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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다문화적 편

견은 잠재된 주요 갈등 요소 중 하나이다. 편견은 일단 형성되고 나면 해

소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다문화

적 편견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노정되기 이전에 예방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 다문화적 편견 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적 편견이 고착되기 이전에 적용할 수 있는 예방

적인 교육 방법으로 접종처치를 생각해 보았다. 접종처치는 설득에 대한

저항을 유발함으로써 기존 태도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커뮤니

케이션 전략이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량의 병원균을 사전에 투입하여

면역을 형성시키듯이, 접종처치는 사전에 신념이나 태도에 반하는 메시지

를 수용자들에게 적절히 노출시킴으로써 심리적 저항 수준을 증가시킨다.

접종처치를 통해 형성된 면역은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접종처치에 의

해 생겨난 면역은 접종을 위해 사용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주의

다른 설득 메시지에도 저항을 유발한다. 이러한 특성은 한정된 교육 내용

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형성 저항을 유발하였더라도, 수업에서 다

루지 않은 다양한 현실 장면에서까지 저항 유발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편견 형성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적 교육기법으로써 접종처치의 효과 및 적용 효율성을 실증적으

로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지

닌 것으로 판단되는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한 연

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은 ‘접종처치는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에 저항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로, 이를 위해 세 개의 하위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지지처치는 무처치보다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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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는 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접종처치는 무처치보다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는 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접종처치는 지지처치보다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에 저항하는 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2> 는 ‘접종처치에 의해 형성된 면역은 접종에 사용된 편견

메시지와 다른 편견 메시지에도 저항을 유발하는가?’로, 이를 위해 하나의

하위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다르게 한 집단과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같게 한 집단의 접종처치 효과는 동질

적일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거주 현황을 반영하여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초등학교 각각 2곳씩 총 4곳을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4, 5학년

총 32개 학급 727명을 대상으로 준실험연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1>에서 접종처치와 지지처치는 아무 처치도 하지 않는 것보

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형성 저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종처치와 지지처치의 효과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

견하지 못하였다.

<연구문제2>에서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다르게 한

집단과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같게 한 집단의 접종처치

효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접종처치는 접종 시에 사용

한 메시지와 다른 내용의 편견 메시지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형성

저항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접종이론의 적용 범위는 편견 및 다문화교육 영역으로 확장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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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간 접종이론의 적용은 광고나 경영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

며 교육적 적용은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문제 행동에 국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접종이론을 편견 영역에 접목하여 그 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접종처치는 다문화교육에서 편견의 해소를 위한 예방

적 교육활동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편견 메시지는 다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적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의 편견을 회피하는 것보다 교육적 소재로써

편견 메시지를 제시하고 생각할 기회를 가질 때 편견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자의 저항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긍정적 메시지를 주로 제공하는

기존 수업 방법에 편견 메시지를 보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실

에서의 편견을 이해하고,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접종처치는 현실의 다문화적 편견을 교육적 소재로 활용할 수 있

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접종처치는 학습자를 약

화된 수준의 편견 메시지에 노출시키고, 기존의 긍정적인 태도를 방어하

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은 메시지의 제시 순

서 및 학습자의 활동을 비교적 명확하게 안내하기 때문에 유용한 수업 기

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접종처치는 편견 해소 교육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접종처

치는 면역 형성을 통해 접종 시에 사용한 것과 같은 범주의 다른 편견 메

시지에도 저항을 유발했다. 따라서 접종처치를 적용하여 다문화적 편견

완화 교육을 할 경우, 학습자들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편견 메시지

에 저항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편견,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설득에 대한 저항, 접종이론,

접종처치

학 번 : 2010-2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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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는 서로 다른 이념, 계층, 출신 지역, 인종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표출되거나 잠재된 집단 갈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갈등

의 기저에는 상대 집단에 대한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 특정 역사적 사건

에 의해 형성된 집단 간 편견, 즉 부정적인 태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남아 특정 집단에 대한 미움과 왜곡된 평가

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 간 긴장과 갈등은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

또한 편견은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편향되게 만들고, 차별 받는 집단 구

성원의 잠재된 능력이 발휘될 가능성을 사장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

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편견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번 형성된 태도는 쉽게 완화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견이 형성되기 이전 상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편견 형성 이전의 온건한 태도가 추후 주변의 편견 메시지에 의해 설득당

하지 않고 저항함으로써 편견 형성을 완화하도록 돕는 교육적 기법을 탐

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에서 설득이론의 한 종류인 접종이론은 정보 수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차후에 경험하게 될 태도 공격적 메

시지에 대항하도록 돕는 특징적 방법을 제시한다. 접종처치는 기존의 긍정

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동조와 지지 대신에 기존

태도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 수용자로 하여금 자

신의 태도가 지닌 취약성을 알아채고 위협을 느끼게 하며, 자신의 태도를

방어하기 위한 동기를 유발하도록 돕는다. 접종처치에 의해 유발된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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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경험은 기존의 긍정적인 태도가 더 공고하게 유지 되도록 만든다.

국내 인식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아직까지 타인종· 민족 집단

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형성하지 않았으며 보편적 차원에

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연령 집단별 결과를 보면 청소

년과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의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의 경우, 다문화가정에 대

해 진지한 생각을 해보거나, 직접적인 접촉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진 외 2010; 노경란, 방희정, 2009; 금명자 외, 2006; 임성택,

2003; 양계민, 2009; 조영달 외, 2007).

아직까지 우리나라 청소년과 아동들은 타문화나 인종에 대해 비교적

온건하거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다문화적 편견은 잠재된 주요 갈등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닌 현재의 바람직한 태도가 현실에

서 경험하는 다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변화되지 않도록 교육적 지원을 제

공한다면 편견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 학생들 대부분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온건하거나 긍정적 인식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접종처치는 현재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

도록 돕는 유용한 교육기법이 될 수 있다. 접종처치는 미래에 경험하게 될

편견메시지와 상황을 미리 경험하고, 자신의 현재 태도를 옹호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해주는 예방적 교육활동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접종 처치를

통해 편견 메시지로의 사회화나 집단의 동조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함으로써 편견 형성을 예방 혹은 완화하는 시도를 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접종처치를 특정 수업 모형에 적용하거나, 한 단위의

접종처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에 사

용하는 기존의 교육방법과 함께 도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기법으로

접종처치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따라서 편견을 해소하려는 교

육적 노력에 접종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

는데 연구의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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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앞절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접종처치가 다문

화가정과 관련된 편견 메시지에 저항을 유발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접종처치(inoculation treatment)는 초등학생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아동의 편견발달이론(Aboud, 1987; Vaughan,

1987)과 국내 다문화인식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 하에 제기된다. 연

구문제 1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초등학

생들에게 접종처치를 했을 경우, 처치의 영향으로 편견에 대한 저항이 유

발되는지 기본적인 처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2. 접종처치에 의해 형성된 면역은 접종에 사용된 편견 메

시지와 다른 편견 메시지에도 저항을 유발하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면역의 일반성(generality of immunity)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생물학적 접종과 다르게 심리적 접종처치에 의해 형성된 면

역은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접종처치를 할 때 사용했던 접종 메

시지와 다른 내용의 설득에도 저항이 유발될 수 있음 의미한다. 편견 형

성을 완화하기 위한 접종처치에서 면역의 일반성이 확인된다면, 접종처치

의 교육적 활용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접종처치가 한정된 시간과 교육내

용으로도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편견 메시지에 저항을 유발할 수 있

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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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접종이론을 편견과 다문화교육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간 접종 이론의 적용은 경영이나 광고 분야에서 활

발히 이루어졌으며 교육적 적용은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문제 행동에 국

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접종 이론을 편견 영역에 접목하고 그 효

과를 검증함으로써 접종 처치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켰다.

