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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서울시민의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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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Online Social Network Service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Seoul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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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형성된 사회연결망이 서울시민의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201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
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인 서울시민은 고용형태에 따라 4가지 그룹(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
주, 무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사회 연결망분석을 통하여 중앙성 값을 계산한 후, 이를 독립변인으
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SNS를 통해 형성된 연결망
의 중앙성은 상용근로자, 고용주, 무직 그룹에서 다문화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망 내에서 높은 중앙성을 가지는 개인이 높은 다문화 수용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SNS가 단순히 정보의 전달 및 오락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집단
인식과 태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수용에 대한 SNS의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밝혔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다문화수용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집단인식, 현실집단갈등이론, 사회 연결망분석
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service(SN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of Seoul citize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selected Seoul
citizens aged 18 to 64 from the seven wave(2011) of Seoul Survey Study. The citizens in this study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full time, part time, employer, and unemployment.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this study calculated centrality by four groups and analyzed regression models with
the central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From the results of research, this study finds that the
centrality of social network formed through SN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
acceptances of citizens with full time, employer, and unemployment. This finding means that
individual having higher centrality in the homogeneous network might have high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In regard to this result, SNS functions as not only providing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but also affecting a group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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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문화 수용은 크게 1)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 2)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로 구분

한국에서 단일민족국가 혹은 순혈주의에 대한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수용은 주류 집단인 내국

국민적 의식은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에 와서 이러

인이 외집단인 외국인 이주민에게 느끼는 위협의

한 민족의식이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통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윤인진ㆍ송영호, 2011). 위

계청(2013)에 따르면 2000년에 전체 결혼건수의

협의식은 경쟁의 원천에 따라 외부위협과 인지된

3.5%에 불과하였던 국제결혼(11,605건)이 2012년

위협으로 구분하는데 외부위협은 외국인 이주민

에는 28,325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결혼건수

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자리를 두고 실제 경쟁을

의 8.7%에 이르고 있다. 2013년 9월 현재 결혼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이며, 인지된 위협은

민자는 총 150,574명이다.

실제 경쟁은 없지만 이주민을 위협적으로 인지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외국인 이주자의 급속

고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느끼는 상

한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

황이다(Coenders et al., 2003). 이러한 위협의식은

는 대부분 3D업종인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해결

외국인 이주민을 대하는 내국민들의 태도에 부적

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을 실시하였

인 영향을 주며 다문화수용을 위해서 제거해야 할

다. 그 결과 2002년 629,006명이던 체류외국인이

부분이다.

2013년 9월 현재 1,584,524명까지 증가하였고 그

다문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

중 불법체류자는 183,673명으로 12% 이상을 차지

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하고 있다(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013).

있는 매체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

이렇게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력은 안정된 노

Social Network Service)와 이를 통해 형성되는

동력 공급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

사회연결망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

여하였으나 동시에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였

목한다. SNS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다.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내국

연결하고 인맥관리, 정보공유, 자기표현 등을 통

인보다 높은 임금경쟁력을 가진다(한형서, 2006).

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및 관리할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국내실업율의

수 있는 서비스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전

증가를 야기하고, 내국인과 한정된 일자리를 둘러

세계적으로 SNS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이

싼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를 둘러싼 이러

마케터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한번 이

한 갈등은 내국인들의 다문화 수용에 부정적인 영

상 SNS에 접속한 사용자가 16억 1천만 명으로 나

향을 미친다.

타났다. 한국은 전체 인구의 54.4%가 SNS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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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SNS 사용인구 비율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

식이 공유되는 무대(Ba)로써(Nonaka and Toyama,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중앙일보, 2013).

2003) 작용한다.

SNS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본 연구에서는 인식공유의 역할을 하는 SNS가

표출하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다른 이용자들과의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상호작용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킨

이를 위해 먼저 연구대상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4

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각 범주별 SNS로 형성된

자본을 확대시키며 지식과 신념을 증진한다(금희

사회연결망의 특성이 개개인의 다문화 수용에 미

조, 2011). SNS의 특징인 신속성과 상호작용성을

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끝으로 연구결과를 바탕

바탕으로(이동훈 외, 2011) SNS 내에서 사람들의

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

지식과 신념은 매우 빠르게 형성되고 연결망을 통

적 함의와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SNS는 지식전파의 공시
성과 포괄성을 함께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010년 미국에서 2,255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개인은 평균 229명의 페
이스북 친구가 있었다. 이들은 22%가 고교동창,
12%가 친척, 10%가 직장동료, 9%가 대학친구 등
으로 한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7%)이나 딱 한번
만난 사람(3%)과 친구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Keith et al., 2011). 이러한 결과는 SNS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지인들과 온
라인에서 연결망을 재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NS를 통해 형성되는 연결망이 개개인의 오프
라인 연결망과 유사하다는 점과 SNS의 지식전파

1. 일자리를 둘러싼 외국인 이주민들과의
갈등
한국인들의 인종주의는 강한 편이고 다름에 대
한 관용수준은 낮은 편이다.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
적인 경향을 보인다(장승진, 2010). 외국인 이주
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한국 사회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닌데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대부분의
서구 산업사회들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특
히 제3세계 국가 출신의 유색인종들에 대한 내국
인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다
(장승진, 2010; Cornelius et al., 2004; Simon and

특성을 고려할 때, SNS을 통해 전파되고 공유되

Lynch, 1999). 또한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특히

는 개개인의 생각과 신념은 사회적 여론 및 의식

노동시장에서 이들과 취업경쟁을 하고 있는 집단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SNS의 새로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시민

외국인 노동자의 91%가 단순기능 인력으로(법

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큰 변화를 일으키

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013) 대부분이 고

고 있다. SNS는 소통과 공유의 장으로서의 역할

용안정성이 낮고 저숙련 저임금인 일자리에 종사

을 수행하며 SNS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은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이주민들

사회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 신념, 인

과 경쟁관계에 놓인 내국인 계층은 일용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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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용직에 진입할 예정에 있는 일부 무직 계층

률이 낮을 때 외국인 이주민에게 더 관용적인 태

이 된다.

