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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보사회에서의 사회갈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의 모색

: 온라인 미디어 이용이 사회신뢰와 관용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정 호 영

정보사회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경제발전, 민주화, 정보화의 맥락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형식

적 민주주의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갈등의 심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인 신

뢰와 관용의 마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신뢰와 관용에 대한 성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온라인에서의 교류의

양상과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서적 인지에 따라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자들 중, 온라인 미디

어를 이용하는 만 18세 이상~50세 이하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지를 배포하여 수집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온라인 교류 범위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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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지가 사회신뢰와 정치적, 숙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온라인에서의 개방적 교류와 제한적 교류는 사

회신뢰와 정치적 관용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회신뢰의 경우, 온라인 공

간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많다고 인식한

정도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관용의 경우, 온라인에

서 처음으로 만나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서 제한

적 교류와 개방적 교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

종적 분석 대상인 숙의적 관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류 범위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신뢰와 정치적 관용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의 측면 모

두 민주주의적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온라인 상호작용의 추세가 점차 폐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적, 지속적 교류 및 다양성의 확보를 통해

사회신뢰와 관용의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보사회에서

의 사회갈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의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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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Resolution Plan for Social

Conflict in Information Society

: Toward the study of Online-media Usage’s

Effect to Social Trust and Tolerance

Jung, Ho Young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Though Korea has been made institutional ground of democracy

since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the cost of social conflict

consistently increase. For this reason, this study try to demonstrate

what need for forming democratic nor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at the range of relationship from online media

usage which contain Internet and Social network media has

significant influence to social trust and political, deliberative tolerance.

From Theoric basement, this study try to empirical approach by

using statistical analyze: Multiple Regression. The data for statistical

analyze was prepared by Online Survey. This survey processed

during three days and sampling was restricted to online media users

who are under the age of 50 years or more to 18 and live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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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yeonggi province.

The result is complex. First, both narrow and wide relationships by

using online media has no significant effect to social trust and two

type of tolerance. But, when the cognition level of

heterogeneous(diversity) about online space is high, narrow and wide

range of online relationships increase social trust. This results show

that the causal effects from range of online relation to social trust is

modulated by level of heterogeneous. In addition, moderate effect of

narrow range relationships and heterogeneous is significant only when

degree of wide range relationships is high.

In the part of political tolerance, some interesting consequence come

out in special condition. At the selected case who has been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persons who first met at online, the

range of relationships has significant effect to political tolerance. In

narrow range, political tolerance decrease. In contrast, when the

range of relation range was more wide, the degree of political

tolerance also increased.

These results show that making wide and heterogeneous relation

at online is important to openness about different and diversity.

Considering high level of informatization of Korea, the consequence

from this study can help make “E Pluribus Unum” in Korea’s

democrac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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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정보화는 ‘발전’과 ‘성장’이라는 기치(旗幟)아래

압축적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한강의 기적’, ‘IT 강국’과 같은 표현

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압축적 성장전략은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

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압축적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경쟁과 갈등의 심화, 신뢰와 상호 존중의식의 상실에 대한 우려

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갈등의 심화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체계의 수립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의 갈등의 양과 폭은 지역 갈등, ‘좌’와 ‘우’의 정치적 이념과 같은 부분

에서 부터 층간소음과 같은 일상적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으며, 그 사회적 파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를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상호간의 접촉과 연

결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이상적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

로 기대되었던 온라인 공간 역시 상호간의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다(오미

영, 2011).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의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형식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다양성의 조화라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사회에서 갈등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회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역동성을 불어넣어주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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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때,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며, 사회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해결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 직속의 ‘국민대통합위원회(또

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의 사회통합위원회)’나 ‘노사정 위원회’ 등의

기구 및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같은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2 연구의 목적

한국사회에서 갈등의 심화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의 변화의 과정을 고려해보자면, 크게 민주화 이후의 다원사회

의 출현, 사회의 위험화, ICT 기술의 일상화를 그 요인으로 말 할 수 있

다.

민주화 이전의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 억압에 대한 체제 불만적 성격

의 갈등이 주로 나타났다면, 민주화의 이후의 시기에서는 노사갈등,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 이외에도 환경문제, 지역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생겨

났다. 이는 민주화 이후 다원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그 동안 억압되

어있던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의 양과 폭이 증가

했음을 의미한다(이원태,김종길,김희연, 2012: 22-25; 서문기,민승규,전영

재,김선빈,강신겸,김현진, 2001).

또한, 한국사회의 갈등의 심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위험과 불안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등

한시 되었던 환경, 빈부 격차, 지역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과 효율성과 속

도를 우선시하는 문화, 부정부패로 인한 안전 문제의 가시화(서문기 외,

2001),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적 불안의 증가(강수택, 2013)와 같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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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갈등의 양상을 더욱더 격렬하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다원화와 위험화의 두 가지 맥락은 정보화의 과정을 통해 한

국사회에서의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인터넷 토론방을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 파동’, ‘제주 해군기지 문제’, ‘의료 민영화’ 등의 문제는 ‘넷’ 혹은

‘온라인’이라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수단의 출현 속에서 다양한 의견

이 존재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Bentivegna, 1998; 빔버, 2007), 진

보와 보수, 먹거리 안전, 정부불신, 사회적 배제, 불투명한 미래 등의 다

양한 불안감이 연결되어, 자신과는 다른 시각이나 주장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문조, 2007; 카스텔, 2008: 27).

소위, ‘넷 우익’으로 불리는 ‘일간베스트’와 같은 집단들은 다원화와 위험

화, 정보화의 세 가지 맥락의 연결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가분, 2013).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의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할 부분

임을 고려한다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 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결

과와 연결시킬 수 있는 효율적 관리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Coser, 1956: 156-157). 갈등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여러 제도적

접근이 있을 수 있지만(이영희, 2004; 정건화, 2007),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이해와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합의문화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서

문기, 2014).

건전한 합의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대화를 시도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곧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다

원화된 사회갈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은 “인정과 존중이라는 권리를 얻기 위한 투쟁

(Kampf um Anerkennung)”이며, 자신의 권리나 가치가 무시당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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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생기는 부정적 감정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호네트, 2011:

262).

아울러,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견의 존재가 단순한 분열의 수준

에 그치지 않기 위해고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yeild)’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와 인 의사소통의 과정(deliberation)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Huckfeldt, Johnson & Sprague, 2004: 308; 이용재,

2011). 이는 곧,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화적 차원의 기재를

마련함에 있어,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동시에 숙의의 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갈등의 효

율적 관리를 위해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용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하

며, 두 가지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연구해보

고자 한다. 특히, 정보화라는 배경 속에서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의 일상생

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교류가 신뢰와 관용의 형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3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점차 확산 및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를 ICT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 및 해소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제도적 접근보다는 사회문화적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인터넷 및 SNS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한 교류의 양상이 사회신뢰 및 관용의 형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다. 나아가, 사회신뢰가 ‘나와는 다른 의견에 대한 태도’

즉, 관용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조적 작동기제를 실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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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오프라인 차원에서, 개인이 누구와 어떻게 대화

하는지(Mutz, 2002a, 2002b; Price, Capella & Nir, 2002; McClurg, 2006;

노성종,민 영, 2006) 또는 어떤 단체에 참여하는지(Putnam, 1994; Brehm

& Rahn, 1997; 이재열,남은영, 2008) 또는 어떤 환경에서 대화하는지

(Nelson, Clawson & Oxley, 1997)에 따라 개인의 관용과 신뢰의 형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의 경우, 다양한 의견

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동시에, 다수의 불특정한 사람들 즉,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교류의 범위라는 측면의 중요성

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

경험적 수준의 선행연구에서도 연결망의 이질성이 신뢰와 관용에 유의미

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나은경, 2007a).

또한, 개인이 속한 공동체 혹은 타인에 대한 정서적 인지는 오프라인

에서의 사회신뢰의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어왔다

(Putnam, 1994, 2007; 퍼트남,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공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에 따라 교류에 따른 신뢰의 형

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호작용과 사회신뢰, 관용 형성의 맥락

을 함께 고려해보고자 한다. 사회신뢰의 형성이 관용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우슬러너, 2013: 305)이 제시되고 있지만,

신뢰 내지는 관용의 개념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경험

적 검증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

선, 사회자본의 개념과 관련하여 연결망과 사회신뢰사이의 관계를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관용을 정치적 또는 숙의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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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수준으로 누어 살펴볼 것이다. 정치적 관용의 경우 나와는 다른

의견이나 특성을 가진 사람의 발언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용은 정치적 관용의 수준 즉, 나와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게 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타

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의 도출이라는 숙의적 관용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호네트, 2011; 249)는 점에서 숙의적 의미의 관용의 형성원

리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 미디어가 민주적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의 정보화가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가지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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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민주주의와 관용의 관계

2.1.1 두 가지 수준의 관용

본래 관용은 “자신과 다름을 감내하는 것” 내지는 “막을 수 없는 것을

용인하는 것”의 의미를 지녔으나, 점차 민주적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이용재, 2011). 이는 관용이라는 개

념 자체가 “나와는 ‘다름’을 상정하고, 그것을 강제로 같게 만드는 것을

지양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동시에, “다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연

결되기 때문이다.

이용재(2011)는 ‘다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소극적 관용’과 ‘ 관

용’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극적 관용은 시혜적 성격으로서의

관용을 말하는데 이는 다름을 그저 지켜보는 것에 국한되는 관용이다.

이와는 반대로 관용은 다름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 그것과 으로 대화

를 시도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사고를 견지하는 것을 뜻한다. 즉,

소극적 관용이 타인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방관에 국한 된다면, 관용은

타인과의 인 대화를 견지하는 태도로 귀결된다. 정일권과 동료들(정일권,

이준웅,배영, 2013)의 연구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정치적 관용’과 ‘숙의

적 관용’을 구분하고 있는데, 정치적 관용이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

나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의 의견표출을 허용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 숙

의적 관용은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태도로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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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다원사회에서의 갈등과 관용

본디 관용은 일종의 도덕적 덕목으로써 사용되어왔으며, 그 내용적

측면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누군가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

서하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나와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서로

다른 행위이지만, 결국 관용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점차 분업화(division)됨과 동시에 개개인의 개성이 중시되는 다

양화 내지는 다원화의 추세 속에서 ‘나쁨’ 혹은 ‘그릇된’ 것에 대한 ‘용서’

의 측면 보다 나와는 다름을 ‘수용’ 하고 ‘존중’하는 부분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안준홍, 2014)

민주주의에 대한 여타의 접근들은 그 방식에 차이를 가지지만 결국,

다양한 이견(異見)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1) 민주

주의는 다양성(Plurality)을 인정하는 동시에 통합을 지양한다는 점(서문

기 외, 2001: 13)에서 다양성과 통합의 가치들은 일종의 이율배반적 관계

에 있지만, 결국 다양한 시각과 의견의 존재라는 토대에서 균형과 질서

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하버마스(J. Habermas)가

제시하는 ‘생활 세계의 합리화(argumentation)’라는 이상적 상황에 비추

어 접근이 가능하다.

한편, 료따르(J. Lyotard)는 합의(consent)를 추구하는 합리적 의사소통

이 결국, 차이(dissent)를 부정하고 인위적인 통합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김문조, 2013: 183-184). 그러나 다양성은 차이의 존재를 허용

하는 것 이외에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든스(A. Giddens)나 울리히 벡(U. Beck)이 현대사회에서의

1) 대표적으로 이성적 의사소통을 통한 하버마스(Habermas)의 접근과 다원화된 상황에서의 차이

와 경합을 중시하는 무페(Mouffe)의 접근을 말할 수 있다(이항우, 2013).하버마스의 숙의

(deliberative) 모델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궁극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무페는 절대적 합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다양한 의견들 사이의 경합의 원리

가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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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이상적 모습으로 제시하는 “삶의 정치(life politics)”는 결국

개인화(individualization)라는 다양성의 상황에서 상호간의 참여와 연대

를 통한 근대성의 위기 극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하버마스

가 제시하는 ‘숙의적 민주주의’와 무페(C. Mouffe)의 ‘경합적 민주주의’가

상호 절충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곧 숙의라는 개념자체가 무

조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심사숙고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상호간의 균형점이 마련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원주의에서의 민주주의 모델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한국

사회는 소극적 관용, 숙의 내지는 경합, 성찰적 합의 모두가 부재한 상황

으로 말할 수 있다. 윤종빈과 동료들(2011)의 연구가 제시하듯이 최근의

한국사회에서는 전라도, 경상도, 반미단체, 뉴라이트 등 본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대상에 대한 집회, 출판, 강의 등을 허

용해야 한다는 소극적 관용 내지는 정치적 관용의 정도가 매우 낮고, 사

회구성원들이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높으나, 갈등해결

을 위한 직접적 행동이나 참여는 미비하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윤인

진, 2008;안주아,이시훈,김광협, 2007).

