편, 거주지 다양성의 효과가 나타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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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있었는데, 효과의 방향은 연구에 따라 달랐다. 거주지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일부 외국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는, 즉 

사회적 관용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가 있었다(민지선 & 

김두섭, 2013).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거주지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일부 외국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박효민, 김석호, & 이상림, 2016), 거주지 다양성이 사회적 관용을 

높일 가능성을 기대하게끔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거주지 다양성을 주로 한 지역에 외국인이 

얼마나 거주하는 가로 개념화하였으며, 거주지 다양성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의 관계를 주로 연구하였다. 세묘노브와 동료들(Semyonov et 

al., 2004)은 한 지역의 외국인 비율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하여 갖는 배제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세묘노브와 

동료들(Semyonov et al., 2004)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외국인의 

비율은 인지된 위협과 배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인지된 

외국인의 비율을 따로 물었을 경우에는 인지된 위협에 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인지된 위협은 배제적인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인지된 

외국인의 규모는 배제적인 태도에 직접 효과는 없었지만 인지된 위협을 

통한 부적인 간접효과가 있었다. 간접효과로 인해서 인지된 외국인 

규모의 부적인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슈미드와 동료들(Schmid et al., 2014)은 거주지역의 다양성을 

백인이 다른 인종을 만날 확률과 인종적 소수자가 백인을 만날 확률로 

정의하고, 거주지역의 다양성이 다른 인종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역시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슈미드와 동료들(Schmid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얼마나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 접촉하는지와 다른 인종의 사람들로 

인해서 인지하는 위협의 정도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전 연구와 다르게 

인종 간의 접촉과 인지된 위협의 간접효과를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의 다양성이 다른 인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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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없었는데, 지역의 다양성은 인종 간의 접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인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정적으로 미쳤다. 반면에 지역의 

다양성은 다른 인종에 대한 인지된 위협을 높이기도 하는데, 인지된 

위협은 다른 인종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로가 상쇄되어서 지역의 다양성은 다른 인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크리스트와 동료들(Christ et al., 2014)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외국인 접촉의 맥락적 효과와 개인 수준의 효과를 횡단 

데이터와 종단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인종과 접촉하는 빈도의 평균을 사용하여 맥락적 수준이라고 

하였다. 맥락적 수준에서 다른 인종과의 접촉이 많아지면, 한 사람이 

가지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다른 인종과의 접촉의 효과를 넘어서서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맥락적 

수준에서 인종 간 접촉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맥락적 수준에서 

인종 간 접촉이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낮다. 이는 외집단과의 긍정적인 접촉이 활발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집단 구성원들은 더욱 관용적인 내집단 규범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규범은 집단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는데,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태도, 가치관, 행동을 

규정한다. 그리고 편견이 어느 정도로 용인되는지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달려있다. 맥락적 수준에서 긍정적인 접촉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긍정적인 접촉보다 편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맥락적 

수준에서 긍정적인 접촉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관용적인 

규범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편견이 감소하는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맥락적 수준에서 접촉이 높은 사회에서는 관용적인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고, 관용적인 사회적 규범은 긍정적인 접촉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 중 민지선과 김두섭(2013)의 연구에서는 지역 내에 

외국인 비중이 높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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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다만 어떤 외국인 집단에 관해서 묻는지에 

따라서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일본인,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동남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물었을 때는 지역 내에 외국인 비중이 

높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미국인, 유럽인에 대해서는 지역의 외국이 비중이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가 없었다.

박효민∙김석호∙이상림(2016)의 연구에서도 이주자 밀집 지역 

거주 여부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집단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에 대해서는 

이주자 밀집 지역의 거주 여부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 없었다. 

그러나 민지선과 김두섭(2013)의 연구와는 달리, 이주자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족, 동남아인에 대해서 더 낮은 사회적 거리감을 

보였다.

한윤선과 동료들(2014)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구 밀집 지역과 

비밀집 지역으로 나누어,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정도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을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뜻한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서 다문화 가구 밀집 

지역 여부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성별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남학생이 다문화 수용성이 낮았지만, 다문화 밀집 지역인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과의 높은 접촉이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접촉 

정도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개인 및 가정환경 변수의 

영향력을 상쇄 또는 강화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다은∙이윤아∙고혜빈(2016)은 거주지역 내 외국인 비율을 

내국인 100명당 외국인의 수로 측정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시의 규모와의 상호작용효과는 있었는데, 중소도시인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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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주민이 사회갈등을 일으킬 

것이라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불안정한 집단에서 외집단에 대한 방어적인 

편견을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거주지 다양성은 이질적인 인종 혹은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경우 이질적인 집단과 많이 접촉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른 

인종 혹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혹은 태도와의 관계가 

논의되어왔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구조적 수준에서 거주지 다양성의 

효과를 보는 대신 개인적 수준에서 다른 인종과의 접촉 혹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다른 인종 혹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비롯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김금미와 안상수(201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와의 접촉이 이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와 접촉을 하는 대학생이 더욱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2011)은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새터민 및 조선족과 같은 이주민집단을 

향한 편견에 이들과의 접촉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편견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이용하였는데, 앞서 말한 집단과의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이선(2007)의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의 

근무자의 경우에 오히려 다른 인종에 대한 배제주의 성향이 강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와 친하게 지내는 경우에는 다른 인종에 대한 

배제주의가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했을 때,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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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종과의 접촉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류승아(2017)는 성소수자,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 가정, 정신 

장애인, 신체장애인를 소외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접촉이 

소외집단에 대한 편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편견을 친구나 이웃, 회사 동료가 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사회적 거리감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간접접촉 경험의 효과를 추가로 

알아보았다. 간접접촉은 각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 매체, SNS,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 지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직접접촉은 

성소수자, 다문화 가정, 신체/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켰다. 

직접접촉이 탈북자에 대한 편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탈북자에 대한 직접접촉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간접접촉은 탈북자, 다문화 가정, 신체/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켰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대중매체 속의 성소수자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접촉이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분리로 인해서 면대면 

접촉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집단들은 

주거 환경과 교육, 직업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Dovido, 

Eller, & Hewstone, 2011), 어떤 사람들은 외집단에 대한 접촉을 

적극적으로 피한다는 것이다(Kim & Wojcieszak, 2018).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대중 매체를 통한 접촉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로 관심을 이동시켰다.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면대면 접촉이 편견 감소에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검증하였다(Wright, Aron, McLaughlin-Volpe, & Ropp, 1997). 

이후,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접촉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인터넷은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면대면 접촉의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연구에서 온라인상의 접촉이 편견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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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 온라인 접촉에 관한 연구들은 인터넷 토론의 경우, 대화가 

비동시적이기 때문에 토론자들이 대화에 있어서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집단간 접촉을 상승시키는데 우호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한다(Amichai-Hamburger & McKenna, 2006).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높은 접근성과 상호작용에 

드는 낮은 비용은 집단 간 접촉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Alvidrez, Pineiro-Naval, Marcos-Ramos, & Rojas-Solis, 

2015). 또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육체적 위험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의 구성원들은 불안을 덜 경험하고, 다른 집단 

구성원고 접촉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기대가 적을 수 

있다(Harwood, 2010). 

월서와 동료들(Walther, Hoter, Ganayem, & Shonfeld, 

2015)의 연구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이 온라인 접촉을 많이 하는 실험 

조건일 때, 서로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했다. 이에 대하여 월서와 

동료들(Walther et al., 2015)은 사회적 정보 처리 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SIP; Walther, 1996)에 기반하여, 

지속되는 온라인 접촉을 할 때 이용자들은 자신에 대한 온라인 메시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대인 간 매력을 이끌어내고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관계가 발전하여 다른 인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인종 집단 외에 다른 집단에 대한 온라인 접촉의 효과도 

검증되었다. 외집단과의 온라인 접촉을 인터넷에서 작성한 코멘트를 

보는 것으로 정의한 김과 우즈시에스작(Kim & Wojcieszak, 2018)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접촉을 많이 하는 것이 성소수자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온라인 외집단 접촉을 외집단 구성원에 의해서 작성된 개인적인 댓글인 

직접 온라인 접촉(direct online contact)과 내집단 구성원에 의해서 

작성된 댓글을 통해서 외집단 구성원을 마주하는 확장된 온라인 

접촉(extended online contact)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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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촉만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가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사회적 

접촉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면서, 소셜 미디어상에서 다른 인종과의 

접촉이 사회적 거리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Lev-On & Lissitsa, 2015). 온라인 서베이에서 유대인과 

소셜 미디어상에서 온라인 접촉을 많이 한다고 응답한 아랍인은 

유대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아랍인과 소셜 미디어상에서 온라인 접촉을 많이 한다고 응답한 

유대인인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아랍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 국외 연구에서는 

대부분 거주지 다양성을 인종적 이질성으로 정의하였고, 국내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외집단과의 접촉 역시 다른 

인종 집단과의 접촉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에 따른 종속 변수 역시 

대개 다른 인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거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및 태도였다. 

예외적으로, 국외 연구에서는 김과 우즈시에스작(Kim & 

Wojciesjak, 2018)이 불법이민자에 더하여 성소수자와의 접촉과 해당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국내 연구에서는  

류승아(2017)가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에 더해 성소수자와 정신/신체 

장애인을 사회 소외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접촉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외 다른 국내연구는 외국인과의 

접촉이 외국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사실상 인종갈등이나 민족갈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컬어진다(임희섭, 2006). 새롭게 한국사회의 소수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신부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의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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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다양성에 관한 연구는 다루는 외집단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지역 갈등, 빈부 갈등, 이념 갈등(한준 & 

설동훈, 2007)과 세대 갈등(김재한, 2006)은 외국인과의 갈등보다 

훨씬 부각된다. 