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 연구결과로부터

Aroson and Gonzales(1988)의 연구결과에 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집단 간의 갈등이 자원으로

르면 20세기 초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철도건설 등

부터 야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갈등의 직접적인

의 노역에 종사하기 시작하였을 때 아시아계 이민

원인 혹은 발화점은 실제 경쟁 경험이 아닌 집단

자들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그러

의 경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내집

나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귀향하여 건설 등 노

단의 개인이 가지는 부적인 태도는 개인의 경험

동집약적 산업에서 이민자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

뿐 아니라 경쟁심화에 대한 개별적 예측과 집단의

쟁이 발생하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들을

이익 저하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

중심으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 역시 부

라서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갈등

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이주

역시 매스 미디어, 집회, 소속집단 등을 통해 형성

민들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가 취업, 복지서비스

되는 사회적 담론과 집단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을

등 실질적 자원에 바탕을 두며 계층별로 차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보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내국인 전 계층이 외
국인 이주민에 대해 동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소한 자원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계
층이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외집단과 갈등을 일으
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수용태도와 현실적 집단갈등이론
(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의
연계성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집

본 연구의 몇 가지 전제들을 설명하는 이론으

단인식(Spencer-Rodgers et al., 2007)이다. 특정

로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을 들 수 있다. 현실적 집

계층(본 연구에서는 일용직)이 일자리를 두고 외

단갈등이론은 외국인 이주민과 그 이주민들을 대

국인 이주민들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다고 해도 계

하는 원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설명

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쟁을 경험

하는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Esses et al., 1998) 집단

이론 중 하나이다(Esses et al., 1998; Sherif,

간의 갈등은 집단 내에 공유되는 집단인식의 영향

1966; Taylor and Moghaddam, 1994). 현실적 집

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Espenshaded

단갈등이론은 일자리, 복지서비스와 같이 제한된

and Hempstead(1996)는 1946년에서 1993년 사이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특정 집단 사이의

미국에서의 실업률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정

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미국경기가 나빠질 것이라

집단이 제한된 자원을 두고 다른 집단과 경쟁을

고 예상하는 사람일수록 외국인 이주민을 적게 받

하게됨에 따라 상대 집단에 대한 적개심과 부정적

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평가가 동반되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내집단 내

캐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Palmer(1996)의 연

에 공유됨으로써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고

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보고되었는데 실업

외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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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낮은 수용은 궁극적으로 집단 간의 갈등을

3. SNS의 특성과 지식공유의 편리성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Esses et al.,
1998). Campbell(1965)은 내집단 구성원의 태도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디바이

와 행동은 집단갈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집

스의 이용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근

단의 이익과 목표달성의 가능성에 밀접한 영향을

이 가능해짐에 따라 SNS의 사용 역시 급속히 증

받는다고 하였다. 집단의 목표달성이 어려워 보일

가하고 있다(오은해, 2012). 소셜미디어는 매스미

수록 내집단은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갈등

디어에 비해 확산속도가 빠르고 영향력이 오래 지

을 표출한다. Campbell이 명명하였듯이 “현실적

속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콘텐츠가 전달

집단갈등”이란 희박한 자원에 대한 집단 간의 “현

되는 특징이 있다(이동훈 외, 2011). 기존의 연구

실적 갈등”을 의미한다.

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SNS의 대표적 특

Esses et al.(1998)은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에 대
한 기존의 연구(LeVine and Campbell, 1972;

성으로는 개방성, 신속성, 상호작용성, 경제성을
들 수 있다.

Sherif, 1966; Taylor and Moghaddam, 1994)의

먼저 기존의 온라인 기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분석을 통해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의 전제를 다음

비해 SNS는 정보의 열람과 공유에 제한이 없이

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집단갈등과 위협은

개방되어 있다. 이는 누구든지 SNS를 통해 의견

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거나 한 집단이 다른

을 내고 다른 이들과 생각을 주고받으며 사회 혹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한다고 느낄 때

은 개별 문제에 대해 손쉽게 여론이 형성됨을 의

발생한다. 둘째, 집단갈등과 위협이 커질수록 내

미한다. 또한, SNS의 신속성은 SNS를 통해 형성

집단은 외집단에 대해 더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되는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뉴스, 개인 생활 및

표출한다. 셋째, 경쟁이 발생할 때 근접성

취미,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

(proximity)과 접촉(contact)은 집단 간의 적개심

및 확산됨을 의미한다(경종수ㆍ김명수, 2012). 사

을 낮추기보다는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용이 용이하여 SNS 상에서는 콘텐츠의 제작ㆍ등

전제를 통해 주목할 부분은 집단 간의 갈등은 “현

록ㆍ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신속한 정보의

실적” 갈등에서 비롯하지만 이 갈등은 개인이 경

공유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은 SNS

험한 “실제적” 갈등이 아닌 소속된 단체, 집단이

의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으

나 계층 내에서 전이되고 확산된 인지의 결과인

로, SNS의 상호작용성은 기존 매스미디어와 가장

“인지된” 갈등이라는 점이다(Esses et al., 1998).

크게 구분되는 뉴미디어의 특성이다. 인터넷의 등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갈등의 구조,

장으로 TV나 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서는 불가능

즉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이주민들과의 일자리에

했던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

대한 경쟁이 일용직 집단 내에 외국인 이주민에 대

었다(노지영ㆍ주효진, 2012). 기존의 커뮤니케이

한 부정적 태도를 야기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집단

션이 공급자 위주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인식이 궁극적으로 집단갈등과 낮은 다문화 수용

데 그쳤다면 SNS는 활발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을 일으킬 것이라는 논리를 적절하게 설명해준다.

정보를 양방향으로 생산함으로써(오은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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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Ⅱ조사연구팀, 2006) 여론 형성에 있어 개개인

Rainie, 2002).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의 영향력을 증폭시켰다. 마지막으로, SNS는 기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을 추구하게 되며 타인과의

존 매스미디어에 비해 저비용으로 대량의 정보제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감을 느낀다. SNS 이용자

공이 가능하고 목표 집단에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역시 SNS가 인간

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다(이동훈

의 기본 욕구인 소속감 욕구와 연결(connection)

외, 2011). 오늘날 SNS를 통해 기업의 마케팅 및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상품홍보, 기업 이미지 광고 등이 활발히 이루어

서는 정서적 유대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외국의

지는 것도 SNS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경우 “follower”의 확보가 중요 이슈이지만 우리나

볼 수 있다.

라에서는 “맞팔”이 이슈가 될 만큼 SNS가 관계중

이렇게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SNS를

심적이다(노지영ㆍ주효진, 2012).