둘째, 본 연구는 수업 소재로써 배제되어 왔던 부정적인 편견 메시지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효과를 경험적 검증하였다. 흔히 부정

적인 메시지나 편견은 교육적 소재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매체나 주변 사람들의 메

시지 속에는 긍정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편견 메시지도 함께

산재해 있다. 학교에서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내용만을 단편적으로 교육받

을 경우, 학생들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부정과 갈등의 상황에 오히려 취약

할 수 있다. 기존에 교육받은 내용이나 지켜오던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접종처치를 통하

여 편견 메시지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부정적인 메

시지가 교육적 소재로 활용되었을 때 긍정적인 태도 함양에 주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접종처치 과정을 이용하여 현실의 편견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접종 처치는 단순히 현실의 편견을 보

여주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접종 처치는 편견 메시지를 학

습자 수준에 맞게 조절하여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접종 메시지에 대응하

여 자신의 태도를 방어하는 연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편견 메시지

에 대해 논박할 수 있는 예비적 정보를 획득하도록 추가적인 지식과 정보

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메시지 제시 순서 및 학습자 활동을 비교

적 명료하고 간단하게 안내하기 때문에 수업 구성에 위한 구체적인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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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넷째, 접종 처치를 통해 형성된 면역의 일반성을 검증함으로써 접종 처

치가 교육적으로 활용될 때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하나의 접종 처치가 다양한 편견 메시지에 저항을 유발하는 효과

가 있음을 밝혔다. 접종처치는 한정된 교육 내용으로 현실의 다양한 편견

메시지에 저항을 유발하여 편견 형성을 지연하거나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는 교육기법으로써 접종처치를 편견 해소 교육에 활

용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증명한 것으로 기존 교육방법과의 보완

적 활용을 제안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를 무선표집 해야 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의 제한으로 인해 편의표집을 수행하였

고, 이로 인해 일반화 상의 한계, 즉 외적타당도의 제약을 받는다. 본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

역과 가장 적은 다문화가정이 분포되어 있는 충청 지역에서 총 4개 학교

를 의도적으로 표집하여 외적타당도 상의 제약을 다소 완화하고자 노력하

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을 무선할당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

을 가진다. 기존 학교 운영 구조 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학급 단위로 편성되어 있었고 처치 집단별로 무선 배정 받지

않았다. 따라서 처치 집단 구성은 기존 학급 단위를 처치군과 통제군으로

분배하였다. 이 경우 학급 집단 별 성향이 혼란 요인으로 작용하여 내적

타당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혼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다변

량공분산분석(MANCOVA) 통계 분석으로 결과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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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주요 개념

1) 접종처치

특정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설득에 대응하여 기존 태도를 보호하는 방법

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재 태도를 지지하는 정보를 제공하

여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지원 방어(supportive defense)이며, 두 번째는 미

리 현재 태도에 반하는 약한 수준의 공격 메시지를 제공하는 접종 방어

(inoculation defense)이다(McGuire & Papageorgis, 1961a: 327).

접종처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접종 방어를 구축하는 과정을 나

타내는 개념이다. 접종처치는 방어하려는 태도에 반대되는 정보를 수용

자들의 수준에 맞게 조절한 접종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 수용자들이 자신의 신념과 태도를 바탕으로 접종 메시지에 반박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나

방어 방법을 제공해준다.

접종 처치가 저항을 유발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는 위협(threat)과 선제

적 논박(refutational preemption)1)이다(Pfau et al., 1997: 188). 수용자는

접종 메시지 즉, 자신의 태도에 반대되는 메시지로 인해 기존 입장에 위

협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이후 설득적 공격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데 직

접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선제적 논박은 설득적 공격에 의해 자신의 태

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협과 선제적 논박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연구

참여자에게 온건한 태도에 반대되는 편견 메시지를 제시하고 이 메시지에

반박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처치를 접종 처치라고 정의한다.

1) 선제적 논박(refutational preemption)은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설득에 대비하여 사전에

태도를 강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특정 내용이다(Pfau et al, 1997: 188). 수용자들은

선제적 논박을 통해 설득적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정보와 기능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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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다문화가정2)은 기존 한국 사회 구성원과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

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이다. 다문화가정의 정의는 여러

연구에서 비교적 공통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이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는 용어를 사용하는 상황이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왔다.

본 논문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편견을 연구주

제로 다룬다. 특히, 편견은 사회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강력하고 부정적

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은 한국 사회

에서 다른 외모와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소외 받는 다문화적 소수자 집단

으로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새터민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지

칭하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결

혼이민자, 새터민으로 구성된 가정에 대해 가지는 인지적 신념, 감정적 느

낌, 행동 요소를 복합적으로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정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은 고정관념, 부정적 감정, 차별의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고 볼 것이다.

3) 편견 형성 저항

편견이 형성되는 과정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개인적 차원은 인간이 지닌 인지과정 상의 특성에 기인하며, 사회적

차원은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편견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다. 주변

2)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2004년 4월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가정용어 개선을 위해 사용

을 권장한 용어로써, 2006년 5월 교육부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

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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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편견 메시지나, 편견으로의 동조 압

력은 편견이 없는 수용자로 하여금 편견적 태도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설

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설득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즉, 편견을 형성하

도록 만드는 행동이나 과정이다. 그리고 저항은 설득 메시지의 수용자인

학생들이 편견 메시지에 대응하여 현재의 긍정적인 다문화태도를 유지하

려고 하는 심리적 성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적 편견의 획득을 유도하는 부정적인 설득

에 대응하여 기존의 온건한 신념과 태도를 방어하고 유지하려는 성향을

편견 형성에 대한 저항이라고 정의한다. 학생들이 편견 형성에 저항하고

타문화와 집단에 대해 건전한 신념을 유지하는 상태는 다문화교육 내용

중 하나인 편견 해소 영역의 주요 목표이다(Bennett, 2009: 121; Banks 

& Banks, 20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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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편견과 다문화사회

1) 편견의 정의와 구성 요소

(1) 편견의 정의 및 특성

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 간 갈등의 기저에는 상대 집단에 대한 편향된

사고 즉, 편견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편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해왔다. Bennett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

된 정보에서 비롯된 부정적 신념이나 판단으로부터 형성된 태도가 편견이

라고 정의하였다(Bennett, 2009: 127). 그는 편견이 특정 집단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집단에 속해 있는 특정 개인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Allport는 편견을 단지 어떤 집단에 소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단이 혐오적 성질을 지녔다고 추측되기 때문에 해당 집단 구성원에게

갖는 반감이나 적대감이라고 정의했다(Allport, 1993: p.31). 그는 편견의

정의에 호의나 비호의 같은 태도와 과일반화된 신념의 두 가지 요소가 포

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Aronson과 그의 동료들은 단지 특정 집단 구성원

이라는 이유에 근거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가지는 적대적이거나 부

정적인 태도가 편견이라고 보았다(Aronson et al., 2010: 391). 그들은

Allport와 마찬가지로 편견이 여러 요소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이라고 보

았는데 인지적 구성요소는 고정관념, 감정적 요소는 편견 행동적 요소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Brown은 특정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그 그

룹의 구성원에게 가지는 적대적이거나 차별적인 행동,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 경멸적인 사회적 태도 또는 인지적 믿음을 지니는 것을 편견이라고

정의했다(Brown, 1995: 8). 그는 편견이 오직 신념이나 태도로 존재할 뿐

만 아니라 감정이나 행동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편향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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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는 협소한 정의의 사용을 거부했다.

