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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제성장과 세계화로 인해 우리나라로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

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

루기 위해 편견완화를 목표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영상물이 활용되고 있다. 영상물은 학생들에게 이주노동

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유용하

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정 주제나 내용을 강조하는 영상물 프

레이밍은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편견을 고착화 하거나 강화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기

보다 자신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대상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에서 활용된 영상물은 이주노동자를 ‘동정

이나 연민’의 대상, ‘도움을 받아야하는 존재’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프레

이밍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이 본래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활성화시켜 편견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에서 활용되는 영상물의 프레이밍과 학생

들이 본래가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감과의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

해 영상물프레이밍과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영상물 교육에 대한 논의, 영

상물 프레이밍과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었던 대상에 대한 태도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주 가 설] : 서로 다른 영상물 프레이밍은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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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가설 1] 사전 사회적 거리감이 같은 경우, 서로 다른 영상 프레이

밍은 사후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을 다르게 한다.

보조 가설 2] 사전 사회적 거리감이 다른 경우, 서로 같은 영상 프레이

밍을 사용해도 사후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은 다르다.

가설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4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무능․동정’ 과 ‘유능․존경’ 프레이밍의 영상물을 활용하여 유사 실

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검증을 거친 결과, 주가설 , 보조가설 1, 2

는 채택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

던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영상물의 프레이밍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활용되었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영상물 프레

이밍을 반성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은 영

상물 프레이밍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함으로써 학생들

의 편견을 완화하는 영상물 프레이밍을 제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감과 영상물 프레이밍과

의 상호작용을 밝혀냈다는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학생들을 영상

물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

식하여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영상물 프레

이밍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냈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문화

교육이 실시되는 교육현장에서 찾아냈다는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

은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긴 했지만 그것을 교육

현장에서 찾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활

용되는 영상물 프레이밍과 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과의 영향력을 분석함



- iii -

으로써 다문화 교육에서 활용되는 영상물 프레이밍의 문제점을 밝혀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

요하다. 먼저 연구 대상을 인천지역으로 한정한 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

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영상물 프레이밍을 활용하여 사회적 거

리감을 줄일 수 있는 프레이밍을 제안해야 하며, 일회적인 유사 실험연

구가 아니라 여러 번의 영상물 프레이밍에 학생들을 노출시켜 학생들의

내적인 태도 변화까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다문화 교육, 프레이밍 효과, 이주 노동자, 학생들이 본래가

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편견, 태도

학 번 : 2010-2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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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문화적 교류

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 결혼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10)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주 외국인들은 140만 명이 넘으며 이주노동자1), 결혼이주 여성이 해마다

10%씩 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피부색, 외모, 국적은 물론, 가치관까지 다른 수많은 사람

들과 공존해야 하는 ‘다문화 사회’ 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

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느냐?’ 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인종이나 문화를 존중해주는 자세나 이들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부족하여 이주민을 편견을 갖고 대하거나 차별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 가족부(2012)의 연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

한 찬성 비율은(36%) 유럽(74%)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단일민족’이라

는 불합리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민들 중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강하게 갖고 있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노포비아

(Xenophobia)2)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낮은 공존의식과 부정적인 태도를

1)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단순 기능직에 근무하고 있고, 출

신국이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인 사람들로 한정

하고자 한다.

2) 이방인 혐오 현상인 '제노포비아'(Xenophobia)가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퍼지고 있다. 이는 특히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인터넷 카

페 '다문화정책반대'는 회원 수가 6700여명에 달한다. 이와 유사한 카페가 10

여개에 이른다(한국일보,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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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고자 정부와 각 교육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특히 다문화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과에서는 학생들의 편견

완화를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효율적인 다문화 교육

을 위해 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주노동자를 단지 ‘불쌍한

사람’ ‘연민의 대상’ 이라고 여기고, 그들은 ‘무능력’하고 ‘불결한’ 사람들

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형성하게

된 이유로는 크게 영상물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

주노동자를 직접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영상물(TV,신문, 사

진, 동영상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미지를 형성하

기 때문이다. 3)

또한 대상에 대한 특정 내용을 강조하고 주제를 부각시키는 ‘프레이밍’

은(Hier & Greenberg, 2002, p. 425-427) 학생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혹

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rke, 2002; 정의철, 2009, p.3에서 재

인용). 따라서 영상물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이주노동자

를 어떠한 주제로, 그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지 그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주노동자를 다루는 영상물의 주제나 내용들은 이들을

도와줘야한다는 도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 ‘동정 ․ 연민’ 프레이밍

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이주노동자를 ‘시혜의 대상’ ‘가난

을 피해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 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즉, ‘동정 ․ 연민’ 프레이밍은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이주노동자

에 대한 지식이나 감정을 재확인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요인으

로 작용될 수 있다(장효정, 2008:, p.36; 오경석, 2008, p.35; 김학희, 2010,

p.33; 한건수, 2003, pp. 119-140). 왜냐하면 학생들은 영상물의 내용과

자신만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때

3) 에글리와 카이트는 개인이 특정 집단에 접촉할 기회가 적을 경우 영상매체

(TV, 신문 등)를 통해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 할 수 있다고 한다(Eagly

& Kite,1987, pp. 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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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본래 가지고 있던 인지, 신념과 정보가 일치할 경우 기존의 태도를

활성화시켜 대상의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물 활용 시 프레이밍과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편견을 완화하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영상물이 이주노동자들

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영상물 프레이밍이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태도에 따라 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상물 프레이밍별로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과 영상물 프레이밍

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무능․동정’4)과 ‘유능․존

경’ 이라는 각각의 프레이밍이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

감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비교,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도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실험 연구들(이로사, 2010; Smith, 1994)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사전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와 영상물 프레이

밍 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4) 본 연구의 ‘무능 ∙ 동정’ 프레이밍은 백선기(2002;2005), 이로사(2010)의 연구에

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 분석 시 사용한 ‘동정․연민’ 프레이밍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단 ‘동정․연민’ 프레이밍을 프레이밍과 편견의 행동적 요소인 사회적

거리감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감을 구성하는 인지와 감정의 요소

를 고려하여 ‘무능․ 동정’ 이라는 용어로 재정의 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유능․존

경’ 프레이밍은 편견을 완화시키는 사회 심리학 이론들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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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영상물이 이주노

동자를 ‘동정․연민’ 프레이밍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동정․연민’ 프레이밍은 이주노동자를 불쌍한 이

미지로 재현하여 학생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동정․연민’

프레이밍은 학생들이 기존에 이주 노동자들을 나약한 존재, 무능력한 존

재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본래 가지고 있던 편견과 일치하는 정보를

확인시킴으로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거나 견고히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학생들은 영상물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의 인

지구조 안에서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영상물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학생들은 본래 자

신이 갖고 있었던 대상에 관한 ‛인지와 감정’ 을 바탕으로 영상물의 내

용을 편파적으로 지각하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영상물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효과는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태도에 따라 잘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중요성, 적절성(relevancy), 가중치(weight)를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프레

이밍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Nelson & Kinder,1996 shah,

D.1996, 이로사, 2010; 재인용)와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프레이밍 되는가

도 중요하지만 이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학생들의 본래 가지고 있던 태

도를 고려하는 것도 프레이밍 효과를 분석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일 있다

는 이론과 연구를(Moore et al, 1995; Smith, 1994; 조성준, 2008; 유진

아, 2006; 유창조, 2005; 조형오, 1999; 이로사, 2010) 바탕으로 연구 문제

를 설정하였다.

학생들 모두에게 ‘ 무능․동정’ 이라는 프레이밍을 제시하였을 때 본

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태도 형성이 다르게 될

수 있고, ‘ 유능․존경’ 프레이밍의 경우에서도 본래 가지고 있던 태도에

따라서 프레이밍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학생들의 사회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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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 정도와 영상물 프레이밍 별로 영상물 프레이밍 효과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알아보고자 하는 연

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 서로 다른 영상물 프레이밍은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

리감의 정도에 따라 사후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연구 질문에서 다루고

있는 각각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영상물 프레이밍효과를 양적 방법으로 측정

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서 활용되는 영상물 프레이밍과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 몇 가지

의의와 한계가 있는데 먼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능․동정’ 프레이밍의 문제를 파악하여 현

재 다문화 교육의 영상물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TV, 영화, DVD에서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또한 이러한 이미

지 재현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성찰하지 않고 영상물을 활

용하였다. 이러한 성찰 없이 단지 전체적인 편견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특정 주제나 내용을 제시하는 프레이밍이 학생들의 태

도 형성에 어떻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

다.

그러나 진정으로 편견을 완화시키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목표라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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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제, 가치, 내용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태도와 상호작용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무분별 하게 사용되고 있

는 ‛동정․연민’ 영상물 프레이밍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특정 주제나 내

용으로 이주노동자를 다룰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영상물을 활용한 교육에서 학생들 편견완화에 학생들이 본래가지

고 있던 태도와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학생 특성별로 편견을 완화시킬

수 있는 프레이밍을 제안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학생들은 영상물

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인

식하고 학생들의 인지구조 안의 정보처리 과정은 무시하였다. 그러나 학

생들은 백지 상태에서 대상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 감정, 태도 등 일련의 체계를 가진 상태에서 그 정보를 수용한다.

따라서 영상물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영상물이 제공하는 내용과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태도가 ‘인지구조’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

을 파악해야 한다.

즉,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프레이밍을 하느냐?’ 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개개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이 본래

갖고 있던 태도에 따라 영상물을 받아들이는 판단의 기준과 해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전 태도는 프레이밍 효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용자 특성과 프레이밍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학생 특성에 적합한 영상물 프레이밍을 제안할 수 있다는 의의

가 있다.

셋째,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편견의 행동적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하기 때문에 편견의 정도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연구들은 편견을 인지 감정 행동적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편견의 인

지적 영역인 고정관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편견은

대상에 대한 태도로서 인지, 감정, 행동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학생들은 표면적으로 자신이 편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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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질 때 편견이 있는 태도나 행

동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편견의 정도는 행동의사를 표현하는 사회적

거리감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영상물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편견이 완화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지만 인지

적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편견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없었다. 실제 양계민(2008)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85%가 ‘고정관

념이 없다’ 고 답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을 외국으로 추방해야 하는가? 라

는 구체적인 행동의사를 물었을 때는 과반 수 이상이 ‘그렇다’ 라고 답했

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행동적인 측면에서 강

한 편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구

체적인 ‘행동의사’ 인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에게

갖고 편견의 정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인천지역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천 뿐 만아니라 경기도 안산이나 서울 구로도 표본 집단으로 넣어야

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유사 실험 연구이다 보니 수차례 프레이밍 별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전 처치와 사후 처치를 시간을 두고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본인이 근무하는 인천 지역의 학교로 한정하였다.