통한 정보의 생산, 획득, 확산이 보편화되고 있으

Utz(2009)는 기존 온라인 공동체는 주로 공통

며 SNS이용자들은 SNS를 정보교환의 장으로 인

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이질적 배경을 가

식하고 있다(나종연, 2010). 선거, 사건사고, 범죄

진 구성원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등과 관련된 여론과 지식공유가 신속하고 편리하

SNS는 이용자 중심의 네트워크가 주류를 이루어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SNS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SNS는 대중

취향을 공유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

들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

족, 학교동문, 직장동료 등 동일 계층 간에 SNS를

는데 2012년 4ㆍ11 총선 때 투표시간동안 6만여

통한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

건의 투표인증사진이 담긴 트윗이 트위터에 올라

로 연결되는 이러한 동질적인 네트워크는 집단인

왔고(한국일보, 2012), 그 열기는 실질적으로 선

식은 물론 개인의 행동과 인지에 영향을 주는 것

거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정부 및 정책결

이 자명하다. 일부 미디어 매체에서 외국인 이주

정자도 정책의 홍보 및 여론 조성을 위해 사용이

민에 대한 묘사가 왜곡되어 다수의 대중들에게 편

쉽고 파급효과가 큰 매체인 SNS를 이용하는 현상

견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 역시 이

이 증가하고 있다.

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관용적 태도 형
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해당그룹 내

4. SNS이용자들의 네트워크 동질화와 그
영향력

의 인지된 위협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Stouffer, 1995).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

SNS이용자들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

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되어 다양한 정보와 의견 등을 공유한다. 물리적

1.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이주민과의 경쟁 가능

제약에서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들은

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은 다문화수용을 보일 것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형태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이다.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Horrigan and

1-1.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들은 다른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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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낮은 다문화수용을 보일 것이다

학, 2011; Wasserman and Faust, 1994).

2. 개별 집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본 연구는 관계적 접근에 기초한 지표, 특히 중

대한 인식은 SNS를 통해 집단인식으로 형성될 것

앙성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기로 결정하

이다.

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본 연구는 이론

3. 개별집단의 집단인식은 집단 구성원의 다문
화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을 바탕으로 취업과 고용이라는 자원을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네 그룹으로 미리 분류하였으며 개별

3-1.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집단 중 집단인식

그룹별로 동일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높은 개인일수록 낮은 다문화 수용을 보일 것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명의 행위자는 친구, 직

이다.

장동료 등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계층의 사람과

3-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집단 중 집단인식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

이 높은 개인일수록 높은 다문화 수용을 보일 것

서 상용직은 상용직끼리 일용직은 일용직끼리

이다.

SNS 상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3-3. 상용근로자 집단 중 집단인식이 높은 개인
일수록 높은 다문화 수용을 보일 것이다.
3-4. 무직 집단 중 집단인식이 높은 개인일수록
높은 다문화 수용을 보일 것이다.

때문에 샘플 전체를 이용하여 통합 연결망을 구성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 발생 및 측정의 오차를 크
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연구의 주 관
심분야인 SNS를 통해 형성되는 집단인식은 행위
자들의 관계적 위치가 아닌 SNS를 사용하는 행위

Ⅲ. 사회연결망 분석과 중앙성

자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형성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1. 사회적 연결망 분석 및 분석지표의 설정
2. 준(quasi)연결망 분석 및 연결망 자료구성
사회적 연결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석된다(김용학, 2011). 위치적 접근(positional

사회연결망 분석은 일반적으로 완전연결망

approach)은 연결망에서 개별 행위자가 차지하는

(complete network), 자아중심연결망(ego- centric

관계의 전반적인 혹은 구조적인 유형을 파악하고

network), 준연결망(quasi- network)이 자료로 이

이를 해석하는 접근방법이며 등위성 분석이 주를

용된다. 이들 연결망 중 완전연결망과 자아중심연

이룬다. 관계적 접근(relational approach)은 연결

결망은 1모드(mode), 준연결망은 일반적으로 2모

망의 직접적 관계인 결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

드1)형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준

며 행위자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중요한 요

연결망은 행과 열에 다른 수준(변수)의 노드가 배

인으로 다루고 있다. 결속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열된 경우이다. 가령 i 라는 사람의 a 라는 SNS의

지표로는 밀도, 연결정도, 중앙성 등이 있다(김용

사용유무에 따라 Bia = 1 or 0으로 표현된 행렬

1) 연결망 분석에서 모드(mode)는 연결망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의 집합수를 의미하며(Wasserman and Faust, 1994) 본 연구의 2모드는
행위자(서울시민)와 이벤트(SNS)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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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모드 연결망에서 1모드 연결망으로 전환
예시: 좌(그룹기준 행렬전환), 우(개인기준 행렬전환)

B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수의 행렬 B를 통해서 2

복잡하면서도 해석하기 용이하지 않은 패턴을 보

모드(행위자 × SNS)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일 가능성이 크다(Everett and Borgatti, 2005).

준연결망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본 연구의 연결망 분석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 프

는데 하나는 2모드를 그대로 이용하는 이분 그래

로그램인 UCINET6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프(bipartite graph) 방법(Borgatti, 2009)과 2모드

결과를 도식화하기 위해 NetDraw을 활용하였고,

를 1모드 행렬로 전환행렬시켜 공동참여연결망

연구에서 SNS의 관계 도식화에 포함된 결점은 총

(affiliation network)을 만든 후, 1모드 연결망과

8개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방법(김용학, 2011)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공동

3. 중앙성(centrality)

참여연결망의 구축과정은 일종의 데이터 환원
(reduction)의 과정으로 개별행위자(그룹망, <그

중앙성은 개별 행위자가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

림 1> 좌)나 개별그룹(개인망, <그림 1> 우)에 대

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중앙성은 권력 및 영향

한 정보가 손실된다. 반면, 2모드 연결망을 그대로

력의 개념과 연동시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

사용하면 정보의 손실은 줄일 수 있지만 1모드 망

가운데 하나이다. 기존 연구에서 높은 중앙성을

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표들을 연결망 분석 프로

가지는 행위자는 망 내에서 높은 지위, 생존율, 성

그램(특히 UCINET)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과, 병균전염가능성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

다는 점과 지표해석의 용이성을 포기해야 하는 단

악되었다(김용학, 2011). 중앙성은 다양한 방법으

점이 존재한다.