또한 페티그루(Pettigrew, 1997)는 일찍이 외집단과의 접촉이 

가지는 효과에 관한 이론인 접촉이론(Contact theory; Allport, 

1954)을 인종 집단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집단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페티그루(Pettigrrew, 1997)에 따르면, 접촉 

이론은 인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적 계층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종교, 인종 및 국적, 사회계급,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의 

대인접촉에 대해서도 이론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집단과의 

접촉의 효과를 메타 분석한 페티그루와 트롭(Pettigrew & Trop, 

2006)에 따르면, 접촉의 효과는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를 보였다. 특히, 성소수자, 

정신 지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해서도 해당 집단과의 

접촉이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집단과의 접촉에 관한 국내 연구가 국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접촉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페티그루(Pettigrew, 1997)가 

제시하였던 다른 종교, 국적, 사회계급,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의 

대인접촉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제 2 절 주요 개념의 개념화

1. 관용(tolerance)



- 16 -

1)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

정치적 관용(tolerance)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에 대하여 참고 견딜 수 있는 용의(Sullivan, Piereson, & Marcus, 

1979)이다. 구체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정원규, 2005).

관용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흔히 정치적 관용을 편견의 

반대어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둘은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Sullivan, Piereson, & Marcus, 1993). 종종 편견이 없는 

사람을 매우 관용적이라고 하고, 편견이 있는 사람을 비관용적이라고 

말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정일권 등, 2013). 다시 말해, 편견이 

있는 사람도 사실 관용적일 수 있다.‘태도’란 3가지 요소로 

정의되는데, (1) 어떤 것에 대한 신념, (2) 어떤 것에 대한 평가, (3) 

어떤 것에 대한 행동적 지향이다. ‘편견이 있는’ 태도란 보통 (1) 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2)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3) 그 

집단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라고 일컫는다. ‘편견이 

있는’태도의 반대말로 ‘관용적’ 태도라고 논한다면, 관용이 있는 

사람은 그 집단에 대해 고정관념이 없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잭맨(Jackman, 1977)에 따르면,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더라도, 이러한 신념들이 

반드시 적대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타인이나 다른 

집단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고정관념은 쉽게 다른 집단을 파악하는 지름길로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 특이한 사례이고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용에 대한 강한 규범이 있고 어떤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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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다면, 이러한 경우는 편견이 있지만 

관용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편견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관용적일 수도 있고 비관용적일 

수도 있다. 관용과 비관용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념이나 평가를 견지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적대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가의 문제이다.

정치적 관용은 시민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사회 

내의 특정 집단에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연결된다(가상준, 2016; 원숙연, 2017). 상대방의 의견과 

태도가 위협적이고 적대적일지라도 이들도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Nie, Junn, & Stehlik-Barry, 1996)이다. 즉 내가 

특정 집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나 평가를 할지라도 사회에 다원적인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관용은 

반대 의견을 가진 집단이나 싫어하는 집단일지라도 정치적 자유와 정치 

참여 같은 시민권과 소수자의 권리를 허용하는 의지(Gibson & 

Bingham, 1982)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관용은 이러한 집단에 

시민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나 공공교육 및 공적 발언권(public 

speech)등 소위 공적인 자원을 제공할 의향으로 측정한다(Weber, 

2003; Noll et al., 2010; 가상준, 2016; 원숙연, 2017).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치적 관용이 특정 집단의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가 아니라 그 집단이 표현할 기회를 가지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뜻한다는 점이다. 특정 행위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한 

허용 여부와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 방식에 대한 허용 여부는 구분될 수 

있다(정일권 등, 2013).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정치적 관용은 ‘특정 

집단’의 ‘특정 행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가의 여부를 

묻는 방식을 취한다(정일권 등, 2013). 이와같이 정치적 관용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집단이 극단적 의견 혹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동의 여부로 측정되어왔다(정일권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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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치적 관용의 하위 차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깁슨(Gibson, 1992)은 관용의 대상에 대한 문제보다 그 집단에 

의해 취해질 수 있는 정치 사회적 활동들을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구분 

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적 관용은 대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하는 

문제이다(Gibson & Bingham, 1982). 이 연구에서는 공공연설, 

가두행진 및 학교 일일교사 활동을 허용하는가를 묻는 문항에 더하여, 

일회적이지 않은 성격을 가진 공직 진출의 자유를 인정하는가를 

추가하였다. 

한편, 앞서 선행연구에서 검토하였던 정치적 관용에 관한 연구들은 

관용에 대한 정의를 연구마다 다르게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최윤정과 이종혁(2012)는 정치적 관용을“사람들의 차이를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싫어하는 사람도 동등하게 대하려고 한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허용하는 정도인  

정치적 관용이라기보다는 편견 없는 태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관용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관용을 묻기도 하였다(Pattie & Johnson, 2008; Ikeda & 

Richey, 2009). 예컨대, 패티와 존슨(Pattie & Johnson, 2008)은 

“사람들이 공공 집회를 주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문항과“사람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시위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문항으로 정치적 관용을 측정하였다. 이렇듯 특정 집단으로 

상정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관용을 물었을 때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 태도에 가깝다. 

관용을 동일하게 개념화했을 때라도, 관용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기도 했다. 관용의 대상을 연구자가 지정해주는지에 따라서, 

“미리 선택된 집단(pre-selected group) 접근 방식(Gibson, 

1992)”과 “자가 선택 집단(self-selected)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Lee, 2014). 먼저,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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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는 특정한 소수 집단이나 비순응적인 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조사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을 미리 선택된 집단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 

 송현주∙신승민∙박승관(2006)과 나은경(2007a/2007b)은 관용의 

대상을 미리 지정해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송현주와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는 한미행정협정(SOFA) 관련 이견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읽었는지를 묻고, 한미행정협정(SOFA)에 대한 극단적 의견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것, 집회나 시위에서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직자 임용 허용 여부에 대한 태도를 물어 

정치적 관용을 측정했다. 나은경(2007a/2007b)은 페미니스트 운동가와 

동성애자 두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미리 선택된 집단 접근 방식으로 측정된 정치적 관용을 

이용한 스토퍼(Stouffer, 1955)의 연구에 대해서 설리반과 

동료들(Sulliva et al., 1979)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내용 제어 방식(content-controlled method)”을 제안하였는데, 

앞서 말한 자가 선택 집단 접근 방식과 같은 것이다. 스토퍼(Stouffer, 

1955)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무신론자에 대한 정치적 관용을 

측정하였는데, 세 집단 모두 “좌편향(leftist)” 된 성격의 집단이다. 

설리반과 동료들(Sullivan et al., 1979)은 이에 대해 스토퍼(Stouffer, 

1955)의 개념화와 조작화가 일반적인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파보다는 좌파에게는 이러한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이 더 쉬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Sullivan 

et al., 1979). 다시 말해, 스토퍼(Stouffer, 1955)의 연구에서 정치적 

관용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왔던 교육수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일반적인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이라기보다는 실은 좌편향의 성격을 

가진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일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미리 집단을 정해준 경우, 어떤 집단에 대한 

관용인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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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2014)이 종북 세력에 대한 관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념 성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연령과 소득이 관용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의 영향요인 

분석했을 때는 다른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과는 다르게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설리반과 동료들(Sullivan et al., 1979)은 설문하는 

집단에 대한 선호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싫어하는 두 집단을 

먼저 응답하게 한 후, 그 집단들에 관한 관용을 측정하는 내용 제어 

방식을 제안하였고, 이후로 관용 관련 연구에서 많이 쓰였다.

대표적으로, 머츠(Mutz, 2002)와 전(Jun, 2014)은 자가 선택 집단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집단을 적도록 

하고, 그 집단이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지, 도시에서 시위할 권리와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미리 선택된 집단 접근 방식과 비교했을 때 자가 선택 집단 

접근 방식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이 있다. 설리반과 동료들(Sullivan et 

al., 1979)에 따르면, 정치적 관용이란 싫어하는 집단이나 소수 집단, 

혹은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의미가 있다. 동의하는 

집단에 대해 내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관용이 아니고, 완전히 

무관심한 문제에 대한 발언에 개입하지 않는 것 또한 정치적 관용이 

아니라고 논의된 바 있다(정일권 등, 2013). 이를 고려했을 때, 미리 

선택된 집단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제시된 집단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응답자가 동의하거나 그 집단이 응답자가 좋아하는 집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자가 선택 집단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응답자가 싫어하는 집단을 먼저 선택하게 한 후에, 그 

집단에 대한 관용을 측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관용은 

정확히 말하자면 응답자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관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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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관용(social tolerance)

정치적 관용은 다른 사람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참고 견딜 수 있는 용의이며, 이는 집단에 대한 태도 중 신념과 

평가라기보다는 행동적 정향이라는 것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정치적 

관용이 집단에 대한 편견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도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거주지 다양성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를 정치적 관용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한편, 관용에 관한 연구에서 정치적 관용만큼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참고 견디는 용의를 사회적 

관용(social tolerance)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개념은 사회적 

거리감과 유사하다.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은 겹치긴 하지만 구분되는 

개념이다(Lee, 2014). 사회적 관용은 일상의 생활이나 삶 속에서 

‘선호하지 않는(disliked)’ 또는 ‘사회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non-conformist groups)’ 집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이다(Walzer, 1997). 사회적 관용은 선호하지 않거나 사회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 집단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이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있는가 등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서의 수용 의지로 

논의된다(Hadler, 2012).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관용보다 일상의 삶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용은 타인이나 다른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감정적 대응인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과 관련 

깊다(원숙연 & 정하나, 2014). 사회적 거리감이란 다른 집단에 대한 

심리적인 친밀감, 혹은 심리적인 장벽을 뜻한다(Bogardus, 1928). 

사회적 관용과 정치적 관용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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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두 가지 차원의 관용은 분리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삶 속에 

어떤 집단을 받아들이고자 하면서도 그들이 시민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집단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Lee, 2014).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 대해서 그들을 사회적 삶 속에 

받아들이면서도 그 집단의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러한 태도는 “조용한 공존(quiet co-existence)”이라고 할 수 

있다(Lee, 2014). 즉, 사람들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조용히 지내고 

그들의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과 어울려서 살아갈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의 주류 집단과 비주류 

집단이 함께 살고 있지만, 주류 집단이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조용한 공존과 다르게,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는 호의적이면서, 그들과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은 꺼릴 때 나타나는 태도는 “공손한 

거리두기(respectful distance)”이다. 이러한 공손한 거리 두기 태도는 

님비(NIMBY; not-in-my-backyard) 현상과 유사한데, 어떤 것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 집단에 대해서 공손한 거리두기 태도를 보일 때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그들의 동료 시민이고 그들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 혹은 

기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 집단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원치 않을 때이다.