이는 곧, 한국사회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소

한의 소극적 관용이라는 의식과 태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한

다. 아울러 소극적 관용의 태도를 넘어서 관용의 태도 역시 마련되어야

할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원태와 동료들의 연구(2012)는

사회갈등에 대한 대처에 있어 회피 보다는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는데, 뉴미디어를 통해 활발한 참여가 가능해진 현재의 시점에서 갈등해

결을 위해서는 수동적인 특성이 아닌,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

는 태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호네트(A. Honneth)가 “인정투쟁”으로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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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호네트는 개인이 사회에 참여하거나, 자

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에서 갈등이 시작

된다고 보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세 가지 유형의 무시는 첫째, 가장 전

근대적 방식에서의 신체적 고문이다. 둘째, 개인의 표현을 박탈하는 억압

으로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가치의 평가 절하나 모욕의 유형이 존재하게 된다

(호네트, 2011: 249-255)2).

호네트의 분류를 한국 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해 보자면, 민주화

이후 다양한 표현이 허용되면서 표현의 권리에 대한 인정은 제도적 수준

에서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나, 그 표현의 가치에 대한 인정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민주화 이전의 갈등이 표현의 권리의 확보를 위한 즉 권력에 의해 억압

받는 상황에 대한 투쟁이었다면, 표현의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양

한 가치들이 서로의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

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용은 사회적 소수나 혐오집단들의 의

견의 표현을 허용하는 소극적 관용을 넘어서 이들의 표현을 진지하게 고

려해보고 합의 내지는 적대적인 관계를 ‘경합’으로 이끌어 내야할 다원주

의 사회에서의 새로운 과제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소극적 관용과 관용 중 어떤 태도가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접

근은 간단명료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극적 관용에 비해 관용의 태도

혹은 숙의적 관용의 태도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더 바람직

하다고 여겨지지만(이용재, 2011), 자칫 타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 내지는

다양성 보다는 질서와 통합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2)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무시는 근대화라는 일련의 점진적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

며, 뒤르켐(E. Durkheim)이 사회변화와 아노미에 대하여 논의한 것과 같이, 사회발전에 따라 

인정이라는 도덕원칙 역시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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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규범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

기 때문이다(Lyotard, 1984: 65-66; 김문조, 2013: 184 재인용; Mutz,

2002b; 이준웅,김은미,배영,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치가 공종하게 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관용의 중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뒤르켐이 사회분화의 과정 속에

서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터넷과 SNS

와 같은 뉴미디어들의 연결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터클(S. Turkle)이

“다함께 홀로(alone together)”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듯이, 각자의 개성

이 서로 고립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합의된 질서의 마련 역시 어렵게 됨

을 말할 수 있다. 관용은 국가나 제도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닌, 능동적

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합의된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_1]은 표현 권리의 인정과 그 가치에 대한 인정 수준에 따른

사회의 분류를 표현하고 있다. 우선, 사각형 내의 음영이 짙어질수록 민

주주의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좌측 하단의 억압적

사회는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낮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은 억압적 사회에 비해 민주주의의 정도를 뜻하는 음영

이 조금 더 진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다양한 의

견이 존재가 묵살되고 하나의 의견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집단극화

의 상황으로 말할 수 있으며, 후자는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상호간의 연

계가 낮은 상황으로, 이는 의견이 표현이 ‘공허한 외침’의 수준에서 머무

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영역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뜻하는 음

영이 가장 짙고, 표현권리와 표현가치에 대한 인정 모두 높은 사회의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 다름을 추구하는 동시에 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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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살현가치

인정대상

무시형태

원초적 관계

(사랑, 우정)

신체적

불가침성

고문, 학대,

폭행

정치적관용 숙의적관용

권리관계

(권리)

사회적 권리

(참여,

의견제시)

권리 부정,

제외

가치 공동체

(연대)

‘명예’, 존엄성

존엄성 부정,

모욕

표현 권리의 인정

표현 가치의 인정

정치적 관용

: “Alone

Together”

고문, 참정권

박탈 등

: 억압사회

숙의적 관용

: “E Pluribus

Unum”

집단극화

: 침묵의 나선

자료: 호네트(2011). 인정투쟁』. p. 249

[그림 2-1] 표현가치 및 권리에 대한 인정 수준과 그 효과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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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신뢰

2.2.1 신뢰에 대한 접근

신뢰라는 개념은 경제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

다. 이는 신뢰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만큼 신뢰에 대

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 역시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신뢰에 대한 한 가지의 접근은 일종의 확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이는 곧 배반과 같은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신뢰를

말한다. 가령, 조직이론에서 상정하는 거래비용에 따른 위계(hierarchy)와

시장(marcket)의 구분은 불확실성의 정도 즉, 신뢰의 정도와 밀접한 관

련을 가진다. 만약, 불확실성이 낮다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

지만, 상대를 믿을 수 없다면, 공증인을 세우거나 조직을 통해 거래를 하

게 되며,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뢰는 배반의 확률

과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효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할 수 있

다.(김용학, 2010) 다시 말해, 신뢰는 자신이 특정 집단이나 행위자에 대

하여 가지는 기대가 배신당할 것인가의 확률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개념은 소위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표현되는 사

회학적 접근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자본이란 “관계망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의 형태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Coleman, 1988; 부르디외, 2003). 다시 말해, 사회자본은 개인들 사이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축척되는 자원을 말한다. 린(Nan Lin)의 접근에 따르

면 ‘자원’은 자본과 관련된 이론의 핵심적 요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

원은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과 일정한 효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동원

의 방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행위자들이 특정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동기를 부여해야한다.(린, 2008: 40-41). 이러한 맥락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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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본은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관계에 기반 하며”, “개인

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한다는 점(Coleman, 1988; 린, 2008: 22-23)”, “개

인적 수준에서의 이익 또는 개인적 수준으로 환원되는 사회적 수준의 이

익을 가져다준다는 점(퍼트남, 2009)”, “오직 실천적인 상태에서 그 관계

를 지속시켜주는 물질적, 상징적 교환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부르

디외, 2003)”에서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 역시 자본으로서의 맥락에서 접근 될 수 있다.

‘사회적 신뢰(혹은 일반화된 신뢰)’로 표현되는 사회자본에서의 신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만한가?”의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가 단지 남을 잘 믿는 성향만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

유는 그것이 ‘사회적’ 수준에서 형성되며, 그 의미와 효과를 가지기 때문

이다. 사회자본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고독감(금희조,

2011b), 시민의식 및 중산층 귀속의식(이재열,남은영, 2004; 장용석,정장

훈,조문석, 2009), 정치적 관용과 배타적 태도(정일권,이준웅,배영, 2013;

장용석,정장훈,조문석, 2009), 건강,행복(Helliwell & Putnam, 2004) 거시

적 차원에서의 국가발전(Woolcock, 1998)등 다양한 변수들이 사용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관계망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긍정적 결과가 보다

넓은 사회적 차원의 신뢰라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되면서 나타나게 된

다는 점이다(퍼트남, 2009: 222). 사회신뢰의 확충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

이외에도 남을 돕는 행위, 타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 협력 등의 특성을

촉진하여 결국, 민주주의 내지는 ‘건강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집단 내부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동

시에 보다 넓은 범위의 협력(across social cleavages tie)을 가능하게 한

다는 점에서(Putnam, 1994: 175), 연결망의 구성과 사회자본의 형성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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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행동에서의 딜레마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한다.(Putnam, 1994: 165). 사회적 신뢰의 부족은 자연스럽게

제도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연결되며,(퍼트남, 2009: 220, 236)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후쿠야마(F. Fukuyama)역시 사회발전에 있어 신뢰라는 사회적 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는데, 그의 논의에서 사회적 신뢰의 역할

은 “가족 규모를 초월한 사회적 친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후쿠야

마, 1995: 97,141,151). 사회적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벤필드(Edward

Benfield)가 묘사한 이탈리아 남부에서의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쿠야마

는 사회적 신뢰를 사회 발전을 위한 물질적 토대만큼이나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서 다루고 있다(후쿠야마, 1995: 30; Woolcock, 1998).

[그림 2-2] 콜만과 퍼트남의 사회자본과 사회적 신뢰의 개념



- 16 -

퍼트남의 시각에서 신뢰가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외집단과

내집단의 구별이 흐릿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내가 참여하고 있는 집단

의 사람을 믿는 만큼, 다른 집단의 구성원 즉, 적어도 사회참여를 활발히

하는 사람은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혹은, 이전에 만나본 경험이 없더

라도 믿을 수 있다는 일종의 구성적 기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적 기대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단체참여가 확산

되어야 하며(bowling together), 사회적 불안감과 위험의 수준이 낮아야

한다. 한국사회의 연고집단에 대한 실증적 연구(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가 보여주듯이, 동창회와 같은 연고집단에서는 계산적인 행동을 방

지하는 내부의 규범이 작동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위험이 나타났을 때

내부의 결속이 강화된다는 점은 남을 쉽게 믿기 힘든 사회에서 넓은 범

위의 일반적인 타자들 보다는 나와 같은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서

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불안과

위험의 수준이 증가한 상황에서, 연고집단과 같은 제한적 범위의 연결망

은 내집단 수준에서의 신뢰와 정서적 안정감 등의 자원은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외집단과의 연계를 약화시키거나 단절시키는 역효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슬러너는 사회신뢰의 형성에 있어, 대한 폐쇄적 연결

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퍼트남과 콜만의 접근이 결국, 합리적 행위자의

‘도구적’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강한유대를 통한 ‘두

터운 신뢰’가 전체사회로의 ‘옅은 신뢰’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

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우슬러너, 2013: 82), 사회신뢰는 일반적으로, 타인

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관 태도 또는 도덕적

요소이며,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후지(Hooghe, 2007)역시,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사회자본 이론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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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일반화된 신뢰(사회신뢰)보다는 롤스(Rawls)가 주

장하는 호혜성(reciprocity) 즉, 도덕적 맥락에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

또는 의무감이 더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우슬러너나 후지의 접근 역시, 사회신뢰가 “개인들 간의 타협

과 협조의 윤활유” 내지는 반 차별적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

다는 점에서 사회신뢰의 효과에 있어서는 퍼트남과 후쿠야마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우슬러너, 2013: 62 304; 퍼트남, 2009: 220). 동시에,

결사체 참여와 사회신뢰와의 인과관계를 통제한 연구(Brehm & Rahn,

199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개인의 생애과정에서의 경험척 측면에 따

라 사회신뢰의 정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다.

2.2.2 다원주의와 사회적 신뢰

사회적 신뢰와 참여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퍼트남은 미국

사회에서 관용의 태도가 증가한 시점에 사회적 참여는 오히려 줄어들었

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퍼트남, 2009: 587-588). 사회적 참여가 사회

적 신뢰의 토대가 된다는 그의 논지를 생각해 본다면, 관용의 증가는 사

회신뢰의 저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자칫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

러한 다양성 사이의 고립 즉, 개인주의와 상호간의 무관심이 심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사회자본은 관계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간의

고립은 사회자본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트남의 결론은 다양성을 보장하는 자유와 공동

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퍼트남, 2009: 589-594; Putnam,

2007). 동시에, 신뢰와 관용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선형 관계를 넘어서

복합적인 양상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퍼트남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관용과 참여, 신뢰가 어떻게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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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Putnam, 2007). 우

선 접촉이론(contact theory)에 따르면 지역 내 인종 다양성의 증가가 오

히려 외집단과 내집단의 구분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켜, 외

집단과의 연대감과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갈등이론(conflict theory)에서는 이질성과의 접촉이 외

집단과 내집단의 구분을 심화시켜, 내집단 중심주의가 강화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종적 다양성은 초기에는 관용과 외집단

신뢰를 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성을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통해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Putnam, 2007; Stolle,

Soroka & Johnston, 2007).

