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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issues of difference and 

diversity have become important in most societies and more and more people experience various 

situations and activities crossing ethnic/cultural boundaries in their daily lives. Recently, 

cosmopolitanism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n various disciplines as a concept for explaining the 

new social experiences and conditions of the globalized world. The core concept of cosmopolitanism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the openness to difference such as an orientation to a larger 

community transcending the location, tolerance towards diversity, and open-mindedness to otherness. 

Based on a critical review of prior empirical studies of cosmopolitanism, the current study discusses 

individual-level ”cosmopolitan orientation“ or openness to difference as multi-dimensional 

phenomena. The primary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conceptualize and test the validity of a 

multi-dimensional scale to measure cosmopolitan orientation. This new multi-dimensional scale 

consists of (1) cultural dimension: transnational consumption, (2) ethical dimension: opennes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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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ic/cultural others, (3) media use dimension: transnational use of media, and (4) communication 

attitude dimension: tolerant communication attitude. Ethical and cultural dimension have been mainly 

featured in scholarly descriptions of the cosmopolitanism. In this study, we proposed to add media use 

and communication attitude as another important dimensions of cosmopolita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view of earlier research  on the possibility and usefulness of media and communication to 

transcend ethical, cultural, and national boundaries.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d on activeness of 

transnational media use and tolerance in communication with others from different cultures or 

perspectives. Items of the scale were developed and refined based on prior empirical studies of 

cosmopolitanism, our own focus group interviews, expert evaluations, and pilot survey interviews. The 

main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by online survey conducted between April and May in 2018 

with 557 residents of Seoul aged between 19 and 59. We conduc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evaluating construct validity and 

criterion-relation validity of the multi-dimensional cosmopolitan orientation scale. Especially, three 

models of data factor structure were compared for testing construct validity of the new scale: 1) single 

factor model, 2) 4-factors model, and 3) second-order model (cosmopolitan orientation loads into 4 

underlying sub-components). In addition, overseas travel frequency and the number of foreign 

acquaintances were used for criterion variables expecte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sca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4-dimensional scale of cosmopolitan orientation with second-order model 

developed and proposed in this study was valid and reliable.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words: Cosmopolitanism, Cosmopolitan orientation, media use, communication,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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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사회에서 ‘다름’이 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는 어도 두 가지 사회 변화와 연 된 

상이다. 첫 번째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한국사회가 다민족 혹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

인가가 요한 사회  이슈가 되었다. 두 번째는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시민  참

여의 경계(boundaries) 변화이다.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국가와 민족, 문화 등의 경계를 넘어

서는 연 와 참여가 용이해지면서 사람들은 나와 다른 타자를 향한 심과 의무의 범 가 국

으로 확장되는 가능성 앞에 서게 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다름, 특히 민족 /문화  다름을 마주

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개인들은 다름에 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이고 있을까, 

어떻게 다문화사회에서 공존과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한국 사회의 요한 이슈 

 하나가 되었다. 

1990년  이후 한국사회는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의 증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민족 /문

화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의 비율이 지속 으로 높아지며 실질 인 이질 사회로 어들었다. 행

정안 부가 발표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황에 따르면(오수진, 2019, 12, 23), 한

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이제 205만 명을 넘어 총 인구 비 4%에 이르게 되었다. 외국

인 주민은 2009년 100만 명을 처음 넘어선 이후 9년 만에 2배 수 으로 증가했다. 이 규모는 

17개의 역자치단체( 역 시, 도) 인구  9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라북도보다 더 큰 규모

이다. 서구사회 여러 나라들에서 이민자의 증이 타자에 한 심과 그들을 하는 주류 집단

의 정/부정의 반응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엄한진, 2008), 한국 역시 외국인 거주민

의 꾸 한 증가, 난민 문제 등의 이슈화로 인해 ‘한민족 우리’와 ‘그들’이라는 익숙한 구분 짓기에 

한 문제의식  갈등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의 민족 /문화  타자를 향한 포용

력에 한 국내 학계의 평가들은 지 까지 체로 부정 이다. 단일민족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강한 민족주의, 외국인에 한 고정 념과 편견, 타자들에 한 동화주의 이며 배타 인 태도가 

문제 으로 지 되어왔다(구경남, 2017; 윤인진․송 호, 2007).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이

주민 수용의 역사가 짧고 사회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1)를 일 부

터 채택했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  높은 용을 보여 왔으며 용의 정도 역시 시간이 지남

1) 다문화주의는 일반 으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유하

도록 하는데 목 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 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가리킨다(윤인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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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차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엄한진, 2008; 태국, 2010). 한국사회에서 최

근 지속 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민 지원과 난민 수용 문제 역시 다양한 주장과 입장

들 간의 립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실2)을 다루는 연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되었지만, 세계

화 시 와 다문화 실을 살아가는 개인들이 실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민족 /문화  다름

에 한 태도를 포 이고 실증 으로 측정  분석한 연구는 아직 찾기 힘들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주의 정책에 한 평가(구경남, 2017; 윤인진, 2008; 홍기원, 2009), 문화다양성을 

수용해야한다는 당 성과 다문화교육의 요성에 한 논의(김선미, 2011; 설규주, 2004; 양경

은․함승환, 2015), 이민자 등 타자 집단의 미디어 재 과 수용에 한 비  분석(김경희, 

2009; 김 란․유단비․김지윤, 2009; 김유정․김용찬, 2015; 김 희․김도연, 2019; 김태

․윤태진, 2016; 양정혜, 2007; 이상길․안지 , 2007; 채 길, 2009)이 주를 이루었다. 특

정 소수자 집단에 한 태도나 다문화수용성을 분석한 작업들(박혜숙, 2013; 윤인진․송 호, 

2007)도 있긴 했지만 개 선행 연구들은 개인들이 다름에 해 가질 수 있는 개방성의 일부분

만을 조명하 다. 개인들은 삶의 여러 역에서 각기 다른 수 의 개방성/폐쇄성과 용성/배타

성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다양한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름에 한 태도를 실증 으로 측

정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이질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타자들과의 공존

을 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필수 이다. 

본 연구의 목 은 다름에 한 개방성 분석의 이론  기반으로 코즈모폴리터니즘 

(cosmopolitanism)과 코즈모폴리턴 정향(cosmopolitan orientation)의 개념을 고찰한 뒤, 

코즈모폴리턴 정향을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차원  척도를 개발하고 그에 한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코즈모폴리터니즘은 ‘자신의 치(location)를 넘어서는 좀 더 큰 커뮤니티를 

향한 지향성’(Pichler, 2009)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와 나를 구분 짓거나 묶어내는 ‘경계’를 넘

어서는 것이다. 좀 더 실증 인 근으로, 코즈모폴리턴 정향이란 개인이 자신의 일상에서 경험

하는 다름에 한 개방성의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윤리  차원’, ‘문화  차원’, ‘미디어 

이용 차원’, ‘커뮤니 이션 태도 차원’ 등 총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코즈모폴리턴 정향 개념을 구

축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뒤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개발

한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실을 커뮤니 이션의 에서 진단하는데 유

2) 규범 인 의미를 가지는 다문화주의와 달리, 다문화 실( 상)은 비교  단일하고 동질 인 문화로부터 다양하고 이

질 인 문화로 변해가는 실을 나타내는 가치 립 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이상길․안지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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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도구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1)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다차원  개념화와 측정 

코즈모폴리터니즘이란 개념은 그리스 시  스토아학  철학자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우주(cosmos)의 시민이다”라고 답했다

고 한다(Jeffres, Bracken, Neuendorf, & Koprman, 2002). 이 답에는 모든 인간이 자

신이 태어난 장소나 지역, 민족과 같은 외 인 차이를 넘어 사실상 하나의 우주에서 온 공동운명

체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21세기에 들어 코즈모폴리터니즘이 ‘귀환’했다(강남순, 2015). 세계화 이후 국가주의, 

테러리즘, 난민, 이주 문제, 기후 문제 등 국가 경계를 넘어서 다루어져야할 복잡한 문제들이 

거 등장함에 따라 코즈모폴리터니즘은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작아지고, 거주 지역을 넘어 모든 사람이 긴 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코즈모폴리터니즘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태도이자 세계

, 사회  조건, 그리고 이론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Beck, 2002, 2004; Beck & 

Sznaider, 2006; Held, 2000; Olofsson & Ohman, 2007; Roudemetof, 2005). 그럼에

도 아직 코즈모폴리터니즘 개념에 해 학자들 간에 합의되고 통일된 일반  정의는 부재하다. 

그 개념이 연구되는 학문 분야나 연구의 에 따라 특정 측면이 강조된 부분  개념화가 진행

되어 왔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들 사이에 공통 은 존재한다.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산발 으로 진

행된 코즈모폴리터니즘 개념화 결과의 공통  핵심은 코즈모폴리터니즘이 ‘자신의 치

(location)를 넘어서는 좀 더 큰 커뮤니티를 향한 지향성’(Pichler, 2009)을 포함한다는 것이

다. 코즈모폴리터니즘에 한 개념  이론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지만, 이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실증  연구는 상 으로 느리게 진행된 편이다(Pichler, 2009, 2011). 