거주지 다양성이 미치는 효과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종속변수로 다루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감, 즉 사회적 관용이 

정치적 관용과 다르다는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에 대해 각각의 연구 가설 및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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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망 이질성(network heterogeneity)

“관계망 이질성(network heterogeneity; Marsden, 1987; 

McLeod, Scheufele, & Moy, 1999; Scheufele, Nisbet, Brossard, & 

Nisbet, 2004)”이란, 관계망 안에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뜻한다. 관계망 이질성이라는 개념안에는 

사회정치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망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마주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관계망 이질성 그 자체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마주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관용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어왔다. 

관계망 이질성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이견 노출(cross-cutting 

exposure; Mutz, 2002)”이 있다. 이견노출은 다른 의견에의 노출을 

더 직접적으로 다룬다. 이견 노출은 어떤 사람이 자주 대화하는 사람 

중에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뜻한다.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토론 혹은 교류라는 점에서, 이견 

노출은 “위험한 토론(dangerous discussion; Eveland & Shah, 

2003)”과도 유사하다. 이블랜드와 샤(Eveland & Shah, 2003)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안전한 

토론(safe discussion)”이라고 개념화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들과 토론하거나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위험한 토론으로 개념화하였다. 

관계망 이질성은 정치적 관점뿐만 아니라 나이, 교육수준, 인종,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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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정치적 이견 노출이나 위험한 토론보다 훨씬 다양한 

관점에의 노출을 다루고 있다. 어떤 종류의 사회적 배경을 이질성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마르스덴(Marsden, 1987)은 나이, 교육수준, 인종, 성별을 기준으로 

삼았고, 맥리오드와 동료들(McLeod et al., 1999)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슈에펠레와 

동료들(Scheufele et al., 2004)은 성별, 정치적 관점, 인종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치적 관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정치적 이견 노출의 효과만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견 노출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의 

노출을 가져올 수 있는 관계망 이질성의 효과를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정치적 관용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기존 연구는 탈편협화, 즉 나와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다양한 가치관에 노출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다르거나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양한 

가치관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Scheufele, Hardy, Brossard, 

Waismel-Manor, & Nisbet, 2006).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점, 국적, 종교, 교육수준, 소득 수준, 

연령, 출신 지역이라는 기준에서 관계망 이질성을 정의 내렸다. 다른 

집단과의 접촉이 활발한 정치적 토론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Gonzalez & Brown, 2003; Mutz, 2002; Scheufele et 

al., 2006), 대체로 의견의 다양성을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Djupe & 

Calfano, 2012).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소득수준, 연령, 출신 

지역이라는 이질성의 기준을 추가한 것은 한국의 경우, 소득 수준, 연령 

그리고 출신 지역에 따라 의견의 다양성이 클 것으로 생각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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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변지은 외, 1997)에 

따르면, 학력과 소득 수준은 개인의 가치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 연령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나은영 & 차재호, 1999). 또한,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이 

페티그루(Pettigrew, 1997)가 말한 사회계급을 나타내고, 종교, 연령,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이 문화가 다른 사람을 나타낸다고 간주하여 위와 

같은 기준으로 관계망 이질성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계망 이질성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거주지 다양성,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 그리고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이다. 거주지 다양성이란 구조적 이질성(structural 

heterogeneity; Scheufele et al., 2006)이라고도 하며, 특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 여러 사회적 집단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 시·군·구 안에 정치적 성향이 다른 집단, 국적이 다른 

집단, 종교가 다른 집단, 교육수준이 다른 집단, 경제적 수준이 다른 

집단, 출신 지역이 다른 집단, 연령대가 다른 집단이 얼마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평상시에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 중에 정치적 관점, 국적, 종교,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연령대,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은 소셜 미디어에서 위와 같은 기준의 다양한 

사람들과 얼마나 교류하는지다. 

제 3 절 연구 가설 및 연구 문제

접촉이론(Contact theory; Allport, 1954)에 따르면 인종 및 

국적이나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부수고 친근한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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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는 접촉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집단의 동등한 지위, 공통의 목적, 집단 간 협력과 집단 간 

접촉을 장려하는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다(Allport, 1954). 이에 더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참여와 친밀한 접촉(Amir, 1969), 그리고 

걱정 혹은 위협의 부재(Pettigrew & Tropp, 2000)를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에 접촉이론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외집단과의 접촉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데 알포트가 제시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Pettigrew & Tropp, 2000; 

Pettigrew, Tropp, Wagner, & Christ, 2011). 단순히 접촉하는 

것만으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앞서 제시한 조건은 접촉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티그루와 트롭(Pettigrew & Tropp, 2006)은 집단 간 

접촉이론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집단 간 접촉은 대체로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의 효과는 접촉하는 

사람에 대한 효과에서 그 사람이 속한 집단 전체로 확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해당 집단 외에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페티그루와 트롭(Pettigrew & Trop, 2006)은 접촉 

효과는 접촉하는 대상 이외에도 그 대상이 속한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될 

수 있고, 또한 그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이 접촉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접촉으로 인한 효과가 특정한 

상황과 접촉에 참여한 외집단의 참여자에게만 한정된다면, 이 이론의 

실용적인 가치는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접촉이론은 앞서 말한 인종 및 국적,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과 외집단에 대해서 검증되었다. 나이, 성 소수자,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다(Pettigrew & Tropp, 2006). 

이에 더하여, 집단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인 

영향은 집단의 형태와는 대체로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로 다른 종교, 인종 및 국적, 사회계급, 문화에 속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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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대인접촉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의 편견 없는 태도가 직접적인 

접촉대상인 특정 집단들을 넘어서 일반화된다(Pettigrew, 1977). 

이러한 일반화는 “집단 간 공감(Cross-group empathy)”, “집단 간 

정체화(Cross-group identification)”, 그리고 “내집단의 

재평가(reappraisal)” 혹은 “탈편협화(deprovincialization)”를 

통해서 일어난다. 탈편협화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 관습, 그리고 생활습관이 사회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을 뜻한다(Pettigrew, 1997).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종교, 국적, 그리고 사회계급을 나타내는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접촉이론에서 논의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접촉이론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지 않지만, 

정치적 이견 노출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Mutz, 2002; Price, Cappella, & Nir, 2002)를 비추어 봤을 때, 

탈편협화 과정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정치적 관계망 이질성이 다른 사람의 

근거를 이해하게 하고 다른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탈편협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관용을 상승시킨다는 이론적 

설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Mutz, 2002). 이에 더하여, 관계망 이질성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Festinger, 1962)” 이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지 

요소들 간에 서로 맞지 않을 때를 부조화 상태라고 하는데, 부조화 

상태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정보나 행동을 취함으로써 조화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부조화는 욕구나 긴장의 상태로서 그것은 우리가 불유쾌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 믿음이나 행동을 바꾸도록 부추긴다. 

관계망에 있는 사람이 이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사람들이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의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자고 

하기 어려워지는 것 역시 인지 부조화 상태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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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경우에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근거에 

대한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관용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윤경과 정일권(2013)은 사람들은 정서적 상처를 피하기 

위해 이견에 맞서거나 자신의 의견을 다듬기보다는 그저 수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거주지 다양성의 효과에 관해서 접촉 이론(Contact theory; 

Allport, 1954)과 수축이론(Constrict theory; Putnam, 2007)은 

상반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다. 접촉이론에 따르면 거주지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경우 이질적인 집단과의 접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접촉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접촉이론과는 반대로, 수축이론에 따르면 인종적 다양성이 높은 

센서스(Census)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외집단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신뢰, 심지어는 내집단에 대한 신뢰까지 낮은 결과를 

보였다. 퍼트남(Putnam, 2007)에 따르면 인종적 다양성은 태도와 행동, 

연계형 사회 자본과 결속형 사회 자본, 공적 연결과 사적 연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utnam, 2007). 

이러한 퍼트남의 이론은 부분적으로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 Blalock, 1967)에 기초하고 있다. 집단위협이론에 따르면, 

이민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원래 살고있는 구성원들은 이민자를 그들 

자신의 집단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Quillian, 1995). 이때 인식된 

위협은 “유형의(tangible) 위협”과 “무형의(non-tangible)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Stephan & Renfro, 2002). 예를 들어, 

이민자들이 사회적 안전망과 같은 자원을 사용한다든가 이민자들이 노동 

시장이나 주거에서 다수집단이 누리는 특권들을 위협한다는 것들은 

유형의 위협이다. 반면에, 무형의 위협이라고 하면 보통 종교 혹은 

상징적인 문제를 일컫는다. 집단 위협이론은 이러한 인지된 위협이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이민자에게 적개심을 느끼고 차별하게 

된다고 말한다(Stephan & Renfro, 2002). 

그러나 많은 경우에 수축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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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의 효과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외집단의 실질적인 규모가 아니라 

인지된 규모가 인지된 위협과 외집단에 대해 배척하는 태도와 관계가 

있는데, 이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emyonov et al., 2004). 

인지된 집단 위협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검증되었지만, 지역 수준에서 측정된 외국인의 실제 비율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관련이 없었다(Semyonov et al., 2004). 또한 

수축이론 및 집단위협이론은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양성이 어떻게 신뢰와 집단 간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chmid et al., 2014). 

이처럼 접촉이론과 수축이론 및 집단위협이론이 거주지 다양성의 

효과에 대해서 상반된 설명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거주지 다양성이 

관용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그 밖에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과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은 접촉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 1)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a)정치적 관용과 b) 사회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1) 거주지 다양성은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가설 2)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a)정치적 관용과 b) 사회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를 통해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소들을 검토한 후 이 연구의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정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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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predispositions)”이나 “확립된 믿음(established belief)”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유성진, 윤종빈, 가상준, & 조진만, 2011). 