로 측정하는데 대표적 지표로는 연결정도 중앙성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을 분석의 목적에 따라

(degree

centrality),

근접

중앙성(closeness

모두 이용하였다. SNS와 개별 행위자 사이에 발

centrality), 매개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생하는 중앙성을 추출할 때는 이분 그래프 법을

위세 중앙성(prestige or eigenvector)이 있다(김

사용하였으며 개별 SNS간의 영향력과 연결패턴

용학, 2011; Scott, 2013).

을 도식화할 때는 공동참여연결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지표 가운데 다문화수용태도를

공동참여연결망을 통해서 도식화를 할 때 최대치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에 근접 중앙성을 독

가 되면 일반적으로 별형 그래프가 나타나 해석의

립변인으로 설정한 후 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직관성이 높아지지만 이분 그래프법을 이용하면

지표 가운데 근접 중앙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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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2모드 연

지수는 행위자의 직접 관계 및 자신과 연결된 다른

결망의 경우, 이벤트 참여 개수인 SNS 사용 개수

행위자의 영향력에 임의적으로 가중치를 설정해야

와 연결정도 중앙성은 수치는 다르지만 매우 높은

한다는 한계4)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상관관계를 가진다. 2모드 연결망의 결속인 연결

근접 중앙성은 한 결점(node)으로부터 다른

정도와 행위자의 이벤트 참여 개수는 개념적으로

결점에 도달 시 걸리는 최소 경로거리(geodesic

같기 때문이다.

distances)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근접

매개 중앙성은 한 결점이 연결망 내의 다른 점

중앙성은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 쉽게 접할

들 사이에 위치한 정도를 의미하며 망에서 중개자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전체적인 중심을

혹은 문지기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값이다

나타낸다(김용학, 2011). 식 (1)에서 dij는 결점

(김용학, 2011). 본 연구에서 매개 중앙성은 한 행

(행위자)들 간의 최소거리를, n은 네트워크 전체

위자가 SNS를 통해서 다른 행위자와 연결되어 있

사이즈(거리)를 의미한다. 1모드 기준 일반적인

을 때 가장 짧은 거리(tie)에 위치하여 다른 행위

근접 중앙성은 전체 거리에서 1을 뺀 수치(n-1)를

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개별 행위자로부터 획득한 수치(Ci)로 나누어 주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

면 구해진다. 이와는 다르게 2모드 연결망에서는

된 연결망의 특성을 살펴보면 매개 중앙성은 근접

행위자와 이벤트간의 근접 중앙성을 각각 구할 수

중앙성이 가장 큰 SNS와 근접 중앙성이 작은

있다(Borgatti, 2009). 식 (2)는 2모드 연결망에서

SNS를 같이 이용할 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

근접 중앙성을 구하는 식인데 n2는 벡터1(행위

매개 중앙성이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근접 중앙

자)의 전체 사이즈, n1은 벡터2(이벤트)의 전체

성에 비해서 유실되는 정보가 많다는 점, 그리고

사이즈를 의미한다. 1모드 연결망과는 달리 전체

행위자의 매개적 영향력인 위치보다는 행위자들

사이즈에서 1을 뺀 값(n-1)을 분자로 두지 않고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할 때의 이점을 고

n2+2(n1-1)과 n1+2(n2-1)를 분자로 두고 Ci와

려할 때, 본 연구는 근접 중앙성을 연구의 독립변

Cj로 나누어 주면 행위자와 그룹(이벤트)의 근접

인으로 설정하였다. 끝으로 위세 중앙성은 행위자

중앙성을 구할 수 있다.5)

가 직접 관계하는 SNS와의 영향력을 무시3)한다
는 단점이 있고 보나시치 권력(Bonacich power)

2) 근접 중앙성이 가장 큰 사이월드와 비교적 적은 티스토리 등을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매개 중앙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앙
성은 한 결점이 연결망 내의 다른 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 결점이 다른 결점들 사이의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선, 즉 최단 경로에 위치하면 할수록 결점의 매개 중앙성은 커지게 된다(김용학, 2011). 이러한 원리를 2모드의 준 연결망 분석에 적용해 보면,
가장 적은 수의 관계 혹은 결점을 가진 노드와 가장 많은 결점을 가진 노드를 연결하는 사람(두 SNS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준 연결망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궁극적으로 높은 매개 중앙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1모드의 망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노드가 가장 큰 매개 중앙성을 가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참고 김용학, 2011, p.66; Scott, 2013, p.87).
3) 위세 중앙성은 보나시치 권력 지수에서 α(행위자 자신이 직접 관계 맺고 있는 관계의 가중치)를 0으로 설정하고 β(자신과 연결된 다른 행위자
가 가지는 영향력의 가중치)를 1로 설정한 특별한 경우이다(김용학 2011).
4) 연결망 내에서 직접 관계(SNS 및 SNS를 경위한 타 행위자)를 통해 형성되는 영향력과 SNS를 통해서 관계하고 있는 다른 행위자들이 자신에
게 미치는 영향력 간의 차이(비율)를 규정해 놓은 기존의 연구 및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각각의 값을 설정(가중치)하게 되면 측정
및 분석의 오차가 커질 것으로 고려하였다.
5) 2모드 연결망에서의 근접 중앙성 값을 구하는 계산식에 대한 자세한 과정과 설명은 Borgatti(2009)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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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1. 분석자료 및 대상
(2)

본 연구는 가설검증 및 모형의 분석을 위해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2011)의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2모드 연결망에서 근접 중

(이하 서울서베이)는 서울 시내 2만 가구(15세 이

앙성은 연결정도 중앙성처럼 SNS 사용개수(결속

상 가구원 45,605명) 및 거주외국인(2,500명), 사

수)에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업체 5,500개(국내 사업체 5,000개, 외국인 투자사

근접 중앙성은 결속 수뿐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결

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통하여 계층

속되어 있는 그룹(SNS)의 특성에도 크게 영향을

구조 및 시민의식, 사회적 신뢰 및 공동체 의식,

받는다. 예를 들어, <그림 1>을 살펴보면 행위자

주요 생활상 등 사회 전반적인 지표를 조사한 것

A와 F는 각각 그룹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하나

이다. 서울서베이는 2003년 첫 조사를 실시한 이

씩 소속되어 있다. 두 사람이 가지는 연결정도(빈

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코호트조사이며 2003년에

도)는 각각 1이지만 근접 중앙성은 A가 더 클 수

서 2004년까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표

밖에 없다. ‘페이스북’에는 A 말고도 B와 C가 함

집틀로 이용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주민등록과

께 소속되어 있지만 ‘트위터’에는 F와 더불어 D만

과세대장을 이용한 표본추출틀을 구축하여 조사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두 사람이 동일한 개

하고 있다.