둘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단 한 번의

영상물 노출로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를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을

단 한번 영상물에 노출 시킨 이유는 순수하게 영상물과 사회적 거리감과

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을 통제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영상물에 노출 횟수가 증가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

다. 그러나 내적인 태도변화는 1회의 영상물 프레이밍으로 달라지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실험 연구를 정교하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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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여러 번 노출 시켜 내적인 태도 변화 까지도 측정한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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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후 다문화 교

육의 목표인 편견 완화를 위해 간접경험 자료로 활용되는 영상물의 장점

과 영상물 프레이밍의 문제점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영상물 프레이밍

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이 서로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기 위해 영상물과 학생들의 본래 가지고 있던 태

도와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과 영상물 프레이밍과의 상호

작용을 밝혀내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어진 ‘무능․동정’ 프레이밍과 대조

되는 ‘유능․존경’ 프레이밍이 만들어진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1. 다문화 교육과 영상물 활용

이 절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증가에 따른 사회과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다문화 교육의 목표, 지향점을 제시한다. 또한 다문화 교육의

목표인 편견감소를 위해 사용되는 교수 전략을 살펴보고 이러한 방법에

서 간접 경험 자료로 많이 활용되는 영상물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논

의를 살펴본다.

1) 다문화교육의 지향점

우리나라는 3D업종의 기피, 고령화․저 출산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는 소수자들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

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편견을 가지고 있으

며 단일민족이라는 불합리한 신화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배타적으로 대하

거나 차별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주 노동자의 숫자는 지속적

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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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

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실천적인 다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다문화교육이 지

향하는 바에 대한 합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다문화

교육의 지향점을 둘러싼 ‘동화주의적 관점’(Assimilation approach)과 ‘다

원주의적 관점’(Multicultural approach)과의 갈등 때문이다.

전자는 이주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습득하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며, 후자는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인종 혹은 문화

간 차별이나 편견 해소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김연

권, 2010, p. 24).

‘동화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Hirsch, Bloom(1987)과 같은 미국의 보수

교육가들은 “주류 문화를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학교의 일차적

인 책임이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역사학자인 Schlesinger(1992)는 주류 문화에 기초한

교양교육을 주장하며 문화의 핵심을 전달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모

경환, 2010, p. 41. 재인용). 또한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다문화 구성원을 주류 한국사회 문화에 적응시키는데 초점을 맞

추는 것이고, 교육의 내용은 소수자들을 한국인화 시키는 것이다.

즉, ‘동화주의적 관점’ 에서는 다문화교육의 주된 대상이 주류 문화 동

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 문화 집단의 구성원으로 제한되고, 이들을 기

존사회의 문화에 적응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동화주의적 관점’은 소수 문화집단의 소외를 초래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모경환(2010)은 “ ‘동화주의적 관점’ 은

주류 문화의 가치나 내용을 주입하려 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간 편

견이 해소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지속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동화주의관점’은 주류집단의 관점에서 타문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수집

단을 이질적인 문화로 간주하고, 다수집단의 입장에서 소수집단을 포용



- 11 -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한다. ‘동화주의적 관점’ 에서는 소수집단

이나 문화에 대해 주류집단이 갖는 편견의 완화 보다는 소수집단이 다수

집단에 동화되는 적응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반대로 ‘다원주의적 관점’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 다양성의

장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다양한 문화 집단의 구성원이 차별 없이 공존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소수 문화 집단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다문화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다른 집단에 속한 구성

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은 지금까지도 ‘동화주의적 관점’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수집단에게 한국의 언어, 문화, 풍습을 알려주

고, 빠른 시간 내에 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다수

집단에게는 다른 나라의 음식, 놀이, 미술, 전통 등을 제안하는 것이 전

부였다.

즉,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은 ‘다원주의적 접근’에서 추구하는 편견 완화

나 다른 인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다수집단

에게 일회적이고, 단편적으로 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교육은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더욱 강

화하고 이주민들을 관용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

니라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 사회 주류 집단의 다수 학생들에게

는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균형 잡힌 다문화 교육을 요구한다(차경수․모

경환, 2008, pp. 421-436).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수자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동시에 주류 한국인이 소수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하며, 나아가 차별을 시정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야 한다.

‘다원주의적’ 관점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존중하며 다른 집단의 문화

도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이라는 믿음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동화주의 보다 윤리적 차원

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김연권, 2010, p. 25). 그러므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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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육은 ‘다원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른 인종, 문화에 대한 편

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목

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다문화교육에서 편견 감소 전략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하

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다문화 교육은 “편견을 감소시키고

민주적인 태도와 신념과 행동을 개발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Banks,

2002;44)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견이 있으면 다문화사회

에서 이주민을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형성할 수 없

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을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편견 완화를 목표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 져

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오해가 어렸을 때부

터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편견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 연구가들 및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이주

민들에 대한 편견을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

Bigler, Stephan & Vogt, Bank는 “다른 인종과 민족 집단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는 수업, 단원, 교수자료 등을 제시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긍

정적인 집단 간 태도(intergroup attitudes)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고 한다(Bigler, 1999; Stephan & Vogt, 2004; Bank; 2002, p. 34).

1960년대부터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은 학생들이 타 인종 집단에 대해 보

다 긍정적이고 관용적인 감정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장치에 대

해 연구해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민족적 ․ 인종적 집단에 대한 긍정

적 이미지가 학습 교재에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포함되면 학생들이 보

다 긍정적인 인종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모경환, 2010, p. 47).

즉, 학생들에게 소수집단에 대한 적합한 자료를 제시하고 교육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타 인종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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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Banks(2002)는 인종적 편견 감소에 대한 논문과 여러 연구에서

학생들의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002, pp. 155—156).

(1) 다양한 민족 ∙ 인종 집단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교재에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통합시켜라.

(2) 학생들을 다양한 인종 ∙ 민족 집단과 함께하는 간접 경험에 참여

시켜라. 영화, 비디오, DVD, 아동문고, 기록물, 사진과 같은 간접 경험

물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을

경험하도록 해라.

(3) 학생들을 직접접촉 상황에 체계적으로 참여시켜라.

(4) 다양한 인종 ∙ 민족 집단 출신의 학생들과 협동 학습 활동에 참여

시켜라.

이들 연구결과에서 협동학습, 간접 경험은 타 인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편견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협동학

습이란 직접적으로 이주민들과 함께 상호 협동과 의존을 통해 공동과업

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경험이란 영화, 비디오, DVD, 사진 등과

같은 영상물을 통해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협동학습은 공동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주민들과 직접접촉을 함으

로써 타 인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다른 민족이나 인종과 협동학습을 할 만큼

이주민의 숫자가 많지 않아 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주민을 직접 학교에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시

적으로 이루어지며 교사가 수업 전․후에 수업내용을 구조화하여 학생들

에게 제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간접경험을 이용하면 학생들에게 다른 민족과 인종에 대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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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동시에 교육활동을 사전에 구조화 하여 수업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결국 간접경험은 협동학습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간접경험으로서 활용되는 영상물의 경우 기존의 교육과정에 통합

하거나 다양한 교수 전략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학

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 할 때 교사들이 영상물을 가장 많이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5)

3) 영상물 활용의 장점과 문제점

일반적으로 영상물은 DVD, 영화, 만화, 사진 등을 말한다. 영상물은 영

상과 언어 및 음향을 통한 경험 세계의 재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습내용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다양한 시공간의 세계에 대

한 인식을 얻는데 유리하다. 또한 생동감 넘치는 음향효과와 영상의 이

미지는 학생들의 집중력과 관심을 유발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

해를 쉽게 한다(최종찬, 1998, pp. 46-47).

Heinich(1999)는 인간이 직접경험은 90% 보고 들은 것은 50%, 보기만

한 것은 30%, 읽기만 한 것은 10%를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한다고 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서 교사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상물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

(김연권, 최충옥, 2010, p. 178, 재인용).

구정화 외(2010)는 시각적, 청각적 요소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상물이

학생들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해주며,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및 공존을 위한 실천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영상물을 활용한 교육이 편견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

5) 김태현(2006)의 조사 결과는 DVD, TV,영화, 신문 순으로 영상물이 다문화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9)에서 초·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미디어의 보도 자료나 교육기

관의 영상물이 56%, 신문 12%를 차지하였다. 이윤정(2009)역시 비디오나 동

영상이(45%)다문화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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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다.

이들 연구를 살펴봤을 때 영상물은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학생

들의 동기를 유발하여 주의집중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상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단순화 하여 주

제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영상물은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

는 도구이다. 즉, 적절한 영상물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물은 수용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특성을 단순화하고 특정 주제가 부각되도록 줄거리를

간단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 이는 특정 대상이

나 집단에 대한 편견, 즉 한 대상에 대해 사회가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를 이들을 대표하는 속성으로 부과하고, 특정한 재현으로 이어지

게 한다. 이렇게 형성된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수용자가 직접적인 경험

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접할 경우, 이들에 대한 편파적인 지식이

나 감정을 갖게 될 수 있다(안정임 외, 2009, pp. 24-25).

다문화․다인종 현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생산 하는 미디어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주 노동자를 주제로 다룬 영상물

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활발하다.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한 미디어 재현

의 문제를 프레이밍 효과를 다루는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고 비판하면서 이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타자 화 하고 있다고

말한다(권금상, 2008, p. 34, 김수아, 2008, p. 52).

이들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이주 노동자를 특정한 프레이밍으로 재현하

는 것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이들을 무능력한 존

재이거나, 사회적 약자임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은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거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영상물을 무비판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영상물의 폐해로부터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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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특정 프레이밍으로 이주노동자를 재현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에서 활용되는 영상물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상 자료의 프레이

밍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학생 특성별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편견완화를 목표로

하는 다문화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들의 태도

이 절에서는 학생들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영상물과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태도와 편견의 구성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편견의 요소 중 행동의사를 나타내는 사회적 거리감은 이주민에 대

한 편견의 정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척도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1) 태도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이주민

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즉, 학

생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완화시킴으로서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하도록 하며 부정적인 태도가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사회과학이나

교육학 연구에서 태도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태도는 행동의 지표

나 예측지로 기능하고, 행동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개념”

(고용복, 1997: p. 196; Smith, Price, 1986; 김다영, 2008, p. 7)이기 때문

이다. 결국 태도는 대상을 수용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

은 연구에서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특히 편견은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서 편견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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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되고, 차별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마련하기위해 끊임없이 많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

더욱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이주민들과 공존의식을 갖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다문화 교육은 편견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는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도의 개념은 무엇이며 태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Myers(2008: p.891)은 “태도란 대상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

록 만드는 신념에 근거한 감정이다”라고 했으며, Fishbein(1966, pp.

199-223)은 태도를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부정적, 호의적,

비 호의적, 동의 거부 등의 느낌”으로 정의하고, 태도를 느낌이나 평가적

반응 행동으로 인식한다. Allport(1953)는 태도를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

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호의적,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 경

향이라고 정의한다(Allport, 1953;810).

이들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태도는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후천적으로 학

습에 의해 형성, 변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지적이든 감정적

이든 대상에 대한 평가적인 측면을 강하게 갖고 있다.

다양한 태도정의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자들은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

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어왔는데 이는 크게 3요인설과, 단일 요

인설로 구분된다.