예컨대 스토퍼(Stouffer, 1955)의 연구는 정향, 특히나 성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표적으로 엄숙함, 권위주의, 낙관주의와 같은 

특징이 정치적 관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설리번과 

동료들(Sullivan, Marcus, Feldman, & Piereson, 1981) 역시 성격이 

정치적 관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심리적인 안정감, 

독단주의,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결여, 안전에 관한 욕구와 같은 낮은 

단계의 심리적 욕구에 대한 집중 등이 정치적 비관용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다른 연구(McClosky&Brill, 1983)에서도 권위주의가 

강하거나, 마음이 막힌(closed-minded) 사람들은 인종적, 정치적으로 

다른 집단을 마주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성진과 동료들(2011)에 따르면, 현실에서 적용되는 

정치적 관용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개인의 정향이나 믿음이 

대개 경우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용이 개인의 

정향이나 믿음으로만 결정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정치적 관용의 

가변성은 적절히 설명되지 못한다(유성진 등, 2011). 이에 대하여 

마커스와 동료들(Marcus, Sullivan, Theiss-Morse, & Wood, 

1995)은 개인의 정향이나 믿음 자체가 관용의 수준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에서 크게 변화하는 요인으로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정도를 제시한다(유성진 등, 2011). 

마커스와 동료들(Marcus et al., 1995)에 따르면 관용은 세 

가지 주요한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첫번째 요소는 성격, 성별, 

그리고 다른 인구학적 변인과 같은 ‘정향(predisposition)’이다. 두 

번째 요소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같은 ‘고정 

결정(standing decision)’이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당시의 정보(contemporary information)’이다. 당시의 정보로는 

예를 들어 반대하는 집단의 현재 활동에 대한 뉴스 등이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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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로부터 생겨난 ‘당시의 판단(contemporary 

judgments)’이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하는 집단의 권리를 

지지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의 결정 혹은 판단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커스와 동료들(Marcus et al., 1995)은 

이렇게 현실에서 변하는 요인과 관용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유성진 등, 2011). 이에 따르면, 정치적 관용의 정도는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와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글을 읽는가에 따라서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정치적 태도 등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관계망 이질성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스토퍼(Stouffer, 1955)는 정치적 관용에 교육수준이 영향을 

주는 이유가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접촉의 누적이 관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친밀성이 정치적 관용을 상승시킨다는 논리와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 토론의 내용과 범위는 토론 당사자들이 

발전시켜온 관계의 질보다 중요하지 않다. 서로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논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견을 가진 

사람과 한번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의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자고 하기 어려워진다. 정치적 

관용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이 

높았다(Stouffer, 1995; Mutz, 2002; Pattie & Johnston, 2008; Jun, 

2014; 정일권 등, 2013). 한편, 일본(Ikeda & Richey, 2009)의 경우, 

교육수준과 정치적 관용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교육수준은 사회적 관용을 예측하는 변수이기도 하다. 관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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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변인은 교육수준이다. 집단 간 

관계에 관한 분야의 학습가설(Lee, 2014; 원숙연, 2017)에 따르면, 

관용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생긴다. 자신과 

다르거나 사회적으로 덜 선호되는 집단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은 

‘부정적’ 반응인데, 이 부정적인 반응을 완화하는 데는 학습이 

필요하다. 교육은 다양한 생각에의 노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회인식을 갖게 된다(Inglehart, 

1977). 교육을 통해 학습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이념은 사회적으로 덜 

선호되거나 사회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는 집단과 자신과의 차이를 

포함한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한다(Andersen & Fetner, 2008). 이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있어서 교육수준은 정의 관계가 

있었다(원숙연, 2017). 홍콩(Lee, 2014)의 경우, 교육수준과 인종적 

소수집단, 정신 병력이 있었던 사람, 동성애자, 성 노동자, 정치적 

극단주의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및 정치적 관용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의 효과에 관해서 선행연구는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수용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다(Andersen & Fetner, 

2008; 원숙연, 2017). 여성이 갖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보살핌에 대한 

고려와 관계지향성이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원숙연, 2017). 또한 여성 스스로 소수집단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이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집단으로서 다른 소수집단에 

대하여 동질감과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다. 여성은 자신과 같은 

소수집단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남성보다 높다. 원숙연(2017)의 연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관용을 보여주었다. 

나은경(2007a, 2007b)은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에 대한 정치적 관용을 

연구하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적 관용이 낮았다. 그러나 관용의 



- 33 -

대상이 소수집단인 경우가 아닌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관용의 차이가 

없거나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관용을 보였다. 정일권과 

동료들(2013)의 경우 성별이 정치적 관용에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그 

밖에 국외 연구 결과(Pattie & Johnston, 2008; Ikeda & Richey, 

2009),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적 관용이 높았다. 

셋째로, 관용에 미치는 연령의 효과가 있다. 연령-안정성 

가설(age-stability hypothesis; Alwin & Krosnick, 199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인식이 보수화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인식이 고착되어 잘 변하지 않으며 안정되게 유지된다. 

관련 집단과의 경험이나 관련 이슈에의 노출 경험이 없을 경우 

연령-안정성 관계는 고착화되고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강화된다. 

이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있어서는 연령의 효과가 없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용이 

낮아졌다(원숙연, 2017). 홍콩에서 인종적 소수집단, 정신 병력이 

있었던 사람, 동성애자, 성 노동자, 정치적 극단주의 집단에 대해서 

사회적 관용과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Lee, 2014), 

가장 어린 집단이 사회적 관용과 정치적 관용이 가장 높았지만 연령과 

관용 간의 관계가 선형적이진 않았다. 일본의 연구(Ikeda & Richey, 

2009)와 영국의 연구(Pattie & Johnston, 2008), 그리고 국내 

연구(송현주∙신승민∙박승관, 2006)에서 모두 연령이 어릴수록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높았다.

넷째로, 사회적 관용은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자원압박(resource)과 경쟁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도구적 

집단갈등이론(Esses, Dovidio, Jackson, & Armstrong, 2001)에 

따르면, 집단 간 관계에서 특정집단에 대한 인식형성이나 

수용여부(범위)에 자원압박의 정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자원압박이란 “자신이 원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주관적 

인식(Esses et al., 2002)”을 뜻한다. 자원압박을 많이 느낄수록 

자신과 다른 집단과의 갈등과 이해충돌에 민감해진다. 자원압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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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다는 것은 다른 집단의 존재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갈 자원이 

줄어들거나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져 다른 집단에 대한 수용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그러나 

원숙연(2017)의 연구결과, 사회 계층은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다만 고용상태가 비정규직일 

때, 이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낮았다. 홍콩에서 인종적 

소수집단, 정신 병력이 있었던 사람, 동성애자, 성 노동자, 정치적 

극단주의 집단에 대해서 사회적 관용과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Lee, 2014), 소득수준은 사회적 관용과 정치적 관용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정일권과 동료들(2013)의 경우 소득수준은 

정치적 관용과 관계가 없었다. 일본의 경우(Ikeda & Richey, 2009), 

소득수준은 정치적 관용과 관계가 없었다.

다음으로 정치적 이념과의 관계이다. 진보이념을 가진 경우 

보수이념에 비하여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의 폭이 넓다. 진보이념은 

사회적 다양성의 인정이 사회적 정의와 부합한다고 인식한다. 특히 

진보이념을 중시하는 경우 기회의 평등을 넘어선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동시에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고 태생적인 배경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극복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박진경 & 원숙연, 2010). 사회적 관용과의 관계에서(원숙연, 

2017), 정치이념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은 관계가 없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경우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관용이 

높았다. 정일권과 동료들(2013)의 연구결과,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정치적 관용이 높았다. 나은경(2007a, 2007b)은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에 대한 정치적 관용을 연구하였는데,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보다 관용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관용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도 있었다(Ikeda & 

Richey, 2009; Jun, 2014).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을수록 관용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위적인 사람은 사회적 관행이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사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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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비난과 거부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기존의 가치관이나 관행에 대하여 ‘순종적(submissive)’이고 

‘무비판적’이기 때문이다(Hadler, 2012). 개방적인 태도는 관용을 

높이고, 전통을 고수하는 태도는 외집단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덜 

관용적이다(Davidov et al., 2008). 또한,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외부 위협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높고 이로 인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타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도 낮은 

편이다(Sullivan & Transue, 1999). 

정치적 관여도 및 뉴스 미디어 이용은 관용과 정의 관계가 있을 

법하다. 정치적 관여도가 높거나 뉴스 미디어 이용이 높은 사람은 

이슈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관용을 갖게 된다고 논의되어왔기 

때문이다(Peffley, Knigge, Hurwitz, 2001).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뉴스 미디어 이용은 정치적 관용과 관계가 없었다(Jun, 2014). 반면, 

정치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이 높았다(Mutz, 2002, Jun, 

2014). 이와 같은 변인들은 기존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용과의 관계를 예측한 변인들이다. 이에 따라, 몇몇 변수들은 기존 

연구에서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이용유형에 따른 관용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들이 있다. 김은미와 이준웅(2006)은 인터넷 토론장에서의 활동을 

읽기와 쓰기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읽기만이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읽기 행위가 쓰기 행위에 비해 정치적 정보 습득의 기회 및 

정치적 지식 기초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김은미 & 이준웅, 2006). 이러한 결과는 

정일권·양정애·이종혁·최윤정(2015)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정일권과 동료들(2015)은 단순 읽기, 단순 쓰기에 읽고서 쓰기와 

쓰고서 읽기를 추가하였는데, 읽고서 쓰기의 경우 이견의 이해와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쓰고서 읽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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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읽고서 쓰는 활동은 관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정일권 외, 

2015). 쓰기는 행위는 이에 반해, 개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이 주가 되면, 민주주의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논해진다(박승관, 2011). 이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과 사회적 관용 및 정치적 관용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기존 연구결과에 따라 소셜 미디어 상의 활동을 통제 변수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상의 활동보다 소셜 미디어 상의 활동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읽기 활동과 쓰기 활동 외에 다양한 소셜 미디어 상의 

활동들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조사 대상의 선정 및 연구 절차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전국 20세에서 49세의 페이스북 

이용자 남녀 546명을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분포에 따른 

비례할당추출법을 통해 표집하였다. 설문 참여 자격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온라인 설문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보유한 패널을 대상으로 응답자를 모집하였으며, 스크리닝 질문으로 

“귀하께서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문항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로부터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관해 시·군·구 단위의 정보를 

수집하여, 2차 자료에서 해당 지역에 관한 이질성을 계산하였다. 