여러 학자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편견이 지닌 몇 가지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로 편견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고

표출된다는 점에서 개인 내적이기보다는 사회적 관계에 기인한 태도라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편견은 과일반화된 신념으로 형성되고 부정적인 감

정와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온전한 사고를 왜곡하고 집단 간 갈등

을 유발하는 유해한 특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편견은 인지, 정의, 행동

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지고 신념과 부정적 정서,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된

다는 점에서 복합적 개념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편견의 세 번째 특성은 태도의 일반적 특성이다. 태도는 굉장히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자들은

통상적으로 태도의 구성요소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로 구분한다.

태도의 일종인 편견의 경우, 인지적인 요소는 고정관념이며, 행동적인 요

소는 차별과 연관되어 있다. 편견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태도 구조 전반

을 나타내며 때로는 편향된 사고 중 감정적인 요소를 지칭하는데 사용되

기도 한다.

(2) 편견의 구성 요소

① 고정관념

인간의 인지수용력은 한계가 있어서 복잡한 사회적 정보를 모두 개별적

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대나 틀에 의해서 보다 빠

르고 쉽게 처리하도록 돕는 성향이 있다(Bodenhausen & Wyer, 1985:

279-280; 김혜숙, 1988: 40). 이 같은 성향은 편견의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

념의 형성을 촉진한다. 고정관념은 개인 간의 실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특징을 부여하는 일반화이

다(Aronson et al., 2010: 391).

Allport(1993)는 고정관념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한 범주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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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신념으로서, 범주에 대한 우리의 행위를 합리화해주는 기능을 한다

고 보았다. 고정관념은 그 자체로 해당 개념의 핵심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해당 개념에 대한 사고의 분화를 막는다. 고정관념은 집단 전체에 대한

범주적 승인 또는 배척을 정당화 해주는 장치이고, 지각과 사고의 단순성

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한 및 선택 장치로 작용한다(Allport, 1993: 175-

176).

고정관념이 우리 신념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 인식 및 사고 과정에서 일

정한 기능을 하게 된다. 고정관념은 현재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잘

회상해냄으로써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가 비일치정보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Bodenhausen & Wyer, 1985: 281). 또

한, 고정관념은 그것과 일치되는 상상을 하게 만들어 실제로는 발생되지

않았던 사건들도 오류기억하고 다시 고정관념을 강화하게 만든다(Slusher

& Anderson, 1987: 660).

고정관념은 또한 귀인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

는 정보는 상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귀인해 버리는 반면 일치하는 정보

에 대해서는 내적, 기질적 귀인을 하게 한다(Crocker, Hannah & Weber,

1983: 64-65). 이를 테면, 흑인에게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흑인을 보고 그의 직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나쁜 행동을 하는 흑

인을 보면 그의 포악한 기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은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그 고정관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

동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이고 유머러스하게 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다. 생각한대로 상황을 만드는 ‘자아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인 셈이다(Snyder, Tanke, Berscheid, 1977: 661).

따라서 사람들은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진 집단이 잘못된 행동을 더 많

이 한다고 생각하며, 그 원인을 집단과 개인의 기질에 의한 것으로 여긴

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그 집단을 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더 부정적으



- 12 -

로 만들어 해당 집단으로 하여금 실제로 부정적인 행동을 유도하게 될 것

이다. 이 과정에서 집단 간 고정관념과 편견이 심화되며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Devine(1989)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관한 실험에서 피험자를 흑인에 대

한 편견이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흑인에 대한 고

정관념을 촉발시키는 상황에 급작스럽게 직면했을 때 고정관념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편견여부에 상관없이 두 집단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편견이 약한 사람들은 고정관념적 반응을 보

이는 것이 자신들의 신념과 어긋나므로 편견이 고정관념의 활성화를 통제함

으로써 편견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Devine, 1989: 8).

여기에 편견 해소 교육이 개입할 열쇠가 있다. 즉 교육을 통해 고정관

념의 작동을 억압하고 금지하게 만드는 의식적 통제과정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이미나, 2008: 87). 고정관념은 사회에서 공유되는 믿음이

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다. 하지만 통제적 사고가 가능한 상황에

서는 학생들이 고정관념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차별적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편견 형성의 완화를 조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② 부정적인 감정

편견의 형성과 작용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한

인지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로 편견의 감정적인 요소가 편

견적 태도를 예측하는데 더 효과적인 지표가 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편견의 감정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편견에 있어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편견에 개입된 가치를

다루는 연구와 이론들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주로 미국

사회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종 갈등과 성편견에 대한 조사

연구들에 근거한다. 은밀한 형태의 인종주의는 어렸을 때 획득한 소수인

종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미국인의 전통적 개인주의 가치와의 결합이나

혹은 인종평등주의적 가치와 개인주의적 가치의 모순과 갈등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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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고 본다(김혜숙, 1999: 2-3).

최근 연구들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집단에 대한 감정과 인지가 편견적

태도나 차별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있다(Dovidio et al., 1996:

299-301; Stangor et al., 1991: 377). 이 연구들에서는 그간 편견을 나타내

는 주된 지표로 인정되어 왔던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감정적 측면이 차별적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높고 편견을 잘 나

타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편견의 특성인 복합성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

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이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중 특정 요소 하나

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차별

편견의 마지막 구성요소인 행동적 요소는 차별이다. 편향된 믿음은 종

종 불공정한 대우라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이것을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오직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집단 구성원에게 정

당하지 않은 부정적이고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

(Aronson et al., 2010: 394). 현실에서 편견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

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바로 차별적 행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적인 행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사용한다.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는 미국 사회학자인

Park가 독일의 사회학자 Simmel의 논의로부터 이끌어낸 개념이다. 그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이 거리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친밀감의 정도를 의미한

다(황정미 외, 2007: 56).

인종, 계층, 성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 간의 태도 측정을 위해 현재까지

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보가더스 척도(Bogardus scale)는 배우자, 친구,

이웃, 직장동료, 국민과 같은 내용의 7가지 문항이 친밀도에 따라 위계적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가더스 척도(Bogardus scale)의 구체적인 문항은

‘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와 같이 행위자의 선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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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의향을 묻는다. 행동 의도3)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수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감은 어떤 집단에 대한 개인의 행동적 요소를 구

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김상학, 2004: 176).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가 편견 메시지에 의해 변화되었

는지를 측정한다. 편견에 의해 변화된 태도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

정서, 행동적 측정 지표로 각각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을 선정하

였다. 타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사하는 연구들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정서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접종처치를 통해 기

존의 긍정적인 태도가 유지되는지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고정

관념과 감정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

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었는지는 긍정적 고정관념 소지여부, 긍정

적 정서 소지여부, 사회적 거리감에 의해 측정되었다.

2) 편견의 획득과 유지

앞절에서는 편견의 정의 및 구성요소를 논의하면서 편견을 강화하는 인

지구조 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사회정체성이론의 주요 개념인

‘범주화’를 중심으로 편견 형성의 사회적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인지효율성을 위해 자동적으로 주변 환경을 범주화하고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인지구조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인식한다. Tajfel(Tajfel, 1982:

13-15)의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의하면, 실제 대립되는

현실적 갈등 없이 단순히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을 짓는 것만으로도 범

주 간의 갈등이 시작된다(민경환, 1989: 147). 예를 들어, 제비뽑기와 같은

임의적인 기준에 의한 범주화로 나누어진 최소집단에서도 내집단 성원에

3)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는 태도와 행위사이의 부합성을 설명하는 이론인 ‘이성적

행위모형(theory of reasoned action)’의 주요개념이다. 행동의도는 기존 태도 연구에서

문제가 되었던 태도와 행동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한 개념으로 평가받는

다.(김상학, 2004: 176). 이성적 행위모형에 의하면, 개인의 행위는 태도와 개인의 주관

적 규범의 결합이 행동의도의 매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Ajzen and Fishbein, 1977

:9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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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외집단 성원과는 차별적으로 더 큰 보상을 한다(Locksley, Ortiz &

Hepburn, 1980: 782).