먼저 3요인설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의 마음을 지(知), 정(情), 의

(意) 3요소로 분석해 오던 전통에 맞추어 태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요인설은 태도란 인지, 감정, 행동의도의 세 부분으로 구성

된다고 본다. 이들 요소 중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는 특정

태도, 대상에 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고들, 즉 대상에 대한 사

실들 및 신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지적 영역에는 대상물에 대하여 개

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포함된다. 둘째, 감정적 요소(Affective

Component)는 대상에 대한 모든 감정이나 정서들, 특히 대상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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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태도의 마지막은 행동적 요소

(Behavioral Component)이다(이진욱, 2011, pp. 12-14). 이것은 대상에

대한 개인들의 전반적인 행동적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상에 대한

감정 평가는 그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다.

태도를 단일요인으로 보는 이론은 평가적 측면, 즉 감정만을 중요한 요

소로 보거나 강조한다. 이 관점은 “태도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 대상, 문

제에 관한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의미하는 데 사

용되어야 한다”(Petty & Cacippo, 1981, p. 7)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감정 요소만을 태도로 간주하고, 인지 요소와 행동 의도는 각각 태도와

관계는 있지만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이 전체적인 태도

를 잘 대표하기 때문에 이것만을 측정하여 행동을 예측하려 한다. 태도

를 3요인으로 보느냐 단일 요인으로 보느냐를 둘러 싼 논쟁에서 현재는

태도를 3요인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Bagozzi & Burnkraut(1979)는 태도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항상

태도 대상에 관한 완전한 인지적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단일한 감정적 반응만으로 기존의 태도대상과 관련된 신념

의 전 영역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태도가 매우 복잡하고 분

화된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 태도와 태도 대상에 대한 인지적 구성요소가

고려될 때 행동이 더 잘 예측된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Schlegel(1975)은 사람이 태도 대상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수록 태도구

조의 조직은 더욱 위계적으로 복잡해지고, 그 구조는 단일한 정서적 요

인으로는 잘 설명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 복잡한 신념과 부분적으로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태도의 대상과 강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태도를 단일하

게 표현하는 것은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의적 요소들이 때로는 모순 될 수 있고 어

느 한 측면이 태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태도는 복

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태도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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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는 단일 요소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행동을 예측하는데 오류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는 인지, 감정, 행동의 요소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연구에서는 태도는 단일 요소만으로 이루어졌

다고 보고 감정만을 조직화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태도를 단순하

고 쉽게 측정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동기 때문이다(Dawer & Smith,

1985; Silberer, 1983; 고용복, 1997, p. 216). 한 사람의 태도를 감정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단일 요인설은 행동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

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행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태

도를 3요소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2) 편견

편견6)이란 우리가 어떤 집단의 구성원을 단순히 그가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를 받는 대상

은 불행하게도 그 개인적인 특질 또는 행동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이 아

니고, 미움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이훈구,

1995).

편견은 비합리적인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격체로서 존중

할 수 없으며,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게 되고, 심한 경우 차

별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김혜숙, 2001;홍용오,

2000, p. 8, 여성개발원, 2008). 편견은 조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인간

생활을 함께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편견을 좁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부

정적인 감정만을 의미하며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말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한 개인이 어떤 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

유만으로 그에 대해 갖게 되는 좋고 싫음의 태도라고 정의 한다(Allport

6) 편견은 긍정적 ∙부정적인 편견이 있지만(Aronson:2002, p. 311) 본 논문에서

는 부정적인 편견만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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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Taylor, Pepau & Sears, 2007, p. 467; 이하령, 2007, p. 9).

이미나(2008, p.74)는 편견이란 “상대방이 특정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

으로 취하는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라 했으며, Simpson &

Yinger(1985) “사실과 상관없이 사실을 무시한 채 형성되는 특정집단 혹

은 집단들에 대한 고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Aronson(2002)은

충분한 근거도 없고 잘못되고 불완전한 정보에서 나온 일반화에 근거를

두고 어떠한 집단이나 사람에 대하여 갖는 인식이나 태도라고 정의했다.

이들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편견은 잘못된 판단에 의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편견을 ‘태도’라고 정의 했을 때 편

견은 태도와 마찬가지로 구성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좁게는

‘감정’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론과 넓게는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

졌다고 보는 이론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견해 중 편견은 3가지 요

인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편견이 감정적 요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하

는 이유는 편견은 타인에 대한 정보의 주목, 회상하는 방법에도 근원하

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려 할 때 최소한의 저항, 지름길을 선택하는데 이 때 자신

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지적 틀을 이용한다. 즉, 기존의 인지적인 틀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그로 인해 잘못된 결론으로 비약하

기도 하므로 편견은 감정적인 요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훈구, 2002, p. 214)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실제 연구에서 편견은 감

정적인 요인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김혜숙(2001)은 성에 근거한 편견과 출신지역에 근거한 편견에 미치는

인지적, 감정적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성 편견은 감정이, 지역 편견은 인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밝혀졌다.

Bodenhausen(1998)는 가상적인 소송사건에서 배심원들에게 상대방의

인종을 다르게 제시했을 경우 어떠한 판단과 행동을 하는지 실험하였다.

그 결과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받았을 경우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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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대상에 대한 인지적 요소가 사회적 정보를 편협하게 만들어

편견을 형성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봤을 때 편견은 감정적인 측면의 요소만으로 이루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측면이 서로 연관되어 일정한 조직 구조를 이루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김혜숙, 1999, 2003)인지, 정서, 행동성향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Myers: 2008. p. 513; 이훈구, 2002, p. 209).

따라서 편견의 구성요소를 3 요인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적 측면은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이

고 추상적인 지식이며 고정관념으로 지칭된다. 인지적 구성요소는 집단

성원에 대한 신념과 기대를 합친 것 이외에 그들에 대한 정보가 처리되

고, 저장, 회상되는 방법 모두를 포함한다. Allport(1954)는 고정관념을

“특정 집단의 모든 성원들이 어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되

게 일반화시켜 믿는 신념들의 집합”으로 정의 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을 경우 소수집단이 갖고 있는 불평등한 지위와 역할을 자연스럽게 인

식하고 소수집단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당연하게 여긴다(윤인진, 2003, p.

23). 고정관념은 인간이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즉, 자신의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더욱 주목하고, 자신의 고정관념과 불일치

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 고정관념은 자신의 인지적 틀에 맞

는 정보를 잘 기억함으로써 자기 확인을 하는 과정이 된다(Aronson,

2002, pp. 326-328).

편견의 또 다른 구성요소는 감정이다. 이것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

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지칭한다. 다양한 사회 집단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그 집단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편견의 행동적 구성요소는 편견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성 또는 의도를 포함한다. 이러

한 경향성 또는 의도를 사회적 거리감이라고 하며 공개적으로 전환되면

차별이 된다(이훈구, 2002: p.213; 이광자, 2003;홍미연, 2011,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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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감을 편견의 행동적 측면으로 측정하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

감이 특정 집단이나 인종에 대한 친밀감을 ‘수용 가능한 사회적 접촉의

범위(행동의사)’로 측정하기 때문이다(홍미연, 2011, p.28).

이렇게 편견은 어느 한 요소로 설명될 수 없고, 인지, 감정으로 구성되

며 인지적 체계의 한계와 작용을 반영하는 동시에 깊숙이 내재된 강한

정서를 표현하는 개념이다(이훈구, 2002, p. 213). 또한 편견은 인지, 감

정, 행동적 측면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이하령, 2007; 김혜숙,2001, 2005; 김상학,2002;

홍미연, 2011).

이렇듯 편견은 대상에 대한 태도이고, 인지, 감정, 행동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어느

한 측면이 아닌 각 구성요소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측정해야 해야 한

다.

3)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

편견의 요소 중 사회적 거리감은 사람들이 특정 집단에 대해 갖고 있

는 편견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Richard, 1987:

p.30; 송영호, 2010: p.122; 송관재, 2006: p.313; 정진환, 2011, p. 11). 특

히 사회적 거리감은 편견의 행동적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행동의사’로서 대상에 대한 행동을 잘 예측해주기 때문이다

(Gibson, 1986; Krauss, 1995; 김상학, 2004, p. 171, 재인용).

Krauss(1995)가 “태도가 행동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태도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 태도와 행동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여 행동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편견의 행동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과 척도이다(김상학, 2004, pp. 171-173; 윤인성, 2010,

p.16). 즉 사회적 거리감은 대상에 대한 ‘행동 의사’로서 개인 간, 집단

간 관계나 편견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편견의 행동적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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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도구이다.

최초로 사회적 거리 개념을 적용하여 실증적 연구를 시도 했던

Bogardus는 “사회적 거리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감적 이해의 상

이한 정도로 개념화 된다”(1933, p. 266). 라고 말했다. 이러한 개념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감은 객관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면을 강조하

는 것으로 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공감적 이해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거리의 개념

은 개인적인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 가능한 개

념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Laumann(1965)이 사회적 거리의 정의와 측정방식을 둘러싼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지표 사이의 혼란을 피하고 대신 기존의 사회적

거리와 구별되는 사회적 거리감(Subjective social distance)이라는 새로

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념적 혼동을 해결하였다(김상학, 2004, p.

173). 그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감이란 “특정한 지위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멀고 가까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심리학의

많은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개인이 갖는 태도

(attitude)의 일종으로 파악한다(김상학, 2004, p. 174).

이처럼 사회적 거리감을 태도의 일종으로 간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태도의 어떤 측면을 사회적 거리감이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도는 단일 차원이 아닌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감을 어떤 특징을 가진 요소로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태도의 특정 차원으로 개념화

하는 것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구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

문이다.

태도의 한 측면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구체화 할 때 기존 연구에 사용된

측정 문항들은 공통적으로 행위자의 선택이나 행위여부를 묻고 있다. 사

회적 거리감을 측정할 때 ‘ 이웃으로 삼겠다.’ ‘ 식사에 초대 하겠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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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감정적 평가가 아닌 ‘사회적 관계 맺음을 허용하는 정도’ 와 같

은 구체적인 행동의 의도를 묻고 있다(황미애, 2008, p.21; 김상학, 2004,

p. 175).

사회적 거리감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행동의사를 묻는다는 것이고, 이

러한 점에서 행동과 직접 연관된 태도측정이다. 즉, 사회적 거리감은 인

종집단에 대한 수용 여부를 알아보는 척도로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의 행

동적 요소를 예측할 수 있으며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을 구체적으로 측

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3. 프레이밍 효과와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에서 활용되는 영상물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문화나 인종에

대한 정보, 이미지, 아이디어를 갖게 된다(Cortes, 2003: p. 172). 즉, 영상

물은 이주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확산 시키고, 다문화와 관련된 가치

와 태도 및 행동양식을 갖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문화 교육

에서 영상물은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영향

을 미치고(Bauder, 2008: pp. 102-105), 수용자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상물에서 재현된 이주민에 대한 내용을 그들의 지식, 태도, 가치, 믿음

체계와 관련하여 해석을 한다(Cortes, 2003, pp. 170-175).

Silverstone & Georgiou(2005)는 영상물이 대상에 대한 이미지와 이야

기를 만드는데 매개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그 내용이 이용, 반박, 저항 된

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Gibson(2004)은 영상물이 대상을 잘못 재현하

고, 덜 재현함으로써 이주민들을 무력한 상태를 유지 강화하는데 기여한

다고 한다.