거주하는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거주지역을 지도에서 

선택하게끔 하였다. 144개의 지역에 대해서 정치 거주지 이질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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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9대 대선 지역별 후보 득표율을, 국적 거주지 이질성은 

2015년 법무부에서 조사한 체류외국인통계를, 그밖에 종교 거주지 

이질성, 교육 수준 거주지 이질성, 소득 수준 이질성, 연령 거주지 

이질성, 출신 지역 거주지 이질성은 2015년 인구총주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 2절 측정척도의 구성

1. 관용

1) 정치적 관용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은 설리반과 동료들(Sullivan et 

al., 1979)이 개발한 내용 제어 방법(content-controlled method)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정치 집단 

가운데 가장 좋아하지 않는 두 집단을 설문한다. 

예시로 제시할 집단을 선택하고자 한국사회의 정치적 관용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는 주로 어떤 집단을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싫어하는 집단으로 제시하는 집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예컨대 민주노총, 전경련, 뉴라이트, 

반미세력, 반공세력, 종북 세력이 이에 해당한다(윤종빈, 조진만, 가상준, 

& 유성진, 2011). 둘째, 한국사회가 다원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형성되었거나 이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집단으로 전교조, 참여연대, 

동성애자가 있다(윤종빈 외, 2011).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개방화, 다문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편입되고 

있는 집단으로 조선족,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윤종빈 외, 

2011).

위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난 집

단과 국내에서 실시한 관계망 이질성과 정치적 관용에 관한 연구에서 사

용한 정치 집단들, 그리고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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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서 구성한 싫어하는 집단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전

경련”,“뉴라이트”,“반미세력”,“반공세력”, “종북 세력”,“전교

조”,“참여연대”,“동성애자”,“조선족”,“탈북자”, “외국인 노동

자”, “페미니스트”, “일간 베스트”, “태극기 부대”, “보수주의

자”, “진보주의자”, “공산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무신

론자”, “낙태 반대론자”, “낙태 찬성론자”, “급진적 무슬림 주의

자”, “난민” 등 24개 집단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 좋

아하지 않는 집단이 있다면 기타로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 좋아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관용을 측정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에 따라서(Sullivan et al., 1979), “귀하께서 앞서 

선택하신 집단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0℃(대단히 

부정적)부터 100℃(대단히 긍정적)까지 온도계에서  온도로 

표시해주십시오.”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감정 온도를 

0에서 100까지로 물었고,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감정 온도를 0부터 10으로 나타냈을 때, 5 이상은 

호감도가 보통 이상이라는 기존 연구(가상준, 2015)의 분류에 따라, 

집단에 대한 감정 온도가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싫어하는 

집단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감정 온도가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135개의 결측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에 대한 분석은 

546명이 아니라 4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장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두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 제시된 

문항에 대해 얼마만큼 허용하는지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문항은 기존 

연구(Mutz, 2002)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측정한 것에 더하여, 국내 

연구(가상준, 2015)를 참고하여 공직 진출에 대한 허용 여부를 

측정하였다. “해당 집단이 공공연설을 하는 것은 허가되어야 한다”, 

“해당 집단이 가두 행진을 하는 것은 허가되어야 한다”, “해당 

집단의 사람이 일일 교사를 하는 것은 허가되어야 한다”,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 국회의원의 직책을 수행해도 괜찮다”, “해당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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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공무원의 직책을 수행해도 괜찮다”,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 

판사의 직책을 수행해도 괜찮다” 등 6개의 질문에 대해서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개 집단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혐오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변인으로 사용하였다(평균 = 1.99, 표준편차 = 1.22, 

Cronbach’s α = .96).

그리고 위와 동일한 6개의 질문을 정치적 관점이 다른 사람, 국적이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교육수준이 다른 사람,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 연령대가 다른 사람,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의 평균으로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관용을 

구성하였다(평균 = 4.88, 표준편차 = 1.22, Cronbach’s α = .96).

2) 사회적 관용

사회적 관용은 골레비오스카(Golebiowska, 2004)와 사회통합실태

조사(2017)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앞서 응답한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 

“집단의 구성원을 어떤 관계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고 질

문하고, “1 = 받아들일 수 없음”, “2 = 나의 이웃이 되는 것”, “3 

=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 = 나의 친구가 되는 것”, “5 =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혐오한다고 응답한 

두 개의 집단에 대한 평균으로 혐오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항목 변인

을 구성하였다(평균 = 1.29, 표준편차 = 0.64, r = .71).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정치적 관점이 다른 사람, 국적이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교육 수준이 다른 사람,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 연령

대가 다른 사람,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이에 대

한 답변의 평균으로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용을 구성하였다

(평균 = 3.47, 표준편차 = 0.91, Cronbach’s α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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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망 이질성

1) 구조적 이질성

기존 연구(Scheufele et al., 2006)에서 거주지 이질성을 구한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치를 계산하였다. 1에서 각 집단의 

비율을 제곱한 값을 뺀 값이다(    , 는 j 시·군·구에서 집단 

i 가 차지하는 비율).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지역이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거주지 이질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17년 

19대 대선 지역별 후보 득표율”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의 

전체 유효 투표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기타 후보”에 투표한 투표수의 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각 비율을 제곱하여 1에서 뺀 값을 사용하였다(평균 = .70, 표준편차 

= .06). “기타 후보”는 "새누리당 조원진", "경제애국당 오영국",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한국국민당 이경희", "홍익당 윤홍식", "무소속 김민찬"에 투표한 

투표수를 합하여 구성하였다.

국적 거주지 이질성은 법무부의 2015년 체류 외국인 통계와 통계청

의 2015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체류 외국인 통계 자료

에서 해당 시·군·구의 등록 외국인 수와 인구총조사 자료에서 해당 

시·군·구의 6세 이상 내국인 수를 합하여 전체 인구수를 구하였고, 여

기에서 “내국인”,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주베키스탄”, “네팔”,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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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미국”, “일본”, “몽골”, “그 외” 국적인 인구수

의 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각 비율을 제곱하여 1에서 뺀 값을 국적 거

주지 이질성 변인으로 사용하였다(평균 = .10, 표준편차 = .13).

종교 거주지 이질성은 통계청의 2015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시·군·구의 인구수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대종교”, “기타”, “종교 없음”에 해당하는 인구수의 비율을 

구하였다. 각 비율을 제곱하여 1에서 뺀 값을 종교 거주지 이질성 

변인으로 사용하였다(평균 = .61, 표준편차 = .03). 

교육 수준 거주지 이질성은 같은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시·군·구의 인구수에서 “중학교 이하”,“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을 구하였다. 각 비율을 

제곱하여 1에서 뺀 값을 교육 수준 거주지 이질성 변인으로 

사용하였다(평균 = .64, 표준편차 = .03). 

경제적 수준 거주지 이질성은 시·군·구 단위의 소득 수준 분포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이를 대체 하기 위하여 인구 총조사 

자료에서 직업별 인구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시·군·구의 

인구에서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기타”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을 구하였다. 각 비율을 

제곱하여 1에서 뺀 값을 경제적 수준 거주지 이질성 변인으로 

사용하였다(평균 = .84, 표준편차 = .02).

연령대 거주지 이질성 역시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시·군·구의 인구수에서 “10대 이하”,“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을 구하고, 각 비율을 

제곱하여서 1에서 뺀 값을 사용하였다(평균 = .77, 표준편차 = .02).

출신 지역 거주지 이질성은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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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시·도의 인구수에서 출신 지역이 

“경상권”, “수도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을 구하고 각 비율을 제곱하여 

1에서 뺀 값을 사용하였다(평균 = .46, 표준편차 = .17). 

거주지 다양성을 하위 차원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 회전방법은 배리맥스(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IBM SPSS Statistic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정치사회적 거주지 

다양성”으로, “정치적 성향 거주지 다양성”, “연령대 거주지 

다양성”, “출신 지역 거주지 다양성” 등 세 변인의 평균으로 

구성하였다(평균 = 0.64, 표준편차 = 0.07, Cronbach’s α = .42). 

요인 2는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다양성”으로, “교육 수준 거주지 

다양성”과 “경제적 수준 거주지 다양성” 등 두 변인의 평균으로 

구성하였다(평균 = 0.74, 표준편차 = .03, r = .88).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거주지 다양성을 “정치사회적 거주지 다양성”,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다양성”, “국적 거주지 다양성”, “종교 거주지 

다양성” 등 네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2)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 중 정치에 관한 부분은 연구에 따라 측정 

방식이 다르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응답자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거나 다른 의견에 노출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응답자의 견해나 관점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망 안에서 구성원 서로 서로가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은 자아(ego) 중심적 관점이고, 두 번째 방식은 네트워크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방식은 “이 

토론 혹은 이 토론 상대자가 나와 다른가?” 하는 질문으로 물을 수 

있고, 두 번째 방식은 “토론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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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중 관용과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 개념화 및 조작화 한 방식은 전자의 자아 중심적 

관점(ego-centric; Huckfeldt et al., 2004)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자아 중심적 관점을 채택하였다. 

또한 정치적 관계망 이질성에 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정치적 

불일치를 어떻게 규정 하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접근을 

취해왔다. 하나는 헉펠트와 동료들(Huckfeldt, Johnson, & Sprague, 

2004)이 사용한 것과 같이 두 대화 상대자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3자인 연구자가 판단하는 방식이다(Barnidge, 

2017). 다른 방식은 머츠(Mutz, 2006)가 사용한 것처럼, 응답자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의 견해와 

다른지에 대한 인식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누구의 

판단인가 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응답자가 판단했을 때보다 

연구자가 판단했을 때 의견 불일치를 더 많이 보고하는 경향이 있고, 

응답자가 판단했을 때는 의견 불일치를 덜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Barnidge, 2017). 