이와 같이 확연한 구분이 가능한 집단범주가 존재하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집단 정체감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

정체감보다는 긍정적 정체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앞선다. 이러한 욕구는

타집단에 비해 우리 집단이 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충족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집단은 비하하고 내집단은 선호하는 신념, 태도와 행동을 보이

게 된다(김혜숙, 1988: 39; 한규석, 2002: 498-503).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자아존중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내집단을 보다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내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으로 자리 잡으면 사회화 과정이나 집단 규범으로의 동조

압력이 편견 형성을 보다 강력하게 조장한다. 인종 편견 형성의 사회적

영향에 주목한 태도발달이론(Vaughan, 1987: 88)에 따르면, 어릴 때 특정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없더라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속된 집단 내 구성

원들과의 관계 형성 범위가 확대되고 깊어질수록 집단 간 존재하는 편견

을 내재화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편견은 암묵적인 형태로 개인의 사고

깊숙히 자리잡는다.

편견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인지 구조 및 정보 처리상 특징에 의해 끊임

없이 형성되고 유지된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도 학습되고 세대를 통해

재생산된다. 따라서 편견은 형성된 이후에 인위적 노력에 의해 쉽게 완화

되거나 해소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해소하

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으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Trubowitz(1969)는 인종 간 여행 및 연합 토의를 통해 민족 집단에 대

한 10대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미미한 성공만을 거두

었다. 영국의 Miller(1969)는 15세에서 20세의 남학생 1340명을 대상으로

편견 감소를 위해 설계한 수업을 실시했으나, 오히려 대조집단과 비교했

을 때 유의한 수준으로 편견이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세시간 수업을 한

반은 두시간을 한 반보다 더 편견적이었고 두시간 수업을 한 반은 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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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받은 반보다 더 편견적이었다(Verma & Bagley, 1973: 55).

이처럼 편견은 쉽게 완화되거나 해소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편견

의 감소를 위해서는 형성된 뒤에 교정하기보다 자기정체를 여러 조망에서 바

라볼 수 있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만드는 일이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민경환, 1989: 148; 노경란, 방희정, 2009: 73).

Allport는 어린 시절 편견학습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가정환경

이 편견 형성의 가장 초기의 주된 근원이고, 학교나 지역사회 같은 가정

밖의 요인들 역시 장기간 누적되어 편견을 형성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Allport, 1954: 292-295). 이는 편견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형성

된 편견적 태도를 의도적으로 교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초기의 태도형성과정에 보다 비중 있는 관심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임

성택, 2003: 281).

3)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본 연구에서는 접종이론을 적용하여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편견의 대상

집단 범주로 다문화가정을 선택하였다. 인구구성현황을 밝힌 각종 통계치

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

에서 법무부 출입국자료를 기초로 발표한 2010년 국제인구이동 추이를 보

면 전년과 대비해 외국인의 입국은 25.9% 늘고, 내국인 출국이 4.7% 늘

어나 국제순이동4)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5)했다. 또한 법

무부의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를 보면 장기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 불법

체류자를 모두 합한 국내 거주 외국인 현황은 2007년 106만명, 2009년

116만명, 2011년 13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6)에 있다.

한편 교과부에서 발표한 2010년 다문화가정 자녀현황을 보면 국제결혼

4) 국제순이동은 입국자수에서 출국자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2010년 국제순이동은 8만 2

천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 통계청 2011년 6월 28일자 보도자료 ‘2010년 국제인구이동 통계’

6) e-나라지표 ‘체류 외국인 현황’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

/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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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자녀는 2009년 대비 21.4%,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의 경우 전년 대비

37.6%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 전체 학생

중 78.6%가 재학 중이어서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재학

인원 및 인구 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7).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입국자수는 2000년 이후 최고로 높은 수치를

경신했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재학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다문화

가정과 다른 집단 간의 긴장과 갈등이 증가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지닌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들이 한 사회에서 공존하는 경우 인종이나 성, 혹

은 언어 등과 같이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외

집단 배척(Allport, 1958: 136;Tajfel, 1982: 13-15)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사회 내의 가치 있는 자원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 집단 간의 갈등, 대립

및 반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Sherif, Harvey, White, Hood &

Sherif, 1961: 172-174).

다문화사회를 향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은 범주화와 편견 형

성, 이로 인한 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

게도 인식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한국인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인진과 동료들(2010)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이주민의 증가나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같은 거시적이고, 표면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

보다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신들의 고유

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

람들에 비교해서 월등히 많았다(윤인진 외, 2010: 58-81).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형성의 정도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성인보다

7)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정보자료실-교육복지국 게시 자료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2010. 4, 출신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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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립적 내지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

화가정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

들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성격 묘사에서 떠올리는 상위 5순위 모든

표현이 긍정적 형용사였다(금명자, 2006: 85).

특히, 청소년과 초등학생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

자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집단은 초등학생 집단이었다(양계

민, 2009: 67). 한국 초등학생들은 암묵적인 수준에서 동남아인에 대해 편

견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아 성인들의 동남아인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를

아직 내재화하지 않았음을 보였다(노경란, 방희정, 2009: 72). 이밖에도 여

러 연구들에서 한국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이고 유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조영달 외, 2007).

4) 인종 편견 발달과 예비적 교육의 필요성

한국 학생들의 온건한 다문화적 태도는 인종 편견 발달에 대한 사회심

리학 이론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 발달의 초기

10년 동안 일어나는 사회 인지적 변화와 편견의 발달을 연결 짓는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고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는 인종에 대한 태도를 사회와 인

지발달 변화의 결과로 보는 사회인지적 접근방법(Aboud, 1988)과, 사회정

체성이론(Tajfel, 1982) 및 자기 범주화 이론(Turner Hogg, Oakes,

Reicher & Werherell, 1987)을 통합한 접근 방법이 가장 지배적이다

(Brown, 1995: 154; 노경란, 방희정. 2009: 50).

Aboud(1987)는 학년에 따른 아동의 정서, 인지와 사회적 기능 수준을

이해해야 된다면서 발달적 관점을 강조하였다(Aboud, 1987: 41). 사회인지

이론(Aboud, 1988)에 따르면, 아동의 인지 기능 발달은 인종에 대한 사회

화 과정에 발달 단계마다 질적으로 다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아동이 자기중심성을 탈피하면서 편견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

기 때문에, 발달 과정에서 편견이 불가피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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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한다(노경란, 방희정, 2009: 50).

Aboud(1987)는 Piaget의 주장을 발전시켜 경험을 조직화하는 방식과

자아중심적 사고의 변화가 복합되어 일어나는 산물이 인종에 대한 태도라

고 보았다. 백인 아동의 인종적 편견은 지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4세부

터 나타나서 5세에서 7세에 가장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9세가 지나면서

집단 내 변인의 가능성을 인식한다. 그리고 점차 조작적 사고를 획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편견이 감소

하게 된다고 보았다(Aboud. 1987: 42-46).