이들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영상물 프레이밍은 이주민을 바라보는 특정

관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수용자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 이든

자신들의 사전 태도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다문화 교육에서 활용되는 영상물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레

이밍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를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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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이밍 효과

프레임(frame)은 최초로 심리학 분야에서 베이츤(Bateson, 1972)이 사

용했는데, 특정 틀에 맞는 내용은 포함하고 나머지는 배제함으로써 현실

인식을 돕는 인지 기제로 정의했다(이준웅, 2002, p. 85, 재인용).

베이츤이 사용한 개념을 빌려온 사회학자 고프만(E. Goffman, 1974)은

프레임을 ‘해석의 틀’ 혹은 ‘관점’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프레임의 개념을 미디어 연구자들이 그들 분야

에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프레임’이란 매스 미디어

가 현실의 어떤 측면을 선택하고, 강조하고, 설명하는 반면, 다른 것은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보도 성향을 말한다. 미디어 분야의 연구자들이

말하는 프레임의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엔트만(Entman, 1993) “선택

과 강조”를 프레임이라고 하며 이는 대상의 “특정한 측면을 선택해서 그

것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 이다. Giltlin은 “프레임은 인식과 해석, 제

시 그리고 선택과 강조와 배제의 지속적인 패턴으로서, 이러한 과정에

따라 조작자가 관행적으로 언어, 또는 영상담론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강준만, 2001, p.37).

이렇게 봤을 때 프레임의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은 사회적 현실이 객

관적이고 유일한 실체로 존재하며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부정한다. ‘객관적인 현실’ 보다는 ‘현실을 인식과 해석

의 매카니즘 속에 주관적 경험으로 조직하는 양식’에 초점을 기울인다

(이미나, 2011, p.115).

프레임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프레이밍의 개념은 “텍스트의 내용을 선택

하고 강조하는 모든 작용”(Entman, 1993; 이준웅, 2000: p.138, 재인용)이

며, 하나의 이슈에 대한 주제, 가치, 관점을 제시하는 것과 그에 따른 수

사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이준웅:2000, p.132). 양문석(2001)은

‘프레임7)’과 ‘프레이밍’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

고,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프레임’(frame)은 텍스트와

7)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와 수용자의 상호결과물인 ‘프레임’과 (frame), 이를 만들어

내는 과정 또는 행위는 ‘프레이밍’(framing)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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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고, 프레이밍’(framing)은 텍스트와 수용자

의 결과물인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행위’또는 ‘과정’의 개념이다. 즉, 프레

임을 하는 것을 프레이밍이라 하고, 프레임은 ‘틀’, 프레이밍은 ‘틀 짓기’

라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프레이밍은 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가운데 특정한

관점을 선택하고 부각시켜 수용자의 생각의 범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

다. 이것은 언어나, 영상을 통해 구성되고,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 등 어떠한 방향을 틀 짓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결국 프레이밍을 통해 만들어진 영상물이 제시하는 내용을 각자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신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프레이밍은 대상에 대한

이미지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은연중에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

게 되는데 이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한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프

레이밍 효과란 영상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해석과 판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이준웅, 2000,

p. 124).

이러한 프레이밍 효과가 구체적으로 수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못한 특정 이데올로

기가 반영된 주제나 내용이 수용자의 판단이나 해석의 틀로 작용하여 특

정 대상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은 객관적이지 못한 프레임은

학생들에게 대상을 바라보는 ‘창’ 을 제공함으로써 사고체계를 달라지게

할 수 있고, 사고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에서 활

용되는 영상물의 프레이밍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문화 교육에 활용되는 영상물에서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는 누군가에

의해 특정한 내용이나 주제를 바탕으로 선택된 프레이밍 통해 만들어 진

것 이다. 영상물 속 이주노동자는 어느 하나의 특성이 강조되어 표현되

고, 학생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특정 이슈의 ‘속성’(attribute)에 주목함으

로서, 대상이나 특정사건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다. 결국 학생들은 특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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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나 대상에 대한 일정한 자신만의 패턴을 재조직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현실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은 “특정 내용의 선택과 강

조”(Entman, 1993, p.52) 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영상물은 하나의 이

슈, 주제, 가치, 관점을 제시하고(Gamson & Lash, 1983 ; Gamson &

Modigiliani, 1987)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미지, 특징, 속성에 주목하

게 하여 학생들의 편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를 프

레이밍 할 때 대상 집단의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하고, 부분적 특성만을

강조하여 그가 속한 집단을 정형화시키기 때문이다(이경숙, 2006; 신기

섭, 2006, p. 10). 결국 이러한 “단순화가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을 만들

어 내고, 수용자의 편견을 다시 재생산 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

문에(안정임, 2009, p. 73) 이주 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의 분석과 그 효

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

199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의 유입의 증가로 이들이 겪는 편견, 차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 의식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특히 사회화 기능을 담

당하고 있는 학교, 미디어분야에서는 사진, 영화, DVD, 광고를 통해 이

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

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활동이 오히려 학생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부

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이주노

동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상물이나 미디

어에서 제공하는 내용, 이미지를 통해 태도를 형성하는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이 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을 과도하게 왜곡

할 수 있기 때문이다(Birnbaum & Benne, 1983, 강현두, 1999, p. 16, 정

의철 2009, p. 11, 재인용). 즉, 영상물은 대상을 상징, 은유, 강조하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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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밍을 통해 만들어 졌고 학생들은 영상물에서 제시되는 관점을 토대

로 대상에 대한 판단이나 인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영상물 프레이밍은 편

견을 만들어내는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경희(2009), 이희은, 유경한, 안지현,(2007)등은 미디어에서 이주민들이

온정적인 시선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주민에 대한 ‘동

정 ∙ 연민’ 프레이밍이 수용자들의 편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들 연구에서 신문, TV, 인터넷, 영화, 사진과 같은 영상물이 이주 노동

자들을 ‘동정’, ‘연민’ 8) 프레이밍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도움

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사람들’, 또는 ‘관용의 대상’이라는 무능력한 존재

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에

서 활용되는 영상물 프레이밍을 분석 해본 결과 이주노동자들을 ‘동정’,

‘연민’의 대상으로 묘사한 것들이 많았다.

‘동정․연민’의 프레이밍은 “불쌍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전달하고자 하

는 메시지가 제안하는 행동을 유도하거나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 태도를 갖도록 유인하는 기법이다”(안의진, 2010, p. 208). ‘동정 ․연

민’ 프레이밍은 수용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설득과정에서 ‘동정 ․연

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주노동자, 장애인, 난민)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은 기본

적으로 동정심이나 연민을 유발하는 내용이나 이미지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정․연민’ 프레이밍은 학생들에게 대상을 돕고자 하는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를 무능력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것을 강

조한다. 이러한 방법은 도움을 줘야한다는 도덕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오히려 대상에 대한 심리적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백선기(2005)는 언론 보도의 내용 분석 및 프레이밍 분석을 통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 문제에 대한 해석학적인 연구를 했는데, 언론이

이주노동자를 ‘동정․연민’ 프레이밍을 통해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8) ‘ 말해요 찬드라’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잠수 왕 무하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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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특정집단에 대해 끊임없

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하며 이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로사(2010)는 ‘동정․연민’ 프레이밍은 수용자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강했던 집단에게 사회적 거리감이 더 멀어지는 효

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동정’ 이나 ‘연민’이란 감정을 유발하

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물 프레이밍이 이주노동자들을 ‘무능력 하다’라는

고정관념을 학생들이 갖도록 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

를 심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이나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프레이밍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 오히려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정’ 이나 ‘연민’의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이 학생들의

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영상물에서 이주 노동자를 프레이밍한 방식인 ‘동

정․연민’을 ‘무능․동정’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그 이유는 연구 논문이

나 영상물을 분석해본 결과 ‘동정․연민’의 감정 유발을 위해 이주 노동

자를 무능하게 묘사한 것이 대부분 이었고, ‘무능’은 인지적 요인, ‘동정’

은 감정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거리감에 이 두 요인이 영향을 주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능․동정’ 프레이밍이라고 정의하고자 한

다.

3) 영상물 수용자의 상호작용

프레이밍 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보는 영상물은 사회적 현실을

거울처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를 통해 적극적

으로 사회적 현실을 구성해낸다(Gitlin, 1980; Herman & Chomsky,1988;

강인애, 2001: p.24.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프레이밍이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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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여 인간의 능동

적 해석과정을 간과하게 했다. 현실에서 영상물에 제시되는 내용은 여러

정보들 중 하나일 뿐이며 영상물이 제시한 주제나 의미는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Hall, 1980). 실제 학생들은 수동적

으로 바깥세계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외부 정보를 나름대

로 지각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다(양승목, 2002, p.7). 따

라서 영상물효과를 말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제시되는 내용이나 주제를

능동적으로 해석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수용자의 능동적인 해석과정을 중요시하고, 수용자특성을 고려

하여 프레이밍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구성주의적 접근’ 이라고 한다. ‘구

성주의적 접근’은 사회현실은 세계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사회적 ∙

역사적 맥락 속에 인간의 지속적인 해석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의미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본다.

이것은 인간 정신을 단순히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지식을 구성

하는 능동적 존재로 보는 칸트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양승목, 2002,

p. 10).

즉, ‘구성주의적 접근’ 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의 정보를

나름대로 해석하기 위한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인

지구조’ 란 스키마(schema)이며, 이 스키마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 두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덩어리이다(양승

목, 2002, p. 12). 스키마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인출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적절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도 하고,

대상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내리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이러

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다. 따라서 프레이밍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구성주의’

에 기초하여 개인의 정보처리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의 인지구조로 인해 관심의 대상과 주목의 정도가 달리 나타나고 동

일한 정보라도 이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영상물의 속성과 상응해서 상호작용하는 수용자의 사전 지식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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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의 인지, 해석, 평가 판단 등과 같은 인지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판명되었고(Price, Tewksbury & Power,1997; 이준웅, p. 120), 이저(Iser)

는 수용자가 영상물을 통해 받아들이는 의미는 경험에서 얻어지는 효과

로 영상물 안에 완전히 내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용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발생되는 것도 아니며 이 둘의 조합에 의해 생겨난다고 본

다(정재철, 김송희 2003, p. 150, 재인용).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뉴스 프레임에 대해 연구한(Gamson, 1988, 1992)

과Gamson & Modigliani(1989)는 수용자를 의미를 해석하고 창조하는

능동적 존재로 보았다.

펜과 코사키(Pan & Kosiski,1993)는 수용자 프레임을 개인들이 정보를

지각(perceiving), 조직(organizing), 해석(interpreting) 할 수 있는 해석의

스키마로 정의했다(Valkenburg, Semetko, & De Vreese, 1999; 김균수

2001, p. 9, 재인용).

쉐펠(Schefele,1999)은 프레임 자체가 현실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며 현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주

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현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으로 프레임을 정의하였다.(강진숙, 1988, p. 117).