한편, 다원화된 사회에의 사회적 신뢰가 퍼트남이 제시하는 단체참여

와는 다른 맥락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접근이 존재한다. 우선, 울리히

벡, 기든스로 대표되는 후기근대의 진영에서는 근대화의 과정을 통해 전

통적 공동체로서의 사회 연결망 자체가 해체되고, 그 자체도 개인에 의

해 선택 된다는 점을 주장한다(벡, 2006: 212-214, 기든스, 1995: 25; 이

복수, 2007). 퍼트남이 개인주의의 증가에 대해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과 같은 조소를 보낸 것과 달리, 이들은 개인주의의 증가를 당연

한 현상으로 보며,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연결망의 구성

을 중요하고 있다.

잉글하트(R. Inglehart)역시 “재생된 근대화”라는 맥락에서, 개인주의의

증가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회 진화의 일부이며, 민주주

의 실현의 토대로 보고 있다. 이른바 “탈물질사회(post-material)”에서는

긴밀한 유대 보다는 교량적 유대가 강화되며, 집단의 규범에 순응 하는

것 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중요시하게 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반

차별적인 태도와 권리의 존중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잉



- 19 -

글하트,웰젤, 2011: 257-258)

최항섭과 동료들의 연구(2008)역시 전통적 유대이외에도 마페졸리(M.

Maffesoli)의 ‘부족주의’를 통해 유대와 신뢰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설

명하고 있다. 부족주의는 개인이 집단에 의해 통제되어 나타나게 되는

몰 개성화를 탈피할 수 있으며, 느슨한 연계를 통해 개인주의로 인한 소

외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퍼트남식의 강한

유대의 공동체가 없이도 호혜성과 신뢰, 외집단에 대한 개방과 관용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최항섭,김희연,박찬웅,배영,배영

자,윤민재,조현석. 2008).

이러한 논의들은 첫째, 개인의 능동성이 공동체의 수동적 안정성과 통

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 연결망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둘째,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구성적 기대 즉, 사회적 신뢰의 토대가 폐쇄

적 공동체를 통해 ‘학습’되는 호혜성의 규범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의사소

통이나 비판적 이해의 능력을 통해 구성되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호혜

성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든스는 사회적 신뢰 혹

은, 일반화된 신뢰를 “능동적 신뢰(active trust)”로 표현하고 있다(기든

스, 1995: 26; 김영호, 2000).

2.3. 온라인에서의 신뢰와 관용

2.3.1.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관용

관용은 나와는 다름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관련된 일종의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관용

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타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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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Papacharissi, 2004).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성을 이견(異見)에 대한 접촉으로 접근

하거나(장윤재,이은주, 2010; Mutz, 2002a; 2002b) 개인이 참여하는 게시

판의 성격(Moy & Gastil, 2006; 나은경, 2007a; 한혜경, 2011), 교류의 범

위(정일권,이준웅,배영, 2013) 이외에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는가(금희조,

2011a) 등의 접근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방식들은 서로 차이를 보이지

만 결국 다양성과 이질성이라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닐 수 있다.

머츠(Mutz, 2002b)는 자기중심연결망(ego-centric)을 묻는 질문을 통

해, 자신의 견해의 일치하지 않는 구성원의 정도(exposure to dissonant)

를 측정하고, 혐오집단(네오 나찌, 동성애자, KKK 등)의 정치적 의사표

현에 대한 허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상

대방의 의견의 극단성(extrimity of issue opinion)은 관용에 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종의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의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견노출의 정도는 관용에 직

접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으나, 이견노출은 대상의 친

밀도와 의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rationales)에, 대

상과의 친밀도와 의견에 대한 타당성의 인식은 관용에 유의미한 수준에

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견노출이 관용에 직접적

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일련의 경로를 거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견접촉과 관용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관계망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견’이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의 ‘존재’를 가정함과 동시

에, 그 혹은 그들과의 ‘접촉’ 내지는 ‘연결’의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

며, 관용이란 것은 결국 나와 다름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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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누구와 어떻게 얼마나 자주, 어떤 주제로 접촉하는가가 관용의 형성

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다.3).

이러한 부분에서 머츠(Mutz, 2002b)등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내

용에 대해 대화하는 대상을 구분해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 즉, ‘강한유대(strong tie)’ 내지는 제한적 범위의 교류에

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프라이스와 동료들

(Price, Capella & Nir, 2002)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족, 친구와 일반화된

타자사이의 연결망을 구분할 필요가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한 온라인에서의 관계는 현실에서 보다 더욱

다양하고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다(DiMaggio, Hargittai, Neuman &

Robinson, 2001; Wellman, 2001)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에서의 이견접

촉이 관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오프라인과는

다른 연결망의 측정이 시도되었다(나은경, 2007a; 정일권,이준웅,베영,

2013)4).

나은경(2007a)의 연구에서는 이견노출과 관용에 대한 오프라인에서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연결망을 이용하였으나, 개인이 자주

참여하는 웹사이트와 개인적 연결망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

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분석결과, 집단적 수준 즉, 웹사이트의 이질성은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개인적

수준의 이질성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연결망의 특성에

3)  만약, 연결망에 따라 교환되는 자원과 그 효과 역시 상이해 질 수 있다면(린, 2008: 68-71), 

다양한 연결망에 대한 비교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에서 사용된 자기중심연결망의 방식은 연결망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

닌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가 제시하듯이 연결망의 속성은 접촉빈도(combination 

of the amount of time), 정서적 친밀성의 정도(emotional intensity), 상호 신뢰(mutual 

confiding)등과 같이 적어도 세 가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4) 나은경(2007b)의 연구 역시 온라인 관계망의 이질성과 관용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지

만, 연결망의 이질성에 대한 측정방식은 Mutz(2002a, 2002b)등의 오프라인에서의 연구와 크

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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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견노출과 관용사이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

하고 있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이견접촉은 불안과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대로, 집단적 수준에서는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

다.”라는 느낌에서 관용이라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즉,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나 집단에의 동조라는 무

언의 압력을 느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용적 태도를 보일 수 있

다는 것이다(선스타인, 2011: 47-48; Lee, 2007; Nelson, Clawson &

Oxley, 1997, Mutz, 2002a).

정일권과 동료들(정일권,이준웅,배영, 2013)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연결

망을 제한적 교류와 개방적 교류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이들

이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제한적 교류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용적 태도를 증가시켰지만, 개방적 교류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적인 영향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제한적 교류는 동질적 성격의 연결망을,

개방적 교류는 이질적 연결망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점

(린, 2008: 67-71)을 고려한다면, 개인적 수준의 연결망에서 이견의 접촉

은 오히려 관용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

한 관용의 증가는 다른 의견을 접하는 빈도 보다는, 관계에서 느끼는 친

밀성이나 긍정적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2.3.2. 온라인에서의 숙의적 관용

숙의적 관용은 나와 다른 의견이나 가치관을 지닌 사람의 의사표현을

허용하는 것 즉, 소극적 관용의 수준을 넘어서, 그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내는 태도를 말한다.

프라이스와 동료들의 연구(Price, Caella & Nir, 2002)에서는 자기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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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을 통해 자신과 친한 친구나 가족, 어느 정도 면식만 있는 사람

(acquaintance)과의 연결망에서 이견노출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

과, 가까운 친구나 가족 보다는 면식만 있는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에

서 의견의 불일치성이 반대되는 이견에 대한 고려(reasons why others

might disagree) 즉, 숙의(deliberation)적 태도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면식만 있는 사람과의 정치적 대화

빈도는 오히려 숙의적 태도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결망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자신과 반

대되는 의견을 접촉하더라도 깊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면식만

있는 사람과의 대화 자체를 공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견을 접촉

하였을 때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다.

모이와 가스틸(Moy & Gastil, 2006)의 연구에서는 국립이슈포럼

(NIF.org)이용자들과 영어교사 보조직 성인들의 네트워크(literacy

network)비교하여, 구성원의 이질성이 참여적 갈등해결과 숙의적 태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결망에 대한 정서적 인식이 갈등 해결 태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부트와 동료들(Buote, Wood & Pratt, 2009)은

캐나다 대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주변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온라

인과 오프라인의 차원에서 나누어 측정한 후, 이를 4개의 집단5)으로 나

누어 집단별로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온라

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불완전한 관계 즉, 타인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는 관계에서

중재와 협상과 같은 방법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안

5) 관계망에 대한 인식의 분류는 타인에 대한 신뢰(avoidance)와 차인에 대한 의존(dependence)

을 교차하여, ‘안전형(secure)’, ‘양가(의존)형(preoccupied)’, ‘타인무시형(dismiss)’, ‘공포형

(fearful)’ 나누는 과정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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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공격적인 논쟁의 평균점수가 높았다는 점이

다.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정선

영,김진영(2008)의 사례에서는 좀 더 명확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안

전형의 경우에서 갈등에 대한 회피적 성향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체면’ 과 싸움을 피하는 것을 일종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

한다는 동양적 문화 내지는 규범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Kim & Yang, 2011; 장수지, 2010). 그러나 이 연구는 오프라인에서

의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의 체면과 배려가 일종의 규범적 특성을 지닌다면, 개인들 간의 평등한

관계와 익명성,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성원과의 관계와 일반적인 타자 즉,

처음으로 만나거나 잘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일례로, 나은영과 차유리(2012)의 연구에

서는 ‘충효사상’이나 ‘상사에 대한 예의’와 같은 문화적 요소이외에도 건

설적 문제해결의 태도와 같은 개인적 특성이 인터넷에서의 이견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2.3.3. 온라인에서의 신뢰

다원주의와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논의에도 확장될 수 있

다. 퍼트남(2009: 286-289, 292)은 인터넷이 민주적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공간인 동시에, 인터넷에서의 의견교환이 진지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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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대부분이라는 점, 맥락 단서의 부재(Kiesler, Sara, Jane Siegel, &

Timothy W. McGuire, 1984)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참여와 신뢰

의 형성이 어렵다고 본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공동체를 보완할 뿐이며,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견

해 또한 존재한다(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 송경재,

2005). 특히, 웰만(Wellman, 2001)이 제시하듯이, 인터넷을 통한 관계망

은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 즉, ‘장소 대 장소’가 아닌 ‘사람과 사람’사이의

연결망으로써의 의미를 지닌다. 비릴리오(P. Virilio)의 표현을 빌리자면,

‘속도’에 의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 개인에게 고정적인 의미로서의 장

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연결망에서는 “누구와의 연결인가?”가 더 중요하게 되

며(김은미,정일권,배영. 2012), 관계망은 개인을 통제하는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 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연결(networked individualism)”의

의미가 더 강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에 기반 한 전통적 연결망이

동질적 특성을 지니는데 반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동질적 연결망을 구성할 수도, 이질적 연결망을 구성할 수도 있다. 즉,

온라인에서는 보다 넓은 교류가 가능해지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퍼트남이 제

시하는 강하고 친밀한 연대의 부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문제

역시 제기된다(웰만,귤리어, 2001: 348-353).

배영(2007)은 온라인에서의 연결망을 일시적/지속적, 개방적/제한적 성

격에 따라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의 사회자본

형성과 축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동

시에, 지속적 교류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기만, 해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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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위협이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관계망을 통해 구성적 기대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

미하는 것이다.

교류의 범위와 지속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류

의 양상을 예상해본다면 [표 2-1]와 같다. Ⓐ 유형은 지인들 간의 폐쇄

적 연결망 예를 들어, 학교 친구나 동창회, 직장동료들 사이의 SNS활성

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다. 만약, Ⓐ를 통한 호혜성의 규범의 형성이 Ⓓ

내지는 Ⓑ 영역에 이르는 옅은 신뢰로 연결된다면, 온라인에서의 사회신

뢰의 형성도 퍼트남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반면, Ⓐ영역에서 Ⓑ영역으로의 확장과 Ⓓ 영역에서 Ⓑ으로의

이동은 각각 린(Lin)이 제시하는 ‘다리 놓기’와 ‘강화하기’의 맥락에서 접

근해 볼 수 있다(린, 2008: 117). 단, 린이 제시하는 연결망의 확장이 개

인의 지위향상과 같은 목적 지향적 행위를 중심으로 한다면, 온라인에서

의 관계 확장의 동기는 정보나 정서적 지원 등의 다양한 자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박수호, 2011). 또한, 특정한 자원을 얻기

위한 개인의 목적 지향적 행위 이외에도 우연성의 요소가 포함된다는 점

즉, 처음으로 우연히 만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내지는 관계의 형성이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역시 말할 수 있다.