수의 SNS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사용하고

서울 서베이(2011)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있는 SNS에 소속된 다른 사람들의 수(ties)가 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지지하고 있다. 첫째, 서울

르다면 두 사람의 근접 중앙성은 크게 달라질 수

서베이는 현실집단갈등이론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있다. 본 연구는 SNS가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갈등의 원천이 되는 직업을 고용형태별로 다양하

가상의 공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베이를 통하

리고 행위자가 다양한 SNS를 사용하거나(SNS의

여 전체 대상자를 상용직, 일용 및 임시직(이하 일

사용범위의 확장성) 사용하는 SNS에서 많은 사

용직),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이하 고용주), 무직

람들과 관계할 경우(인간관계 범위의 확장성), 다

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집단 별로 최소 1,300

양한 사회적 인식 및 집단인식을 많이 접할 것이

명 이상의 대상자수를 확보하고 있어 연구결과의

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접 중

외적타당도(generalizability)를 높이는데도 기여

앙성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두 가지 확장성의 측

하였다.

면에서 다문화수용태도와의 관계를 예측하는 좋
은 변수로 고려된다.

둘째, 서울 서베이는 자국민의 다문화수용을 하
나의 측면이 아닌 결혼, 이웃, 친구, 정책, 사회적
편견, 일자리라는 다각적 측면을 통하여 측정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서울시민의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7

있다. 이는 내용타당도의 측면에서 종속변수인 다

위하여 신뢰도(Cronbach Alpha)분석 및 요인분

문화수용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고려된다.

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축요인

셋째, 서울 서베이는 서울 시민의 다양한 SNS

법을 실시하였다. 셋째, 개별그룹에 따른 다문화

의 사용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정

수용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및

보는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SNS의 사용범위를 나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넷째, UCINET6

타낼 뿐만 아니라 집단별로 SNS를 통해 형성되는

를 이용하여 2모드 연결망으로부터 근접 중앙성을

연결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서베이

계산하였으며 NetDraw를 활용하여 그룹(SNS)별

가 제공하는 이러한 정보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연결 관계를 소시오그램으로 나타냈다. 끝으로,

가설을 검증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SNS를 통해 형성되는 연결망의 관계적 특성인 근

연구의 가설 및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접 중앙성이 다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과 같이 연구의 대상을 추출하였다. 우선 자료에

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완전연결

서 전체 성인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

망의 경우, 관측치들 간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를

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QAP

추출한 후, 이들의 고용상태를 기준으로 그룹을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회귀방법을 사

분류하였다. 앞서 설명한 현실집단갈등이론에 근

용(김용학, 2011)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

거한 자원인 취업 및 고용을 기준으로 고용상태를

연결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방법

상용직, 일용직, 고용주, 무직으로 구분하였다. 생

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 분석 자료는 SPSS

산가능 인구 중 학생, 주부,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

21.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

자는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자료의 결측치를 처리

석의 유의수준은 5% 이하로 설정하였다.

하기

위하여

목록별

결측치

제외(listwise

deletion)방식을 채택하였다. 네 그룹을 분류한 후,

3. 측정변수 설정

자료에 발생한 최대 결측치는 0.02% 이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분석 데이터의
연구대상은 24,527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변수는 <표 1>과 같
다. 연구의 독립변수는 2모드 연결망에서 형성된
근접 중앙성으로 한 개인이 연결망 내에서 많은

2. 분석방법

매체(SNS)를 이용하거나 동일 매체에서 다른 사
람들과 많이 접촉할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종속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및 모형을 검증하기

변수는 서울서베이 설문에서 외국인과의 관계에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먼저, 각

대한 태도(3문항) 및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태도

그룹별 서울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SNS, 연

(3문항)를 묻는 질문 6문항을 이용하여 구성하였

결망의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다. 각각의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의 종속변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이민자들이

인인 다문화수용태도의 사용 적절성을 확인하기

많아지면 나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 같다’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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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 및 개별 그룹에서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스퀘어검정

인 것은 감안하여 전체 6문항 중 이 문항을 생략

과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한 5문항의 다문화수용태도를 모형의 종속변수로

간명성을 고려하여 상용직과 나머지 그룹과의 빈

설정하였다.

도 차이만을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 보고하였다.

서울 서베이(2011)는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인

각 그룹 별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서울시

분석변수의 기술과 통계검증의 결과는 <표 1>과

민의 다문화 인식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같다.

의 다문화수용은 “외국인 이민자와 거주 외국인

성별의 경우 임시직을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보

에 대한 자국민의 수용적 태도”라고 조작적으로

다 더 많았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여성이 67.2%를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용직과의 카이스퀘어 검증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된 성별, 연령,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무직군을

교육수준, 결혼여부, 종교유무, 지역, 가구소득을

제외하고 기혼이 더 많았다. 무직군의 경우 배우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의 연령은 연속

자가 없는 경우가 56.1% 였으며 상용직과의 카이

변수로 설정하였고 결혼여부는 유배우자(기혼

스퀘어 검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종교유무

=1)와 무배우자(미혼, 이혼, 사별 등 결혼하지 않

의 경우에는 임시직(49.6%)을 제외하고는 종교를

은 상태=0)로 구분하였다. 종교는 유무를 기준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과반수보다 약간 많거나 같았

로 더미화 하였으며 지역은 서울시의 강남 3구(강

다. 무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

남구, 서초구, 송파구=1)를 기준으로 더미화 하

으며(55.2%), 상용직과의 카이스퀘어 검증에서

였다.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하부터 500만원 이상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역변수에서 강남 3구에

의 구간을 100만원 단위로 구분한 6점 라이커트

거주하는 비율은 임시직이 가장 낮았는데(12.4%)

척도로 측정하였다. 더미화 처리된 변수를 제외한

상용직과의 카이스퀘어 검증에서 유의미하게 나

모든 변수는 정상분포(Curran et al., 1996)를 따

타났다. 연령의 경우, 상용직의 평균연령(41.11)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었으며 고용주(48.09)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사후검증 결과, 고용주와 무직을 제외한 전 그