사회정체성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 또한 인종에 대한 선호가 4세부

터 발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종 편견은 특정 집단에 속한 결과 인

종에 대한 자각과 함께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편견

과 내집단 선호가 발달과 함께 감소하지 않으며 암묵적으로 내재화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Vaughan(1987)은

Aboud(1988)의 주장과는 달리 7-12세 사이의 아동들은 내집단 선호가 줄

어들지 않고 실제로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Vaughan, 1987: 88).

사회 정체성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사회인지발달론의 주장처럼 7

세 이후 백인 아동들의 내집단 선호가 감소하는 것은 평가도구가 직접적

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인지했기 때문에

편견이 감소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편견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지 않았으며 시간이나 도시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변화되었

다(Vaughan, 1987: 90-91).

사회인지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은 아동 발달과 편견 수준의 변화에 대

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두 이론의 절충을 통해 편견이

최소화되는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아동이 자기중심성을 탈피하여 주변에 관심을 가지

고 타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만 9세 이후에 편견이 급속히 감소

한다. 한편 사회정체성이론에 의하면 어릴 때는 편견이 없는 온건한 태도

를 지니고 있더라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내집단 구성원들과 관계 형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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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확대되고 깊어질수록 집단 간 존재하는 편견을 내재화하게 된다. 따

라서 편견 해소 교육을 실시하는 시기가 이를수록 편견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상태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편견 해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결과

적으로 사회인지이론에서 편견 수준이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으로 보는 만

9세 이후 이면서 다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린 연령대는 만9세에

서 12세 정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내 인식조사 결과 및 타인종과 민족에 대한 태도

발달 이론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학

생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비교적 온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을 것이

라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편견 해소 및 완화를 위한 교육적 개입의

여지가 생겨난다. 긍정적인 태도가 대중매체나 주변 사람의 영향에 의해

편견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예방적 교육 처치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강

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인식에 자리 잡고 나면 사실 상 해소가 어려

운 편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예방적 편견 완화 교육은 편견이 형성된 이

후의 사후 처치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뚜렷하게 고착되기 이전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온건하고 반

편견적인 태도의 유지를 돕는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편견 메시지에 대해 건전한 신념을 바탕으로 저항하고 긍정적인 다문화태

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면 편견 형성을 완화하고 이것이 고

정관념의 억압과 차별적 행동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접종이론

1) 설득에 대한 저항 유발

20세기의 유명한 태도 연구자인 Hovland와 그의 동료들은 설득이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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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로

언어적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Hoveland et al., 1953: 12).

차배근 등은 Hovland의 정의를 보다 심화시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매체를 통하여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

하고 수용자들로부터 의도한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행위 내지는

과정을 설득이라고 정의하였다(차배근 외, 1992: 19). 즉, 설득은 특정 목

적을 가지고 수용자가 지닌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한

다.

수용자가 설득적 시도에 대해 자신의 기존 태도를 고수하는 성향을 저

항성이라고 한다. 설득 이론의 하위 주제 중에는 설득에 대한 저항

(inducing resistance to persuasion)을 연구하는 흐름이 있다. 본래 설득

은 의도하는 목적에 맞게 수용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

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요소는 설득 노력을 방해하는 혼란요인으로 간

주되었다. 과거 설득에 대한 저항 연구는 저항 형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저항의 제거 방안을 고민했다. 이러한 시도를 설득에 대한 저항 극복

(resistance-reducing techniques)이라 한다.

1960년대부터는 정치적 선동이나 세뇌, 부정적인 광고에 대응하여 어떻게

하면 수용자의 저항을 최대한 유발할 수 있을지를 활발히 연구하였다. 특히

McGuire(1961a)에 의해 제안된 접종이론은 보호하려는 태도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이용해 설득적 공격 메시지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안

을 제공한다. 이것을 설득에 대한 저항 유발(resistance-inducing

techniques)이라 한다. 저항 유발 연구에서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용자들의 저항성 그 자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저항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독립 변인이나 중개 변인들 그리고 저항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방법

들을 탐색한다(차배근 외 3인, 1992: 162-163).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설득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인 편견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행동이나 과정이다. 그리고 저항은 설득 메시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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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인 학생들이 편견 메시지에 대응하여 현재의 긍정적인 다문화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적 성향이다. 따라서 편견 해소 교육을 위해서는 학

습자들이 편견에 대응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입장, 즉 설득

에 대해 저항을 최대한 유발하기 위한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득에 대한 저항연구의 두 번째 입장에서 설득과 저항의

의미를 활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득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유발되는가? 이

에 대한 입장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행동적 접

근법이다. 행동적 접근법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신념에 근거한

특정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본인의 주장에 더 몰입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기 신념에 근거하여 에세이를 쓰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이 있

다. 대표적인 형태가 개인적 결정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언하여 더 확고하게

자기 태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유형이다. 차후 설득적인 시도에 저항하기 위

해서는 개인적인 다짐보다 공언하기가 더 효과적이다(Hovland, Pritzker,

1957: 260-261). 이와 같은 공적 진술 방법은 가치 교수학습 모형 중에 하

나인 가치명료화 접근법에 적용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지하려는 태도를 수용자가 가진 다른 인지요소와 결

합하여 설득에 저항하는 방법이다. 수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목표 달성

에 긍정적이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념을 더 확고히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호하려는 태도를 수용자가 굳게 지니고

있는 다른 신념에 연결시키거나(Rosenberg, 1956: 372), 수용자가 자기 행

동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의 신념이나 가치

에 연결시키는 방법(Kelley and Volkhart, 1952: 463)이 여기에 속한다. 다

른 인지요소에 태도를 연결하는 방법은 수용자가 이미 지니고 있던 다른

믿음과 주어진 태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추후에 신

념을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결된 다른 신념까지 변화시켜야 하는 부

담을 갖게 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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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어진 이슈에 불안한 감정을 결합하여 해당 주제를 피하는 경향을

생기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성격 요인을 통해 저항을 유발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자존감

을 향상시켜 차후 사회적 설득 압력에 저항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

(Kelman, 1950: 283-284). 심지어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와 매우 다른 성

격의 개별적 성공이더라도 저항이 증가된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설득적 시도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연습하는 것

이다. 여러 연구에서 선동(propaganda)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연습하는

것이 차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처했을 때 저항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Citron and Harding, 1950: 324-326). 사전 연습은 설득적

인 시도들을 인식하고 무시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McGuire, 1964: 194-199; 차배근 외 3인, 1992: 162-165).

앞서 설득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과제 수행과 인지적 결합,

심리적 상태 유발, 사전 연습의 네 가지 접근법들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

에서 활용하는 McGuire의 접종이론(1961a, 1961b)은 설득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기 위해 네 방법의 장점들을 모두 활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즉, 접

종처치는 설득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기 위한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효과

적으로 통합한 전략이다.

접종처치는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본인의 태도와 반대되는

의견을 접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존 태도를 방어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면

역 형성에 의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수용자가

본인의 신념과 관련한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반대 의견

을 사전에 경험하고 연습하는 과정이다. 연습의 과정에서 기존 신념을 공

고하게 다지고 자신의 태도를 확인한다. 그리고 유지하려는 수용자의 특정

태도에 반대되는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심리적인 위협 상태를 조장하고, 반

대 주장을 방어하는 경험을 통해서 저항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켜 준다.

특히 접종처치는 기존 태도를 지키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태도에 반대

되는 주장을 제시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어떤 입장을 설득하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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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제시하는 설득 메시지가 설득하려는 내용의 반대 입장도 함께 포함하

고 있을 때, 이것을 양면 메시지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편견

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현재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고 설득하

기 위해서, 편견 메시지를 함께 제시하는 특징적인 구조를 제안한다.