[표 2-1] 온라인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의 양상

연결망의 성격

닫힌 연결망 열린 연결망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지속적 Ⓐ Ⓑ

일시적 Ⓒ Ⓓ

자료: 배영(2007).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사회자본.”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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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동체나 결사체의 부재 또는 감소

가 사회신뢰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퍼트남의 접근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

닌, 온라인 공간에서의 열린 관계의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카페나 커뮤니티 등, 자신과 유사한 관심사를 지닌 개인들

혹은 오프라인을 토대로 한 연결망이 존재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게 도움을 요청하는(네이버 지식in 등)식의 관계 맺기나 온라인 뉴스 댓

글을 읽는 것과 같이 다수의 일반적인 이용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증가하였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토크빌(A. Tocqueville)의 표현

을 빌리자면, 폐쇄적 성격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만들어

가는 관계망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스트로

머갤리(Stromer Galley, 2003)는 정치적 내용과 관련된 유즈넷 그룹, 정

치적 현안에 대한 게시판, 공개 채팅 방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

층면접을 통해, 온라인 이용자들이 처음으로 만나거나, 자신과 의견이 다

른 사람과 대화하더라도 유대감, 흥미, 신뢰와 같은 감정적 인지가 나타

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은미와 동료들(김은미,정일권,배영. 2012)의 연구는 온라인에서의 교

류의 범위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제한적 범위의

교류는 사회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개방적 교류는 사회신

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방적 교류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적 성향인 커뮤니케이션 가치관 역시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성향역시 사회신뢰의 형성에 중요

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성향이라는 부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식, 태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모

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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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신뢰의 형성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

해 본다면, 개인이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사회

신뢰의 형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볼 수 있다

(Sullivan & Transue, 1999). 특히, 이질성(Mutz, 2002a, McCurg, 2006;

Putnam, 2007; 나은경, 2007a; 이성식,전신현, 2006: 141, 173), 규범적 압

력의 영향력(Coleman, 1988; 나은경, 2007b; Lee, 2007), 관계의 지속성

(Stolle, 1998; 퍼트남, 2009), 유용성(박수호, 2011)과 같은 정서적 인지에

따라 온라인 교류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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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3.1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호작용 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교류의 범위

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치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Price, Capella & Nir, 2002; Moy &

Gastil, 2006; 김은미,정일권,배영, 2012; 이재열,남은영, 2004; 정일권,이준

웅,베영, 2013)에서의 접근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

다.

우선 온라인 관계망의 측면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제한적 범위의 지인

들과의 교류와 잘 알지 못하거나 처음으로 만나본 사람들과의 개방적 교

류의 범주로 나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관계망의 양

상에 따라 신뢰와 관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_1] 온라인에서의 교류범위는 사회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1_2] 온라인에서의 교류범위는 정치적 관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_3] 온라인에서의 교류범위는 숙의적 관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관계망의 속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

는가에 따라 교류의 범위가 사회신뢰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

타난다는 점을 검증한다. 즉, 그 관계망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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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자신에게 어떠한 압력을 미치는지, 또는 자신

과 비슷한지 등에 대한 정서적 인지에 따라서 관계망이 관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가령, 퍼트남(Putnam,

2007)이 제시하는 갈등이론과 접촉이론에서처럼 이질적 상황에서의 교류

가 사회신뢰를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온라

인 공간에서의 교류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접

근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_1] 온라인에서의 관계망의 양상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력은 개인이 인지한 온라인 공간의 이질성에 의해 조절

되는가?

[연구문제 2_2] 온라인에서의 관계망의 양상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력은 개인이 인지한 온라인 공간의 관계의 지속성에 의

해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2_3] 온라인에서의 관계망의 양상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력은 개인이 인지한 온라인 공간의 탈 규범성성에 의해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2_4] 온라인에서의 관계망의 양상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력은 개인이 인지한 온라인 공간의 유용성에 의해 조절

되는가?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로 제시한 사회신뢰와

정치적 관용, 숙의적 관용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이론

적 접근들에서는 사회신뢰의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해 반차

별적이고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활발한 참여를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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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Putnam, 2007; 퍼트남, 2009; 잉글하트, 2011: 257; 우슬러너,

2013: 304-305), 경험적 연구(정일권,이준웅,베영, 2013)에서도 사회신뢰와

관용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만약, 온라인 관계망이 사회신뢰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 동시에

사회신뢰가 관용적 태도에 관용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온라인 교류가 관용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흐름에 대하여 보다 복합적

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문제 3_1] 사회신뢰는 정치적 관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_2] 사회신뢰는 숙의적 관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_3] 정치적 관용은 숙의적 관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Ÿ 정서적 인지

ü 이질성

ü 지속성

ü 탈규범성

ü 유용성

Ÿ 온라인 교류

ü 제한적 교류

ü 개방적 교류

Ÿ 정치적 관용

Ÿ 사회신뢰

Ÿ 숙의적 관용

[그림 3-1] 연구모형의 설정



- 32 -

3.2.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

3.2.1 종속변수

3.2.1.1 정치적 관용

정치적 관용은 나와는 다른 생각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의 의사표현도

허용할 수 있는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정치적 관용과 관련된 선행연

구들에서는 특정한 혐오집단을 설정하거나(Gibson, 1988; Golebiowska,

1996; Mutz, 2002a; 윤종빈,조진만,가상준,유성진, 2011), 또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Gibson, 2008; 이준

웅,김은미,베영, 2013)에 대한 의사 표현(공공연설, 집회, 강의 등)의 허용

여부로 정치적 관용을 측정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측정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

선, 혐오집단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할 경우, 관용의 대상을 보다 구체

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응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시의적절성

과 대표성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정치적 이념에 따른 혐오집단(예, 윤종

빈 외, 2011에서의 뉴라이트, 민주노총 등)을 구성할 경우, 개인의 정치

적 성향에 따른 영향력을 정밀하게 통제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일반적

수준을 설정한 문항에서는 이용자들이 바람직하게 보이기 위해 즉, 일종

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정일권,이준웅,베영,

2013). 동시에, 일반적 수준의 타자에 대한 관용은 사회적 소수에 대한

관용의 수준을 측정한 연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

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방식

을 참고하여 정치적 관용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였다. 우선, 최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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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의 정치적 이슈를 바탕으로 한 세 가지의 제시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자신과 다른 응답을 한 대상을 가정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대상들이 “학교에서의 강의”, “선거출마”, “온라인 서명 및 청원 운동”,

“오프라인 집회나 시위 및 강연”을 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5점 척

도의 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3-1] 선행연구에서의 정치적 관용에 대한 측정

연구자 설문문항

Gibson,

2008

Ÿ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의견 허용 여부

Ÿ 흑인과 백인각각에 대한 집회, 연설공청회의 허용여부

Mutz,

2002a

Ÿ Ku Klux Klan, 동성애자, 종교근본주의, 페미니스트 등에

대한 선거 후보 출마, 공립학교에서의 강의, 집회의 허용

여부

윤종빈 외,

2011

Ÿ 전라도, 경상도, 민주노총, 반미세력 등에 대한 공직출마,

공공연설, 가두행진 등

이종원,

김영인,

2009

Ÿ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생각이면 대중 앞에서 그

의견을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

Ÿ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소수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

Ÿ “다수에 의해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수가 다시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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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숙의적 관용

숙의적 관용은 보다 인 성격을 가지는 관용으로, 단순히 타인의 의사

표현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의견에 대한 심사숙고 내지는 인 참

여와 대화 하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노성종과 민영

(2009)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숙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숙의적 관용을 ‘듣

기’와 ‘말하기’의 두 가지 의미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

해, 숙의적 관용을 내용을 타인과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인과

대화를 단절하는 등의 회피적 해결이 아닌, 이견을 듣고, 대화를 통해 최

선의 합의를 찾아내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선, 듣기의 측면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말하기의 측면은 선행연구에서 제

시되는 갈등에 대한 회피적 태도(Ulbig & Funk, 1999; Moy & Gastil,

2006; 이원태,김종길,김희연. 2013)를 참고하여, 자신과 다른 의견에 노출

되었을 때의 회피적 성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에, 정치적 관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제시문에 대하여 자신과 다른 응답을 한 대상을

가정하게 한 후, “괜한 말다툼이 발생하니 그냥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

다.”,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들어볼 필요

가 있다.”를 포함한 총 네 문항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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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선행연구에서의 숙의적 관용에 대한 측정

연구자 설문문항

Ulbig &

Funk,

1999

Ÿ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논쟁과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기 때

문에 사람들은 정치적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

Moy &

Gastil,

2006

Ÿ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의 발생에 대한 우려”

Ÿ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이견에 접촉하지 않음”

이원태 외,

2011

Ÿ 갈등상황 혹은 갈등 목격할 때, 상대방의 주장을 따져보

고 대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정도

3.2.1.3 사회신뢰

본 연구에서는 사회신뢰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신

뢰”의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신뢰의 측정에서는 일반화된 신뢰의

측정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이 가장 정확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논쟁(Stolle, Soroka & Johnston, 2007; Delhey,

Newton & Welzel, 2011; 김은미,정일권,배영, 2012)이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의 척도를 번

안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신뢰의 경우, “만약, 공공장소에서 중요한 물건을 분실하였다면 그

물건을 다시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을 도우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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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십니까?”, “만약 내가 길거리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대부분

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

분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의 다섯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

였다.

[표 3-3]선행연구에서의 사회신뢰의 측정

연구자 설문문항

GSS,

KGSS

Ÿ “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을 도우려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Ÿ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귀하를 이용하려들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orld Value

Survey

Ÿ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Ÿ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이용하려든다고 생각하십

니까?”

Ÿ “처음만나는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Stolle,

Soroka &

Johnston

(2007)

Ÿ “현금 100 달러가 들어있는 지갑을 받았을 때, 100달러가

온전히 있는 상태로 돌려받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종원,

김영인

(2009)

Ÿ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Ÿ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을 이용하려할 것이

다.”

Ÿ “사람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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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관용과 사회신뢰에 대한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성분

정치적

관용

숙의적

관용

사회

신뢰

인터넷 서명,청원 운동 등을 시작하는 것 .881 -.086 -.045

시위나 집회, 공공장소에서의 강연을 개최 .872 -.095 -.041

공직자 선거 후보로 출마 .813 .009 -.032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811 -.087 .054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121 .842 -.009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다.

.018 .817 .128

●괜한 말다툼이 발생하니 그냥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086 .720 -.084

그사람이왜그러한생각을가지고있는지에대하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

-.038 .519 .177

●대체로 사람들은 남을 도우려 하기 보다는,
자신만을 위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131 -.083 .721

●만약 내가 길거리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대
부분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036 .187 .682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137 -.034 .601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018 .124 .556

●만약, 길거리에서 중요한 물건을 분실하였다면, 그 물
건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020 .033 .538

Eigen 값 2.916 2.248 2.006

회전 제곱합 적재값(%분산) 22.43 17.29 15.43

Cronbach’s α .868 .722 .610

주1) 주성분 분석,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주2) 추출될 요인의 수를 3으로 고정

주3) ‘●’를 표시한 문항은 역부호화

주4) Kaiser_meyer_Olkin(KMO) =0.729, Bartlett's test: Chi-square =1240.46(df=78,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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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류 범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교류의 양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떤 상품에 대한

품평이나 의견 게시, 별점 주기”, “일상생활의 내용이나 개인적 고민거리

를 게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게시”, “파일, 사진, 동영상 게재, 공

유”의 네 가지 행동을 누구와 얼마나 하는지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교류

의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을 개

방적 교류로,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한번이라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을 제한적 교류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문항들은“거의 안함” 에서부터 “거의 매일”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개방적 교류와 제한적 교류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0.786, 0.824로 나타나 문항의 내적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에서는 개방적 교류와 탐색적 교류의 범주

에 따라 요인이 나뉘지 않아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보하

지는 못하였다6). 그러나 선행연구(나은경, 2007a; 정일권,이준웅,배영,

2013)에서도 유사한 측정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

서 의도한 방식 그대로 사용하였다.