Ⅴ. 분석결과

룹 간의 연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교육수준은 상용직의 평균교육수준(2.69)

1. 기술통계

이 가장 높았으며 일용직(2.17)이 가장 낮았다. 사
후검증 결과, 일용직과 무직을 제외한 전 그룹 간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5~64세의 생산

의 교육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가능인구 24,52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는 고용주의 평균가구소

다. 연구 대상자는 고용 상태에 따라 상용직, 일용

득수준이 가장 높았으며(4.88), 무직이(3.60) 가장

직, 고용주, 무직의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고용

낮았다. 근접 중앙성은 상용직과 고용주의 평균이

상태에 따라 구분한 각 그룹별 측정변수들 간의

0.65, 일용직과 무직의 평균이 0.62 이하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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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검증 결과, 전 그룹 간의 근접 중앙성의

2. 회귀분석 기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문화수용
태도는 고용주의 다문화수용태도 평균(16.54)이

본 연구에서 실시된 회귀분석에 다중공선성의

가장 높았으며 일용직(15.92)이 가장 낮았다. 일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승변량

용직 그룹과 나머지 세 그룹의 다문화수용태도 차

(VIF)을 살펴본 결과 VIF값이 1.01～1.88로 나타

이도 사후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나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모든 모형은 통계적 기준7)

났다.

(Allison, 1999)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심각한 문제

다문화수용태도를 구성하는 5문항에 대한 신뢰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상태에 따른 그

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의 알파 값이

룹별로 근접 중앙성이 다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0.728로 나타났다. 신뢰도의 경우, Cronbach의 알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파 값이 0.7을 넘을 경우 신뢰도 수준이 충분

상용직군의 통제 변수 중에서는 성별, 교육수

(adequate)하다고 보고 있다(Cortina, 1993). 탐색

준, 종교유무, 지역, 가구소득이 정적으로 다문화

적 요인분석 결과, 그룹 전체의 Kaiser Meyer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

-Olkin(KMO) 값은 .717로 나타났으며 개별 그룹

타났으며, 연령과 결혼여부는 부(-)적으로 영향을

별 KMO의 값도 모두 .70이상을 보였다. Bartlett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직의

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은

경우 남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그룹 전체와 개별그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있는 사람일수록, 강남3구에 거주하는 사람일수

게 나타났다.6) 다문화수용태도를 측정한 6문항은

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다문화수용태도와

총 2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는데, 이민정책의 필
요성과 결혼이민자들의 편견해소를 위한 정책에
관한 문항이 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자녀의 결
혼, 친구, 이웃으로의 수용에 관한 문항들이 다른
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일자리 박탈에
관한 문항은 전체그룹과 모든 개별그룹에서 패턴,
구조, 펙터행렬에서 기준치( >.40; Pett et al.,
2003) 이하의 요인부하량을 보여 모형의 간명성
을 위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의 연관관계(association)가 있음을 보여주며 연령
이 높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낮은 다문
화수용태도와의 연관관계를 보여준다. 독립변수
인 근접 중앙성은 상용직군에서 다문화수용태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도
SNS를 통해 형성되는 연결망에서 높은 중앙성을
가질수록 높은 다문화수용태도와의 연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SNS를 통해서 상용
직군의 집단인식에 빈번하게 직면할 가능성이 높
은 사람일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이 높다고 해석

6) 요인분석 가능성(factorability)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Kaiser Meyer-Olkin (KMO)값은 .70 이상, 그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Pett et al., 2003)
7) 다중공선성에 관한 VIF의 기준(threshold value)은 연구자와 연구영역마다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다. Allison의 경우 기준을 2.50로 지정하였으
나 4.0 혹 10.0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은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VIF 기준 값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상이성에 대한 논의는 O’Brien(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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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근접 중앙성의 회귀계수의

할 수 있다.
일용직군의 경우, 교육수준, 종교유무, 지역이

방향성(마이너스)이 갈등이론에 바탕을 둔 본 연구

정(+)적으로, 연령과 결혼여부, 가구소득이 부(-)

의 가설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했을

적으로 다문화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뿐이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고용주군의 통제 변수 중에서는 성별, 교육수

상용직과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현

준, 지역이 정(+)적으로 다문화수용태도에 영향

실과 이론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

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주

다. 임시직의 가구소득이 높다는 것은 임금이 높

의 경우 남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강남3

은 임시직에 가구주 혹은 가구원이 취업했거나 한

구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다문화수용태도와

명이 두 개 이상의 임시직에 취업하고 있을 가능

연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주군에서는 가

성이 크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임시직이나 다수

구소득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근

의 임시직에 취업 시, 임시직 노동자는 외국인 노

접 중앙성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동자와의 실제적인 경쟁을 경험하거나 경쟁 인식

끝으로 무직군의 경우, 통제 변수 중에서 교육

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용직군의 근접 중

수준, 종교유무는 정(+)적으로, 연령은 부(-)적으

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

로 다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

<표 2> 고용상태에 따른 그룹별로 근접 중앙성이 다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Model
변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종교유무
지역
가구소득
근접 중앙성
constant
R²
F(sig)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무직

B(β)
SE
.264***
.051
(.039)
-.020***
.003
(-.066)
.680***
.045
(.120)
-.169*
.059
(-.023)
.341***
.045
(.055)
.654***
.063
(.076)
.028
.020
(.011)
.199***
.040
(.038)
14.710
.045
110.891***

B(β)
SE
.015
.140
(.002)
-.016*
.007
(-.048)
.386**
.115
(.073)
-.343*
.162
(-.043)
.441**
.128
(.063)
.823***
.194
(.078)
-.164**
.052
(-.066)
-.010
.085
(-.002)
16.365
.024
9.166***

B(β)
SE
.711**
.235
(.087)
-.018
.011
(-.046)
.747***
.153
(.138)
-.145
.275
(-.015)
.148
.173
(.023)
.930***
.252
(.099)
.019
.067
(.007)
.288*
.126
(.062)
14.268
.056
10.230***

B(β)
SE
.062
.179
(.010)
-.029***
.007
(-.143)
.642***
.121
(.160)
.120
.208
(.019)
.532**
.167
(.083)
.143
.248
(.015)
-.004
.054
(-.002)
.345*
.134
(.075)
15.567
.089
16.795***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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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나타났다. 이는 무직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

투데이와 페이스북이 요즘과 트위터보다는 사이

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다문화수용태도

월드와 더 높은 관계성을 보였다. 모든 그룹에서

가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다문화수용태도

가장 높은 관계성을 보인 사이월드는 일용직군에

와의 연관관계를 보여준다. 무직군의 근접 중앙성

서 가장 높은 관계성을 보였으며(근접 중앙성;

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8)

1.317) 고용주군(1.058), 무직군(1.052), 상용직군
(0.867) 순으로 나타났다.