2) 일면 메시지와 양면 메시지

설득적 메시지는 일면 메시지와 양면 메시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설득하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만 담은 메시지를 일면 메시지라 하고

반대 관점도 함께 포함하는 메시지는 양면 메시지라 부른다(Petty &

Cacioppo, 1981: 115).

양면 메시지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Hovland, Lumsdaine 및 Sheffield(1949)

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약 400명의 미군 병사들에게 태

평양 전쟁의 지속성을 주제로 일면 메시지와 양면 메시지를 구분하여 제

시했다. 연구 결과 설득 내용에 대한 사전 태도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일

면 메시지보다 양면 메시지가 훨씬 많은 태도 변화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전 태도가 설득하고자 하는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면적 메시

지가 더 효과적이었다. 또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양면 메시지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은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일면 메시

지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Hoveland et al., 1953: 105-108).

전쟁이 끝난 후 Lumsdaine과 Janis는 이 연구를 더 진전시켜 일면 메

시지와 양면 메시지의 지속 효과를 실험했다. 이들은 피험자들이 메시지

설득을 받은 이후에 다시 반대 입장으로의 설득을 받게 되면 양자 중 어

떤 유형의 메시지가 그것을 견디는 데 더욱 효과적인가를 알아보는데 관

심이 있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피험자들의 사전태도와 상관없이 양면 메시지가

이후의 역공격에 견디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양

면 메시지가 더 효과적인 것은, 이미 피험자들이 양면 메시지 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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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반대 주장을 접해 보았기 때문에 이후에 반박 메시지에 노출되

더라도 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양면 메시지를 경험한 수용자들은

반박 메시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것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뿐

더러 그 내용에 대한 면역성(immunity)내지는 저항성(resistance)이 생기

게 된다. 이를 테면, 양면적 메시지에 의해 수용자들이 일종의 접종

(inoculation)을 맞은 결과가 되어 면역성이 생긴 것이다(Lumsdaine,

Janis, 1953: 317-318).

위의 두 연구를 요약하면 학력이나 지능이 비교적 높고 메시지의 주장

과 다른 의견을 가진 메시지 수용자는 양면 메시지에 의해서 더욱 많은

태도 변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학력이나 지능이 그리 높지 않

고 메시지에서 주장하는 바를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수신자에게는 일면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메시지 수신자가 후에 메시지 주장이 옳지

않다는 반대 입장의 설득을 받게 되면 이 공격에 견디는 위해서 어느 경우

이든 양면 메시지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삼, 1995: 5-6;

Severin & Tankard, 1991: 238; Petty and Cacioppo, 1981: 115-117).

3) 접종이론(Inoculation theory)

주변의 설득에 대응해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고자 하는 저항의 매커니즘

에 관한 연구 즉, 태도 저항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뤄지

지 못했다. 유일한 예외는 McGuire(1964)의 접종이론(inoculation theory)

인데, 이 이론은 설득에 대한 저항 과정을 설명하고 저항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했다(Eagly & Chaiken, 1993: 560).

접종이론은 기존 태도의 유지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이상

적으로는 설득이 합당할 경우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만 불합리한 설득에

는 저항하고 기존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

었다(McGuire, 1964: 193). 따라서 접종처치는 특정 입장의 일방적 설득이

나 세뇌와는 다르게 수용자의 주도적인 인지적 반응을 중요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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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종이론의 배경과 가정

한국전쟁 당시 많은 미군 포로들이 중공에 의해 세뇌를 당했고 대중 앞

에서 본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연설까지 행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에서는 미군들이 쉽게 세뇌를 당한 원인이 반공의식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McGuire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

은 미국의 일방적인 민주주의 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민주주의라는 신념이 이전에 한번도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

산주의라는 병균에 노출이 되었을 때 취약했고 쉽게 설득 당했다고 설명

했다. 그리고 예방적 처치를 통한 저항 유발 방법인 접종이론을 제시하였

다(김정삼, 1995: 12; 김영석, 2005: 163).

사람이 질병에 저항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좋은 식

단과 운동, 휴식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지원적인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

는 신체 방어 수준을 넘지 않는 정도의 약화된 바이러스를 체내에 투입

하는 접종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질병을 방어하는 데에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접종처치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Guire와 Papageorgis(1961a)는 설득을 방어하고 현재 태도를 유지하

려 할 때 생물학적 접종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cGuire & Papageorgis, 1961a: 327; 한덕웅 외, 2005: 217; Severin,

Tankard, 1991: 263).

설득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여 기존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질병

에 저항하는 생물학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이다. 지원 방어

(supportive defense)는 현재 태도를 지지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접종 방어(inoculation defense)는 미리 현재

태도에 반하는 약한 수준의 공격 메시지에 수용자를 노출시키는 방법이

다(McGuire & Papageorgis, 1961a: 327).

사람들은 자기 신념과 대비되는 정보를 회피함으로써 믿음을 방어하려

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반대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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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혹은 강제적으로 노출될 경우 설득에 매우 취약해진다. 자기 생각

이 옳다고 믿는 만큼 신념을 방어하기 위한 동기가 유발되지 않았고, 자기

신념을 공고하게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

를 접하지 못했을 때, 대개의 경우 그 주제를 제대로 논박하는 것이 불가

능하고 그만큼 설득당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수용자가 사전에 자신의 방

어 능력을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약화된 반대 의견에 노출된다면, 자기

신념을 지지하는 주장에 노출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설득에 대한 저

항을 유발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McGuire, Papageorgis, 1961a: 336).

이러한 McGuire(1961a)의 주장은 수용자들이 접종처치를 통해 두 가지

의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사후의 설득적 공격에 더 효과적이라는 근

본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첫 번째로 수용자는 자신의 특정 신념을

방어하는 연습이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므로 설득에 취약하다는 가정이

다. 한번도 공격받지 않은 태도의 경우, 설득을 방어해 본 적이 없고 방어

할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격에 취약하다. 두 번째는 연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에 취약하다는 가정이다(McGuire,

Papageorgis, 1961a: 201). 사람들이 지닌 태도 중에 어떤 것은 한번도 위

협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신념을 방어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앞

서 언급했던 미군 병사들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체제에 대한

의심 없이 자라났기에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

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설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

지적 차원에서 해당 태도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

리고 동기적 차원에서도 태도를 위협해 신념을 흔드는 일이 자신에게 일

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김영석, 2005: 163-169).

이와 같은 McGuire의 이론적 가정은 이후 Petty 와 Cacioppo(1977)의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검증된다. 연구 결과 접종처치에 따른 저항의 유발

은 접종처치 시에 병행하는 쓰기 등 여타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피험

자가 반대 의견을 미리 예상함으로써 일어났다(Petty, Cacioppo,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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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이 결과는 반대의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설득에 취약한 상

태라는 McGuire(1961a, 1964)의 가정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여러 실험 결과들은 접종의 효과가 동기 유발적 요소와 인지

적 요소 둘 모두로부터 생겼다는 관점을 확인했다. 특히, 동기 유발 요소

는 접종처치가 지지처치 같이 지식의 추가로부터 생기는 방어보다 더 오

랫동안 유지되고, 면역이 형성되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더 효과적이

되도록 만든다(Eagly, Chaiken, 1993: 565).

(2) 접종처치와 처치 효과의 검증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념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으로부터 도피하여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인지적 성향이 있다(Festinger, 1957: 1-2). 그렇

기 때문에 이 신념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설득에 의해 도전받을 경우 방어

에 서툴고 결국 설득적 공격에 쉽게 동요된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

해, 공격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반대 주장으로부터 자기 신념을 방어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저항력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접종처치의 목적이다.