3.2.3 조절변수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

서적 인지를 조절변수으로 사용하였다.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서적 인지

는 “온라인에서는 나와는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이질성), “온라인에서는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

6) 개방적 교류와 제한적 교류를 각각의 잠재변수로 설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각 문항들에 대한 두 잠재변수의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모형의 적합도와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고려하였을 때, 판별타당성을 확보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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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탈규범성),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만나더라도 서로가 원한다면, 계속

해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지속성), “비록 서로 잘 모르더라도 온

라인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유용성)의

네 가지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각각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낮음’과 ‘높음’의 두 가지 범주를 가지는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2.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의 통제변인은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개인의 온라인 이용시

간, 정치의식을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주관적

계층의식을 사용하였다. 연령의 경우, 응답자가 자신의 출생년도를 기입

하게 한 후, 2014에서 출생년도를 뺀 값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

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본인의 가구 경제적 수준을 ‘하하’에서부터 ‘상상’

까지의 9개 범주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제분석에서는 ‘상’ ‘중’

‘하’의 세 가지 범주로 재 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의 온라인 이용시

간은 인터넷과 SNS를 각각 하루 동안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시간과 분

으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정치의식은 ‘매우진보’

에서부터 ‘매우보수’까지의 7개 범주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진보’, ‘중도’, ‘보수’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3.3 연구자료와 분석방법

3.3.1 연구자료 소개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장훈장학회의 후원을 받아 온라인

조사업체인 (주)인바이트에서 실시한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주)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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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패널중에서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이하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발송하여, 2014년 8월 7일

부터 8월 10일 까지 선착순 400명까지의 응답을 회수하였다7). 추가적으

로,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 번 응답한 문항은 다시 응답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51세 이상의 응답자

와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이상치로 나타난 사례를 제외한 323명의 결과

를 사용하였다.

1. 대형 기획조사 계획 수립 및 적합 포털사이트 선정

2. 각 포털 회원 중 조사 참여자 선정(성, 연령, 지역별 무선 할당 추출)

3. 대상자 조사 참여 권유, 조사 참여 후 패널 가입 권유 및 자격부여

4. 조사범위 설정(서울,경기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50세 이하) 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패널 무작위 추출

5. 추출된 표본에게 e-mail 발송, 설정한 표본 수(400) 충족 까지 응답 회수

인바이트패널

연구 표본

[그림 3-2]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 과정

3.3.2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속성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은 [표3-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성별과 정치이념,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각각의 범주에 따라 표

본의 특성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직업의 경우 사무직이 차지하는

7) 조사여건상, 최소한의 지역에서 충분한 수 표본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의 인터넷 이용률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표집 지역을 서울,경기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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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43%)이 절반에 가까워,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연령

의 경우에서도 50대 이상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성별

남성 144 44.6 44.6

여성 179 55.4 55.4

합계 323 100.0 100.0

연령대

20대 60 18.6 18.6

30대 141 43.7 43.7

40대 106 32.8 32.8

50대 16 5.0 5.0

합계 323 100.0 100.0

직업

자영업 25 7.7 7.7

사무직 139 43.0 43.0

경영/관리 6 1.9 1.9

전문직 24 7.4 7.4

판매/서비스 28 8.7 8.7

지능/작업 21 6.5 6.5

전업주부 35 10.8 10.8

학생 16 5.0 5.0

무직 8 2.5 2.5

기타(프리랜서) 21 6.5 6.5

합계 323 100.0 100.0

정치이념

진보 141 43.65 43.65

중도 122 37.77 81.42

보수 60 18.58 100.00

합계 323 100.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97 30.03 30.03

중층 107 33.13 63.16

상층 119 36.84 100.00

합계 323 100.0 100.0

3.3.3 조사대상자들의 온라인 미디어 이용 현황

조사 대상자들의 온라인 미디어 이용의 양상은 [표 3-6]과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들이 인터넷 뉴스보기와 정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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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의 매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개인 홈페이지 관리와 온라인 학

습은 거의 하지 않는 다고 응답하였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거의 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사람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이나 동영상 감상, 인

터넷 쇼핑의 경우, 1주일에 1에서 3회 정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SNS의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SNS 매체를 모두 선택

하게 하였는데, 주로, ‘페이스북(55.73%)’이나 ‘밴드(39.63%)’, ‘카카오 스

토리(66.56%)’와 같은 폐쇄형 SNS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개

방형 SNS로 말할 수 있는 트위터(19.81%)의 경우, 폐쇄형 SNS들에 비

해 그 이용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만나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대

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29.7%인 96명이 온라인에서 처음으

로 만난 지속적 교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6] 조사 대상자들의 인터넷 이용 분야

'거의
안함'

'한 달
1회'

'1주일
1~3회'

'1주일
4~6회'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뉴스 보기 4 1.2 5 1.5 28 8.7 37 11.5 249 77.1

정보검색,

일반적인 웹서핑
3 0.9 5 1.5 27 8.4 51 15.8 237 73.4

음악듣기,

다운로드
56 17.3 67 20.7 98 30.3 36 11.1 66 20.4

게임 101 31.3 21 6.5 50 15.5 43 13.3 108 33.4

동영상 보기,

다운로드
27 8.4 34 10.5 132 40.9 49 15.2 81 25.1

상품, 서비스

구매,판매
30 9.3 116 35.9 128 39.6 25 7.7 24 7.4

개인홈페이지

운영
171 52.9 48 14.9 55 17.0 21 6.5 28 8.7

교육 및 학습 204 63.2 54 16.7 36 11.1 13 4.0 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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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조사 대상자들의 SNS매체 이용 현황

명 (323명 중)%

'페이스 북' 180 55.73

'트위터' 64 19.81

'싸이월드 미니홈피' 69 21.36

'미투데이' 10 3.10

'다음 요즘' 12 3.72

'네이버 밴드' 128 39.63

'포스퀘어' 1 0.31

'구글플러스' 16 4.95

'잇글링' 1 0.31

'카카오스토리' 215 66.56

'링크드인(Linked in)' 2 0.62

'기타(instagram, 마이피플 ,

쏠그룹 여행노트 Tango )'
11 3.41

'SNS 사용 안함' 37 11.45

3.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호작용과 사회적 신뢰가 관용에 미치는 인과

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최소제곱법(OLS)

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기 전 준비단계인 이상치 검정과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은

PASW SPSS WIN 18.0과 Lisrel 8.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은 STATA/SE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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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4.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4.1.1 온라인 교류 범위 및 매체 이용시간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제한적 교류와 개방적 교류의 평균값은 각각

1.784와 1.759으로 나타나, 제한적 교류의 정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한, 제한적 교류와 개방적 교류 모

두 왜도(skewness)와 평균, 중위수, 최빈값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우

측으로 긴 꼬리를 가지는 정척 비대칭(positive skew)분포를 나타내어,

평균보다는 최빈값을 변수의 대표값으로 판단하여 살펴보았다. 개방적

교류와 제한적 교류 모두 최빈값이 ‘1’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들의 온라인

에서의 교류의 정도는 개방적, 제한적 범위의 구분과 무관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 교류범위에 따른 온라인 교류 경험의 분류(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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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 이용시간의 평균값은 각각 4.64시간, 1.33시간으로 나타

나 SNS 보다는 인터넷 이용의 평균값이 높았다. 또한, 온라인 교류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왜도의 값이 양수이고, 중위수가 평균보다, 최빈값이

중위수보다 낮게 나타나 정척 비대칭(positive skew)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과 SNS이용시간의 최빈값을 변수의 특성

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각각 3시간, 0.5시간

(30분)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들의 인터넷 이용정도가 SNS의 이용정도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1.2 사회신뢰

사회신뢰의 경우 1에서 5까지의 응답 범위에서 최소값은 1.6, 최대값은

3.8, 평균값은 2.828, 표준편차는 0.468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위수(2.8)와

최빈값(3.0), 평균값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첨도(kurtosis)

값(-0.373)을 살펴본 결과, 평용(platy-kurtic)의 형태를 나타내, 평균을

중심으로 각각의 사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hapiro-Wilk 검정결과에서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z=-0.814, p=0.82), 실제 분석에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4.1.3 관용

정치적 관용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884,

0.738로, 중위수와 최빈값은 모두 3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의 분포는

첨도가 0.623으로, 표준정규분포와 비교하였을 때, 자료의 분포가 최빈값

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 모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Shapiro-Wilk 검정결과에서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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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z=3.344, p=0.000). 이 경우, 자료의 양극단 값에 대한 쏠림이나

이상 값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자료의 분산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즉, 응답자의 대부분이 5점 척도의 문항에서 중간 값

인 ‘3’을 선택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숙의적 관용의 경우, 평균값은 2.9373, 포준편차는 0.5262으로 나타났으

며, 중위수와 최빈값은 모두 3으로 나타났다. 숙의적 관용 역시 왜도의

값이 음수로 나타났으나, Shapiro-Wilk 검정결과,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z=1.309, p=0.096),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에서도 정규

분포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4.1.4.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들의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질성의 평균값이

3.6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규범성의 경우, 평균값이 2.796으

로,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인식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분석에서 사용하기 위해 평균값을 기준으로 재부호화한

결과에서는 네 변수 모두 평균값 보다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규범성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값을 가진 경우

가 낮은 경우에 비해 약 0.58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평균값이 중위수보다 낮았던 결과와는 다르게 온

라인에서 탈규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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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

관측치

(명)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인터넷

이용시간
323 4.643 3.115 3.50 3.00 0.50 18.00

SNS 이용시간 286 1.330 2.195 0.667 0.50 0.08 20.00

제한적 교류 323 1.784 0.775 1.50 1.00 1.00 4.00

개방적 교류 323 1.759 0.767 1.50 1.00 1.00 4.00

사회신뢰 323 2.828 0.468 2.80 3.00 1.60 3.80

정치적관용 323 2.885 0.739 3.00 3.00 1.00 5.00

숙의적관용 323 2.937 0.526 3.00 3.00 1.75 4.25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최빈값

재부호화

낮음 높음

이질성 3.684 0.867 4 3 141(43.65%) 182(56.35%)

탈규범성 2.796 0.923 3 3 119(36.84%) 204(63.16%)

자속성 3.452 0.808 4 4 157(48.61%) 166(51.39%)

유용성 3.604 0.703 4 4 131(40.56%) 19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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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온라인 교류의 범위, 사회신뢰, 관용들 사이의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의 값은 [표 4-2]에

나타나 있다. 인터넷 이용시간의 경우, 종속변수인 사회신뢰와 정치적 관

용, 숙의적 관용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숙의적 관용

과는 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변수인 온라인

교류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적 교류와 개방적 교류 모두에 99%의 신뢰

도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

넷 이용시간에 따른 개방적 교류의 증가의 정도가 제한적 교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잘 모르거나 처음으

로 접하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뜻한다.

SNS 이용시간의 경우, 인터넷 이용시간과 마찬가지로 사회신뢰와 관

용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제한적 교류(p<.01)와

개방적 교류(p<.05) 각각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인터넷 이용과는 반대로, 개방적 교류보다 제한적 교류와 가지

는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미디어와의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교류의 범위에서는 제한적 교류와 개방적 교류

모두 사회신뢰와 정치적 관용, 숙의적 관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 교류의 경우, 사회신뢰와 숙의적 관

용과 정(+)적인 방향을 나타내었으나, 정치적 관용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개방적 교류는 정치적 관용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반면,

숙의적 관용과 사회신뢰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 두 변인의 효과가

정 반대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제한적 교류와 개방



- 49 -

적 교류가 매우 높은 상관계수(r=0.781, p<.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는 점으로, 비록 선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제한적 교류

와 개방적 교류의 범위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종속변수인 숙의적 관용의 경우, 사회신뢰(p<.01)와 정치적 관용

(p<.001)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관

용은 숙의적 관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749,

p<.001). 반면, 사회신뢰와 정치적 관용사이의 관계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온라인 미디어의 이용시간은 독립

변수인 교류의 범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적 교류의 범위와 개방적 교류의 범위 역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사회신뢰와 정치적 관용, 숙의적 관용 역시

사회신뢰와 정치적 관용을 제외하고 서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 내지는 인과관계

의 설정이 어렵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제 3의 효과의 존재를 예상 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서적인지는 순서가 보장되지만 급간의 차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서열척도(ordinal scale)이기 때문에, 스피어

만의 순위상관계수(Spearman's rho)를 사용하였으며, 그 값들은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이질성 인식은 온

라인 공간에서 관계의 지속성과, 유용성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공간에 대한 탈규범성의 인지는 다른 변수들

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 못하였다. 또한, 온라인 공간의 유용성과 교

류의 지속성이 정(+)적인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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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가 모집단을 추정할 수 없는 비모수 통계이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가 본 연구에서의 표본의 특성일 수도 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온

라인 공간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일수

록,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응답하거나, 자신이 필요

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다.