3. 연결망 기술
Ⅵ. 결론 및 제언
<그림 2>는 상위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
이지 않은 일용직군을 제외한 각 그룹별 SNS 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민의 다문화수용태도를

용의 관계패턴을 도식화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파악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다문화 수용의 차이를

바와 같이 공동참여연결망을 활용하여 개별 SNS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SNS를 통해 형성되는

간의 영향력과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결점간의 관

고용형태별 연결망의 특성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

계성은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로

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측정되었으며 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결점간의 관

서울시민을 고용형태로 구분한 것은 고용형태가

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9) 그림을 살펴

고용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보면, 모든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사이월드가 가장

과 외국인 노동자 간의 경쟁관계를 내포한다고 고

높은 관계성을 보였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그

려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서 상

뒤를 이었다. 소시오그램을 통한 관계성 분석은 2

용직의 내국인 노동자가 경험하는 외국인 노동자

모드 연결망을 이용한 중앙성 분석 결과와 거의

와의 취업경쟁은 일용직 노동자가 경험하는 경쟁

일치한다. 예를 들어 상용직의 SNS에 대한 근접

보다 비교적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이 반영되어

중앙성은 사이월드(0.866), 트위터(0.836), 페이스

있다.

북(0.692), 미투데이(0.690), 요즘(0.673), 티스토

한편,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해서 형성되는

리(0.614), 링크노우(0.60), 카카오톡(0.00)으로

연결망과 그 연결망의 특성(중앙성)이 개별집단

나타났는데 이 중앙성에 대한 결과와 소시오그램

의 집단인식을 반영한다고 고려하였다. 연결망 분

에서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면 두 결과의 지수의

석에서 중앙성은 영향력, 권력, 전염력(김용학,

상이성이 존재하나 해석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결

2011)과 가장 밀접하게 연동되어 사용되는 개념

과를 보인다. 무직군과 고용주군의 경우, 대부분

이다. 따라서 SNS를 통해 형성되는 연결망의 중

의 결과는 상용직군과 유사하나 무직군에서는 미

앙성을 파악하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

8) 본 연구에서는 무직군의 집단인식이 다문화 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무직군이 일반적으로 일용직군보다 교육
수준이 높으며 무직군에는 일용직뿐만 아니라 상용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9) 소시오그램안의 개별지수는 각 그룹에서 SNS를 함께 이용하는 사람의 수(=n)이기 때문에 그룹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 지수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결점간의 관계성(=r)은 그룹 전체의 수(=m)를 지수(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사람의 수)의 합으로 나누면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r=∑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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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단인식의 영향력을 측정 및 검증할 수 있다.

둘째, 2모드 연결망에서 계산된 근접 중앙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SNS의 특성은 고용형태에 따라

전 그룹에서 정상분포의 범위 안에 있었으며 그룹

구분된 개별집단의 공유된 인식인 집단인식을 반

간의 중앙성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하는 일종의 대체변수로 고려되었으며, 연결망

나타나지 않았다. 공동참여 연결망에서 도출된 근

의 중앙성과 다문화수용태도 간의 관계분석은 개

접 중앙성 값 중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SNS인 사

별집단의 집단인식과 다문화수용태도와의 관계를

이월드의 중앙성 값이 일용직 그룹에서 가장 높게

분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연

나타났다.

구에서 SNS 및 대중매체는 사회구성원이 함유하

셋째, 개별 그룹간의 다문화수용태도는 통계적

는 집단인식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를 측정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일용직군이 가장

하는 주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금희조, 2011,

낮은 수준의 수용태도를 보였으며 무직군, 상용직

오풍ㆍ윤형철, 2006). 또한 본 연구는 현실적 집단

군, 고용주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갈등이론을 바탕으로 개별집단의 다문화 수용의

에서 일용직군과 다른 그룹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

차이, SNS를 통해 형성되는 집단인식과 다문화수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갈등

용태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현실적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갈등의 구조, 즉 희소한 자

집단갈등이론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

원(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외집단에 대한 갈등과

모형을 설정한 후, 사회연결망 분석 및 회귀분석

부정적 인식을 일으킨다는 논리를 적절히 뒷받침

을 통해 모형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분석모형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자는 15~

수준은 모든 그룹에서, 종교는 고용주를 제외한

64세의 생산가능인구 24,257명으로 고용상태별로

세 그룹에서, 지역은 무직을 제외한 세 그룹에서

상용근로자 76.4%, 일용직 12.2%, 고용주 5.7%,

정(+)적인 연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무직 5.7%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의 경우 일용직

높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강남3구에 거

(32.8%)을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주할수록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에 대해 수용할 가

결혼여부는 무직(43.9%)을 제외하고 기혼이 더

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연령은 고용

많았다. 상용직의 평균연령(41.11)이 가장 낮았으

주를 제외한 세 그룹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며 고용주(48.0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용직

보여 나이가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이 낮음을 보여

의 평균 교육수준(2.69)이 가장 높았으며 일용직

주었다. 다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고용상태 그룹

(2.17)이 가장 낮았다. 고용주의 평균 가구소득수

별 근접 중앙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준이 가장 높았으며(4.88) 무직(3.60)이 가장 낮

고용주, 무직의 그룹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

았다. 고용주의 근접 중앙성 평균은 0.65, 일용직

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SNS를 통해 형

과 무직의 평균은 0.62 이하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성되는 개별 그룹의 집단인식과 다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태도 평균(16.54)이 가장 높았으며, 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앞서

용직(15.92)이 가장 낮았다.

설명한바와 같이 연결망 분석에서 근접 중앙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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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 수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결속되어 있는 그룹

해 본다. 기존의 많은 사회 연결망 연구에서 모드

(SNS)의 특성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지수이다.