이들은 기존의 프레이밍 효과를 다룬 연구에서는 대상이 어떻게 프레이

밍 되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프레이밍 효과를 설명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수용자가 어떠

한 과정을 거쳐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지를 파악하고자 수용자의

인지처리 과정을 분석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프레이밍을 통해 만들

어진 영상물은 부분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수용자 또

한 능동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결국 영상물만 현실을 인식

하는데 직접적으로 수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를 능동적으로 해석

하는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상물은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는 공동의 창시자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쉐펠(Schefele, 1999)은 ‘대상이 어떻게 프레이밍 되는가에 대한 분

석만으로는 수용자가 대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고 인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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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프레이밍 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구성

된 프레이밍이 수용자 프레이밍으로 설정되고 다시 이러한 프레이밍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개인적 수준의 프레이밍 효과를 산출 하는 과정이 모

두 포함되어야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쉐펠(Schefele)의 논의를 적용하여 프레이밍 효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대상에 대한 주제나 내용이 어떻게 프레이밍

되느냐는 것만으로는 영상물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

이다. 학생들은 영상물 프레이밍에서 제시하는 정보에 수동적으로 반응

하는 존재가 아니고, 기존의 지식 및, 신념, 태도에 따라 내용을 판단하

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프레이밍 효과를 설득

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의 특성과 프레이밍과의 상호작용을 분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레이밍이 학생들에게 설정되고, 이러한 프레

임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개개인 특성에 따라 개인적 수준의 프레

이밍 효과를 산출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메시

지와 수용자와의 관계를 도식화한 쉐펠(Schefele, 1999, pp. 114—116)의

모형을 재구성한 이로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표-1>을 통해 이주노동자

에 대한 프레이밍과 학생들의 사전 사회적 거리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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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프레이밍 효과연구를 위한 분석틀

<표-1>은 프레이밍이 투입, 산출 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프레

임 형성, 프레임 구축, 수용자 프레이밍 효과, 수용자의 태도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제시한 ‘프레임 형성’은 미디어 시스템 조직 구조

나 언론 종사자의 특성이 입력되어 영상물 프레임이 산출되는 과정을 의

미한다. ‘프레임 구축’은 산출된 미디어 프레임이 수용자에게 입력되면서

형성되는 프레이밍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용자들이 이슈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관해 프레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 구축과정 이후, 수용자들은 다시 수용자 개인 차원의 인

지를 통한 프레임 과정을 겪는데, 이것이 ‘수용자 프레이밍 효과’이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개인적 경험이나 스키마, 태도, 행동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 프레이밍 간의 상호작용을 겪게 된다. 이는 만들어낸 메시지, 수

용자간의 상호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프레이밍이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박

은혜, 2007, p. 15).

이를 본 연구에 적용 시킨다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슈가 영상물을 통

해 프레임 되고, 이렇게 구축된 프레임이 다시 수용자 프레임으로 설정

되며, 개인 수준에 따라(기존신념, 감정, 생각)등 행동적 차원의 사회적

거리감으로 표출되는 과정이 프레이밍의 전 과정이며, 그 과정 안에서

프레이밍의 효과를 산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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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은 수용자와 영상물의 관계를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

니라 이슈의 특성과 수용자들의 사전지식이나 인지구조가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수용자가 영상물의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그들 자신의 사전 지식에 기반 하여 영상물 이미지 내에서 능동

적으로 의미를 구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이 모형을 적용 시켜본다면 학생들은 능동적인 수용

자이기 때문에 제시된 영상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

동자에 대해 같은 주제나 메시지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수용자 개개인

의 사전 지식이나, 신념, 감정에 따라 해당 메시지에 관한 효과는 다를

수 있다. <표-1>은 본래 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프레임을 접했을 때 노출 전 후 태도변화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나타낸 모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전태도에 따른 영상물 효과

를 통해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을 알아내는데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4)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던 태도와 프레이밍

Sherif와 Hovland의 ‘사회 판단이론’은 수용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태

도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자신의 기존 태도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메시지 내용

을 판단하며, 그 판단에 의해 태도 변화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수용자가 가지는 기존의 태도가 메시지에서 주장하는 입장에 대한

판단의 기준점의 역할을 하고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차배근, 1992, p. 209).

① 어떤 설득적 시도들이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의 수용영역에 포

함 되면 태도변화가 나타난다.

②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용자의 거부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기존태도가 더욱 강화되거나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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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할 수 있다.

③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부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의 기존

입장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사이의 입장이 클수록 태도변화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이론에 비추어볼 때 수용자의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사전 태도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레이밍 효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사전태도와 프레이밍과의 상호

작용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용자 사전 태도를 고려하여 프레이

밍효과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박노일(2007), 탁진영(2000)은 수용자가 성 고정관념의 정도차이에 따

라 뉴스 프레이밍 방식과 상호작용하여 여성 정치인에 대한 태도가 다르

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조성준(2008), 유진아(2005), 유창조(2005), 조형오(1999)는 건강에 대한

사전 신념과 자궁암 검진 광고 프레이밍 효과와의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아냈다.

김균수(2001)는 갈등적 정치쟁점의 프레이밍 효과를 사전 태도와 정당

선호도의 매개 역할로 연구했다. 그 결과 사전태도가 뉴스 프레임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김윤지(2010)는 공익광고 메시지 소구 유형이 소비자 성격에 따라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소비자 성격에 따라 광고태

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Smith(1996)는 어떤 대상에 대해 수용자의 태도가 중간 정도 일 때 ‘감

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효과가 있고, 태도가 강한 집단의 경우는 그 영향

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로사(2010)는 수용자의 사전 태도에 따라 뉴스 프레이밍을 ‘동정· 연

민’으로 했을 때와 ‘범죄인’ 으로 제시했을 때 수용자 사전 태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 들을 살펴봤을 때 본래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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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대상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

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영상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학생 개인의 ‘인지구조’ 에 따라 그 내용을 다르게 판단하여 예상하지 못

한 태도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인지구조’

안에 대상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달된 내용을 선택,

변형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거부될 수 있으며,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화

될 수도 있다. 즉, 학생들이 사전 태도가 강한지 약한지 또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물 프레이밍과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태도

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 효과를 분

석하는데 의미 있는 작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용자의 기존 태도에 따라 영상물의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이론과 연구들을 바탕으로 ‘무능․동정’ 과 대비되는 ‘유능․

존경’ 프레이밍을 제시하여 사전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영상물 프레이밍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진 영상물 프레

이밍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던 태도에 따른 적합한

프레이밍을 제시하고자 한다.

5) 편견감소를 위한 프레이밍

본 연구에서 영상물에서 이주노동자를 ‘무능․동정’ 으로 프레이밍 하

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프레이밍을 ‘유능

∙ 존경’ 으로 제시할 것이다. ‘유능․존경’ 프레이밍은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는데 특히 사회적 거리감에 영

향을 주는 인지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유능․

존경’ 프레이밍을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레이밍으로 제시

하는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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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 – 정서적 접근

인지 상담 및 심리 치료의 창시자인 Eills(1975)는 인간에 있어 신념, 정

서,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본다. Eills는 편견을 ‘특정 대항에 갖는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보고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인지를 재

구조화하는 과정을 통해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조영섭, 1997,

p. 32, 재인용). 이 접근은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 우리가 경험하는 정

서적 결과는 우리가 경험한 어떤 그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그 사실에 대

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즉, 편견을 일으키는 것은 생

활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왜곡된 지각이다. 이러한 왜곡된

지각 및 잘못된 생각의 바탕에는 비합리적인 관념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Ellis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신념 즉, 고정관

념과 감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조영섭, 1997, p. 23). 이 이론

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합리적으로 정형화된 신념

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면 편견이 완화 될 것이다.

즉, 학생들이 이주 노동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식9)하고 있는 ‘무능함’의

이미지를 ‘유능함’ 으로 인식하게 한다면 편견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역 고정관념 활성화

역 고정관념이란, 고정 관념을 갖고 있는 다른 집단에 대한 대립되는

집단의 고정관념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집단에 대해

‘무능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역 고정관념이란 ‘유능하다’라고 인식하

는 것이다. 즉, 역 고정관념 활성화란 기존에 갖고 있는 다른 집단에 대

한 고정관념에 반대되는 이미지를 제시해주는 것으로 외집단에 대한 새

로운 긍정적인 고정 관념을 만들어 이전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변화시

9) 최수정(2008), 임성택(2003), 김상학(2002), 양계민(2009), 이하령(2007), 고아

라(2005), 유난영(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분석한

결과 인지적 편견은 ‘무능함’, 감정은 ‘동정∙연민’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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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방법이다(추병완, 2011: p.32 ; 나은영, 1997, p.21). 예를 들어 남자

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 남자가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아이를 돌봐

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등 기존에 갖고 있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반대

되는 역 고정관념 활성화를 한다면 대상에 대한 편견이 완화된다는 것이

다.

Blair 와 Banaji(1996), 고지선(2007)은 고정관념 활성화 과정에 역 고정

관념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서 고정관념을 완화 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

다. 나은영(1997)의 연구를 보면 남성의 역할을 하는 여자(이삿짐을 나르

는 여자)를 보여줬을 때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는 여자에 대한 사회적 거

리감을 더 적게 느꼈다.

이들의 연구를 살펴봤을 때 수용자에게 그 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

각하는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제시한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역 고정관념 활성화를 통해 기

존의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긍정적인 행동과 특성을 보이는 외집단

성원을 접하게 한다면 사회적 거리감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지와 감정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고정관념은 ‘무능․동정’ 이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인지와 감정은 ‘유능․존경’ 이었다. 따라서 이를

‘유능․존경’ 프레이밍이라 명명하고, 학생들의 사후 사회적 거리감을 완

화시키는 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 프레이밍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감정전이 가설과 긍정적 단서 이론

감정과 인지는 서로 다른 심리적 반응이지만 이들 두 체계는 상호 관련

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김윤지, 2010: p.30). 따라서 일

반적으로 감정은 평가와 판단을 감정과 일치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데 수용자가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영상물에 노출되는 동안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형성한다는 것이 ‘감정전이 가설이다(김현주,2010,

김윤지, 2010, p. 3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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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프레이밍 새로운 프레이밍

인지 ‘무능’ ‘유능’

감정 ‘동정’ ‘존경’

이와 비슷한 이론인 긍정적 단서 이론은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연상을

유발하는 단서를 제공하면 대상을 호의적으로 평가하여 이들에 대한 태

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Macheswarn & Meyer – Levy,1990; 김윤지,

2010, p. 31,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능․동정’ 프레이밍과 대비하여 긍정적인 감정

을 유발하기 위해 ‘유능․존경’ 프레이밍을 제시하였다. 실제 학생들이

이주 노동자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은 ‘무능함’이었고, 부정

적인 감정은 ‘동정’이었다. 따라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론들과 사

회적 거리감에 긍정적인 고정관념과, 감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고아라, 2005; 유난영, 2008; 최수정, 2009; 김미영, 2000)연구를 바탕으

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을 ‘유능․존경’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2>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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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개관

다문화교육은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

은 편견 완화를 위한 교수 – 학습 방법이나 자료를 제공하고자 그 효과

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영상물은 다문화 교육에서 간접경험 자료

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편견을 수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라는 것이 다음

과 같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송경순(2001), 김승희(2009) 박성희(2009)는 그림책을 통한 반 편견 교

육활동이 유아의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정화(2011)은 이주민을 소재로 한 영화가 초등학생의 편견 감소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인종에 대한 편견이 영상물 시청 후 감소했

다는 결과를 얻었다.