바르니지(Barnidge, 2017)는 응답자가 판단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의견 불일치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 불일치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이다(Mutz, 2006). 또한, 응답자가 판단하는 측정 방식은 2종 

오류에 덜 취약한데, 연구자가 의견 불일치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류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Barnidge, 

2017).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인지하기에 

관계망에서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정치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한달 동안 귀하께서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진보적-보수적)과 

오프라인 상에서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셨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 44 -

“1 = 전혀 하지 않았다”, “ 2 = 별로 하지 않았다”, “3 = 

보통이다”, “4 = 자주 하였다”, “5 = 매우 자주 하였다”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평균 = 2.56, 표준편차 = .95). 

국적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한달 동안 귀하께서는 국적이 다른 사람과 오프라인상에서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셨습니까?” 문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평균 = 2.23, 표준편차 = 1.06). 

종교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한달 동안 귀하께서는 종교가 다른 사람과 오프라인 상에서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셨습니까?”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평균 

= 2.83, 표준편차 = 1.05).  

교육 수준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한달 동안 귀하께서는 교육 수준이 다른 사람과 오프라인 상에서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셨습니까?”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생각해주십시오.”라고 안내하였다(평균 = 2.99, 

표준편차 = 1.02).

소득 수준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한달 동안 귀하께서는 경제적 수준이 다른 사람과 오프라인 

상에서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셨습니까?”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경제적 수준은 귀하의 주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생각해주십시오.”라고 안내하였다(평균 = 3.05, 표준편차 = 1.00). 

출신 지역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한달 동안 귀하께서는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과 오프라인 상에서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셨습니까?”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

고,“출신 지역은 6대 권역(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

원권-강원도,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북도,전라권-광주광역시/전

라남∙북도, 경상권-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북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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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제주특별자치도)을 기준으로 생각해주십시오.”라고 안내하였다

(평균 = 3.09, 표준편차 = 1.06).

연령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는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과 오프라인 상에서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셨습니까?”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연

령대는 ‘10대/20대/30대/40대/50대 이상’을 기준으로 생각해주십

시오.”라고 안내하였다(평균 = 3.04, 표준 편차 = 1.04).

 한편, 슈에펠레와 동료들(Scheufele et al, 2004/2006)은 성별, 

정치적 성향, 인종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자주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

는 지를 10점 척도로 설문한 후, 이를 합쳐서 “전체 토론 관계망 이

질성”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7개의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

성이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의 간결성을 위해서 7

문항의 평균을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변인으로 사용하였다(평균 

= 2.88, 표준편차 = 0.81, Cronbach’s α = .89)  

3)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은 기존 연구(Lee et al., 2014)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리와 동료들(Lee et al., 2014)는 1)　 다른 

성별의 사람들, 2)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3) 다른 인종의 

사람들, 4)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설문한 후, 합계를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를 묻는 것이 

모호하다고 생각하여, 1)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진보적-보수적), 

2) 국적이 다른 사람, 3) 종교가 다른 사람, 4)　교육 수준이 다른 

사람, 5)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 6)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7)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과 페이스북 상에서 지난 한달 동안 구체적인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설문하였다. “게시글(공유한 글 포함)을 

얼마나 읽었는지”, “댓글을 얼마나 읽었는지”, “친구추가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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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였는지”, “친구추가 요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락하였는지”, “게시물 숨기기를 한 적이 있는지”, “팔로우 

취소를 한 적이 있는지(역코딩)”, “친구 끊기를 한 적이 

있는지(역코딩)”에 대하여 “1 = 전혀 보지 않았다/전혀 하지 

않았다/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보지 않았다/별로 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자주 보았다/자주 

하였다/대체로 그렇다”, “5 = 매우 자주 보았다/매우 자주 

하였다/매우 그렇다”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활동의 평균을 

활용하여 “정치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국적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종교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교육 수준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소득 수준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출신 지역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연령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으로 구성하였다.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과 마찬가지로 7개의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역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의 간결성을 

위해서 7문항의 평균을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변인으로 

사용하였다(평균 = 3.26, 표준편차 = 0.42, Cronbach’s α = .83)  

 

3. 통제 변인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지목한 인구통계학적 

변인(Stouffer, 1955; Sullivan et al., 1979)와  권위주의적 태도 및 

일반적 신뢰(임재형 &　 김재신, 2013), 정치적 태도(Peffley et al., 

2001) 그리고 뉴스 이용(Jun, 2014)을 통제하였다. 추가로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이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때는 

온라인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 관용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김은미 

& 이준웅, 2006)에 근거하여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제하였다. 



- 47 -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성별은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문항으로 설문하였고, “1 = 남성”, “ 0 = 여성”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연령은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문항으로 설문하였고, “20대”, 

“30대”,“40대”의 명목형 변수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1 =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3 = 대학교 

졸업”, “4 = 대학원 재학 이상(휴학 포함)” 등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소득은 “실례지만 귀하의 가정 월평균 수입은 얼마쯤 

되시나요?”문항으로 “1 = 100만원 미만”, “2 = 

100만원~200만원 미만”, “3 = 200만원~300만원 미만”, “4 = 

300만원~400만원 미만”, “5 = 400만원~500만원 미만”, “6 = 

500만원~600만원 미만”, “7 = 600만원~700만원 미만”, “8 = 

700만원~800만원 미만”, “9 = 800만원~900만원 미만”,“10 = 

900만원~1000만원 미만”, “11 = 1000만원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통계분류를 위해 질문 드리오니 가족 모두의 월급, 상여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배당금 등을 모두 합쳐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안내하였다. 

권위주의적 성향은 다음 7개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찬성하는지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극단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폭넓은 

인권보장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 집단들을 

척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층의 인도에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 등의 7문항에 대한 평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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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성향 변인으로 사용하였다(평균 = 3.60, 표준편차 = 1.06, 

Cronbach’s α = .83). 

일반적 신뢰는 “귀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해 “1점 = 전혀 믿을 수 

없다”, “2점 = 별로 믿을 수 없다”, “3점 = 약간 믿을 수 있다”, 

“4점 = 매우 믿을 수 있다”로 측정하였다. 

정치적 태도는 정치적 관심과 이념적 성향, 두 문항을 포함시켰다. 

정치적 관심은 “귀하께서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으십니까?”에 대해“1 = 전혀 관심 없다”, “2 = 별로 관심이 

없다”, “3 = 가끔 관심이 있다”,“4 = 상당히 관심이 있다”, “5 

= 매우 관심이 있다”로 측정하였다. 

이념적 성향은 “귀하께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1 = 매우 진보적”, “2 = 

가끔 진보적”, “3 = 중도”, “4 = 가끔 보수적”,“5 = 매우 

보수적”으로 측정하였다. 

미디어 이용을 측정하여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신문 읽기, 

텔레비전 뉴스 시청, 인터넷 뉴스 이용은 하루 평균 몇 분을 신문읽기와 

텔레비전 뉴스 보기, 인터넷 뉴스에 할애하는지를 주관식으로 

측정하였다. 

소셜 미디어 활동은 <표 1>에 제시되어있는 다음 18개 문항에 

대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8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소셜 미디어 활동 변인을 

구성하였다(평균 = 2.68, 표준편차 = 0.03, Cronbach’s α = .83).

1)나는 '친구찾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2)나는 '친구추가'를 자주 하는 편이다
3)나는 나에게 온 친구요청을 수락하는 편이다
4)나는 페이스북에 사진이나 동영상 업로드를 자주 하는 편이다

<표 1> 소셜 미디어 활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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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먼저, <표 2>는 시∙군∙구 단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거주지 다양성 변인의 기술 통계값이다.  

N 평균 표준편
차 최소값 최대값

거주지 
이질성 

정치 546 .70 .06 .49 .74

국적 546 .10 .13 .00 .55
종교 546 .61 .03 .52 .68

연령 546 .77 .02 .59 .79

<표 2> 거주지 다양성 변인의 기술 통계값 

5)나는 뉴스나 정보 등 관심사를 나의 담벼락에 자주 올리는 편이다 
6)나는 나의 감정이나 기분상태를 나의 담벼락에 자주 올리는 편이
다
7)나는 뉴스피드나 내 담벼락의 글들을 읽어보는 편이다
8)나는 내가 올린 글이나 사진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는 편이다
9)나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등에 댓글달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10)나는 다른 사람의 담벼락에 자주 방문하는 편이다
11)나는 다른 사람의 담벼락에 자주 글을 남기는 편이다
12)나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클릭하여 나의 관심
을 보이는 편이다
13)페이스북 메시지로 자주친구와 대화하는 편이다
14)앱(app, 예-퀴즈/게임)에 참여하는 편이다
15)초대받은 이벤트에 응답하는 편이다
16)내 페이스북 담벼락에 관심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기'를 이용하여 
공유하는 편이다
17)페이스북 그룹/이벤트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편이다
18)게시글이나 댓글에서 친구를 태그(tag)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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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다양성은 1에서 각 집단의 비율의 제곱을 뺀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지역이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평균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평균 = .70, 

표준편차 = .06).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으며(평균 = .61, 표준편차 = .03),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고(평균 = .77, 표준편차 = .02), 비교적 높은 정도의 교육 

수준 다양성(평균 = .64, 표준편차 = .03)과 소득 수준 다양성(평균 = 

.84, 표준편차 = .02)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국적 다양성은 다른 

다양성 지표보다 낮은 수준인데(평균 = .10, 표준편차 = .13), 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내국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출신 지역의 다양성 역시 다른 다양성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다(평균 = .46, 표준편차 = .17).   