60년 부터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코즈모폴리터니즘 측정 방식이 제시되어 왔다. 첫 

번째는 코즈모폴리턴과 그에 응하는 로컬을 구분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코즈모폴리턴 정향

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코즈모폴리턴과 로컬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코즈모폴리터니즘을 측정하는 작업은 1960년  

이후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코즈모폴리터니즘 개념을 다룬 사회과학  실증 연구들이 특

히 주목한 것은 ‘코즈모폴리턴(cosmopolitan)은 구이며 이들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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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사회학에서 코즈모폴리턴 개념을 처음 소개한 학자인 머튼(Merton, 1964)은 코즈모폴리

턴을 바깥 세계에 요하게 정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부르고 이들을 거주 지역에 정향된 사람들

(locals, 앞으로 로컬이라고 지칭)과 구별지었다. 머튼에 따르면 코즈모폴리턴은 자신을 세계의 

통합된 일부로 자각하는 동시에 지역에 한 애착  소속감은 은 사람들이다. 이처럼 로컬의 

반  개념으로 코즈모폴리턴을 측정하는 시도는 후속 연구들에도 향을 주었으며(Dye, 1963; 

Jain & Etgar, 1977; Jennings, 1967), 코즈모폴리턴에 한 최근 연구들에서도 요한 기

으로 사용되었다(Norris & Inglehart 2009; Sinnott, 2005; Vertovec & Cohen, 

2002). 즉 머튼 이후의 코즈모폴리턴에 한 연구들은 거주 지역  지역 문화에 한 심, 애

착 정도, 여도 등을 측정하여 그 수가 낮을수록 코즈모폴리턴에 가깝다고 보거나, 거주 지역

과 국가 그리고 세계  어느 단 에 가장 큰 소속감을 느끼는지 묻는 다소 단순한 질문을 통해 

코즈모폴리턴을 구별해냈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과연 코즈모폴리턴과 로컬이 직선의 양 끝에 

놓인 하나의 차원으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인지에 한 문제를 제기했다(Olofsson & Ohman, 

2007; Pichler, 2009, 2011; Roudemetof, 2005). 이러한 문제제기는 결국 한 쪽 끝(세계)

에 한 애착이 다른 한 쪽 끝(지역)의 무심함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로컬 지향 

(vs.) 코즈모폴리턴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제3의 그룹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에 한 질문과 연결되는 것이다. 특정한 지리  범주( 로벌, 로컬)에 한 소속감을 측정하여 

코즈모폴리턴과 비(非)코즈모폴리턴을 구분 짓는 방식은 상을 무 단순화하는 것일 수 있다. 

코즈모폴리터즘을 측정하는  다른 방식은 다름과 연 된 이슈와 상황들에 해 개인이 

가지는 태도와 행동양식으로 코즈모폴리턴 정향(cosmopolitan orientation)을 측정하는 것이

다(Roudometof, 2005). 앞서 논의했듯, 코즈폴리터니즘 개념화의 공통  핵심을 자신의 치

를 넘어서는 좀 더 큰 커뮤니티를 향한 지향성이라 정리한다면, 이러한 공통  핵심이 개인의 태

도와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실증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개념이 코즈모폴리턴 

정향이다. 정향은 정체성을 반드시 결정하지는 않으나 정체성의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지 , 감정 , 행동  차원의 특성이자 범 라고 할 수 있다(Delwiche, 2006). 이러한 방식

은 로컬- 로벌이라는 이분법 인 코즈모폴리터니즘 측정을 태도와 행동의 강도(intensity) 개

념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처럼 코즈모폴리터니즘을 ‘다름’에 한 태도  행동 차원으로 측정하

는 방식은 정체성이나 소속감을 이분법 으로 묻는 방식과 비교할 때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기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성별, 사회경제  수 , 시민권 여부와 같은 개인  요인들 그리

고 국가의 경제  수 이나 문화와 같은 사회구조  조건들은 로컬- 로벌의 이분법  측정보다

는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측정과 더 강한 계를 보여주었다(Olofsson & Ohm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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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hler, 2009, 2011; Roudemetof, 2005). 한 이분법  측정 방식에 비해 정향 심의 측

정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개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코즈모폴리턴 인 경험을 하는지 그 “정도”

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코즈모폴리턴 정향은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의 개념이다(Vertovec & Cohen, 2002). 

코즈모폴리턴 정향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차원에 을 맞춰왔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측정 도구를 제시해왔다. 특히 그것들은 윤리  코즈모폴리터니즘(ethical 

cosmopolitanism) 정향과 문화  코즈모폴리터니즘(cultural cosmopolitanism) 정향으로 

구분된다. ‘윤리  정향(ethical orientation)’은 이민자, 타인종, 타종교 등 자신과 다른 민족

/문화  배경의 사람들에 한 용의 정도를 가리킨다. 이를 측정하는 표 인 문항으로는 

다민족 국가에 한 평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 한 신뢰,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인종이나 

종교의 사람들이 있는지, 국내 소수 민족이나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들에 한 처우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한 것들이다. 즉 이민자나 난민과 같은 타자 그리고 다른 문화  다른 국가의 사

람들에 한 특별하고 한 태도, 이해, 지지 등을 포함한다(Norris & Inglehart 2009; 

Olofsson & Ohman, 2007; Phillips & Ziller, 1997; Pichler, 2009, 2011; Robinson 

& Zill, 1997; Roudemetof, 2005; Vertovec & Cohen, 2002). 두 번째 ‘문화  정향

(cultural orientation)’은 주로 소비자학과 마 에서 자민족 심주의 소비자와 코즈모폴리

턴 소비자를 조하는 연구들에서 개발되어 왔다. 이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을 일종의 생활양식 측

면으로 근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문화  취향 혹은 소비의 범 에 한 논의가 주를 이룬

다. 이는 타자성(otherness)을 인지하고 다른 문화  다른 취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수 , 로벌한 문화와 상품의 소비가 가능하고 세계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다른 문화권 사람들

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  수 과 히 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숙함 혹은 능력

(competences)으로서의 코즈모폴리터니즘으로 설명되기도 한다(Vertovec & Cohen, 2002). 

이 차원에 집 한 연구들은 주로 다른 나라의 문화, 상품, 취향에 한 심과 정  태도, 실제 

소비 행동 등을 응답자들에게 질문한다(Cannon & Yaprak, 2002; Jain & Etgar, 1977; 

Riefler & Diamantopoulos, 2009; Saran & Kalliny, 2012). 

에서 언 된 부분의 연구들과 측정 항목들은 우리 삶의 개방  태도 역  일부만을 

측정- 를 들면 이민자와 타인종에 한 개방  태도만을 측정하거나(윤리  지향), 소비의 특

성만을 측정(문화  지향)하여 코즈모폴리턴 정향으로 분석-하거나, 서로 다른 차원들을 구분하

지 않고 한 항목으로 합산하여 분석(코즈모폴리턴-로컬의 이분법  구분)함으로써 삶의 다양한 

역에 걸쳐 있는 개방성의 다차원성을 포 하지 못했다. 를 들어 개인이 다른 나라의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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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이슈에 심이 많고 그것들을 자주 소비하면서도 인권이나 환경과 같은  지구  문제 해

결을 한 력에 극 이지 않을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의 권리 신장에 한 태도가 

정 이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오로지 윤리  차원만이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부

는 아닐 것이다. 한 외국인 혹은 외국 방문 경험이 거의 없지만 타자에 해 개방 인 사람이 

있다면, 그가 외국 방문을 자주하며 로벌한 소비와 경험을 즐기는 사람보다 코즈모폴리턴 정향

이 꼭 낮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윤리  역과 문화 (생활양식) 역에서의 다름에 한 

개방성 정도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분석할 때 일상에서의 코즈모폴리

턴 특성을 좀 더 포 으로,  동시에 세 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코즈모폴리터니

즘에 한 측정은 코즈모폴리터니즘의 다차원성을 포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새로운 차원 제안: 국  미디어 이용과 용  커뮤니 이션 태도

앞서 언 했듯이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이주 외국인을 비롯한 낯선 타자들이 증하면서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상호이해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커뮤니 이션과 미디어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질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

회 환경에서 고정 념과 편견을 이고 용  태도를 증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디어와 커뮤니

이션의 요성을 주장해왔다. 커뮤니 이션 기술과 미디어 이용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 밖의 

소식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그들과 교류할 기술 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에서 타자를 향

한 인지와 공감을 기본으로 하는 코즈모폴리터니즘 상과 한 연 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

불어 코즈모폴리턴  행 는 타자와의 커뮤니 이션의 방식으로 실천되는 것이기에 커뮤니 이

션의 문제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의 다차원성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을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희조, 2011). 본 연구에서는 커

뮤니 이션의 문제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수동 이며 우연한 

노출 주의 국 인 미디어 이용을 넘어서서, 개인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을 얼마나 만나고 교류하며, 다양한 의견과 국  이슈를 어느 정도 극 으로 하는지를  반

하는 ‘ 국  미디어 이용’ 차원이다(Mihelj, Zoonenm, & Vis, 2011). 두 번째는 자신과 다

른 타자와의 커뮤니 이션에 어떤 태도로 응하는지를 반 하는 ‘ 용  커뮤니 이션 태도’ 차원

이다(Golebiowska, 1995; Scheufele, Hardy, Brossard, Waismel-Manor, & Nisbet, 

2006).