정경미(2009)는 문학작품과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반 편견 교육을 실시

하였는데 영상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편견의 문제점을

인식했으며 편견 감소에 효과적이었고 결론을 내렸다.

이유섭(2011)은 신문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학생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다문화 수용성에 영상

매체 활용이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인실(200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반 편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

는 자료로 영상물을 이용하였는데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믿거나 말거

나 찬드라’ 를 시청 후 다문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을

냈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영상물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이 학생들의 감수성

을 자극하고, 다양한 인종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영상물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이 편견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관되게 영상물활용이 다문화교육에서 편견을 완

화시키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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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영상물이 프레이밍의 방식에 따라 수용자에게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나 내용을 다

룬 영상물 학생들의 편견 완화에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영상물에서 많이 사용되고 편견완

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 때문에 이주 노동자를 ‘무능∙ 동정’ 프레이밍으

로 보여주는 것에 만족 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사용된 프레이밍의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편견완화에 더 효과적인 프레이밍을 개발하는 데

소홀 했다.

두 번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이 수용자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사전 태도와 프레이밍의 상호작

용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영상물에서 보이는 내용

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학생 개개인은 자신의

‘인식 틀’ 을 가지고 대상을 판단하고, 자신만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형성

한다. 따라서 영상물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편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른 프레이밍 효

과를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문제의

식을 갖고 그것들을 보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영상물이 어떠한

주제나 내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 방식과 학생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할 것

이다. 또한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프레이밍효과를 분석하고자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과 프레이밍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것이

다. 이를 통해 다문화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영상물 프레이밍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학생들 특성별로 적합한 영상물 프레이밍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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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대한 가설을 확

인하고자 한다. 동시에 가설확인을 위해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인들의 조

작적 개념정의를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변인들

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확인한다. 또한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와 통계적인 분석방법에 대해 기술 하고자 한다.

1. 연구 가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

감의 정도 따라 영상물 프레이밍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과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과

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어온 ‘무능 ∙ 동정’ 프레이밍과 이에 대비되는 ‘유

능 ∙ 존경’프레이밍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태도와 프레이밍과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가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 가 설] : 서로 다른 영상물 프레이밍은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사후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보조가설 1]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이 같은 경우,

서로 다른 영상 프레이밍은 사후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을 다르게 한

다.

보조가설 2]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이 다른 경우, 서

로 같은 영상 프레이밍을 사용해도 사후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은 다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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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n=243)

백분율

(%)

성별 남자 125 51.4

여자 118 48.6

프레이밍 별 집단분포 무능*동정 123 50.6

유능*존경 120 49.4

이주노동자와의 접촉경험 없다 237 97.5

있다 6 2.5

2 .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실험의 연구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에 소재하고 있는 H 중학교 1,

2, 3 학년 (남학생 125명, 여학생 118) 총 2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

나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질문지 응답과정에

단일항목에 표시를 하거나, 사전/사후에 설문에 응한 학생이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에 명확히 응한 학생 243명이 표본

처리 되었다. 이 중 ‘무능 ∙ 동정’ 프레이밍으로 처치한 집단은 123명

‘유능∙ 존경’ 프레이밍으로 처치한 집단은 120명이다. 이주노동자와 접

촉경험은 243명중 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조사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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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상물 프레이밍과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 사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

였다. 사전 ․ 사후 사회적 거리감의 설문지는 동일한 문항이어서 반복

측정에서 오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시

기를 다르게 하였다.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감은 영

상물을 보여주기 이전에 측정하고, 사전 검사 10일 이후에 영상물을 보

여준 후 사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은 김상학

(2004),이로사(2010), 유난영(2008)에 사용된 문항을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주 노동자와 관계를 맺을 의사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낮

게 나타나고, 이주노동자와 관계를 맺을 의사가 적을수록,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 종속 변인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은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이다.

즉, 영상물을 본 후의 사회적 거리감에서 영상물을 보기 전 학생들이 본

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을 뺀 것을 비율로 다시 환산하였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보가더스(Bogardus,

1933)와 웨스티(Westie,1933)가 사회적 거리감을 위해 사용한 측정문항

과 김상학(2004)의 문항을 참고하여 만든 이로사 (2010)의 사회적 거리

감 6문항, 김미옥(2003)의 사회적 거리감을 재구성하여 만든 유난영

(2008),최수정(2008)의 6문항, 송관재, 김범준, 홍영오, 이훈구 (1997)의

사회적 거리감 12문항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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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3가지이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 (‘무능

함· 동정’/ ‘유능함 · 존경’)과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주노동자

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감과,

영상물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이다.

(1)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은 2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먼저 ‘무능

· 동정’ 프레이밍이다. 이 프레이밍은 기존의 영상물에서 많이 다루어지

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의 인지, 감정

적인 측면이다. 두 번째는 ‘유능․존경’ 프레이밍으로서 기존의 영상물의

이미지나 학생들이 이주 노동자에 대해 갖고 있었던 부정적 인지, 감정

과 대조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이 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실행 시 영상물을 자극물로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 금성출판사 Ⅷ. 문화의 이해와 창조

단원 심화 학습인 ‘다문화 사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서로 다른 이미지 재현을 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다.

‘무능 · 동정’의 프레이밍을 위해 다문화 관련 논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

된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 (동영상)와 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크바르씨 에게 희망을’, ‘조안 이야기’,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담은 사진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이를 활용한 지도안은 다

음 <표-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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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Ⅷ . 문화의 이해와 창조

학습목표
1.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증가된 배경을 이해한다.

2. 이주 노동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학습자료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동영상), ‘25살 백혈병 환자 조안’(사진), ‘구

타, 폭언을 당하는 이주노동자’(사진),

단계 학습과정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노동력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 우리나

라 사람들의 3D업종의 기피현상, 출산

율 감소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증가 현

상 설명

이주노동자의

증가추세 자

료 제시

전개

자료 1
· ‘말해요 찬드라’(영상물)

- 한국말을 못해 정신병원에 감금된

이야기를 담은 내용

자료 2

· 25살 조안(사진)

- 장애인 아들의 병원치료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백혈병이 걸려 병

원에 있는 안타까운 사연 소개하면서

사진자료 제시

자료 3
· 공장에서 구타와 폭행을 당한 이주노

동자(사진자료)

정리 - 느낀 점 발표

<표-4> ‛무능 · 동정’ 프레이밍을 활용한 유사 실험 지도안



- 47 -

단원명 Ⅷ . 문화의 이해와 창조

학습목표

1.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증가된 배경을 이해한다.

2. 이주 노동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

다.

학습자료

‘ 이주노동자 칸 (동영상) ‘ 이주노동자의 연탄봉사’ (사진 자료),

한국으로 귀화 경찰 아나벨(동영상), 국회의원 완득이에 출연한 핫

센 (사진자료)

단계 학습과정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노동력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 우리나

라 사람들의 3D업종의 기피현상, 출산

율 감소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증가 현

상 설명

이주노동자

의 증가추세

자료 제시

전개

자료 1

·한국으로 귀화한 경찰 아나벨(동영상)

- 필리핀에서 과학교사로 재직하다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있다.

자료 2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

- 이주노동자들이 독거노인들을 위해

연타을 나르는 자료 제시(사진)

자료 3

·‘이주 노동자 칸’(동영상)

‘전국노래자랑’‘스타킹’에 출현, 끼와 노

래로 인기를 얻음, 한국에서 열심히 노

력하며 하는 모습을 보여줌

자료 4

·‘ 삼성 연구원 핫센’(사진자료)

- 영화‘완득이’에서 어눌한 역할을 했던

‘핫센’이 실제 현실에서는 3개국어에

능통한 삼성연구원이라는 내용 설명

정리 - 느낀 점 발표

‘유능 · 존경’ 프레이밍을 위해 15년 전 스리랑카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우리나라에서 건축 일을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칸의 이야기(동영상), 한

국으로 귀화한 경찰 아나벨(동영상), 독거노인을 위해 연탄 나르기 봉사

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사진), 삼성연구원 ‘핫센’(사진) 등 영상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표-5> ‘유능 · 존경’ 프레이밍을 활용한 유사 실험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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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

본래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감은 설문지를 통해 영상물 시청 10일

전에 측정한다. 사회적 거리감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부터 5

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로사(2010),유난영(2008)의 사회적 거리감

검사 지를 기초로 종속변인의 측정도구를 제작 하였다.

(3)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과 영상물 프레이밍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감과 영상물 프레이밍과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이 둘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다.

3) 통제 변인

설정된 독립변인 외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을 추

출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학생의

사후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것들이다. 총 3가지의 변인

을 통제하였는데 이주노동자와의 접촉경험, 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

도, 단일 민족 의식이다. 이주 노동자와의 접촉경험을 제외하면 이들 통

제변인은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것들이다. 본 연

구에서도 사회적 거리감에 이들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 변인으로 처리하였는데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1) 접촉경험

접촉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써 ‘접촉가설’을 들 수 있다. 접촉가설은 ‘외집단 성원과의 건설적인 접촉

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배양시킴으로써 편견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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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Allport, 1954). 일반적으로 타민족, 타 집단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면 그 대 상 및 민족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이 긍정적

으로 변화한다. 즉,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자주 접촉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이 증대됨으로써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직접적 접촉이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고, 직접접촉 여부를 알

아내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만나는 횟수, 친밀감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설

문 문항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직접 접촉여부는 인태경(2009), 김미옥,

(2000), 김정임(2003), 인태정(2009), 변선영(2008), 황지민(2009)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도

통제변인으로 처리하였다.

(2) 단일민족 의식

단일민족의식의 이론적 근거는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사

회적 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집단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맴

버쉽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자기개념의

일부로서 국적, 종교, 성, 학교 등 다양한 사회범주에 소속됨으로써 획득

되는 것이다. 사회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면 사람은 개인의 정체성을 지닐

뿐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지각하는 사회정체

성을 지닌다. 개인은 사회적 정체성을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통해 찾게

되는데 사회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다른 사회범주에 있는 사람과의 차

이를 명확하게 지각하고 더욱이 집단 멤버로서 통일성과 협동성을 나타

낸다(양계민, 2007, p. 53).

사회정체성은 성. 지역, 종교, 계층, 국가 . 민족, 인종 등 다양한 범주에

속함으로써 좀 더 세분화되어 설명할 수 있다. 국가 정체성은 국적을 가

짐으로 획득하게 되는 사회정체성으로 국가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한다는

식의 일체감, 연대감을 의미한다(설동훈, 정태석, 2002, p. 32).

양계민(2009), 임성택 (2008)은 국민 정체성을 사회적 거리감의 결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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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단일민족의식이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줄 것으

로 판단되어 이를 통제 변인으로 넣었다.