출신 지역 546 .46 .17 .17 .62

교육 수준 546 .64 .03 .48 .67

소득 수준 546 .84 .02 .68 .88

N 비율 (%)

인구 통계학적 
변인

성별 546 남 50.73
여 49.27

나이 546
20 대 29.85
30 대 31.68
40 대 38.46

교육 수준 546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62

대학교 재학
(휴학 포함) 10.62

대학교 졸업 66.30
대학원 재학 이상 12.45

소득 546
100 만원 미만 1.28

100 만원 ~ 6.96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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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는 명목 척도로 측정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성비는 여성이 49.27%, 남성이 50.73%로 거의 같았다. 

연령대는 20대가 29.85%, 30대가 31.68%, 40대가 38.46%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0.62%, 대학 재학(휴학 포함)이 

10.62%, 대학교 졸업이 66.30%, 대학원 재학 이상이 12.45%였다.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2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6.9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2.0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7.0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6.67%,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3.74%,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6.7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8.61%,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6.23%,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2,56%,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8.06%였다.

그 밖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값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200 만원 미만
200 만원 ~ 

300 만원 미만 12.09

300 만원 ~ 
400 만원 미만 17.03

400 만원 ~ 
500 만원 미만 16.67

500 만원 ~ 
600 만원 미만 13.74

600 만원 ~ 
700 만원 미만 6.78

700 만원 ~ 
800 만원 미만 8.61

800 만원 ~ 
900 만원 미만 6.23

900 만원 ~ 
1000 만원 미만 2.56

1000 만원 이상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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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평균 2.88(표준편차 = .81),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은 평균 2.68(표준편차 = .71)이었다. 

소셜 미디어 활동은 평균 2.68(표준편차 = .71)이었다.  

개인의 성향에 관한 통제변인으로는 권위주의적 태도와 일반적 

신뢰가 있다. 권위주의적 태도의 평균은 3.60(표준편차 = 1.06)이었고, 

우리나라 사람을 대체로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변인인 일반적 신뢰의 평균은 2.64(표준편차 = .59)였다. 

정치적 성향의 평균은 2.71(표준편차 = .88)로 약간 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관심의 평균은 3.14(표준편차 

= .88)로, 대체로 정치적 관심이 높은 편이다.

평균 신문 이용 시간은 23.72분, 평균 TV 뉴스 이용 시간은 

57.30분, 평균 인터넷 뉴스 이용 시간은 66.74분이었다. 뉴스 

이용시간에 관한 세 변수는 왜도가 기준치인 2를 넘어, 조정해주기 위해 

분석 시에는 제곱근 값을 투입하였다(신문: 평균 = 3.13, 표준편차 = 

3.73, 최소값 = 0, 최대값 = 21.91; TV: 평균 = 6.70, 표준편차 = 

3.52, 최소값 = 0, 최대값 = 21.91; 인터넷: 평균 = 7.55, 표준편차 

= 3.12, 최소값 = 0, 최대값 = 26.83).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정치적 관용 411 1.99 1.22 1 7

사회적 관용 411 1.29 .64 1 5

오프라인 
이질성 546 2.88 .81 1 5

소셜 미디어 
이질성 546 3.26 0.42 1 5

소셜 미디어 546 2.68 0.71 1 5

<표 4>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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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구 가설의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를 알아보았다. 아래 <표 5>에는 통제 변인을 제외하고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 변인인 서로 다른 종류의 관용 간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대체로, 정치적 관용이 높으면 사회적 관용도 높은 모습을 보였다.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r =.52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거주지 다양성의 경우, 종교 거주지 다양성만 유일하게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r = .100). 

정치적 관용의 경우에는 거주지 다양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한편,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사회적 관용(r =.125)과 혐오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r = .164) 두 가지 종류의 관용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과 몇 가지 거주지 다양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정치 거주지 다양성(r = 

.110)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다양성(r = -.138)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정치적으로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 살 때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계급적으로는 오히려 동질적인 지역에 

활동

개인 성향
권위주의적 
태도 546 3.60 1.06 1 7

일반적 신뢰 546 2.64 .59 1 4

정치적 태도
정치적 성향 
(1=진보) 546 2.71 .88 1 5

정치적 관심 546 3.14 .88 1 5

뉴스 이용

신문 546 23.72 
(분)

39.76 0 480

TV 546 57.30 
(분)

50.10 0 480

인터넷 546 66.74 
(분)

62.81 0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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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r = 

.263)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평소에 대화 관계망에 이질적인 

사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 소셜 미디어 상의 관계망 안에도 

이질적인 사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은 정치적 관용(r = .113)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은 사회적 관용 (r = 

.099)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한편,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으로 투입되는 변인들 중 일부는 

상관계수(r > .5)가 다소 높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분산팽창요인(VIF)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 3.0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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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정치적 관용 사회적 관용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

정치 사회적 
거주지 다양성

국적 거주지 
다양성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다양성

종교 거주지 
다양성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정치적 관용

사회적 관용 0.5213*** 1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 0.164*** 0.125* 1

정치 사회적 거주지 다양성 0.071 0.041 0.110* 1

국적 거주지 다양성 -0.016 0.015 -0.006 0.024 1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다양성 -0.0333 -0.0359 -0.138*** -0.316*** 0.166*** 1

종교 거주지 다양성 0.0464 0.100* 0.0793 0.238*** -0.278*** -0.631*** 1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0.113* 0.099* 0.263*** -0.0148 -0.0174 -0.0424 0.0487

<표 5>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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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계망 이질성과 관용의 관계

1. 오프라인 상의 관계망 이질성과 관용

연구 가설1)은 오프라인 상의 관계망 이질성이 높을수록 관용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프라인 상의 관계망 이질성과 관용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회귀분석에는 앞서 기존 연구를 

통해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통계학적 변인, 권위주의적 태도, 

일반적 신뢰, 정치적 성향, 정치적 관심, 뉴스 이용 관련 변인을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적 관용의 총 설명량은 .08(R제곱), 사회적 관용의 총 설명량은 

.05(R제곱)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구 가설1-a)와 연구 가설1-b)는 지지 되었다. 평상시에 

정치적 성향, 국적, 종교,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연령대,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ß = .131, p = .009), 그리고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ß = 

.109, p =.033)이 높았다. 특히나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경우, 

다른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정치적 관용 사회적 관용

Beta P>t Beta P>t

성별 .048 .325 .028 .579

나이 .034 .504 -.017 .751

교육수준 .077 .134 -.032 .536

소득 -.002 .972 .078 .127

일반적 신뢰 .143 .005** .088 .082

정치적 관심 -.014 .791 -.074 .169

정치적 성향 .028 .594 .041 .441

권위주의적 태도 -.123 .016* -.075 .145

신문이용 -.026 .614 .090 .079

TV뉴스이용 .022 .683 .072 .178

<표 6>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 – 관용을 예측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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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2. 거주지 다양성과 관용의 관계

거주지 다양성과 관용의 관계에 대해 설정한 연구 문제1)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뉴스 이용 변인, 정치적 성향, 정치에 대한 관심, 

권위주의적 태도, 일반적 신뢰를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7>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관용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1). 정치적 

관용의 총 설명량은 .07(R제곱), 사회적 관용의 총 설명량은 .06(R제곱)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거주지 다양성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적 관용에는 종교 거주지 다양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ß=.14, p = .035). 기존 연구에서 거주지 다양성이 사회적 거리감 

감소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사회적 거리감이 의미하는 사회적 

관용과 정치적 관용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거주지 다양성이 정치적 

관용에도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이 분리된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2). 

1) 조사대상자들이 시∙군∙구 단위의 행정 지역에 내포되어 있어 개인-지역 유형의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활용한 분석이 적합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위계적 데이터를 선형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을 때 1종 오류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Musca et al., 2011). 1종 오류란 영가설이 실제로 참이지만, 

영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이다. 이러한 1종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선형 회귀 분석을 하였을 때 이미 p 값이 높아 영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값은 0.0003에서 0.03 사이의 값이었다.
2) 한편, 거주지 다양성은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PROCESS　 매크로를 이용, 최소자승 회귀분석(OLS regression)에 기반을 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치·사회적 거주지 다양성은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 0.25, CI = (.01, .61)〕.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거주지 다양성은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을 통해서 사회적 관용에도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 0.01, CI = (.00, .27)〕 

인터넷 뉴스 .004 .944 .033 .532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 .131 .009** .109 .033*

R2 0.08**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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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거주지 다양성 – 관용을 예측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 

*p<.05, **p<.01, ***p<.001

3.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과 관용

소셜 미디어상의 관계망 이질성 인식과 관용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권위주의적 태도, 

일반적 신뢰, 정치적 성향, 정치적 관심, 미디어 이용 변인을 통제하였다. 위의 통제 

변인에 더하여, 소셜 미디어 활동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제 

변인으로 추가한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온라인상의 읽기 등의 활동이 관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이다(김은미 &　이준웅, 2006). 

회귀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총 

설명량은 .07(R제곱)이고, 사회적 관용의 총 설명량은 .06(R제곱)이다. 연구 가설 

2-a)는 지지되었지만, 연구 가설 2-b)는 지지되지 않았다. 소셜 미디어상 관계망 

 정치적 관용 사회적 관용

Beta P>t Beta P>t

성별 .050 .328 .026 .597

나이 .022 .666 -.022 .675

교육수준 .089 .089 -.030 .570

소득 -.003 .953 .086 .102

일반적 신뢰 .154 .002** .090 .078

정치적 관심 .000 .995 -.067 .218

정치적 성향 .025 .671 .034 .532

권위주의적 태도 -.127 .015* -.075 .149

신문이용 -.008 .883 .106 .041*

TV 뉴스 이용 .028 .602 .089 .101

인터넷 뉴스 -.006 .915 .021 .692

정치·사회적 거주지 다양성 .072 .174 .025 .641

국적 거주지 다양성 -.001 .989 .059 .252

종교 거주지 다양성 .003 .957 .138 .035*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다양성 -.003 .961 .057 .383

R2 0.07*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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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성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ß=.107, p 

= .034). 그러나 소셜 미디어상 관계망 이질성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그 밖에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관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은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개인의 성향 변수인 일반적 신뢰와 권위주의적 태도는 정치적 관용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적 관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반적 신뢰는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ß=.148, p = 

.004),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람들을 

신뢰할수록 싫어하는 집단의 구성원의 정치적 권리를 허용하는 정도는 

높아지지만, 싫어하는 집단의 구성원을 관계로 받아들이는 데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태도 역시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ß = -.118, p = .023),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람은 

외부 위협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높고 이로 인해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타 집단에 대한 관용 수준이 낮다고 설명하였다(Sullivan &　Transue, 1999). 