다차원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 175

(1) 코즈모폴리턴 정향으로서의 ‘ 국  미디어 이용’ 

코즈모폴리턴과 로컬을 이분법 으로 구분했던 선행 연구들은 두 집단 간의 차이 으로 (1) 심

과 정보가 자신의 지역 커뮤니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커뮤니티 밖을 향해 있는지, 그리고 (2)미

디어를 포함하는 정보의 출처가 커뮤니티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에 주목한다(Merton, 

1964; Singh & Beal, 1967). 이러한 구분이 처음에는 지역  국가 맥락 안에서 주로 이루어

졌지만, 차 지구  수 으로 확 되었다(Hannerz, 1990). 이처럼 개인이 가지는 개방  태

도와 미디어 이용 간의 연 은 오래 부터 언 되어왔다. 우리는 이러한 구분이  미디어 환

경에도 용될 수 있을지에 해 비 으로 검토해야 한다. 1960년 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미디어 환경이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가령 매스미디어 시 와는 달리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미디어가 주도하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선택 이고 주체 이고, 코즈모폴리턴

인 국  미디어 이용의 가능성이 커졌다(Boltanski 1999; Chouliaraki, 2008; Neuwirth, 

Salmon, & Neff, 1989; Silverstone 2007). 몰리와 로빈슨(Morley & Robins, 1995)은 

세계화를 우리가 타자 혹은 이방인이라고 간주했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  증가하는 것이

라고 설명하면서, 커뮤니 이션 기술의 로벌화는 개인들이 자신과 다른 타자들의 존재를 더 잘 

인지하게 만들어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으로 고민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국민정체성 

개념을 구성하는데 있어 매체, 특히 신문과 텔 비 의 요한 역할을 강조했던 빌 이

(Belay, 1996) 역시 지구라는 범 가 하나의 상호작용 공간이 되어가는 이 변화가 사람들의 문

화  정체성 형성에 있어 지역주의를 월하도록 만들지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국  미디어를 통해 확장된 연결과 소통의 새로운 환경은 개인들로 하여  사회 , 문화

 실재로서의 코즈모폴리터니즘을 경험  한다. 개인 수 에서 실행되는 미디어의 국  이용

은 여러 종류의 타자성이 우리의 일상 안으로 섞여 들어오도록 하고, 먼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에 한 공감과 동일시를 더 쉽게 유도할 수 있다(Chouliaraki, 2008; Silverstone, 

2007). 특히 텔 비 이나 라디오, 인쇄매체와 비교했을 때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커뮤니 이

션 기술은 코즈모폴리터니즘 경험을 확장하는 잠재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물론 사람들은 인터

넷 등장 이 부터 다른 나라의 책, 음악, 화, 뉴스, 문화 상품들을 이용해왔고 이블 방송 등

을 통해 먼 타국으로부터의 뉴스나 미디어 내용을 소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엔 개인들이 

매스미디어가 일방 으로 달하는 외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직  인터넷

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소식이나 문화 콘텐츠를 찾고, 소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내용의 공유와 재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한 비용이나 시간 제약 없이, 국가  경계를 

넘어 심 있는 타자들과 계를 형성하고 유지해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개인들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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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다른 문화, 익숙하지 않은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에 자신을 친숙하게 만들 수 있는 기

회를 거의 제한 없이 갖게 된 것이다(Mihelj et al., 2011). 심지어 미디어의 국  이용이 가

능한 환경은 정치  코즈모폴리터니즘의 발 을 한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국  공론장

의 등장까지도 기 하게 만들었다(Mihelj et al., 2011). 이처럼 낯섦을 익숙함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이 요하다고 볼 때, 개인이 일상에서 뉴미디어를 이용하며 자신을 다름과 

차이에 능동 으로 노출시키는 정도는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필수 인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젠킨

스(Jenkins, 2006)는 로벌 컨버 스와 함께 탄생한, 인터넷을 통해  지구  콘텐츠를 소비

하고 공유하는 이들을 팝 코즈모폴리턴(pop cosmopolitan)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즉, 미디어를 

이용하는 특정한 방식이 코즈모폴리턴을 규정하는 요한 특성이자 기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코즈모폴리턴 정체성과 미디어의 국  이용 패턴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한계는 미디어

의 국  이용을 측정함에 있어 단순히 평소에 외국의 미디어 채 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다른 

나라의 화나 책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 소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에 치우쳤다는 

것이다(Delwiche, 2006; Jeffres et al., 2002).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미디어의 국  이

용 패턴을 특정한 연구들은 종종 서로 다른 상반된 결과를 제시해 오기도 했다. 가령 제 스 

등(Jeffres et al., 2002)은 문화 으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할수록 코즈모폴리턴 정체

성과 다른 문화에 한 용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반면 델비체(Delwiche, 2006)

는 코즈모폴리턴 정향과 로벌 미디어 이용 간의 계가 통계 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외국 미디어 채   콘텐츠의 수동  노출 정도를 측정했던 한계

를 보완하여, 개인이 얼마나 극 으로 다른 나라의 이슈  뉴스를 찾아보며  해외의 여러 

조직과 모임들,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을 맺고 있는지를 추가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즉 수동  노

출보다는 극 인 이용에 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의 측정은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가능성을 반 하는 것이다. 타국의 미디어 콘텐츠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통 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보다 

한 단계 나아가 자신이 미디어를 통해 주체 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소식, 그리고 타자  타

집단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특성을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한 차원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코즈모폴리턴 정향으로서의 ‘ 용  커뮤니 이션 태도’ 

카스텔(Castells, 2000)은 문화  다양성이 부각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  정체

성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로토콜과 그러한 커뮤니 이션을 수행할 개인과 집단의 

능력 문제가 보다 더 요해진다고 설명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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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션을 통해 조정과 조율을 이 가는 활동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코즈모폴리터니즘

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월하는 커뮤니티를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무

엇보다 필수 인 요소는 타자와의 차이에 한 침묵과 방 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를 가로지르는 

커뮤니 이션일 것이다. 델란티(Delanty,2009)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코즈모폴리턴 상

호작용은 단순히 말하기뿐 아니라 타자를 향한 듣기를 통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능하

게 하는 반성 이고 비 인 순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한 차원으로

서 다루어질 커뮤니 이션 태도는 타자가 옳을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타자를 향하는 경청의 태

도이자 이러한 커뮤니 이션의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다름에 한 개방성을 실제 타자와의 소통의 문제로 근한다는 에서 용  커뮤니 이

션 태도는 앞에서 언 한 윤리  차원(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 문화  차원( 국  

소비)과 구분된다. 윤리  코즈모폴리터니즘은 민족 /문화 으로 서로 다른 타자들 간의 다양

성  공존에 한 도덕 인 태도와 믿음의 측면에 을 둔다(Pichler, 2009). 따라서 민족

/문화  타자에 한 신뢰, 환 , 거부, 공존의 조건 등에 을 두지만, 실제 그들과 어떤 방식

으로 소통하는지의 측면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문화  차원 역시 선택과 소비에 있어서의 다양성

에 을 둘 뿐 타자에 한 윤리  심이나 헌신, 그들과의 소통 방식 등을 반 하지는 않는

다(Delwiche, 2006). 

그 다면 코즈모폴리턴 정향으로서의 커뮤니 이션 태도는 구체 으로 어떤 특성을 포함해

야 할까? 코즈모폴리터니즘을 논함에 있어 보편 인 가치와 지역 인 가치 모두의 요성을 주

장했던 에피아(Appiah, 2006)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화에서 필수 인 조건은 이성 인 토

론이나 논쟁이 아니라 나와 화를 하고 있는 이방인에 한 호기심과 익숙해짐이라고 보았다. 

차이와 경계를 가로지르는 화의 끝이 만족스러운 합의나 결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 보

상이 크지 않더라도 타자와의 커뮤니 이션은 계속되어야 한다(Rönnström, 2011). 화는 ‘함

께 존재함’을 한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과 배움에 필수 인 역할을 한다. 보편 이어야 할 가치

들 그리고 지역 이어야 할 가치들 속에서 우리는 이들의 요성에 순서를 부여하는 기 에 한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 간의 화가 필

수 인 것이다(Appiah, 2006). 어쩌면 커뮤니 이션의 종착 에서 융합과 합의와 일치에 도달

할 것이라는 희망이 오히려 타자와의 커뮤니 이션에서 장애물이 될지 모른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 이션은 결과로서의 합의보다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용  

태도가 더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는 긴 토론을 통해 도출된 논

리  주장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이해의 방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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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임으로써 진 으로 얻어지는 것이다(Appiah, 2006). 다른 배경과 을 가진 사람들과의 

커뮤니 이션은 그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한 우리가 공유

하는 것과 공유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코즈모폴리턴 정향으로서의 커뮤니 이션 차원을 측정함에 있어, 합의 여부 혹은 상 방

의 주장에 한 이해도와 같은 화의 결과나 메시지의 논리성보다는 나와 다른 배경  을 

가진 사람과의 커뮤니 이션에서 가지는 용  태도에 집 하고자 한다. 