접종처치는 먼저,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나 신념과 대조를 이루는 반대

메시지를 수용자들이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환한 접종 메시지를 제

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태도를 방어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려

는 태도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 접종처치의 특성이다. 수용

자들은 자기 입장에 반대되는 접종 메시지를 읽고 기존 태도의 위협을 느

끼며 본인의 태도가 공격으로부터 취약함을 자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들은 자기 신념과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성향에 의해 취약함

을 보강하고 기존 태도를 방어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된다. 접종처치의

마지막 과정에는 수용자의 태도와 신념으로 접종 메시지를 반박하며 자신

의 태도를 방어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때 반박은 수용자가 글을 쓰는

적극적 방법이나 주어진 글을 읽는 수동적 방법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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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접종처치는 접종 메시지 제시와 수용자의 방어라는 두 과정으

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과정에는 저항을 유발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포함

되어 있다. 접종 메시지를 제시할 때의 핵심요소는 위협(threat)이며 수용자

의 방어 과정에서의 핵심 요소는 선제적 논박(refutational preemption)이다.

이 중에서도 위협은 설득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이

다(Pfau et al., 1997: 188).

위협은 자신의 태도가 미래 설득적 공격에 취약하다는 인정으로서 저항

을 유발하는 동기적 촉매의 역할을 한다. 선제적 논박(refutational

preemption)은 수용자가 접종 메시지에 대응해 자기 입장을 방어하는 과

정에서 제공받는 정보나 기능을 의미한다. Pfau(1997)는 선제적 논박이

설득적 공격에 대비하여 태도를 강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특정 내용이

라고 정의했다(Pfau et al, 1997: 188). 수용자들은 선제적 논박을 통해 설

득적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정보와 기능을 제공받는다.

접종처치의 효과는 동기 유발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지원적 방어

(supportive defense)와 같이 지식의 추가로부터 생기는 방어보다 더 오랫

동안 유지된다(Eagly, Chaiken, 1993: 565). 또한 접종처치에 의해 형성된

저항은 일반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접종 시에 경험하지 않은 설득 메

시지에도 저항을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접종처치의 효과를 검증하는 초기의 실험 설계와 다양한 분야에 접종처

치를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근래의 실험 설계는 거의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접종이론의 기본 실험구조가 접종처치 과정 및 저항 유

발 효과의 검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고안된 실험구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McGuire와 Papageorgis가 초기 연구에서 설계한 실험과정

을 바탕으로 연구 과정을 설계하였다. 이제부터 접종처치의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한 초기 연구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 집단 구성 및 접종처치 과정

그리고 처치 효과 검증 과정을 살펴보겠다.

단순히 접종처치 후에 주제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를 측정한다면 처치에

의한 효과이기는 하나 설득 공격에 대한 저항이 유발되었는지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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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접종처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짧

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수개월의 시간 간격을 사이에 두고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방어 시기(defensive session)’이고 방어 시기가 끝난

후, 면역이 형성되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둔 다음 두 번째 시기인 ‘공격

시기(attacking session)’가 시작된다.

방어 시기에서는 접종처치를 가한다. 그리고 설득에 대한 저항이 유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격 시기에 강력한 설득 상황을 제시한 후 태도

를 측정한다. 호소력 있고 매력적인 반대 메시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기존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접종처치에 의해 저항이 효과

적으로 형성되었다고 간주한다.

접종처치의 가정 및 효과를 엄밀하게 검증하고자 했던 초기 연구에서는

공격받지 않아 설득에 취약한 신념으로 문화적 공리(cultural truisms)8)를

사용했다. 접종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집단 구성은 첫 번째

시기 즉, ‘방어 시기’에 제시하는 처치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통제군은

방어 단계에서 아무런 메시지도 제시하지 않는 집단이다. 지지처치군

(supportive defense group)은 문화적 공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제시해주

고, 접종처치군(refutational defense group)은 문화적 공리를 반박하는 메

시지를 제시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통제군과 접종처치군의 2집단 구성을

취하는 형태도 있다.

사전 태도를 측정하는 질문지 작성이 끝나면 ‘방어 시기’가 시작된다.

방어 시기는 접종처치를 통해 반대 의견의 설득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단계이다. 방어 시기에 지지처치 집단은 문화적 공리

를 지지하는 긍정 메시지를 제공 받는다. 반면에 접종처치 집단은 문화적

공리에 대한 반박 메시지 즉, 접종 메시지를 제공받는다.

8) 문화적 공리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환경에서 이견의 여지없이 폭넓게 공유되며 받아들

여지고 있어서, 반대 주장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는 신념이

다(McGuire, 1964: 201). 예를 들면, “식사 후에는 가능하다면 매번 이를 닦는 것이 치

아건강에 좋다.”, “정신병은 전염되지 않는다.” 와 같은 신념이다. 피험자들이 지닌 문화

적 공리에 대한 신념은 매우 강력해서 15점이 동의 최고 수준인 척도에서 평균이 13.26점

이었다(McGuire & Papageorgis, 1961: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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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메시지는 피험자의 현재 태도와 지식 수준에서 방어가 가능한 정

도의 위협과 설득력을 지녀야 한다. McGuire와 Papageorgis(1961a)의 실

험에서는 “너무 잦은 칫솔질은 잇몸과 치아의 약한 부분을 상하게 한다.”

와 같이 근거나 부연 설명이 없는 한 문장의 반박 메시지를 제시해주었

다. 그 다음 피험자들은 접종 메시지 문장을 다시 반박하는 내용의 문장

을 읽거나,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글을 쓰면서 기존 태도를

방어한다. 연구에 따라서, 메시지 제시가 끝나고 나면 문화적 공리에 대한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접종 처치 직후의 피험자 태도를

측정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하면 방어 시기가 끝난다.

McGuire(1961a)의 초기 연구에서는 4일이 지난 후, 두 번째 단계인 ‘공

격 시기’가 시작된다. 이때는 문화적 공리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의 공

격적 설득이 제시된다. 피험자는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성과 호소

력을 갖춘 반대 입장을 담은 세 문단 정도의 글을 읽는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문화적 공리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지에 답한다.

접종처치에 의해 설득에 대한 저항이 제대로 유발되었는지 여부는 통제

군, 지지처치군, 접종처치군 간의 사후 태도 점수 비교를 통해 얻어진다.

모든 피험자가 실험 전에 문화적 공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높은 상

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 강력한 반대 메시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높은 동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성공적으로 ‘설득에

대한 저항’이 유발되었다고 본다.

<표 Ⅱ-1> 초기 접종처치 실험 시기별 동의 수준

메시지 처치 직후 동의 수준 설득 공격 후 동의 수준

통제군 13.26 6.64

지지처치군 14.62 7.47

접종처치군 14.34 11.51

(McGuire & Papageorgis, 1961a: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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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에서 McGuire와 Papageorgis(1961a)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설득에 대한 저항이 가장 효과적으로 유발된 집단 즉, 문화적 공리에 대

한 태도 유지 수준이 가장 큰 집단은 11.51의 동의 수준을 보인 접종 처

치군이다. 그 다음은 지지처치군이었고 태도가 가장 많이 바뀐 집단이 통

제군이었다.

Banas와 Rains는 54개의 접종이론 관련 연구물을 메타 분석하였다. 그

리고 접종처치에 관한 McGuire(1961a)의 초기 연구 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는 통제군보다는, 지지메시지를 제

공하는 것이 낫고, 지지메시지 제공보다는 반박메시지를 통한 접종처치가

태도 유지를 위한 저항 유발에 더 효과적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Banas

& Rains, 2010: 295).