[표 4-2]연속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인터넷

이용시간(1)
1 　 　 　 　 　 　

sns

이용시간(2)
.202** 1 　 　 　 　 　

제한적 교류(3) .161** .166** 1 　 　 　 　

개방적 교류(4) .230** .147* .781*** 1 　 　 　

사회신뢰(5) .005 .032 .042 -.004 1 　 　

정치적 관용(6) .019 .027 -.007 .042 .044 1 　

숙의적 관용(7) -.034 .022 -.053 -.040 .150** .7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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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불연속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질성 탈규범성 지속성 유용성

이질성 1.000 　 　 　

탈규범성 .047 1.000 　 　

지속성 .246*** .039 1.000 　

유용성 .296*** .062 .384***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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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온라인 교류 범위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교류 범위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우선, 연령이 높아질수록(p<.05), 중도에 비해 진보적 정치

성향에서(p<.001) 사회신뢰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

류의 범위에서는 개방적 교류가 사회신뢰와 부(-)적 영향력을, 제한적

교류가 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미디어 이용시간만을 사용한 회귀모형과의 비교에서도 결

정계수(R-square)의 증가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상관관계분석을 통

해 살펴본 결과에서와 같이 온라인 교류 범위의 정도는 사회신뢰에 직접

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온라인 매체 이용시간과 교류의 범위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1) (2)

b β b β
상수 2.442 2.420

성별 (기준=남성) -0.105 -0.111 -0.109 -0.115

연령 0.009* 0.133 0.009* 0.134

주관적 계층의식 (기준=하층)

중산층 0.079 0.079 0.080 0.080

상류층 -0.008 -0.008 0.001 0.001

정치이념 (기준=중도)

진보 0.210*** 0.219 0.221*** 0.230

보수 0.007 0.006 0.010 0.008

인터넷 사용시간 0.000 0.015 0.000 0.025

sns 사용시간 0.000 0.051 0.000 0.046

개방적교류 -0.076 -0.125

제한적교류 0.079 0.129

F 2.912** 2.551**

R2 0.078 0.085

adj. R2 0.051 0.052

N=286,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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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에서 설정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교류범위와 정서적인지의 상호작용항8)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한적 교류는 [표 4-5], 개방적 교류는 [표 4-6]에 그 결과

가 제시되어있다.

우선, 제한적 교류의 경우, 이질성이 포함된 문형에서 연령에 따른 효

과가 약화되고, 성별에 따른 차이(p<.05)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모형들에서는 연령(p<.05)과 진보

적 성향(p<.001)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개방적 교류

에서도, 이질성이 포함된 모형에서 연령의 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

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모형들에서는 연령과 진보적 정치성향의 효과가

[표 4-4]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한적 교류와 개방적 교류 모두에서 이질성과 교류범위의 상호작용항

이 포함된 모델의 설명도가 [표 4-4]에서의 모형과 비교하여, 유의미하

게 증가(p<.001)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교류의 범위는 사회신뢰에 주효

과를 가지지 못하지만, 이질성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유의미함을 보여

준다.

보다 흥미로운 점은 제한적 교류와 개방적 교류, 이질성 인식 모두

95%수준의 신뢰도에서 사회신뢰에 부(-)적 영향력을, 두 가지 교류범위

의 상호작용항 모두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었다는 것으로, [그림 4-2]

와 [그림 4-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질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

에서 제한적 교류(p<.001)와 개방적 교류(p<.01)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신뢰의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8)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 개방적 교류 모두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사용하였다. 진단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5이상인 변수는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성성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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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사회신뢰에 대한 온라인 정서적 인지와 제한적 교류의 효과

(1) (2) (3) (4)

b β b β b β b β

상수 2.762 　 2.399 　 2.359 　 2.429 　

성별

(기준=남성)
-0.128* -0.135 -0.104 -0.110 -0.108 -0.113 -0.103 -0.108

연령 0.008 0.118 0.008* 0.130 0.009* 0.134 0.009* 0.137

주관적계층의식_

중층 0.104 0.104 0.079 0.078 0.080 0.080 0.073 0.072

상층 0.021 0.021 -0.003 -0.003 -0.005 -0.005 -0.005 -0.005

정치이념_

진보 0.256*** 0.268 0.213*** 0.223 0.207** 0.216 0.206** 0.215

보수 0.016 0.014 0.010 0.008 0.008 0.007 0.002 0.002

인터넷이용시간 0.000 0.003 0.000 0.010 0.000 0.006 0.000 0.004

sns이용시간 0.000 0.059 0.000 0.044 0.000 0.047 0.000 0.037

제한적교류 -0.129* -0.213 0.041 0.067 0.051 0.084 -0.012 -0.020

이질성
(기준=높음)

-0.140* -0.147 　 　 　 　 　 　

이질성*
제한적교류 0.265*** 0.330 　 　 　 　 　 　

지속성 　 　 -0.042 -0.045 　 　 　 　

지속성*
제한적교류 　 　 -0.028 -0.035 　 　 　 　

탈규범성 　 　 　 　 -0.004 -0.004 　 　

탈규범성*
제한적교류

　 　 　 　 -0.040 -0.056 　 　

유용성 　 　 　 　 　 　 0.063 0.066

유용성*
제한적교류

　 　 　 　 　 　 0.051 0.067

F 3.961*** 2.206* 2.154* 2.308*

R2 0.137 0.08　 0.080 0.085

adj. R2 0.103 0.044 0.043 0.048

N=286,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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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사회신뢰에 대한 온라인 정서적 인지와 개방적 교류의 효과

(1) (2) (3) (4)

b β b β b β b β

상수 2.737 2.402 2.451 2.433

성별

(기준=남성)
-0.114 -0.120 -0.095 -0.100 -0.103 -0.108 -0.096 -0.101

연령 0.007 0.112 0.008* 0.131 0.009* 0.134 0.009* 0.136

주관적계층의식_

중층 0.101 0.100 0.078 0.078 0.080 0.080 0.074 0.073

상층 0.004 0.004 -0.003 -0.003 -0.007 -0.007 -0.008 -0.008

정치이념_

진보 0.233*** 0.243 0.214*** 0.223 0.211** 0.220 0.206** 0.215

보수 0.018 0.016 0.012 0.010 0.008 0.006 0.001 0.001

인터넷이용시간 0.000 0.021 0.000 0.023 0.000 0.020 0.000 0.019

sns이용시간 0.000 0.070 0.000 0.057 0.000 0.054 0.000 0.045

개방적교류 -0.116* -0.190 0.027 0.045 -0.012 -0.019 -0.021 -0.034

이질성
(기준=높음)

-0.133* -0.140

이질성*
개방적교류

0.191** 0.228

지속성 -0.033 -0.035

지속성*
개방적교류 -0.085 -0.100

탈규범성 0.006 0.006

탈규범성*
개방적교류 -0.007 -0.009

유용성 0.067 0.069

유용성*
개방적교류

0.008 0.011

F 3.287*** 2.303* 2.115* 2.252*

R2 0.117 0.085 0.078 0.083

adj. R2 0.081 0.048 0.041 0.046

N=286,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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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온라인 이질성 인식의 정도에 따른 사회신뢰에 대한

개방적 교류의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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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온라인 이질성 인식의 정도에 따른 사회신뢰에 대한

제한적 교류의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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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이질성 인식과 제한적 교류, 개방적 교류의

세 변수를 사용한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킨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7]의 모형(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99.9%의 신뢰도 수준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 4-4]와 비교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

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p<.001). 이는, 온라에서 개

방적 교류와 제한적 교류의 정도에 따라 예를 들어, 개방적 교류와 제한

적 교류의 정도가 모두 높거나, 반대로 모두 낮은 경우에서 사회신뢰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표 4-7]에서의 모형(2)와 모형(3)은 개방적 교류의 정도9)에 따라 이질

성과 제한적 교류의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

다. 개방적 교류의 정도가 많은 집단에서는 이질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

한적 교류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지만(p <.001), 개

방적 교류가 낮은 경우에서는 그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제한적 교류와 개방적 교류는 사회신뢰에 직접적인 영

향력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온라인 공간을 얼마나 다양하게 인식하는지,

제한적 교류와 더불어 개방적 교류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회

신뢰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9)개방적 교류의 평균값인 1.759를 중심으로 평균값보다 낮은 집단을 ‘0’, 높은 집단을 ‘1’로 재부

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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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온라인 이질성인식, 제한적, 개방적 교류 상호작용항의 효과

(1)
(전체)

(2)
(개방적 교류 높음)

(3)
(개방적 교류 낮음)

b β b β b β

상수 2.599 3.206 2.408

성별 (기준=남성) -0.133* -0.140 -0.134 -0.143 -0.132 -0.138

연령 0.009* 0.133 0.001 0.018 0.014** 0.226

주관적계층의식_

중층 0.107 0.106 0.159 0.158 0.067 0.067

상층 0.015 0.016 0.082 0.085 0.026 0.026

정치이념_

진보 0.272*** 0.284 0.415*** 0.440 0.147 0.152

보수 0.018 0.016 0.107 0.088 -0.029 -0.025

인터넷이용시간 0.000 0.020 -0.000 -0.092 0.000 0.106

sns이용시간 0.000 0.078 0.000 0.011 0.000 0.106

제한적 교류 0.023 0.038 -0.224* -0.337 -0.079 -0.081

개방적 교류 -0.098 -0.160

이질성
(기준=높음)

-0.201** -0.211 -0.354** -0.373 -0.119 -0.125

이질성
*제한적교류
*개방적교류

0.174*** 0.248

이질성
*제한적 교류 0.499*** 0.717 0.166 0.128

N 286 114 172

F 3.579*** 3.106** 2.353*

R2 0.136 0.251 0.139

adj. R2 0.098 0.170 0.080

N=286,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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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온라인 교류의 범위와 사회신뢰 수준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교류범위와 사회신뢰를 독립변수로, 정치적 관용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8]에서의 모형(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제한적 교류는 정지척 관용에 부(-)적 효과를, 개방적 교류와

사회신뢰는 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모델의 F값(F=0.81, p=0.535)과 결정계수(0.032)

를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스

튜던트 잔차(studentized residual)를 이용하여 잔차의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에서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3.657,

p<.001).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예측을 통

계적 유의수준에서 지지하지는 못하였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지속적 교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10). 배영(2007)의 논의를 참고하였을 때, 온라인 공간에서의 지속적 교

류는 관계망을 바탕으로 한 산물의 형성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만약, 온라인에서 지속적 교류대상이 있는 경우에서 교류범위가 정치

적 관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면, 온라인에서의 관계의 지속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실제 분석결과에서는 회귀모형의 F값이 선형가정을 충족(p<.05)하였

고, 결정계수(0.221)와 수정된 결정계수(0.115) 모두 전체사례를 포함시킨

10) 이 경우, 표본의 수가 매우 적어지지만 표본의 수가 30명 이상이고, 종속변수와 잔차가 정규

성가정을 충족하므로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따라, 표본을 통해 도출된 결과

를 모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단, 표본의 수에 비해 고려되는 변수의 수가 

많은 점은 결정계수의 왜곡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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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보다 나아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사례에서와는 달리,

정치적 관용을 제곱한 값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

=-1.599, p=0.945). 교류의 범위가 정치적 관용에 대하여 가지는 효과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 교류는 99%의 신뢰

수준에서 정치적 관용에 부정적 영향력을, 개방적 교류는 99.9%의 신뢰

수준에서 정치적 관용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사

례를 포함시킨 모형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온

라인 교류의 범위와 사회신뢰와의 관계에서 인식된 이질성의 정도가 중

요한 요인인 것과 같이, 온라인 교류의 범위와 정치적 관용 사이의 관계

에서는 교류의 지속성을 의미 있는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신뢰의 경우, 전체사례를 사용한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관용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만약, 정치적 관용이 교류의 지속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잘 모르거나 처음으로 만나본 사람에 대한 태

도인 사회신뢰의 정도는 정치적 관용과는 상관성이 낮을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 60 -

[표 4-8]온라인 교류의 범위와 사회신뢰가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1) (2)

종속변수 정치적관용 정치적관용(square)

독립변수 b β b β

상수 2.733 9.843

성별 (기준=남성) 0.011 0.007 0.125 0.017

연령 -0.005 -0.048 -0.035 -0.069

주관적 계층의식_

중산층 0.110 0.070 0.552 0.071

상류층 0.105 0.069 0.722 0.094

정치이념_

진보 -0.184 -0.122 -1.691 -0.230

보수 -0.202 -0.110 -1.913 -0.192

인터넷사용시간 0.000 0.006 -0.005 -0.231

sns 사용시간 0.000 0.021 0.005 0.135

제한적교류 -0.115 -0.120 -2.149** -0.462

개방적교류 0.127 0.132 2.583*** 0.569

사회신뢰 0.118 0.075 0.451 0.052

N 286 93

F 0.81 2.090*

R2 0.032 0.221

adj. R2 -0.0073 0.115

잔차의 정규성 검정
(Shapiro-Wilk) z=3.657*** z=0.043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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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개방적 교류가 정치적관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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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온라인 교류의 범위와 사회신뢰수준, 정치적 관용이 숙