가 두 개인 연결망을 분석할 때 공동참여연결망을

본 연구의 근접 중앙성은 망 내에서 행위자가 다

구축한 후, 지표를 산정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양한 SNS를 사용하거나(SNS의 사용범위의 확장

2모드 연결망으로부터 직접 근접 중앙성을 계산

성), 사용하는 SNS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할 경

한 후,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을 분석하

우(인간관계 범위의 확장성) 그 값이 커지도록 고

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에

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접 중앙성이 크다는

대한 특성과 각 방법에 대한 시각적 모형(<그림

것 혹은 연결망에서 높은 중앙성을 가진다는 것은

1>)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2모

SNS를 통해 개별 그룹의 집단인식에 빈번히 노출

드 연결망을 분석하는 다른 연구들에 적절한 참고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

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 노동자와의 직접적인 일자리 경쟁에서 비교적

둘째, 다문화 정책에 관한 정부의 홍보 전략에

멀리 위치하고 있는 상용직군, 고용주군, 무직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오늘날 대중매체

의 집단인식이 외국인 이민자와 다문화 정책에 호

를 이용한 정부의 정책홍보는 일반적이나 정책홍

의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높은 중앙성 값을 가진

보의 매체가 TV, 라디오, 그리고 신문에 편중되어

개인(그룹의 집단인식을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황근ㆍ최일도, 2013). 전통적인 대중매체들

높은 개인)일수록 높은 다문화수용태도를 함유할

은 정보의 파급력에 있어 SNS에 비교우위를 가지

가능성이 크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가정

지만 정보의 공유 및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과 관계의 연계성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SNS의 장점이 더욱 부각된다. SNS의 경우 소수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다음의 학문적

의 SNS에만 홍보를 집중해도 전체 SNS에 동일한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SNS의

째, 본 연구에서는 SNS의 활용도와 그 의미에 대

특성이자 장점은 사람들 간의 그리고 SNS 간의

해서 새롭게 모색해 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정보의 공유와 이동이 자유롭다는데 있다. 이러한

SNS 등의 대중매체는 사회구성원의 집단인식과

특성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그림 2>에서도 잘 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를 측정하는 주요한 도

타나는데 각각의 SNS는 다른 SNS와 일정한 관계

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발 더 나

를 맺고 있으며 특정 SNS의 경우 다른 SNS보다

아가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SNS를 통해 형성

그 관계의 강도 및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되는 연결망과 그 연결망의 특성이 다문화 수용에

따라서 적은 비용을 사용하여 소수의 SNS에 정책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모형의 설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 SNS에 다문화 정책에

정 및 분석방법은 향후 다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관한 정책홍보를 전달 및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검증하는 다른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

정부의 홍보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SNS가 사회 및 개인

있을 것이라 예상해본다.

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정보 관련 연구에서

이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도 SNS의 활용에 관한 적절한 예가 되리라 기대

같은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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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국민의 다문화 갈등에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과 연동하여 발생할

대해 문화갈등의 측면과 현실갈등의 측면 크게 두

수 있는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그룹 간의 연계망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적 위

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이러한 비배

협에서 오는 갈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자국민

타성(non-exclusive)으로 인하여 그룹 간의 집단

들이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을 보존하고자 하고 문

인식이 상호 교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

화충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므로 반이주민

어 한 개인이 비록 상용직이지만 무직 혹은 일용

정서를 갖게 된다고 보고 있으며(Simon and

직인 사람들과 SNS에서 더 많이 교류한다면 그는

Lynch, 1999), 현실갈등(Campbell, 1965)의 측면

일용직군의 집단인식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둘

있다. 기존의 SNS에 대한 연구(Keith et al., 2011)

러싼 경쟁이 이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보고

에서 사람들은 직장동료 등 같은 직업군끼리 SNS

있다. 두가지 관점을 함께 비교 하는 연구(Zarate

에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et al., 2004)도 있으나 두 관점을 분리해서 연구하

하였으나 한 그룹의 집단인식이 다른 그룹 및 구

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도 현실갈등의 측면

성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에 초점을 두고 문화갈등 측면의 변수 및 이론적

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

내용을 연구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후속연구

계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하여 1모드인 완전 연결

로 문화갈등 측면의 이론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된

망이나 자아 중심 연결망을 활용하여 두 변인 간

다면 본 연구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

의 연관관계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

대해본다.

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결망은 2모드 연결

셋째, 본 연구에서는 SNS의 사용패턴과 이를

망이다. 2모드 연결망은 망 내부의 행위자들 간의

이용한 관계망의 형성, 그리고 이 관계망이 사용

직접적 관련 혹은 연계점이 없을 가능성을 내포하

자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고 있다. 다시 말해 행위자들 간에는 아무런 직접

SNS가 가지는 특성과 영향력을 통해서 다문화 인

적인 관계가 없지만 특정 매체 및 수단(신문,

식을 설명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도된

SNS, TV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다. SNS가 시민의 생활에 일상화되고 스

연결망이 2모드 연결망이다. 따라서 2모드 연결망

마트폰 등의 디지털 장치들이 이러한 사이버활동

이 가지는 연구의 한계가 본 연구의 한계로 그대

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비록 연구에서는 측정의

이러한 시도는 정보화 시대에서 사람들(인터넷

오차를 줄이고자 한정된 지역(서울)과 계층별(고

유저)의 행동을 예측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사회

용형태)로 연결망을 구성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이

정책에 대응하는 태도를 설명하는데 기초연구가

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와 접촉이 없을 가능성도

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의 성과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접 중앙성이 다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SNS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용패턴과

축소하거나 혹은 과대 추정하게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사용량과 사용방법(접속시간, 접속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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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장치 및 장치의 성능 등)의 차이가 사용자의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
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SNS 사용
자의 사용패턴을 제외하고 앞서 언급한 일련의 정
보를 연구에 적용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SNS와 집단인식 간의 관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지 못한 한계도 함께 지니고 있
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에서는 패턴과 더불어 사
용량 및 방법 그리고 이들 변인간의 상호관계를
연구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서울서베이(2011)가 제공하는 SNS에 관
한 데이터는 현 대한민국의 SNS 환경을 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
에서 카카오톡이 SNS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
급되어 있다는 점과 사이월드의 쇄락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데이터가 가지는 큰
한계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이 보완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좀 더 정확한 SNS
의 사용실태 및 영향력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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