(3) 학생이 지각한 학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관찰 가능한 행동과 자녀의 인식, 행동, 태도

에 대한 부모의 반응 형태로 정의될 수 있는데 아동의 특성, 태도 가치

체계 등의 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부모의 자녀양육 전반에 대

한 태도는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행동방식의 기초가 되어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정남, 1996).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모 스스로

인식하는 양육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이다. 부모가 인식하는 양육행동은 부모의 실제적 양육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녀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중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님의 양육형태를 측정하도록 한다.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적일수록 은연중에 권위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나 소수집단의 구성원에 적

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민경환,1989; 양계민,2009, 윤인성, 2010).

따라서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줄 것

으로 판단되어 이를 통제 변인으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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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항목에 대해서는 척도 간 상

관관계인 요인적재치가 0.40 이하인 항목은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요인

의 구분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이상을 요인으로 추출되도록 하였

고, 요인분석방법은 요인추출단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 직교

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요인은 연구자의 의도에 적

합하게 총 4가지로 추출되었는데 각 요인에 대해 제 1요인은 사후거리

감, 제 2요인은 학생들이 본래 갖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 제 3요인은 한

민족정체성, 제 4요인은 양육태도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간에는 <표-6>에서와 같이 판별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요인분석을 위해 설정된 항목들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가

를 분석하는 KMO(Kaiser-Mayer-Olkin)값도 0.918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에 사용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석에 이용한 변수들이 특정 개념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가를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검정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이용된 측정도구는 Cronbach's ɑ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ɑ값이 0.829∼0.956로 나타나 본 연구

에 사용된 변수들은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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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 2 3 4

사후거리감4 0.851

사후거리감5 0.839

사후거리감3 0.828

사후거리감9 0.822

사후거리감6 0.812

사후거리감10 0.808

사후거리감2 0.788

사후거리감1 0.758

사후거리감7 0.738

사후거리감8 0.714

사전거리감4 0.829

사전거리감5 0.825

사전거리감3 0.806

사전거리감2 0.768

사전거리감1 0.729

사전거리감9 0.671

사전거리감7 0.66

사전거리감8 0.636

사전거리감10 0.616

사전거리감6 0.572

한민족정체성4 0.857

한민족정체성3 0.84

한민족정체성1 0.779

한민족정체성5 0.675

한민족정체성2 0.597

양육태도3 0.854

양육태도5 0.819

양육태도1 0.793

양육태도2 0.783

양육태도4 0.633

고유값 11.619 3.161 2.907 2.017

설명량 24.032 20.573 10.651 10.425

누적설명량 24.032 44.606 55.257 65.682

Cronbach의 알파 0.829 0.835 0.924 0.956

　Kaiser-Meyer-Olkin 측도=.91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5420.173, df=435,

p=.000***

<표-6> 개념의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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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영상물 프레이밍이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

회적 거리감의 정도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영향

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사례를 입력한 후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였다

첫 번째, 본 연구는 종속, 독립 변수의 형태가 연속 형 변수가 많기 때

문에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연속 형 변수로 구성된 3

개의 독립변인이 연속형 변수로 이루어진 한 개의 종속변인인 사회적 거

리감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려고 한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 등 기술 통계치

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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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α ＋  β12χ1*χ2 ＋ β1χ1 ＋β2χ2 ＋ β3χ3＋β4χ4 ＋β5χ5 + + ε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과 영상물 프레이밍과의 상호

작용에 따른 영상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표-7>과 같다.

<표-7>

Y(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 : 사후 사회적 거리감 - 학생들이 본래가지

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변화량)10)을 비율로 환산

α : 상수 χ1 : 본래 사회적 거리감

χ2 : 영상물 프레이밍(‘무능․동정’ : 0, ‘ 유능․ 존경 ’: 1), χ3 : 한민족정체감

β12χ1*χ2: 영상물과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호작용

χ4 : 이주노동자와의 접촉경험(있다: 0, 없다: 1) χ5 : 부모의 양육태도

사후 사회적 거리감

본래가지고 있던 거리감
5 4 3 2 1 0

5 0% 20% 40% 60% 80% 100%

4 20% 0% 20% 40% 60% 100%

3 40% 20% 0% 20% 40% 100%

2 60% 40% 20% 0% 20% 100%

1 80% 60% 40% 20% 0% 100%

0 100% 100% 100% 100% 100% 0%

10) <표-8>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량을 비율로 환산한 값

사후 사회적 거리감과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을 뺀 값(변화량)을 사

회적 거리감 변화의 질적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로 계산하여 변화율로 나타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2만큼 사회적 거리감이 동일하게 감소했어도 사회적 거

리감이 2였던 학생이 영상물을 본 후 사회적 거리감이 전혀 없는 0으로 되었을 경우와

5였던 학생이 3으로 된 경우에 이 둘의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거

리감이 0으로 되는 경우는 100%로, 나머지는 변화 가능한 범위의 척도를 %로 계산하여

변화율로 나타냈다. 또한 반대의 경우에서도 사회적 거리감이 최대 5일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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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N 평균 표준편차 t

사후 사회적 거리감
유능*존경 120 2.79 1.10 -5.894***무능*동정 123 3.75 1.41

학생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감

유능*존경 120 3.42 1.24
-.216무능*동정 123 3.38 1.25

사회적 거리감

변화율

유능*존경 119 -4.64 24.45
-2.295*무능*동정 121 2.64 24.71

한민족정체감
유능*존경 120 3.75 1.01

.902무능*동정 123 3.63 1.08

학부모양육태도
유능*존경 120 3.79 1.28

-2.036*무능*동정 123 4.08 .95

Ⅵ. 결과 분석

이 장에서는 서로 다른 영상물 프레이밍이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양적 검증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집단 간 차이분석

1) 영상물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분석

<표-9> 영상물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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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를 살펴보면, 영상프레이

밍 유형에 따라 사후 사회적 거리감(t=-5.894, p<.001)과 사회적 거리감

변화율(t=-2.295, p<.05), 학부모양육태도(t=-2.036, p<.05)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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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사후 사회적 거리감
남자 125 3.46 1.43

2.221*
여자 118 3.08 1.24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

남자 125 3.49 1.29
1.243

여자 118 3.30 1.18

사회적 거리감 변화율
남자 125 1.14 25.69

1.372
여자 115 -3.25 23.69

한민족정체감
남자 125 3.80 1.09

1.614
여자 118 3.58 .98

학부모양육태도
남자 125 3.84 1.07

-1.469
여자 118 4.05 1.18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후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무능․동정’ 영

상물 프레이밍을 시청한 학생들이 ’유능․존경’ 영상물 프레이밍을 시청

한 학생들보다 사후 사회적 거리감 및 사회적 거리감 변화율, 학부모 양

육태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분석

<표-10>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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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를 살펴보면, 영상프레이밍 유형에 따라 사

후 사회적 거리감(t=2.221,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인들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후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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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1.영상물프레이밍(유능*존경) 1 　 　 　 　 　 　

2.사회적 거리감(사전) 0.014 1 　 　 　 　 　

3.이주 노동자 접촉 경험 -0.104 -0.036 1 　 　 　 　

4.한민족정체감 0.058 .396** 0.057 1 　 　 　

5.학부모양육태도 -.130* -0.067 -0.039 -0.045 1 　 　

6.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던 사

회적 거리감*영상물프레이밍
0.015 .702** -0.048 .286** -0.055 1 　

7.사회적 거리감변화율 -.147* 0.06 -0.093 0.038 0.114 -.140* 1

N 243 243 243 243 243 243 240

M 0.49 3.4 0.02 3.69 3.94 0.01
-0.9

7

SD 0.5 1.24 0.16 1.04 1.13 0.87 24.8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주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 하였으며，본 연구

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상관관계는 <표-11>에 나

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살펴보면 다중공선성은 변

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가 0.014∼0.702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표-11> 변수의 기술적 통계 값과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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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8.768 9.453 　 -3.043 .003

이주 노동자 접촉  경험 -18.124 9.890 -.114 -1.833 .068
한민족정체감 .982 1.600 .042 .614 .540

학부모양육태도 2.021 1.369 .092 1.476 .141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영상물프레임

-10.309 2.460 -.364*** -4.191 .000
영상물프레이밍
(유능 ․ 존경) -7.478 3.104 -.151* -2.409 .017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 6.045 1.805 .303** 3.348 .001

R²=.114, 수정된 R²=.091, F=4.989***

3.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된 변인을 일괄 투입한(enter)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12>과 같다.

<표-12> 주 가설, 보조가설 1과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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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설명력(수정된 R제곱)은 총 분산의 9.1%를 설명

하고 있으며(F=4.989),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이주 노동자 접촉 경험 및 한민족 정체감, 학

부모 양육태도는 사회적 거리감 변화율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가설별 회귀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가설의 회귀분석 결과, 서로 다른 영상물 프레이밍과 학생들이 본래

갖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364, p<.001), 주가설이 채택되었

다. 즉, 무능 대비 유능*존경 영상물 프레이밍과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

던 사회적 거리감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 변화율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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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 ＊영상물프레이밍이 높을

수록 사회적 거리감 변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 가설1]의 회귀분석 결과, 서로 다른 영상물 프레이밍은 사회적 거

리감의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표준화 계수

베타 =-.151, p<.05), 보조가설1이 채택되었다. 즉, 무능 대비 ‛유능․존

경’ 영상물 프레이밍을 시청한 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 변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 가설2의 회귀분석 결과,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

감은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 =.303, p<.01), 보조가설2가 채택되었다. 즉,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수록 사후 사회적 거리감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주 가설에서 서로 다른 영상물 프레이밍은 학생들이 본래 가

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영향

을 줄 것으로 가정했다.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서로 다른 영상물 프레이

밍은 학생들이 본래 갖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영상물프레이밍과 학생들이 본래 가지

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주 가설

과 보조가설 1, 2가 채택되었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상물 프레이밍, 학생들이 본래가지

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 영상물 프레이밍과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호작용 모두 사회적 거리감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었다.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특히 영상물 프레이밍과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감

과 영상물프레이밍과의 관계에 따라 영상물 프레이밍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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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영상물 프

레이밍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발견 결

과를 요약하면서 이 연구 결과가 다문화 교육을 위한 영상물 활용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후속 연구에서 보안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주제나 내용을 강조하는 서로 다른 영상물 프레

이밍이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

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

구 목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 가설] 서로 다른 영상물 프레이밍은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사후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보조 가설 1]학생들의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이 같은 경우, 서

로 다른 영상 프레이밍은 사후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을 다르게 한다.

보조 가설 2]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이 다른 경우, 서

로 같은 영상 프레이밍을 사용해도 사후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은 다르

다.

위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천소재 H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총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고

응답누락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24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가설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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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밍은 유의수준 0.05에서,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거

리감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학생들이 본래 가지

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과 영상물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은 유의수준 0.001

에서 사회적 거리감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영상물 프레이밍과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거

리감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둘의 영향이 종속변수인 사

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서로 다

른 영상물 프레이밍은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

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 가설은 채택

되었고, 보조가설 1, 2도 채택되었다.