용  커뮤니 이션 태도라는 차원을 구성하기 해서는 우선 소통에서 용이 가지는 의

미를 조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사회 인 용은 나와 다른 의견이나 가치 을 가

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Kobayashi, 2010). 용에 한 연구들은 특

정 소수 그룹에 한 태도뿐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가치 /의견을 가진 주변 사람들

에 한 태도로 그 범 를 확 해왔다(Kobayashi, 2010). 이동훈(2009)은 묵인하거나 간섭하

지 않는 수 을 넘어서 나와 다름에 한 인정과 상호교류에까지 나아가는 극  개념으로 용

을 바라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극  의미의 용은 결국 차이를 가로지르는 커뮤니 이션을 시

도하려는 노력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용은 커뮤니 이션 참여자와 그

의 메시지에 한 태도를 포함해야 한다(이동훈, 2009). 한혜경(2005)은 용을 좀 더 커뮤니

이션 상황에 맞추어 정의하 는데, 소통 상 의 메시지와 표  방식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해

당 메시지가 자신과 동등한 조건에서 표 돼 다른 참여자들에게 알려질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라고 설명한다. 용에 한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코즈모폴리턴 정향 차원 

 하나로서 커뮤니 이션의 용  태도를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비롯해 나와 다른 가치 , 다

른 배경과 문화, 다른 을 가진 사람들과의 화에서 상 방의 존재와 그의 의견을 존 하는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소개했던 에피아의 주장처럼, 타자와의 커뮤니 이션은 그 결과

로서의 성과나 메시지의 질보다는 화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해와 공감, 서로에게 익숙해짐에 

그 의의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코즈모폴리턴 정향으로 구성되는 커뮤니 이션 태도 차원에는 

‘타자의 에 한 경청과 존 ’, ‘타자와의 화를 거부하지 않는 태도’, ‘타자의 의견이 옳을 

수 있고 따라서 나의 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지 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본 연구에서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의 하  차원으로 제안하는 ‘윤리  차원’, ‘문화  

차원’, ‘미디어 이용 차원’, ‘커뮤니 이션 태도 차원’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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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4가지 하  차원은 하나의 상  개념(코즈모폴리턴 정향)으로 묶일 수 있는가?

3. 연구 방법

1) 연구의 차 

새로운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 로 측정하고 있는지, 즉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에 있어서 심리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통 으로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거 련 타당도(criterion-relation validity),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 등으로 나

어 확인하는 것이 일반 이다(김수 , 2016; 김 욱․장유진, 2015; Bresnahan, Lee, 

Sith, Shearman, & Yoo, 2007; Lachlan & Spence, 2007). 본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 타

당도를 기 으로 다음과 같은 척도 개발  검증 차를 진행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선행 연구에서 련 개념들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비 으로 검

토하고 련 문항들을 수집하 다. 선행 연구에서 련 개념을 잘 다루지 않았거나 문항 구성이 

어려운 경우 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혹은 개별 인터뷰를 통해 문항을 추출하

기도 하는 만큼(김운용․김석우․구경호, 2017; Bresenahan et al., 2007), 서울 내 세 지역 

(마포구 성산동, 등포구 림동, 용산구 용산2동) 주민들을 상으로 지역마다 4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의 주된 목 은 세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다름을 경

험하는 방식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척도 개발을 목 으로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방인에 

한 생각과 느낌, 일상에서 그들과 교류하는 방식, 그리고 코즈모폴리턴에 한 이해 정도를 자

유롭게 답하도록 하 다. 이 때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 단어들은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여러 차원들을 구성하는 질문 항목들에 반 했다. 세계시민사회나 코즈모폴리터니즘이라는 개념

에 한 주민들의 이해 정도는 었으나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방인, 외국인 등에 한 생각이나 

행동은 비교  구체 으로 응답했다. ‘거부감이 든다’, ‘무섭다’, ‘돈을 벌어간다’, ‘한국 경제에 도

움이 된다’, ‘문화가 다르고 말이 서툴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어야 한다’, ‘말을 먼  걸어

주려고 애를 쓴다’ 등의 표 들이 다듬어져 척도에 추가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문헌 연구와 포커스그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축된 비 문항에 한 

사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서울 소재 한 학교의 학부생 100명  마포구 소재 한 교회의 장

년층과 노년층 80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사 설문 조사에서 확인된 질문 이해도와 설문의 

흐름에 한 응답자들의 피드백  평가는 설문 수정 단계에 반 되었다. 특히 코즈모폴리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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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실증  연구들이 주로 유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문항들이 한국 상황에 맞지 않거

나 용어가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한 제거  수정 작업이 필수 이

었다. 한 이 과정에서 커뮤니 이션 문가 집단(커뮤니 이션학 공 학원생들  교수들)

으로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명확성, 측정문항의 반 성과 간결성 등에 한 지속 인 검토

와 리뷰를 받았다.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문항은 좀 더 구체화하고, 의미가 복되는 문항은 합

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비문항 총 29개가 추출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문항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본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수행했다.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데이터의 요인 구조를 살피고, 측

정 항목들의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을 기 으로 하지 않은 항목들을 제거했다. 이

게 최종 선정된 척도가 연구자들이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화한 개념의 요인 모형(즉 내재

된 요인 차원  변수 간의 계)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마지막 단계로, 연구자가 정의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다른 거변수와 얼마나 서로 

상응하는지를 회귀분석모형으로 확인하 다. 이 단계에서 코즈모폴리턴 정향과 정 (+)인 상

계가 나타날 것으로 기 되는 거변수로 응답자의 ‘해외여행/해외 출장의 빈도’와 ‘외국인 지

인의 정도’를 선택하여 분석했다. 

2) 다차원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의 비문항

본 연구에서는 코즈모폴리턴 정향 차원을 구성하기 하여, 코즈모폴리턴을 실증 으로 구별하

고자 했던 선행 연구들의 주된 측정 항목들을 크게 ‘문화  차원’, ‘윤리  차원’으로 분류하 다. 

여기에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새로운 차원으로 ‘미디어 이용 차원’과 ‘커뮤니 이션 태도 차원’을 

추가하여 총 4가지 하  차원으로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비문항 29개를 구성했다(<Table 1> 

참조). 각 차원별 구체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차원: 국  소비(transnational consumption)

첫 번째,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문화  차원’은 그동안 소비자학이나 마 에서 주로 개념화되었

던 소비와 문화생활에 있어서의 코즈모폴리턴 특성을 담는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cultural)’

라는 단어가 가지는 범 한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기존 측정 문항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

 소비라는 좀 더 구체 인 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의 척도를 수집하고 수정  

보완하 으며(Cannon & Yaprak, 2002; Riefler & Diamantopoulos, 2009; Rief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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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antopoulos, & Siguaw, 2012; Robins & Zill, 1997; Saran & Kalliny, 2012), 

본조사  비문항 8개가 추출되었다. 척도를 구성하는 주된 내용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

품이나 상품을 소비하는 행동이 응답자에게 주는 의미와 실제 소비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들이다. 

구체 인 진술문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나는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통에 다가가기 해 

일부러 노력한다(C1)’, ‘나는 다른 나라 출신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C2)’, 

‘다른 나라의 제품을 하는 것은 나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다(C3)’, ‘나는 다른 나라의 다양한 제

품을 이용하는 것을 즐긴다(C4)’, ‘나는 외국의 책, 화나 음악을 소비하는 것을 좋아한다(C5)’, 

‘나는 다른 나라의 고유 음식에 도 하는 것을 좋아한다(C6)’, ‘나는 다른 나라에서 소비되는 상

품들을 써보는 것이 좋다(C7)’, ‘나는 해외 상품  제품을 자주 구매한다(C8)’등이다. 각 진술

문마다 5  척도(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 다)로 응답하도록 하 다. 

(2) 윤리  차원: 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openness to ethical/cultural others)

두 번째 코즈모폴리턴 정향인 ‘윤리  차원’은 유럽의 규모 사회조사들이 측정하고자 했던 것으

로 외국인, 이민자 등 나와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한 개방성이 포함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이라고 개념화했다. 이 차원의 척도들 역시 선행 

연구들의 설문 항목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 으며(Olofsson & Ohman, 2007; Pichler, 

2009, 2011; Roudometof, 2005), 척도를 구성하는 주된 내용은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 외

국인 노동자, 난민, 다문화 가정 등에 한 응답자의 생각이나 느낌( 를 들면, 거부감이나 공감, 

존  등)을 담은 진술문으로 이에 한 동의 정도를 측정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한국에 거

주하는 외국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5  척도로 응답/E1)’, ‘한국 사회 안에 다양한 인종과 민

족이 사는 것에 한 생각(10  척도/①우리나라를 더 살기 나쁜 곳으로 만든다 ⑩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E2)’을 질문했다. 그리고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난민, 다문화 가

정 등에 한 진술문들에 각각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5  척도로 체크하도록 했다. 해당 진술문

은 ‘거부감이 든다(E3)’,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E4)’,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이 된다(E5)’, 

‘우리 사회에서 존 받아야 한다(E6)’으로 비문항이 구성되었다. 이  E2 문항인 ‘한국 사회 

안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사는 것에 한 생각’은 10  척도에서 5  척도로 변환하고, ‘거부감

이 든다’는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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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이용 차원: 국  미디어 이용(transnational use of media)

세 번째 코즈모폴리턴 정향인 ‘미디어 이용 차원’은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국 인 정보와 모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데 우연한 노출이 아닌 극 인 이용에 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차원의 이름을 ‘ 국  미디어 이용’이라 명명했다. 미디어의 국제  이용이나 

국  미디어 채  이용 방식을 측정하고자 했던 선행 연구들의 방식을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

정하 다(Delwiche, 2006; Jeffres et al., 2002).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용 만족도보다는 실

제 이용 행동의 극성과 빈도를 담고자 했으며 수동  노출보다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능동  

이용의 측면이 항목에 반 되도록 질문을 구성하 다. 척도를 구성하는 주된 내용은 응답자가 인

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얼마나 자주 1) 해외의 콘텐츠, 이슈, 뉴스, 정보 등을 

하고 게재  공유하는지, 2) 외국인들과 친구를 맺거나 화하고 있는지, 3) 해외의 단체, 기

, 모임, 그룹 페이지 등에 팔로우 하거나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있다. 비문항은 총 

7개로, 구체 인 진술문은 ‘나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의 소식, 정보, 상, 이슈 등을 자주 찾

아본다(M1)’, ‘나는 다른 나라의 웹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자주 방문한다(M2)’, ‘나

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국인들과 친구를 많이 맺고 있다(M3)’, ‘나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다른 나라의 이슈  정보, 상, 국제 뉴스 등을 자주 하거나 게

재하거나 공유한다(M4)’, ‘나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서 해외의 단체, 기 이나 모

임, 그룹 페이지 등을 팔로우하거나 참여한다(M5)’, ‘나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서 

해외 유명인들의 소식을 자주 하거나 게재하거나 공유한다(M6)’, ‘나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핸드폰 앱 등을 통해 외국인들과 화를 나 다(M7)’ 등이다. 각 진술문마다 5  척도(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 다)로 응답하도록 하

다.