정치적 관용이 타 집단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도를 

뜻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 집단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위협을 느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밖에 정치적 관심도나 정치적 성향을 관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Mutz, 2002; Jun, 2014)에서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정치적 관심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뉴스 미디어 이용 중 신문이용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ß=.112, p = .032). 페프리와 동료들(Peffley 

et al., 2001)은 정치적 관여도와 함께 뉴스 미디어 이용 역시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관점을 신중하게 고려하게끔 하여 관용을 상승시킨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상의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

<표 9> 소셜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 관용을 예측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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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4. 관계망 이질성과 관용의 관계

연구문제 2)에서 제시한 다양한 차원의 관계망 이질성이 관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주지 다양성,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을 하나의 모형에 넣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른 차원의 

관계망 이질성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각의 관계망 이질성의 효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이 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ß = .116, p = .029). 거주지 

다양성과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일반적 신뢰 

수준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ß = 

.145, p = .004), 권위주의적 태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ß = 

-.109, p = .036). 

한편,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는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과 

함께 종교적 거주지 다양성이 효과를 미쳤다.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ß = .112, p = 

Beta P>t Beta P>t

성별 .056 .262 .039 .441

나이 .036 .495 -.017 .747

교육수준 .084 .106 -.029 .572

소득 .010 .847 .092 .072

일반적 신뢰 .148 .004** .097 .057

정치적 관심 -.005 .921 -.065 .229

정치적 성향 .015 .775 .028 .603

권위주의적 태도 -.118 .023* -.062 .236

신문이용 -.012 .816 .112 .032*

TV뉴스이용 .033 .546 .093 .088

인터넷 뉴스 .004 .936 .036 .494

페이스북 이용 -.046 .389 -.096 .075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107 .034* .096 .057

R2 0.07**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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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종교적 거주지 다양성 역시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ß = .140, p = .032).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과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도 

거주지 다양성과 관계망 이질성을 통제했을 때는 유의미한 효과가 사라졌다. 

그밖에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는 신문 구독이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ß = .113, p = .031), TV 뉴스 시청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ß = 

.029, p = .045).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상의 활동이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ß = -.116, p = 

.033).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

Beta P>t Beta P>t

성별
.058 .244 .039 .436

나이
.045 .389 -.004 .933

교육수준
.074 .155 -.046 .380

소득
-.005 .930 .089 .088

일반적 신뢰
.145 .004** .086 .089

정치적 관심
-.014 .799 -.077 .154

정치적 성향
.029 .590 .037 .493

권위주의적 태도
-.109 .036* -.051 .332

신문이용
-.010 .840 .113 .031*

TV뉴스이용
.038 .481 .110 .045*

인터넷 뉴스
.000 .995 .029 .586

거주지 다양성
.058 .270 .011 .838

거주지 다양성_국적
-.001 .984 .058 .255

거주지 다양성_종교
.003 .962 .140 .032*

거주지 다양성_경제적 수준
.013 .834 .072 .262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
.116 .029* .112 .036*

페이스북 이용
-.065 .232 -.116 .033*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 .083 .106 .068 .187

<표 10> 관계망 이질성 – 관용을 예측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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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논의

이 연구는 다양한 차원의 관계망 이질성이 두 가지 종류의 관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관계망 이질성을 거주지 다양성, 

오프라인 관계망 다양성,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으로 나누었다. 거주지 

다양성을 개인적 수준이 아니라 행정자료를 통해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용에 관한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정치적 관용에 관한 연구와 사회적 관용에 관한 연구에 이 연구가 기여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관계망 이질성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보통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정치적 관용을 높이는 

가에 관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에 더하여 여러 

가지 기준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이 정치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통 인종이 다른 집단과의 접촉이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는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인종을 포함하여 다른 외집단과의 접촉이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킨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접촉이론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관용에 모든 종류의 거주지 

다양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국적 

거주지 다양성과 사회적 관용 간의 관계도 검증되지 않았다. 거주지 수준에서의 

외집단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다. 접촉이론에서는 지역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타 집단과의 

접촉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수축이론에서는 지역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타 집단의 구성원들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차별하게 

된다고 한다. 두 가지 이론이 정반대의 효과를 설명하는 만큼, 두 가지의 효과가 

상쇄되어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거주지 다양성이 

R2 0.09**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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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추후 연구에서 외집단과의 접촉과 외집단에 대하여 

느끼는 위협을 함께 모형에 투입하여 거주지 다양성의 간접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오프라인 상 대화 네트워크의 관계망 이질성은 모든 종류의 

관용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대화 네트워크 

이질성의 효과를 한국의 맥락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문제 2)를 통해서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의 효과의 크기를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이나 거주지 다양성의 효과의 크기와 비교해본 결과, 다른 관계망 이질성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의 효과가 강력하다고 할 수 

있었다.

소셜 미디어 관계망 이질성이 관용에 미치는 효과는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 모두에 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었지만, 이 효과는 거주지 다양성이나 

오프라인 관계망 이질성을 통제했을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바뀌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질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으나, 이를 오프라인 상에서 이질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 사는 것과 비교했을때는 그 효과가 그리 크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논할 수 있다. 

어떠한 종류의 거주지 다양성도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에, 

사회적 관용에는 종교 거주지 다양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인의 성향 변수로 

권위주의적 태도와 일반적 신뢰가 정치적 관용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적 

관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도 특기할 만하다.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관계망 이질성 외에는 없었다는 것도 

정치적 관용과는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정치적 관용과 다르게 사회적 관용은 

일반적 신뢰나 권위주의적 태도와 같은 개인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정치적 

관심도나 정치적 성향과 같은 정치적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거나 덜 권위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은 더 높았지만,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더 높진 

않았다. 신뢰수준이 높고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덜 선호되거나 

사회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 집단에게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당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가까운 관계로 받아들여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과 

연결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Lee, 2014). 다른 변수들이 사회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오프라인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집단과 접촉하는 것은 

유일하게 사회적 관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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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횡단적 연구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통한 분석의 한계로 한 시점에서의 측정으로 인과관계를 확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관용이 관계망 이질성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관계망 이질성이 관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기존 패널 데이터 연구와 실험 연구를 통해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지만,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인 패널 연구나 실험 연구를 통해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에 미치는 관계망 이질성의 영향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독립 변수인 관계망 이질성 측정에 있어서, 관계망 이질성 인식을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의 인식 형성이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제 

관계망의 구성보다는 관계망을 어떻게 인식하는 정도라는 논의(Barnidge, 2017)를 

미루어 보았을 때, 자가 응답식 설문을 통해 관계망 이질성을 측정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상의 행동 데이터가 

풍부해짐에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행동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더욱 

정확한 관계망 이질성 측정을 해보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거주지 다양성 측정에 있어서 2차 데이터 이용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이질성 측정을 위해 시군구 단위의 소득수준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자 하였으나, 접근권에 있어 제한이 있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의 직업군 분포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시군구 단위의 출신 지역 분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시도 단위의 자료로 대체하였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거주지 다양성 

변인 구성에 있어서 2차 데이터 활용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설문 조사 시 기술상의 문제로 특정 지역에 대하여 표본을 추출하지 

못한 점이 이 연구의 한계이다. 거주지 다양성에 있어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지역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면, 거주지 다양성에 따른 효과가 더욱 명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로, 관계망 이질성이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에 어떤 이론적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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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에서는 관계망 이질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이해나 자기 의견에 대한 의견 강화와 같은 매개 

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이론적 경로를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과 사회적 관용에 대한 분석 

모형의 낮은 R제곱값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석 모형의 설명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향후 연구를 통해 국내의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관용을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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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network heterogeneity on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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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onsciousness of the low level 

tolerance of Korean society. Especially in the recent Korean society, 

various social groups are emerging. People dislike some of those groups, 

and some groups are also identified as the cause of social conflicts. 

However, when the voice of these groups is also allowed, it can be said 

that the freedom of expression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is fully 

guaranteed.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raise the level of political tolerance 

for the belief that members of the disliked group can exercise their rights 

as citizens.

Based on the argument that tolerance is meaningful only when it is 

about a group that people dislike, political tolerance means accepting the 

political rights of a disliked group in this study. In addition, social 

tolerance was conceptualized in such a way as to accept members of 

disliked groups as social relations.

In previous researches, it has been argued that the inclusion of 

other people in everyday discussion networks increases the political 

tolerance. Based on the fact that the environment in which a person lives 

affects the discussion network,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diversity of 

the resident area will affect the political tolerance and social tolerance. 

Also,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media environment, we tried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social media as a medium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network heterogeneity of 

three dimensions: regional diversity, offline network heterogeneity, and 

social media network heterogeneity. 

Finally, we tried to compare the magnitude of the effect of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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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geneity on three dimensions.

To do this, online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on 546 Facebook 

users who were proportionally extracted according to sex, age, and region. 

We analyzed the effect of residential diversity and offline/online network 

heterogeneity on tolerance by combining survey responses and public data, 

based on the respondents' residential areas obtained through 

questionnaires. 

As a result, the heterogeneity of the offline network and the social 

media network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olitical tolerance. The more we 

talked with off-line heterogeneous people, the more we read a lot of 

heterogeneous people in social media, the higher the political tolerance. On 

the other hand, residential diversity had no direct effect on political 

tolerance, but had a indirect positive influence on political tolerance 

through the heterogeneity of offline network heterogeneity. In this way, 

living in an area composed of heterogeneous people does not affect 

tolerance, but it can be seen that a lot of exchanges with people living in 

such areas can increase political tolerance.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heterogeneity of the social media 

network can be confirmed that the effec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 offline network heterogeneity is controlled. The effect of offline 

network heterogeneity on political tolerance and on social tolerance was 

larger than that of social media network heter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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