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교류의 범위와 사회신뢰수준이 숙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표 4-9]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사회신뢰(p <.01)와 정치적 관용(p

<.001) 모두 숙의적 관용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숙의적 관용에 대한 두 변수의 표준화된 회귀

계수의 값이 상관관계 분석에서의 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는 점

이다. 숙의적 관용에 대한 회귀모형에 다른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효과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회신뢰와 정치적 관용이 숙의

적 관용에 대하여 가지는 인과적 효과가 매우 강하거나 또는, 회귀모형

에 포함된 변수들의 영향력이 매우 미미함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온라인 교류의 범위가 숙의적 관용에 대하여 가지는 효과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정치적 관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의 지속적 교류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만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모형(2)와 (3)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2)에서는 숙의적 관용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영향

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류 범위만을 사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제한적 교류와 개방

적 교류의 회귀계수 값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방적 교

류의 효과도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수준의 회귀모형과는 다르게, 개방적 교류의 효과의 방향이 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모형의 F값을 살펴볼 때, 회귀모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변수의 수에 따른 자유도(Degree of Freedom)

를 고려한 수정된 결정계수 값이 매우 낮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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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또한, 정치적 관용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제한적 교류와 개방적

교류 모두 그 영향력의 크기가 전체적 수준의 모형와 같이, 매우 낮아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한적 교류와 개방적 교류의 효과

는 일종의 허위상관(Spurious Correlation)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3]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

회신뢰와 정치적 관용을 각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낮음’과 ‘높음’

의 두 가지 값을 가지는 변수로 재부호화한 다음, 두 변수를 합산하여,

[표 4-10]에서 제시된 네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산분석(ANOVA)

을 이용하여, 집단 간 숙의적 관용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집단

들 사이의 등분산을 가정할 수 있었고(Levene=1.321, p=0.268), 집단들

사이의 평균값의 차이는 99.9%의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Duncan 방식을 이용한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사회신뢰와 정치적 관용이

모두 낮은 집단과 ‘분파주의적 공동체’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개인

주의적 사회’ 및 ‘시민적 공동체’와의 차이 역시 유의미 하였다. ‘개인주

의적 사회’와 ‘시민적 공동체’는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되지는 않았지

만, ‘시민적 공동체’의 평균값이 개인주의적 사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의 연계를 도모

하는 숙의적 관용의 경우, 타인의 표현과 권리를 존중하는 정치적 관용

과 사회신뢰 모두 중요함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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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온라인 교류의 범위와 사회신뢰가 숙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1) (2) (3)

b β b β b β

상수 1.126 3.128 1.163

성별
(기준=남성)

0.101 0.094* -0.056 -0.057 -0.026 -0.027

연령 -0.002 -0.030 -0.003 -0.048 -0.002 -0.028

주관적
계층의식_

중산층 0.067 0.060 0.062 0.059 0.019 0.019

상류층 0.059 0.054 0.096 0.094 0.039 0.038

정치이념_

진보 0.068 0.064 0.030 0.030 0.138 0.141

보수 -0.034 -0.026 -0.260 -0.196 -0.070 -0.052

인터넷
사용시간

-0.000 -0.038 -0.000 -0.124 0.000 0.018

sns 사용시간 0.000 0.028 -0.000 -0.070 -0.001 -0.120

제한적 교류 0.006 0.008 -0.167 -0.268 0.013 0.021

개방적 교류 -0.059 -0.086 0.199* 0.328 -0.028 -0.047

사회신뢰 0.132** 0.118 0.148 0.129

정치적관용 0.528*** 0.742 0.487*** 0.678

N 286 93 93

F 31.35*** 1.129 6.796***

R2 0.600 0.121 0.505

adj. R2 0.581 0.014 0.431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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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사회신뢰가 숙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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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정치적 관용이 숙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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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사회신뢰와 정치적 관용에 따른 집단의 구분과 평균차이 검증

정치적 관용

낮음 높음

사회신뢰

낮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a)
개인주의적 사회(c)

높음 분파주의적 공동체(b) 시민적 공동체(d)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Duncan

(a) 65 2.481 0.436 0.054
(a)< (b) < (c),(d)

(b) 49 2.638 0.430 0.061
Scheffe

(c) 83 3.187 0.468 0.051

(a), (b) < (c), (d)
(d) 89 3.211 0.363 0.039

F(df1, df2) 55.240***(3, 282)

Levene 1.32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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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5.1 연구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경제발전, 민주화, 정보화의 맥락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형식

적 민주주의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갈등의 심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인 신

뢰와 관용의 마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온라인에서의 교류의 양상과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서적 인지에 따라 일

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우선, 온라인에서의 개방적 교류와 제한적 교

류는 사회신뢰와 정치적 관용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회신뢰의 경우에서

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많

다고 인식할수록, 정치적 관용의 경우에서는,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만나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서 제한적 교류와 개방적

교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터넷, SNS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마련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며, 현실과 비교하여, 보다 자

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접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는 다른 타인과의 개방적 교류가 사회신뢰를 증가시켰다는 점은 인

종적 다양성 속에서의 개방적 교류가 사회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퍼

트남(Putnam, 2007)이 제시한 접촉가설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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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역시 이질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서, 사회신뢰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퍼트남이 제시하는 폐쇄적 강한유대를 바탕으로한

구성적 기대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개방적 교류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서만 나

타나, 온라인 이용을 통한 사회신뢰의 형성에 있어 개방적 교류의 영향

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리놓기(bridging)’의 개

념(린, 2008: 117)에서와 같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일종의 긍정적

기대는 일종의 이질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한적 교류와 개방적 교

류 모두 다양성과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부분

을 통해 설명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쉽게 접

할 수 있는 개방적 범위의 교류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린 등이 제시하는 다리놓기의 효과에서의 이질성은 주로 상대적으

로 낮은 계층에서 보다 높은 계층으로의 연결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에서 개념의 적용에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사회신뢰의 개념이 성, 연

령, 인종, 소득에 구애받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라

고 본다면,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상세한 가설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타인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치적 관용의 경우, 다양성에 대

한 인식 보다는 지속적인 교류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

다. 이는 미디어를 좀 더 많이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의 경험

을 현실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배양효과(Cultivation Effects) 내지는(나

은영, 2012),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의 환경 마련을 통한 예측가능성의 확

보를 주장한 배영(2007)의 연구의 내용과 연관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경우, 선행연구(정일권,이준웅,배영,

2013)에서의 결과와 내용상으로 불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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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 제한적 교류가 정치적 관용을 증가시킨 것과는 달리, 본 연

구에서는 제한적 교류는 정치적 관용에 대하여 부(-)적인 영향력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교류를 통한 긍정적 경험의 내용

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가령,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자신의 기분이나 존엄성이 훼손당한 정서적 측면의 경험과 자신이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는 등의 도구적 측면 모두 경험의 범주에 포함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에 초점을 맞출 경우, 상대

적으로 내부적 규범의 효과(이성식,황지영, 2008)가 나타나기 수월한 제

한적 교류(Coleman, 1988)에서도 관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라노베터

의 ‘일자리 구하기(Getting a Job)’에서와 같은 맥락에서, 도구적 측면에

서의 긍정적 경험의 효과 또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할 부분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의 결과만을 바

탕으로 설명을 시도하자면, 온라인에서의 개방적 범위의 교류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경우 긍정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여 정치적 관용의 정도를

증가시킨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비록, 도구적 동기를 바탕으로 시작된 개

방적 범위의 교류라도 정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Stromer Galley, 2003).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내집단 편향(ingroup bias)과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제한적 교류가

항시 내집단 편향과 외집단 배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Brewer, 1999), 집단 내 이견이 존재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집단극화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개방적 교류는 의견

의 중화’라는 차원에서 관용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선스타인,

2011: 75). 반면, 페이스 북과 같은 폐쇄적 SNS 내지는 일간 베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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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커뮤니티 자체의 성향의 범위가 제한적인 공간에서는 집단에 대한

동조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Lee & Nass, 2002) 집단 그 자체

의 다양성의 수준이 낮거나 또는 이견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쉽게 보일

수 없게 되어 결국 타인에 대한 관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관용에 대하여 사회신뢰의 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

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적 관용에 대한 교류의 효과에 있

어 지속성이 중요한 것과 같이, 사회신뢰의 형성에 있어서도 지속적 교

류를 통한 경험의 영향력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신

뢰와 정치적 관용사이의 유의미 하지 않았던 점은 사회신뢰가 특정한 추

상적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정치적 관용은 특정

한 대상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러나 선행연구(정일권,이준웅,배영, 2013)에서 사회신뢰와 정치적 관용 사

이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한 상황으로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최종적 분석 대상인 숙의적 관용은 퍼트남(퍼트남, 2009:

588-589)이 ‘마녀없는 세일럼’으로 표현한 ‘시민적 공동체’ 내지는 호네트

(호네트, 2011; 248)가 제시하고 있는 ‘연대성’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타인의 표현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치적

관용과 다양성과의 연계와 연결될 수 있는 사회신뢰(Fukuyama, 1996)

모두 숙의적 관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내

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교류의 범위는 숙의적 관용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사회신뢰와

정치적 관용에 비해서도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의

경험과 인식이 현실에 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시각(금희조, 2011)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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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의 결과를 고려해 본다면, 온라인에서의 교류는 아직 까지 숙의

적 관용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숙의적 관용을 구성하

는 두 가지 변수들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크게 학문적, 실용적 부분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학술적 부분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교류의 범위,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서

적인지와 사회신뢰와 관용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

정한 경험적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정치적 및 숙의적 관용을 통

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개개인의 자유의

측면과 연결될 수 있는 정치적 관용의 증가는 분명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토대가 될 수 있지만, 앞서 퍼트남이 제시한 관용과 사회적 신뢰 내지는

연대 사이의 딜레마와 같이 자유라는 측면만 강조되는 것은 공적 및 사
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또는 관용의 침식 내지는 갈등의 심화와 연결 
될 수 있다(이계일, 2014). 비록,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뒷받침 하지는 못하였지만, 온
라인 매체이용에 따른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효과의 가능성을 조금이나

마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실용적 부분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갈등의 심화를 어떻게 관리해

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 양상이 ‘일베’와 ‘오유’ 등의 정치적 부

분을 넘어서 비정치적 부분에 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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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신고 기능 등의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갈등관리를 위한 가치와 인식이라는 일련의 문화적 요인 역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개방적 교류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국사회에서의 온라인 상호작용의 추세가 점차 폐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매일경제. 2014-05-30), 개방적 교류를 활성화하

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의 개방적 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피싱이나 스

팸, 프라이버시와 같은 제반의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도 연결 될 수 있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교류의 양상과 사회신뢰, 정치적 관용 사이의 관계

를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방법론적 측면에서 표본의 신뢰성

을 높이기 위해 전문 조사업체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조사상의 여건으로 인해 표본의 수와 표집대상의 설정이 제한적일 수밖

에 없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더욱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척도의 부분에서 온라인 교

류의 범위에 대한 판별타당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요인분석 결과와 개방적, 제한적 교류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지나

치게 높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보다 정교한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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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구의 내용과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 온라인 교류 범위와

정서적 인지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과 해석

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의적 관용의 필요성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여타의 접근들과 숙의적 관

용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필요성을 좀 더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의 배경을 한국사회에서의 갈등의 심화로 설정하였지만, 종

속변수인 숙의적 관용이 갈등의 완화 내지는 효율적 관리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비록, 숙의적 관용의 측정

에 있어 갈등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였지만, 추후의 연구에서는 보

다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류 범위가 신뢰와 관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

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교류의 범위와 정서적 인지의

상호작용항의 의미는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지, 온라인 교류

의 범위와 사회신뢰가 직접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보다 면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측정의 부분 및 표본

설정 나아가 다양한 비표본 오차의 가능성을 통제할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결

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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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문항(Code Book)

문항
번호

문항내용
특이
사항

문항 수
(누적)