(4) 커뮤니 이션 태도 차원: 용  커뮤니 이션 태도(tolerant communication attitude)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커뮤니 이션 태도 차원’은 앞서 우리가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비롯해 나와 

다른 배경과 문화, 다른 가치 , 다른 을 가진 사람들과의 화에서 상 방과 그의 의견을 

존 하는 태도로 정리하 다. 화의 성과나 합의 가능성, 메시지의 논리성보다는 화의 과정에

서 나타나는 태도에 본 연구가 을 두고 있기에, 이 차원에는 ‘타자의 에 한 경청과 존

’, ‘타자와의 화를 거부하지 않는 태도’, ‘타자의 의견이 옳을 수 있고 따라서 나의 을 수

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을 측정 항목을 포함시켰다. 한국사회의 소통의 질에 

한 여러 선행 연구들의 논의와 측정 항목들을 수정하 고(노성종․민 , 2009; 이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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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2015; 이종 ․최윤정․조성겸 2015), 척도를 구성하는 주된 내용으로는 자신과 다른 문

화, 다른 을 가진 사람들과의 화를 꺼리지 않는 정도,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경청하고 

존 하는 정도 등을 담았다. 총 8개의 비문항이 추출되었으며 구체 으로 ‘나는 나와 다른 문

화/다른 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T1)’, ‘나는 나와 다른 문화/

다른 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시간을 써서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T2)’, ‘나는 나와 다른 

문화/다른 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T3)’, ‘나는 나와 다른 문화/다른 

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편이다(T4)’, ‘나는 나와 다른 문화/다른 을 가

진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여 나의 생각을 수정하기도 한다(T5)’, ‘나와 의견이 완 히 다른 사

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T6)’,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나와 화

하길 바라는 외국인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  의향이 있다(T7)’, ‘이웃에 외국인이 살면 먼  인

사를 건네거나 화할 의향이 있다(T8)’ 등이다. 각 진술문마다 5  척도(①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 다)로 응답하도록 하 다.

Dimension Items Mean(SD)

[Cultural 

orientation]

Transnational 

consumption 

C1: When traveling, I make a conscious effort to get in touch with the local culture 

and traditions
3.66(0.82)

C2: I like having the opportunity to meet peopl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3.59(0.92)

C3: Having access to diverse products coming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is valuable to me. 3.62(0.84)

C4: I enjoy being offered a wide range of products coming from various countries. 3.56(0.86)

C5: I like consuming books, movies, and music from various other countries. 3.52(0.96)

C6: I like trying out traditional dishes other countries. 3.64(0.96)

C7: I like trying out things that are consumed elsewhere in the world. 3.58(0.85)

C8: I often buy products from other countries. 3.09(0.97)

[Ethical orientation]

Openness to 

ethical/

cultural others

E1: How much do you trust foreigners living your country? 3.18(0.64)

E2: What do you think of living diverse ethnic groups together in one country? 6.23(1.71)

E3: (about migrants, foreign workers, refuge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 feel uncomfortable with them. (reverse)
3.40(0.91)

E4: (about migrants, foreign workers, refuge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hey are essential parts of our country.
3.04(0.73)

E5: (about migrants, foreign workers, refuge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 sympathize with their difficulties.
3.42(0.78)

E6: (about migrants, foreign workers, refuge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hey deserve more respect in our country.
3.40(0.76)

Table 1. Multi-dimensional Scale of Cosmopolitan Orientation (preliminar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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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본조사의 데이터 수집을 해 리서치 문회사의 패 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서울시에 거

주하는 만 19세 ~ 59세 남녀를 상으로 실시했다(조사기간: 2018년 4월 30일-5월 9일). 설

문조사 링크를 클릭하여 최종 으로 응답을 완료한 총 557명의 데이터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

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 특성상 ‘사회  바람직성 편향’ 가능성을 최 한 제거하려 노력했다. 용과 

소통의 질문들은 모두 사회  바람직성 편향에 강한 향을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의 질문마다 여기에는 올바른 답이 없다는 , 바람직한 답을 찾지 마시고 귀하의 평소 

Dimension Items Mean(SD)

[Media use]

Transnational use 

of media

M1: I often look for news, information, video clips, issues from other countries. 3.18(0.90)

M2: I often visit websites, Facebook, Instagram, etc. from other countries. 2.28(1.03)

M3: I have a lot of friends with foreigners through the Internet community or social 

media. 
2.42(1.14)

M4: While using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I frequently access, post, or share the 

issues, information, videos, or news from other countries. 
2.64(0.98)

M5: While using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I follow or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stitutions, meetings, or group pages, etc. 
2.37(1.03)

M6: While using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I frequently access, post, or share the 

news of celebrities abroad. 
2.54(1.04)

M7: I have conversations with foreigners through the Internet, social media, and 

mobile phone applications.
2.32(1.07)

[Communication]

Tolerant 

communication 

attitude

T1: I like to have conversation with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or perspectives. 3.47(0.79)

T2: I try to listen to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or perspectives. 3.22(0.83)

T3: I try to understand the thoughts of people with different cultures or perspectives. 3.58(0.74)

T4: I tend to think in terms of people who have different cultures or perspectives. 3.50(0.78)

T5: Sometimes I change the way I think by accepting the thoughts of people with 

different cultures or perspectives. 
3.43(0.78)

T6: I think people who have completely different opinions also have the right to 

express their opinions.
3.80(0.78)

T7: Even if it is un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well, if there is a foreigner 

who wants to talk to me, I am willing to talk with him.
3.74(0.79)

T8: If a foreigner lives in my neighborhood, I am willing to greet or talk first. 3.28(0.90)

Note. The respondents provided their answers using mainly a five-point scale from (1) ‘never’ to (5) ‘very frequently’ or a 

five-point scale ranging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except of item E2. E2 was measured with a 

ten-point scale from (1) ‘It makes my country a worse place to live’ to (10) ‘It makes my country a better place to live’ and it was 

recalculated to five-point scale for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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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행동을 기 으로 응답해달라는 문구를 한 정도로 반복하 다. 한 설문 내용이 학술

 통계분석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의 유출이 없다는 도 강조했다.

1) 분석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557명의 성별(남성 50.4%, 여성 49.6%)과 연령 (20  25.7%, 30  

28.2%, 40  24.1%, 50  22.1%)에 따른 분포는 비교  집단별로 비슷한 사례 수를 보 다. 

월 평균 가구 체 소득 수 은 평균 8.67(SD = 4.89, Max = 17, Min = 1/ ⑧400-449만 

원, ⑨450만 원-499만 원)이었으며,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9.5%), 학교 재학(7.2%), 

학교 졸업(65.2%), 학원 재학(3.1%), 학원 졸업 이상(14.9%)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의 정치  성향 평균값은 3.81로, 응답자들이 체 으로 ‘③다소 진보 ’과 ‘④ 립 ’ 사이의 성

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탐색  요인분석(EFA)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한지를 확인하기 해 우선 구형성 검정값을 확인

했다. KMO(Kaiser-Meyer-Olkin) 표본 합도 값은 .93이었고, 바틀렛(Bartlett) 구형성 검

정값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KMO 표본 합도 값이 .8 이상이고 바틀렛 단 행렬 검

정값의 유의확률이 .05이하이므로 본 데이터는 요인분석에 하다고 단할 수 있다(노경섭, 

2019; 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주성분분석방법, 베리맥스 방법을 이용해 

탐색  요인분석을 진행했고 분석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은 총 4개로 나

타났다(<Table 2> 참조). 