2. 논의

다문화 교육에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상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물이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상물에서 재현되는 특정한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어

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물 프레이밍이 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영상물과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의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살

펴보고, 학생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영상물 프레

이밍이 사후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중점적

으로 연구했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가설에 대한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

가 갖고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 기존에 학생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사후적 거리감의 변화율이 달라진다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

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살펴본다면 학생들은 영상물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영상물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의 본래 사회

적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거나 다르게 해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에서 영상물을 활용

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감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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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태도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프레이밍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차이가 있

었다. 따라서 영상물 프레이밍이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

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프레이밍 별로 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감에 더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프레이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어떤

프레이밍이 사회적 거리감을 더 많이 줄여주었는지 밝혀내고 싶으나 연

구 분석의 모형 상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

능․동정’ 대비 ‘유능․존경’ 프레이밍을 모형에 투입했을 때 음의 값으

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 ‘유능․존경’이 사회적 거리감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거리감을 더

많이 줄여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에서 학생

들에게 도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무능 ․ 동정’ 프레이밍을 사

용하기 보다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잘 적응하거나 동등한 사

회구성원으로서 우리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모습을 학생들

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논의는 영상물 프레이밍과 학생들의 사회적 거

리감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한 것이다. 연구를 통해 영상물

프레이밍의 효과는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본래가지고 있던

태도를 고려한 영상물 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에서 이주 노

동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영상물 활용 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프레이밍효과 분석의 완성도를 위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프레이밍

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다문화교

육에서 많이 활용된 ‘무능․동정’ 과 반대되는 프레이밍을제시하고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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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연구를 통해 ‘유능․존경’ 이라는 프레이밍을 연구자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연구자의 임의에 의한 것이고,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세밀한 기준으로 ‘유능․존경’에 대비될 수 있는

프레이밍을 제시하거나, 프레이밍의 종류를 더 세분화 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단지 이 두 가지 프레이밍만으로 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프레이밍을 제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를 반영한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영상물 프레이밍에 따른 학생들의 태도변화를 조사

하기 위해 처지한 영상물시청 횟수는 1회이고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횟수와 시간이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기

는 했지만 실제로 이 횟수와 시간이 학생들의 내적인 태도변화를 일으키

는데 충분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학생들의 내적인

태도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 이에 적합한 영상물의

시청 횟수, 사진자료의 개수, 시간을 고려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셋째, 처치 집단이 본인이 근무하는 인천지역의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정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

가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타당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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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Ⅷ . 문화의 이해와 창조

학습목표
1.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증가된 배경을 이해한다.

2. 이주 노동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학습자료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동영상),‘25살 백혈병 환자 조안’(사진), ‘구타,

폭언을 당하는 이주노동자’(사진)

단계 학습과정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노동력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 우리나라

사람들의 3D업종의 기피현상, 출산율 감

소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증가 현상 설명

이주노동자

의 증가추세

자료 제시

전개

자료 1

‘말해요 찬드라’영상물 시청

한국 말을 못해 정신병원에 감금된 이야

기를 담은 내용

-

자료 2

- 25살 조안 : 장애인 아들의 병원치료

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백혈병

이 걸려 병원에 있는 안타까운 사연

소개하면서 사진자료 제시

자료 3
- 공장에서 구타와 폭행을 당한 이주노

동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 제시

[부록 1] ‘무능 ․동정’ 프레이밍 수업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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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느낀 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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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Ⅷ . 문화의 이해와 창조

학습목

표

1.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증가된 배경을 이해한다.

2. 이주 노동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학습자

료

‘ 이주노동자 칸 (동영상) ‘ 이주노동자의 연탄봉사’ (사진 자료), 한국

으로 귀화 경찰 아나벨(동영상), 국회의원 완득이에 출연한 핫센 (사진

자료)

단계 학습과정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노동력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 우리

나라 사람들의 3D업종의 기피현상,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증가 현상 설명

이주노동자의

증가추세 자료

제시

전개

자료 1

한국으로 귀화한 경찰 아나벨(동영

상)

- 필리핀에서 과학교사로 재직하다

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있다.

- 학생들이 스

스로 생각할

수 있는 충

분한 시간과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

표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료 2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

- 이주노동자들이 독거노인들을 위

해 연탄을 나르는 자료 제시

[부록 2] ‘유능․존경’ 프레이밍 수업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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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 ‘이주 노동자 칸’(동영상)

- ‘전국노래자랑’‘스타킹’에 출현, 끼

와 노래로 인기를 얻음, 한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하는 모습을 보여

줌

자료 4

- ▪‘ 삼성 연구원 핫센’

- 영화‘완득이’에서 어눌한 역할을

했던 핫센이 실제 현실에서는 3개

국에어 능통한 삼성연구원이라는

내용 설명(사진자료)

정리 - 느낀 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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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에 있는 김유란 이라고 합

니다. 

 사회교사로서 영상물프레이밍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중에 이

렇게 설문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여러분들이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의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의견

은‘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분이 얼마만큼’인지를 통계를 내는 데

만 사용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어

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와 응답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 느끼시는 것을 솔직하게 응답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자 :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석사과정 김유란 

[부록 3]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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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점수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닌 
단일 민족이다. 1 2 3 4 5 6

2 한국인은 같은 한국인끼리 결혼 하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한다. 1 2 3 4 5 6

3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
가로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1 2 3 4 5 6

4 나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6

5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사
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6

                       문항 
 점수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말을 걸면 상냥하게 답해주신다. 1 2 3 4 5 6

2. 나에 대한 일은 나와 의논해 보고 결정 하
신다. 1 2 3 4 5 6

3. 내 친구들 부모님에 비해 칭찬을 많이 하신
다. 1 2 3 4 5 6

4. 옷이나 머리스타일을 내 맘대로 하게 놔두
신다. 1 2 3 4 5 6

5. 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다. 1 2 3 4 5 6

1. 성별: 남 ∙ 녀 

2. 학년 :       나이:

3. 다음 문항은 단일 민족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이주노동자와의 접촉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고 지내는 이주 노  

   동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다음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아버지,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점수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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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점수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이주노동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걸을 수 있다.
0 1 2 3 4 5

2
나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수련회에 가

고자 한다.
0 1 2 3 4 5

3
나는 이주노동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

면 갈 것이다. 
0 1 2 3 4 5

4
나는 이주노동자를 저녁식사에 손님

으로 초대하고자 한다. 
0 1 2 3 4 5

5
나는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의 같은 동이나 옆집에 살고자 한다. 
0 1 2 3 4 5

6
나는 이주노동자가 있는 모임에 가입

할 수 있다.
0 1 2 3 4 5

7
이주노동자가 길을 잃으면 집에 데려

다 줄 수 있다. 
0 1 2 3 4 5

8
나는 나의 친척이 이주노동자와 결혼

하는 것을 찬성할 수 있다. 
0 1 2 3 4 5

9
나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동네 동 대

표로 나왔을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 
0 1 2 3 4 5

10
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주노동
자 옆에 앉아 갈 수 있다. 0 1 2 3 4 5

6. 다음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이주 노  

   동자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문항에 ∨를 해주세요. 

                          본래가지고 있던 사회적 거리감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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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점수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이주노동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걸을 수 있다.
0 1 2 3 4 5

2
나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수련회에 가

고자 한다.
0 1 2 3 4 5

3
나는 이주노동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

면 갈 것이다. 
0 1 2 3 4 5

4
나는 이주노동자를 저녁식사에 손님

으로 초대하고자 한다. 
0 1 2 3 4 5

5
나는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의 같은 동이나 옆집에 살고자 한다. 
0 1 2 3 4 5

6
나는 이주노동자가 있는 모임에 가입

할 수 있다.
0 1 2 3 4 5

7
이주노동자가 길을 잃으면 집에 데려

다 줄 수 있다. 
0 1 2 3 4 5

8
나는 나의 친척이 이주노동자와 결혼

하는 것을 찬성할 수 있다. 
0 1 2 3 4 5

9
나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동네 동대표

로 나왔을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 
0 1 2 3 4 5

10
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주노동
자 옆에 앉아 갈 수 있다. 0 1 2 3 4 5

7. 다음은 영상물을 시청 한 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문항에 ∨를 해주세

요. 

                            사후 사회적 거리감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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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Framing on Visual Materials

Based on the Student’s Previous Attitudes

- Views on Immigrant Workers -

Yu - Ran Kim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Jeong, Won-gyu, Ph.D.

With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and globalization, foreign

labors and immigrations by marriage are on a gradual rise. This has

reinforced the educational need to understand many cultures and

cultivate mutual respect.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s designed to help minimize any conflicts

and bias with an aim to enhance social integration. Visual materials

are used as the most common tool in the educational settings. Those

video clips are useful for learners to understand immigrant workers’

cultures and their issues. However, certain framing method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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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ze specific topics about foreign workers may lead to creating

or solidifying the prejudice the student has had, because people tend

to process newly gained information in combination with their

existing knowledge, instead of just accepting it.

Most of the clips that have been used for multi-cultural class

depicted foreign employees as the subject of compassion or sympathy,

or people in need of help. This kind of framing not just creates a

negative impression toward immigrant workers, but also further

solidifies the previous mindset of the students.

This study examined various types of visual tools used in educating

multi-culture, as well as student’s existing sense of social distance

and its impact. To this end, the framing of the materials, teaching

multi-culture with visual materials, and the established attitudes of

the students towards the subjects were discussed.

The hypotheses of the study are as below.

Primary hypothesis]: Different visual framing methods will change

the student’s previous sense of social distance depending on its

previous extent.

Secondary hypothesis 1] With the previous social distance remaining

same, the sense of distance will be different after the different

framing.

Secondary hypothesis 2] With the previous social distance remaining

different, the sense of distance will be different even after the same

framing.

A survey was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these hypothes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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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 experimental study was implemented among 243 students by

using the "unable compassion” and “able respect” framings.

After a statistic verification based on the survey, the primary

hypothesis and secondary hypotheses 1 and 2 were adopted.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framing effect influenc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tudent’ established sense of social distance.

Followings are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First, this study provided a chance to reflect on the previous framing

of the visual materials about immigrant workers. By identifying how

it influenced the students, the study ensured to suggest new framings

designed to alleviate negative attitudes.

Second,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the interactions

of the student’s sense of social distance with the framing of the

material. Previous studies attempted to demonstrate the effects on the

condition that the learners are passive. However, this study showed

that the effects of the framing could differ by the active learners’

sense of social distance.

Third, it fou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ocial distance toward

immigrant workers in the venue of multi-cultural education. Although

previous research found out what affects over the social distance,

they failed to examine the issues within the education site. However,

this study carries a major significance because it found out the

problems of the framing by analyzing the framing in use, students'

sense of social feeling and its impact.

It is necessary that follow-up work should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The location of the participants, which was limited to the

Inchon area, would have to be expanded to include other areas. Also,

precise tools that can cover the quality of the variates of the sense

of distance should be used. Additionally, it would be necessa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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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 how the sense of social distance would change through

multiple rounds of video framings, not through a one-time similar

experimental study.

Key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the framing effect,

immigrant workers, student’s previous sense of social distance,

social distance, prejudice, attitudes

Student Number : 2010-2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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