P1 성별 1

P2 연령(출생년도) 주관식(단답형) 2

A1 온라인 기기 이용 중복응답 3

A2 SNS 이용 중복응답 4

A3_1 인터넷 이용시간 주관식(단답형) 5

A3_2 SNS 이용시간
주관식(단답형)
SNS 미 이용자들(A2 ⑬ 
응답) 제외

6

A4_1 인터넷 이용 목적_정보검색_쇼핑 7

A4_2 인터넷 이용 목적_정보검색_뉴스 8

A4_3 인터넷 이용 목적_정보검색_일반 웹서핑 9

A4_4 인터넷 이용목적_오락, 여가_음악 10

A4_5 인터넷 이용목적_오락, 여가_온라인, 소셜 게임 11

A4_6 인터넷 이용목적_오락, 여가_동영상 12

A4_7 인터넷 이용목적_경제, 금융_인터넷 구매 13

A4_8 인터넷 이용목적_개인홈페이지 운영 14

B1_1 인터넷 이용_개방_평점서비스 15

B1_2 인터넷 이용_개방_일상생활 내용 16

B1_3 인터넷 이용_개방_사회적 이슈 17

B1_4 인터넷 이용_제한_파일, 사진, 동영상 공유 18

B2_1 인터넷 이용_제한_평점서비스 19

B2_2 인터넷 이용_제한_일상생활 내용 20

B2_3 인터넷 이용_제한_사회적 이슈 21

B2_4 인터넷 이용_제한_파일, 사진, 동영상 공유 22

C1 온라인 교류_개방적 교류 경험 23

C1_1 온라인 교류_개방적 교류 경험_인원 주관식(단답형_C1①응답자
만) 24

C2  경험온라인 도움 경험 25

C3 갈등경험 26

C4_1 온라인 이용 시 피해경험_모욕 27

(표 계속)



- 86 -

문항
번호

문항내용
특이
사항

문항 수
(누적)

C4_2 온라인 이용 시 피해경험_사생활 침해 28

C4_3 온라인 이용 시 피해경험_사기 29

D1_1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인식_이질성 30

D1_2 온라인 관계 인식_수평성 31

D1_3 온라인 관계 인식_지속성 32

D1_4 온라인 관계 인식_위험성1 33

D1_5 온라인 관계 인식_도움가능성_정서적 34

D1_6 온라인 관계 인식_도움가능성_일반적 타자 35

E1_1 사회신뢰_1 36

E1_2 사회신뢰_2 37

E1_3 사회신뢰_3 38

E1_4 사회신뢰_4 39

E1_5 사회신뢰_5 40

E2_1 정치의식(탈물질주의 SCREENING)_소득재분배 41

E2_2 정치의식(탈물질주의 SCREENING)_안보와 환경 42

E2_3 정치의식(탈물질주의 SCREENING)_질서와 자유 43

E3_1 소극적 관용_반대집단_강의허용 44

E3_2 소극적 관용_반대집단_선거출마허용 45

E3_3 소극적 관용_반대집단_집회, 강연허용 46

E3_4 소극적 관용_반대집단_온라인 서명운동허용 47

E4_1  관용_이견에 대한 대응1 48

E4_2  관용_이견에 대한 대응2 49

E4_3  관용_이견에 대한 대응3 50

E4_4  관용_이견에 대한 대응3 51

F1 학력 53

F2 직업 53

F3 주관적 경제지위 54

F4 정치이념 55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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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제 1항

및 제 2항에 의거, 그 내

용을 연구목적이외에 사

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

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자 ID
서울 S000(숫자)
경기 G000(숫자)

으로 기입

  온라인 매체이용 현황이 
정치,사회적 의식에 미치는 영향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호영입니다. 본 설문

지는 개인의 온라인 매체 이용 양상이 정치,사회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크게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이용 현황과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사회의식의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지를 통한 자료의 수집과 가공, 처리 과정은 익명으로 진행되오니 귀

하의 실명을 기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

를 연구목적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과 응답하신 내용이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정 호 영
지도교수: 서 문 기 

E_mail: insohy@ssu.ac.kr 
H. P: 010-3346-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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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앞서 귀하의 성별과 연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통계적 처리를 위해

서만 사용됩니다.

P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남성      ②여성

P2.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년

※ 다음은 귀하의 온라인 매체의 이용에 관한 일반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께서 어떤 사이트에

서 누구와 무엇을 주로 하시는지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A1. 귀하께서 인터넷에 접속하실 때 사용하는 기기들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데스크탑② 노트북③ 스마트폰④ 태블릿PC ⑥스마트 TV

⑦기타(           )

A2. 다음 중 평소 귀하께서 이용하고 있는 SNS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페이스 북

②트위터

③싸이월드 미니홈피

④미투데이

⑤다음 요즘

⑥네이버 밴드

⑦포스퀘어

⑧구글플러스

⑨잇글링

⑩카카오스토리

⑪링크드인(Linked in)

⑫기타()

⑬SNS 사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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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귀하께서는 하루에 인터넷, SNS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하루 
동안

A3_1. 인터넷을 약 (     )시간 (     ) 분 정도 사용

A3_2. SNS를 (SNS 이용자들만 응답해주세요.) 약 (     )시간 (     ) 분 정도 사용

A4. 귀하께서는 최근 1개월간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거의 

안함

한 달 

1회  

1주일 

1~3회  

1주일 

4~6회 

거의 

매일 

1. 인터넷 뉴스 보기 ① ② ③ ④ ⑤

2.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 및 일반적인 웹서핑 ① ② ③ ④ ⑤

3. 인터넷으로 음악(노래) 듣기 또는 다운로드 ① ② ③ ④ ⑤

4. 게임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게임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으로 동영상 보기 또는 다운로드 ① ② ③ ④ ⑤

6.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판매(옥션, 11번가 등) ① ② ③ ④ ⑤

7.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등) 운영 ① ② ③ ④ ⑤

8. 교육 및 학습(인터넷 강의, 사이버 대학 등) ① ② ③ ④ ⑤

B1. 귀하께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네이트 판, 다음 아고라, 포털 뉴스 댓글 등)에서 다

음의 행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최근 1개월 기준) 

거의 
안함

한 달 
1회  

1주일 
1~3회  

1주일 
4~6회 

거의 
매일 

1. 어떤 상품에 대한 품평이나 의견 게시, 별점 주기 ① ② ③ ④ ⑤

2. 일상생활의 내용이나 개인적 고민거리를 게시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게시 ① ② ③ ④ ⑤

4. 파일, 사진, 동영상 게재, 공유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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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귀하께서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한번이라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 스토리, 온라인 카페 등)에서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최근 1개월 

기준) 

거의 
안함

한 달 
1회  

1주일 
1~3회  

1주일 
4~6회 

거의 
매일 

1. 어떤 상품에 대한 품평이나 의견 게시, 별점 주기 ① ② ③ ④ ⑤

2. 일상생활의 내용이나 개인적 고민거리를 게시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게시 ① ② ③ ④ ⑤

4. 파일, 사진, 동영상 게재, 공유 ① ② ③ ④ ⑤

C1.  귀하께서는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만나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블로그 이웃, 카페 회원, 동호회 회원 

등)이 있으십니까? 

①있음( C1_1 :           명)          ②없음(0명)

C2. 귀하께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래의 

제시문을 참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행지, 영화,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사고, 질병 등 위급 상황에서의 도움, 소비
자 권리 침해와 같은 부당함에 대한 도움, 외롭고 지칠 때 위로 받은 경험 등

전혀 없다.<-------------------------------------------------------->매우 많다.

①,,,,,,,,,,,,,,,,,,②,,,,,,,,,,,,,,,,,,③,,,,,,,,,,,,,,,,,,④,,,,,,,,,,,,,,,,,,⑤

C3. 귀하께서는 인터넷/SNS를 사용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용자들과 직접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

까? 아래의 제시문을 참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인터넷 또는 SNS상에서 개인간, 집단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게시
판에서의 댓글 싸움,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의 회원들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간 갈등, 한미
FTA 찬반 논란처럼 정치적 입장을 달리 하는 개인 또는 집단간 갈등을 말합니다.

  전혀 없다.<-------------------------------------------------------->매우 많다.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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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귀하께서는 인터넷/SNS를 사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음

<----------> 
매우
많음

누군가에게 욕설이나 성적 모욕을 들은 적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주민번호/ 아이디와 같은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사생활
이 침해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인터넷 쇼핑 등을 하면서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D1. 다음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귀하의 인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반대 <----------------> 동의

1. 온라인에서는 나와는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온라인에서는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만나더라도 서로가 원한다면, 계속
해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외롭고 지칠 때 온라인 공간에서의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비록 서로 잘 모르더라도 온라인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
을 주거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92 -

※ 지금부터는 귀하의 정치,사회적 의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평소 생각을 바탕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E1. 귀하께서는 다음의 제시문들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반대 <----------------> 동의

1. 만약, 길거리에서 중요한 물건을 분실하였다면, 그 물건
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대체로 사람들은 남을 도우려 하기 보다는, 자신만을 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만약 내가 길거리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대부분
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2. 다음은 한국사회에서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대 <---------------> 동의

1. 세금을 더 걷더라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국방예산을 줄여서 자연,환경 보존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개인의 자유가 조금 침해 받더라도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
해서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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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만약, E2.에서의 제시문들에 대하여 귀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음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 동의

1.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공직자 선거 후보로 출마 ① ② ③ ④ ⑤

3. 시위나 집회, 공공장소에서의 강연을 개최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 서명,청원 운동 등을 시작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E4. 만약, E2.에서의 제시문들에 대하여 귀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

습니까?

반대 <-------------> 동의

1. 괜한 말다툼이 발생하니 그냥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화와 토론은 무의미
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들
어볼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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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소 실례가 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통계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니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고등학교 졸업 미만(재학 중 포함)    ②고등학교 졸업    ③대학교 재학   ④대학교 졸업

⑤대학원 이상(재학 중 포함)

F2.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자영업(소규모 업소 운영 등의 개인 사업)

②사무직(기업체 부장 이하, 5급 공무원 이하)    

③경영/관리직(기업체 임원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④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법조인, 세무/회계/변리사, 언론인 등)

⑤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보험 설계사, 세일즈맨, 미용사, 교사 등)

⑥기능/숙련공 및 작업직(청소, 배달/운반, 건물관리, 생산직 등)

⑦전업주부

⑧고등학생 이하

⑨대학생 이상

⑩기타(                 )

⑪무직

F3. 귀하의 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한국 사회에서 어디쯤에 위치한다고 보십니까?

하하 하중 하상 중하 중중 중상 상하 상중 상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F4. 귀하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                                                           (매우 보수)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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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변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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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교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Lisrel Syntax

DA NO=323 NI=8 MA=CM

CM FI=c:\factorcm.dat

LA                                     !Q11=개방적 교류 Q12=제한적 교류

Q11_01     Q11_02     Q11_03     Q11_04     

Q12_01     Q12_02     Q12_03     Q12_04/

MO NK=2 NX=8 AD=OFF

VA 1.0 LX(1,1) LX(5,2)

FR LX(2,1) LX(3,1) LX(4,1)

FR LX(6,2) LX(7,2) LX(8,2)

PATH DIAGRAM 

OU SS TV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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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결과

Estimate Standardized
Error

T-Value Standardized
Solution

Q11_01<-개방적 교류 1 - - 0.58

Q11_02<-개방적 교류 1.16*** 0.12 9.67 0.67

Q11_03<-개방적 교류 1.11*** 0.11 9.78 0.64

Q11_04<-개방적 교류 1.42*** 0.14 9.89 0.82

Q12_01<-제한적 교류 1 - - 0.63

Q12_02<-제한적 교류 1.17*** 0.11 10.93 0.73

Q12_03<-제한적 교류 1.11*** 0.10 11.34 0.69

Q12_04<-제한적 교류 1.19*** 0.11 10.64 0.75

δ1->Q11_01 0.69*** 0.06 11.9 0.68

δ2->Q11_02 0.42*** 0.04 10.91 0.48

δ3->Q11_03 0.35*** 0.03 10.74 0.46

δ4->Q11_04 0.53*** 0.05 10.56 0.44

δ5->Q12_01 0.67*** 0.06 11.82 0.63

δ6->Q12_02 0.36*** 0.03 10.40 0.40

δ7->Q12_03 0.23*** 0.02 9.49 0.32

δ8->Q12_04 0.44*** 0.04 10.81 0.44

제한적 교류
<->

개방적 교류
0.36*** 0.05 7.12

0.98
Φ(std)

2=0.962)

개방적 교류 AVE 0.475467 (< std Φ(std)
2)

제한적 교류 AVE 0.523734 (< std Φ(std)
2)

Chi-Square=255.85***, df=19,  RMR = 0.067, RMSEA = 0.179, GFI = 0.83, 

AGFI = 0.69

*** p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