비문항들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자들이 측한바와 같이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하

차원별로 묶이는 모습을 보 으나, 요인부하값이 .40 미만이거나 둘 이상의 요인에 .30 이상

의 요인부하값을 동시에 나타낸 문항은 최종 문항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다(C1, C2, C8, E5, 

M1, T2, T8). 그 결과 총 22개의 측정 항목으로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가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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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척도의 기술통계  신뢰도 검증

확인  요인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평균값과 표 편차, 정규분포 조건을 

검했고 이에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 조건(왜도 < 2, 첨도 < 4)

Item number
Factors 

Communality
1 2 3 4

C1 .03 .44 .52 .05 .47

C2 .20 .46 .52 .16 .55

C3 .11 .28 .75 .14 .67

C4 .16 .18 .82 .10 .74

C5 .23 .18 .71 .09 .61

C6 .13 .25 .71 .13 .60

C7 .12 .25 .81 .11 .74

C8 .37 .11 .68 .04 .61

E1 .18 .07 .20 .64 .49

E2 .17 .05 .16 .75 .62

E3 -.02 .15 -.01 .61 .39

E4 .11 .12 .00 .70 .51

E5 .05 .31 .06 .51 .36

E6 -.02 .29 .18 .61 .49

M1 .50 .40 .32 .12 .52

M2 .74 .15 .28 .08 .65

M3 .84 .09 .13 .09 .74

M4 .79 .13 .12 .09 .66

M5 .88 .10 .11 .07 .80

M6 .82 .05 .15 .09 .71

M7 .85 .12 .13 .07 .76

T1 .22 .69 .29 .16 .63

T2 .33 .67 .28 .16 .66

T3 .19 .76 .23 .16 .68

T4 .14 .76 .18 .19 .66

T5 .15 .73 .17 .13 .60

T6 -.13 .71 .16 .16 .57

T7 .00 .70 .28 .19 .45

T8 .33 .48 .13 .31 .60

Eigen value 10.39 3.35 2.19 1.60

% of variance 17.36 17.10 16.03 9.96

Cummulative % 17.36 34.44 50.47 60.43

Table 2. Factor loadings from EFA of Cosmopolitan Orientat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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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코즈모폴리턴 정향 각 차원의 평균값을 보면, ‘ 용  커뮤니

이션 태도’, ‘ 국  소비’, ‘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 ‘ 국  미디어 이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4>는 코즈모폴리턴 정향을 구성하는 4가지 차원별 문항 간 신뢰도 검증을 해 문

항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 coefficient α)를 산출한 결과이다. 각 차원별 신뢰도는 .75에

서 .92의 범  내에 놓여있어 요인 내 문항 간 동질성이 높고 내  합치도가 양호한 수 임을 확

인했다. 체 내  일치도는 .90이다. 

요인 간의 상 분석표는 <Table 5>와 같으며, 모든 요인들 간의 상 계수가 통계 으로 유

의미했다. 가장 높은 상 계는 .56( 국  소비- 용  커뮤니 이션 태도), 가장 낮은 상

계가 .25(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 국  미디어 이용)이었다. 요인 간 상 계수가 

무 높은 경우 연구모델 상에서 서로 다른 변수라고 단할 수 없고 사회연구조사에서는 보통 

.3의 수 에서 상 계수들이 구성되는 것이 하다는 에서(노경섭, 2016), 한 요인 간 모

든 상 계가 .8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서로 독립 인 계임을 확인했다(김수 , 2016; 김

욱․장유진, 2015; Kline, 2005). 

Mean(SD) Skewness Kurtosis

Cosmopolitan 

orientation

Transnational consumption 3.58(0.73) -0.45 0.56

Openness to ethical/cultural others 3.23(0.54) -0.28 0.94

Transnational use of media 2.50(0.89) 0.35 -0.76

Tolerant communication attitude 3.59(0.61) -0.42 0.82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Cosmopolitan Orientation Dimensions

Cronbach’s coefficient α

Cosmopolitan 

orientation

Transnational consumption .89

Openness to ethical/cultural others .75

Transnational use of media .92

Tolerant communication attitude .90

Table 4.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of Cosmopolitan Orientation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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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  요인분석(CFA)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된 총 22개의 문항을 상으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

했다. 확인  요인분석의 목 은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화된 개념의 내재된 요인 차원  

변수 간 계를 확인하는 것이며 특히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개발한 척도의 타당성을 검

토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검토를 바탕으로 설정한 다차원  코즈모폴리턴 정

향의 요인 구조(‘ 국  소비’, ‘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 ‘ 국  미디어 이용’, ‘ 용

 커뮤니 이션 태도’)가 수집된 자료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해 M-PLUS를 사용하여 여러 

요인 모형의 모델 합도를 비교했다. 모델의 합도는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2검증보다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과 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인 증분부합지수 

TLI(Tucker-Lewin Index), 상  합도 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합

도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s) 이 3가지 지수를 사용하

다. TLI와 CFI 값은 0.9 이상이면 좋은 합도라고 단하며,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

은 합도, .05 ~ .08 사이면 한 합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k, 1993; Hu &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의 비교 모형은 총 3가지이다. 우선, 요인 차원의 구분 없이 22개의 측정항목

들이 하나의 잠재변수를 반 하고 있는 <모형 1>(single factor model)과 22개의 문항을 설명

하는 4개의 요인(‘ 국  소비’, ‘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 ‘ 국  미디어 이용’, ‘ 용

 커뮤니 이션 태도’)으로 구성된 다차원요인모형(4-factors model)인 <모형 2>를 비교한다. 

이는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가 연구자의 이론 /개념  측 로 4개 요인의 코즈모폴리턴 하  

차원 구성을 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함이다(연구문제 1). 이 단계에서 <모형 2>의 합

도가 통계 으로 좋은 수 을 나타낸다면, 다음 단계로 22개의 문항을 설명하는 4개의 요인(‘

국  소비’, ‘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 ‘ 국  미디어 이용’, ‘ 용  커뮤니 이션 태

도’)과 이 4개의 요인을 설명하는 1개의 상  요인(코즈모폴리턴 정향)으로 구성된 계  2차 

Variables 1 2 3 4

1. Transnational consumption - .33** .39** .56**

2. Openness to ethical/cultural others .33** - .25** .44**

3. Transnational use of media .39** .25** - .30**

4. Tolerant communication attitude .56** .44** .30** -

*p ＜ .05. **p ＜ .01. ***p ＜ .001.

Table 5. Correlation Matrix of Cosmopolitan Orientation Dimensio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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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모형(second-oreder model)의 합도를 검증한다(연구문제 2). 계  요인 분석 모형

의 합도가 안정 이고 개념 으로 후행변수의 측력을 지니고 있다면 계  요인 분석 모형

이 이론 검증에 효과 이다(김윤용․김석우․구경호, 2017; Hair et al., 2014.). 즉 이론  

논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가 4가지 하  차원으로 통합된 구성개념임

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Table 6>은 <모형 1>(single factor model)과 <모형 2>(4-factors model)의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두 모형의 증분부합지수, 상  합도 지수,  합도지수를 이용하여 모

형의 합 여부를 평가한 결과이다. 22개의 측정문항을 하나의 잠재변수로 연결시킨 <모형 1>의 

합도 지수들은 모두 통계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 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4가지 요인으

로 구성된 <모형 2>의 경우 χ2= 674.958(df = 203, p ＜ .001), CFI = .930, TLI = 

.921, RMSEA = .065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합도 수치를 보여주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4가지 하  차원 구분과 각각의 측정은 앞에서 제시한 행  기 을 

체 으로 만족하는 수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모형 2>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해 추가 으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평가했다. 수렴 타당도는 동일한 요인을 

측정하는 여러 개의 척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정 요인에 한 측정 변

수들의 요인부하량이 높고(표 요인부하량 .5 이상) 통계 으로 유의하면, 그 측정변수들 간에

는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엄격한 방법으로는,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값을 확인하기도 한

다(Hair et al., 2006). AVE는 표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크기가 .5이상일 때, CR(표 요인부하량 합계의 제곱을 표 요인부하량 합계의 제곱과 오차분

산의 합계로 나  값)은 .7 이상일 때 수렴타당도를 갖는다고 받아들여진다.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Χ2(df) TLI CFI RMSEA (90% C.I.)

Model 1 

(single factor model)
3453.206(209) 0.469 0.520 0.167 (0.16, 0.17)

Model 2 

(4-factors model)
674.958(203) 0.921 0.930 0.065 (0.06, 0.07)

Table 6. Comparison of Model Fit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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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의 각 요인별 측정변수들의 표 화 요인부하량은 모두 .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 으로 유의 이므로, 측청변수들 간에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AVE 값, 

CR 값들도 체로 합한 기 (AVE ＞ .5, CR ＞ .7)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기 에서

의 수렴타당도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의 경우 

AVE 값은 다소 기 에 못미치나 표 요인부하량과 CR의 기 은 충족하 으므로 수용가능한 

것으로 단된다(임효진, 2017). 

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평가의 상이 되는 두 잠재변수 각각의 AVE와 

그 두 잠재변수 간의 상 계제곱을 비교하여 두 AVE 값이 모두 상 계제곱보다 클 때 별

타당도가 있다고 평가한다(Fornell & Larker, 1981). 본 연구의 코즈모폴리턴 정향 하  차

원 요인들에 해당 방법을 용한 결과, 모든 이스에서 AVE 값이 해당 요인들 간의 상 계수 

제곱값보다 높게 나타나 별타당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모형 2>의 합도 검증이 통계 으로 만족할만한 수 으로 확인되었기에, 22개의 문항을 

설명하는 4개의 요인(‘ 국  소비’, ‘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 ‘ 국  미디어 이용’, 

Item Factor B β SE AVE CR

C3 ←

Transnational

consumption

1.00 .79 .02

.62 .89

C4 ← 1.10 .84 .02

C5 ← 1.04 .72 .02

C6 ← 1.06 .73 .02

C7 ← 1.07 .84 .01

E1 ←

Openness to 

ethical/cultural others

1.00 .63 .03

.38 .75

E2 ← 1.57 .75 .03

E3 ← 1.15 .52 .04

E4 ← 1.01 .57 .04

E6 ← 1.05 .56 .04

M2 ←

Transnational

use of media

1.00 .74 .02

.67 .92

M3 ← 1.26 .84 .02

M4 ← 0.99 .77 .02

M5 ← 1.18 .88 .01

M6 ← 1.10 .81 .02

M7 ← 1.20 .87 .01

T1 ←

Tolerant

communication

attitude

1.00 .73 .02

.55 .88

T3 ← 1.04 .81 .02

T4 ← 1.10 .81 .02

T5 ← 1.00 .74 .02

T6 ← 0.87 .64 .03

T7 ← 0.99 .72 .02

Table 7.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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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커뮤니 이션 태도’)과 이 4개의 요인을 설명하는 1개의 상  요인(코즈모폴리턴 정향)

으로 구성된 계  2차 요인 모형(second-order model)인 <모형 3>의 확인  요인분석을 실

시했다. 이는 측정된 1차 요인들이 다시  하나의 공통된 2차 요인을 측정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측정된 1차 요인들 사이에 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이 있는지를 확

인하는 단계이다. 일반 으로 일차원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러 개의 1차 요인을 통하여 2차 요인

을 측정한 경우 1차 요인분석(Model 2)보다 2차 요인분석모형(Model 3)의 합도가 나빠지게 

된다(김수 , 2016). 계  2차 요인 모형이 식별되기 해서는 최소한 3개의 1차 요인이 있어

야 하며, 1차 요인은 각각 최소한 2개의 측정변수를 가져야 한다(Kline, 2005). 본 연구의 모형

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만일 계  2차 요인 모형(Model 3)의 합도 지수가 만족

할 만한 수 으로 나타나 채택가능해진다면, 각각의 1차 요인들은 측가능한 변수로 변환하여

도 연구 결과의 왜곡을 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다른 변수들과의 계를 살

펴보는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모형의 간명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신건권, 

2016). 정리하면, 계  2차 요인 모형을 분석하는 이유는 여러 개의 잠재변수들(1차 요인들)

을 하나의 통합된 변수(2차 요인)로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의 1차 요인분석에서 구축한 4개의 하 요인(model 2)은 상 개념인 코즈모폴리

턴 정향의 구성요인이므로, 하  요인과 상  개념을 포함한 고차 요인 모델(model 3)을 설정

하여 계  2차 요인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이 경우 하 요인별로 각각 합도를 확인하는 것

보다 모든 요인과 찰변수들을 한꺼번에 분석하여 합도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우종

필, 2012) 이차 요인 모형의 모든 하 요인과 문항을 한꺼번에 분석하여 합도를 산출했다. 분

석을 통한 모형의 합도 지수는 <Table 8>에, 계  요인 모형의 경로계수는 <Figure 1>에 

제시했으며 모든 문항의 경로계수의 값은 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df) TLI CFI RMSEA (90% C.I.)

Model 3 

(second-order model)
684.099(205) 0.920 0.929 0.065 (0.06, 0.07)

Table 8. Model fit of Second-Order Model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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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cond-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cosmopolitan orientation.

4개의 하  차원이 하나의 상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모형 3>은 χ2 = 684.099(df = 

205, p ＜ .001), CFI = .929, TLI = .920, RMSEA = .065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합도 

수치를 보여주었다. 한 2차 요인이 1차 요인에 미치는 향력도 모두 유의했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다차원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의 계  구조가 타당함을 제시하고 있다. 

5) 거 련 타당도(criterion-relation validity) 검증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한 다차원  코즈모폴리턴 척도의 타당성 검토 작업의 마지막 단계

로, 다른 거변수와의 계를 회귀분석모형으로 확인했다. 기  거변수로 선택한 항목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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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여행/해외 출장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와 ‘외국인 지인이 얼마나 되는지’에 한 응답(5  리

커트 척도)이다. 여러 선행 연구들은 다름에 한 개방성과 개인의 높은 사회경제  수  간의 

한 연 성을 보여 다(안상수, 2015; 이재완, 2013; Vertovec & Cohen, 2002; 

Olofsson & Ohman, 2007). 이들에 따르면, 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

이 낮을수록 다양한 역에서의 문화 /민족  다름에 한 수용 정도가 높다. 한 일종의 체화

된 문화자본(Bourdieu, 1986)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국외 체류경험들, 외국인들과의 교류 

경험, 그리고 이와 한 연 을 가지는 외국어 활용 능력 역시 국 인 미디어 이용 활동에 

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김호 ․홍남희, 201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근거로, 이 두 

가지 변수는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4가지 하  차원들과 정 (+)인 계가 나타날 것으로 기

되었다. 인구사회학  변수와 함께 분석한 회귀모형의 결과는 <Table 9>에 제시했다. 

인구사회학  변수들을 살펴보면, ‘ 국  소비’는 연령이 낮고 교육 수 이 높을수록, ‘

국  미디어 이용’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고 교육수 이 높을수록, ‘ 용  커뮤니

이션 태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해당 정향 차원이 높은 수 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냈다. 거 

변수인 해외여행 혹은 해외출장을 경험하는 정도와 외국인 지인을 알고 지내는 정도는 측한 바

와 같이 모두 4가지 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ransnational

consumption

Openness to 

ethical/cultural 

others

Transnational

use of media

Tolerant

communication

attitude

Step 1. control variables 

 Gender .05 -.05 -.12** .05

 Age -.29*** -.06 -.09* -.09*

 Educational level .12** .01 .11** .08

 Income level -.01 -.06 .02 -.04

 R2 .09 .00 .03 .01

Step 2. criterion variables

 Overseas travel .31*** .16*** .21*** .19***

 Foreign acquaintances .18*** .15** .39*** .24***

 ΔR2 .15*** .06*** .23*** .11***

Total R2 .25 .07 .26 .12

Note. The values in the table are standardized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coefficients.

*p ＜ .05. **p ＜ .01. ***p ＜ .001.

Table 9.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criterion-relation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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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본 연구는 다차원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를 구성하여 그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했

다. 실증  코즈모폴리터니즘 연구들의 논의와 측정 항목을 바탕으로 ‘문화  차원: 국  소비’

와 ‘윤리  차원: 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을 정리  구성하 고, ‘미디어 이용 차원: 

국  미디어 이용’과 ‘커뮤니 이션 태도 차원: 용  커뮤니 이션 태도’를 새로운 하  차원

으로 제안하 다. 확인  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통해 개념  구조를 설정한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의 4가지 하  차원 구분과 각각의 측정은 통계 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

의 데이터 합도를 나타냈다.

기존의 코즈모폴리터니즘 논의가 주로 개념 /이론 으로 이루어졌던 것에서 나아가, 실증

 분석을 한 측정 도구로 다차원  코즈모폴리턴 정향을 구성하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 다는 

에서 본 논문은 학술  의의를 갖는다. 코즈모폴리턴 정향을 측정하고자 했던 선행 연구들의 

부분은 규모 사회조사의 질문 항목  코즈모폴리터니즘 개념에 가까운 것을 골라 분석에 사

용하는 안 인 측정을 시도하거나, 로벌한 소비 패턴 혹은 이민자에 한 태도 등 단일 차원

만을 측정하는 한계 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은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여러 의미와 역들을 정

리하고, 선행 연구들의 측정 도구들을 비 으로 평가  수정하여 측정 차원을 구성하 다. 다

름과 용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요성과 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존 코즈모폴리턴 측정 논의

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디어 이용과 커뮤니 이션의 특성을 코즈모폴리턴 정향에 추가하

여 좀 더 개인의 일상과 하면서 다양한 실을 포착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  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본 연구의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는 실증  지표로서, 이질성과 타자

가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코즈모폴리터니즘 상과 변화의 지도를 그리고 기록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 한다. 체계 으로 수집된 실증  지표들은 효과 인 정책 수

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코즈모폴리터니즘 척도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요

한 이슈가 되고 있는 타자에 한 오, 배제, 갈등 등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한 책을 세

우는 과정에 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국  정치기구나 인류공동체, 다문화정책에 한 시민들의 정치 /정책  입

장을 직  묻는 것도 요하지만, 개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름에 한 개방성의 정도와 그

것의 사회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는 에서 본 논문이 소개하는 척도는 실질 인 

의의를 갖는다. 세계화 이후 등장한 국  문제들의 해결 주체들로 주목받아온 상들은 주로 

각 나라의 정부  도시, 국제 력기구, 다국  기업, 국가 이며 비정부 인 조직과 리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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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과학자 집단 등 정치사회  그리고 경제  엘리트들이었다(한상진, 2017; 

Archibugi, 1998; Archbugi & Held, 2011; Beck, 2004; Blok & Tschotschel 2015; 

Delanty, 2005; Held, 2000).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차원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는 세계

화라는 사회  환경에서 개인들이 낯섦과 다름에 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선택해 살아가고 있

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실증 으로 고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코즈모폴리터니즘 상

을 거시  수 뿐 아니라 미시  수 에서도 포착하여 코즈모폴리터니즘의 개념과 실에 한 

더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다름에 한 개방성과 개인의 사회경제  수  간의 한 연 성을 

보여 다(안상수, 2015; 이재완, 2013; Olofsson & Ohman, 2007; Vertovec & Cohen, 

2002). 이들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 /민족  다

름에 한 수용 정도가 높다. 본 논문에서도 척도타당성 검증의 추가 인 측면으로 인구사회학  

변수와 각 차원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 문화  차원( 국  소비)과 미디어 이용 차원( 국  

미디어 이용)의 평균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원 모두 다른 문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능력 혹은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코즈

모폴리턴 정향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계화 시 를 살아가는 개방 인 

태도  행동으로서의 코즈모폴리턴 정향이 개인에게 일종의 자본처럼 새로운 경쟁력으로 활용

될 가능성을 보여 다. 언어/문화/지리  경계를 넘나들며 교류할 수 있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에게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코

즈모폴리턴 정향의 계층 간 격차, 세  간 격차, 성별 간 격차, 도시나 나라 간의 격차 등을 면

히 분석하는 작업은 세계화 시 의 불평등 상을 설명하는 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차원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가 미디어/커뮤니 이션 연구 분야에

서 가지는 함의와 활용 가능성을 몇 가지 논하고자 한다. 커뮤니 이션 연구의 가장 기본 인 질

문은 차이와 다름의 간극이 소통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지, 그 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

의 조건과 방식, 과정은 무엇인지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름과 차이가 물리 으로, 시각

으로 극명하게 경험되는 다문화 실을 맞이하여 그간 미디어/커뮤니 이션 연구들은 주로 미

디어에서 이주민이나 다문화가 재 되는 방식에 을 맞춰왔다(김경희, 2009; 김 란․유단

비․김지윤, 2009; 김유정․김용찬, 2015; 김 희․김도연, 2019; 김태 ․윤태진, 2016; 양

정혜, 2007; 이상길․안지 , 2007; 채 길, 2009). 좀 더 실증 인 근으로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가 실제 다문화수용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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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 정․안재웅․이상우, 2013; 허윤철․임 호․조윤용, 2018).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개방성 역  윤리  차원, 본 연구의 척도를 기 으로 하면 민족 /문화  타자

에 한 개방성만을 다루었다. 앞서 우리가 논의해왔듯, 개인들은 삶의 다양한 역에서 서로 다

른 수 의 개방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런 을 고려하면 코즈모폴리터니즘에 한 상 분석이 

더욱 역동 으로 확장될 수 있다. 를 들어 이주민이나 다문화가 재 된 미디어 콘텐츠의 시청

은 개인의 코즈모폴리턴 정향  어느 차원에 향을 미치는가? 다문화 콘텐츠의 단순한 소비는 

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보다 국  소비나 국  미디어 이용에 더 직 인 향

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면 어떤 방식의 미디어 재 과 소비가 실제 윤리  차원의 코즈

모폴리턴 정향을 높일 수 있는 것일까? 혹은 미디어에서 재 된 이주민, 다문화 실을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방식에 개인의 코즈모폴리턴 정향 수 과 형태가 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 시청

과 소비를 넘어 실제 타자를 한 시민  행동과 참여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코즈모폴리턴 정향

의 각 차원들이 다른 수 의 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다차원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는 다문화 실을 상으로 하는 미디어/커뮤니 이션 연구들이 상의 과정과 조건, 효과를 

더 구체화하고 실증 으로 근하도록 도움을  수 있다. 

한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는 다름을 수용하는 능력 지수로서 다양한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의 발생, 리, 해결의 과정을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척도는 민족

/문화 /국가  경계로 구분되는 타자에만 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특히 용  커뮤니

이션 태도는 나와 생각이나 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 방식을 측정하고 있고 있다. 도시 내 다

양성, 이질성의 증가로 우리는 일상에서 포섭과 배제를 한 경계 짓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갈등 이슈를 둘러싼 개인  집단의 이해 계가 갈등의 

이유  진행 과정에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개인이 다름에 해 어느 정도 개방

인지의 여부 역시 상을 분석하는데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나와 다른 문화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도, 타자에 한 평소의 생각, 국  미디어 이용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들, 나와 

이 다른 사람과의 화 경험 등은 갈등을 정의하고, 받아들이고, 상 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름과 갈등을 극복하는 개인  

혹은 지역  역량으로서 코즈모폴리턴 정향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그 에 실제 코즈모

폴리턴 정향이 높은 사람들이 갈등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특히 어떤 차원의 정향이 이와 

한 련을 가지는지가 먼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역마다 다름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체 인 지도를 그리는 통시  작업 역시 가능하며, 이는 지역 간 격차와 그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름을 수용하는 능력은 결국 커뮤니티 내 갈등을 해결하고 리하는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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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다름에 한 개방성을 체계 으로 측정하고 분류할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척도는 다문화 실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 리를 한 도시 행정  

실천 방향 설정의 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커뮤니 이션 기술(특히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이 민족 /문화 /국가  경계를 넘

어서는 다양한 소통과 참여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들(윤성이, 2009; Bennet & Segerberg, 

2012; Pfister & Soliz, 2011; Sobre-Denton, 2016)을 마주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

은, 기술 자체는 이야기의 반만을 다룰 뿐이며 나머지 반을 들여다보기 해서는 개인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다. 뉴미디어와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개인의 특성은 늘 고려되어야 한

다. 어떤 사람에게 해당 커뮤니 이션 기술이 이용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Kim et 

al., 2019). 새로운 커뮤니 이션 기술이 우리 안의 다름을 부각하며 사람들을 분열시킬지, 아

니면 다름을 구분 짓는 경계를 확장하여 더 큰 커뮤니티로의 지향성을 유도할지(Kim et al., 

2019)를 상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코즈모폴리턴 척도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코즈모폴

리턴 정향이 높은 사람들, 즉 일상에서 다름에 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미디어와 커

뮤니 이션 기술을 통해 경계를 부수는가? 그 다면 다차원  척도의 어떤 차원이 그 역할을 주

도 으로 하는가? 반 로 이 정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코즈모

폴리턴 정향의 다차원  특성을 반 하여 이용자들을 여러 집단으로 구분해 분석하는 작업도 가

능할 것이다. 를 들어 문화  차원의 정향은 높지만 상 으로 윤리  차원의 정향은 다소 낮

은 사람들, 혹은 미디어 이용이나 커뮤니 이션 차원에서의 개방성만 특히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미디어로 실제 국 인 시민 참여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뉴미디어와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

달이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세계시민  참여와 국 인 연 를 진하는 코즈모폴리턴 정향의 

하  차원은 무엇인가? 이처럼 다양한 질문 제기와 실증  분석이 가능하며, 이는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왔던 커뮤니 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시민참여 효과 연구들의 변을 확장시키는 시도가 

될 것이다. 

몇 가지 연구의 한계 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를 제안하며 을 맺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서베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이기에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 응답자의 편

향된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보면 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80% 이상으로 고학력 집단이라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코즈모폴리턴 정향 분석에 있어

서 개인의 사회경제  수 이 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본 논문에서 

나타난 코즈모폴리턴 정향 수 은 고학력 집단의 특성이 반 된 결과라는 을 해석시 유의해야 

한다.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이 평균 으로 ‘ 립 ’과 ‘다소 진보 ’ 사이를 보 던 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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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 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방지를 한 노력을 했음에도 연구의 주제가 사회  바람직

성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도 고려되어야 한다. 코즈모폴리턴 정향 항목들에 한 응답에 

있어서 사회  바람직성 편향을 피하기 해 설문 곳곳에 자신의 생각과 실제 행동에 기반하여 

솔직히 응답해달라는 문구를 제시하 으나, 그럼에도 ‘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 ‘ 용

 커뮤니 이션 태도’와 같은 차원은 실제보다 다름에 한 개방성이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하며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 을 극복하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문화  차원인 국  소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상품을 소비하는 행동이 응답자에게 주는 의미와 실제 소비하는 정

도에만 을 맞추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의 문제를 넘어 더 넓은 의미의 국  문화 경험

(방문, 술 경험, 환경 체험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학

이나 마 학에서 주로 다루어 온 소비 주의 코즈모폴리턴 측정 방식에 문화자본(Bourdieu, 

1986)의 개념을 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용  커뮤니 이션 태도 차원을 측정할 때에 문화

의 차이와 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나눠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가 의도한 

것은 응답자의 의사소통  개방성을 체 으로 측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화의 차이와 

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응답자에 따라 응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다

른 나라 사람과의 화는 꺼리지 않지만 나와 정치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화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 연구에서 소개된 척도를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표본 데이터를 통해 반복검증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갈 수 있다. 본 연구의 데

이터는 서울이라는 특정한 맥락을 바탕으로 수집되었다. 각 도시  국가마다의 역사 /사회 /

문화  특성은 개인의 다차원  코즈모폴리턴 정향에 향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척도는 다양한 사회  맥락들에서 반복 으로 검증되고 확인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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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

미디어 이용과 커뮤니케이션 태도를 중심으로  

조아라

(연세 학교 커뮤니 이션 연구소 연구원)

김용찬

(연세 학교 언론홍보 상학부 교수)

세계화와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민족 /문화 /국가  경계를 넘

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다름’의 문제는 이제 어느 곳에서나 요한 화두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실증  선행 연구들을 비 으로 검토하여, 다름에 한 개방성을 개인 수 에

서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차원(

국  소비)’, ‘윤리  차원(민족 /문화  타자에 한 개방성)’, ‘미디어 이용 차원( 국  미디어 이용)’, 

‘커뮤니 이션 태도 차원( 용  커뮤니 이션 태도)’ 등 4가지 하  차원으로 구성된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를 제안하 으며 통계  검증을 통해 차원 구성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 다. 연구를 한 데이

터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했다(N = 557). 확인  요인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 새로 제안한 다

차원  코즈모폴리턴 정향 척도의 하  차원 구성과 측정은 통계 으로 받아들일만한 수 의 양호한 데이

터 합도를 나타냈다.

핵심어: 코즈모폴리터니즘, 코즈모폴리턴 정향, 미디어 이용, 커뮤니 이션,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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