주목할 부분은 <표 Ⅱ-1>에서 보듯이, 메시지 처치만을 받고 아직 강

력한 설득 공격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지지처치군이 14.62로 조금 더 높은

동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적인 강력한 공격에 버틸 수

있는 저항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처치 자체의 효과성만 본다면 지지처치

가 접종처치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종이 호랑이(paper tigers)’ 효과라고 하였다(McGuire,

Papageorgis, 1961a: 332). 종이 호랑이 효과는 가상적으로 상정된 미온적

수준의 공격만 있다면 피험자의 기존 태도를 지지하는 지지처치가 더 큰

저항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격 시기 이

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뒤바뀌게 된다. 실제 강력한 반대 메시지의 설득

공격에 부딪히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자기 입장을 방어해내는 데에 접종

처치가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 접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접종이론 관련 연구는 접종처치의 효과를 검증하는 초기 연구에서 점차

설득에 대한 저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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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조건을 탐색하는 중재변인의 연구로 발전했다. 많은 연구에서 적

용된 대표적인 중재변인은 위협수준, 관여도, 방어단계와 저항단계 사이의

시간차, 접종과 공격 메시지의 일치 여부 이렇게 4가지(McGuire, 1964: 202;

Banas & Rains, 2010: 282)이다.

접종처치를 위해 현재 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피험자들

은 일종의 위협을 경험한다. 옳다고 믿고 있는 현재의 신념이 잘못되었다

는 느낌은 자신의 현재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싶다는 인지적 성향

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위협은 접종처치의 핵심적 요소이다(Pfau at el.,

1997: 188). 피험자들은 위협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태도를 더 강화하기 위

한 동기가 유발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의 위협이 설득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지는 아직 합의된 의견이 없다. 최근 연구 중에 Pfau와 동료들은

(2010)은 더 심각하고 긴급성을 의미하는 단어를 활용한 강화된 수준의

위협이 접종처치 시에 더 효과적으로 저항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접종이론을 적용한 연구물을 대상으로 메타연구를 수행한 Banas와

Rains(2010)의 분석에서는 위협수준이 저항유발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cGuire의 초기 연구

에서 적용했던 방법으로 편견 메시지에서 근거와 부연 설명을 제시한 한

문장 정도의 주장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협수준을 조절하였다.

접종처치를 가하는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 사이의 시간차는 접종처치를

적용하는 데 실제적인 시사점을 준다. 접종처치를 가하는 시기가 현실에

서의 설득을 경험하기 얼마 전이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면역기능을 해내는

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접종처치를 가하고 나서 그 효과가 어

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태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사후 처

치 시기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간차에 대해서 짧게는 바로 전부터 길게는 몇 달 간까

지 다양한 주장의 연구결과가 있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결정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 McGuire(1964)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접종 주사를 맞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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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에서 일주일까지 신체 면역체계가 강화될 시간이 필요하듯이 심리적

접종처치 또한 접종처치가 가해진 후 인지적 면역체계를 형성하고 저항이

유발될 때까지 약 3일에서 일주일정도의 간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긴 기간인 일주일 간격으로 두 시기를 배치하였

다.

중재변인 세 번째는 피험자가 주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며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관여도이다.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설득의 주제들은 가치 개입적, 논쟁적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견의 여지가 있는 주제의 경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주제에 대한 피험자들

의 관여정도가 다르다.

관여도에 따라 접종처치의 효과가 달라진다면, 수용자들의 사전 태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종처치를 적용할 필요가 생긴다. Pfau와 그의 동료들

(1997)의 연구에 따르면 관여 정도는 접종처치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중간 수준일 때 최대의 저항이 유발되었다.

설득에 대한 저항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중재변인은 접종 메시

지의 내용이 공격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접종 메시지의 내용이

공격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접종처치가 지닌 효율성과 잠재력을 나

타내기 때문에 의의가 크다(McGuire, 1964: 201, Banas & Rains, 2010:

286).

만약 어떤 예방 접종 주사가 감기뿐만 아니라 감기와 유사한 다른 질환

에도 효과를 발휘한다면 해당 백신은 적용 범위가 넓고 효율성이 큰 예방

처치로 인정받을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정보 수용자가 접종처치에

사용된 메시지와 다른 내용의 설득적 공격을 받았을 때도 저항이 유발된

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접종처치는 단순히 접종처치를 위해 사용한 특정

메시지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주의 다른 내용을 지닌

메시지들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종에

대해 평등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흑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주장에 읽고,

자기 신념에 근거해 편견적 설득을 방어해냈다면, 추후에 흑인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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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하하는 강력한 편견 메시지에도 설득 당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을 것이

다.

McGuire와 Papageorgis(1961b)는 면역의 일반성(generality of immunity)

을 검증하기 위해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에 사용하는 메시지의 일치여부

를 중재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접종처치에서 사용한 메시지와 설

득 공격에 사용한 메시지가 다른 집단도 기존 접종처치 집단과 동일한 수

준의 저항효과를 발휘함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은 면역의 일반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보았다.

첫 번째로 미리 반대 주장을 경험함으로써 반대 주장이 지닌 설득력과 신

뢰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설득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자기 믿음에 반

대되는 주장을 생각해 보도록 자극하고 자기 신념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

기를 유발했기 때문이다(McGuire & PapaGeorgis, 1961b: 475).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이와 일관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지지처치는

차후의 설득공격에서 이미 지원받았던 주장들과 내용이 유사하면 특히 효

과가 있었으나 새로운 주장들로 설득공격을 받게 되면 비교적 효과가 적

었다. 이에 비해서 접종처치는 설득공격 시기에 새로운 주장들이 제시될

경우에도 효과가 좋았다(McGuire, 1964: 209).

일종의 보호막(broad umbrella of protection) 형성(Pfau, 1997: 188)이라

고도 불리는 접종처치의 이러한 효과는 접종이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준다. 학생들이 미래에 접하게 될 무수한 공격메시지는 어떤 내용일

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예측한다 하더라도 한정된 수업 시간에 모두 다루

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접종처치를 통해 수업 시간에 공부한

특정 주제에 대한 저항을 형성했다면 차후 그 주제와 관련된 현실의 다양

한 공격적 설득에 대항할 수 있는 예비적 준비를 갖추게 된다.

접종이론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또 다른 매개 변인은 방어의 적극성 여

부이다. 총 2시기로 이루어진 실험에서 접종처치는 첫 번째 시기 즉 ‘방어

시기’에서 이뤄진다. 방어 시기는 다시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눠진다. 하나

는 수용자들에게 반대 의견 즉, 접종 메시지를 제시하는 과정이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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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수용자들이 접종 메시지를 기존의 신념으로 반박하며 현재 태도를

방어하는 과정이다.

이때 두 번째 과정에서 태도를 방어하는 방법은 수동적 방어와 적극적

방어로 나뉜다. 수동적 방어는 단순히 주어진 글을 읽는 형태이다. 적극적

방어에서는 수용자가 자신의 기존 신념을 바탕으로 반론을 펴는 글을 직

접 작성한다.

접종처치 시에 적극적 방어와 수동적 방어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초기 McGuire(1964)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방어와 수

동적 방어를 함께 경험했을 때 저항이 가장 잘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cGuire, 1964: 221). 그러나 추후 연구들에서는 적극적 방어와 수동적

방어 간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수동적 방어일 경우 접종처치의 효

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McGuire의 원래 의

견을 지지하며 수동적 방어와 적극적 방어를 결합한 형태가 자주 사용되

고 있다(Banas & Rains, 2010: 284).

본 연구의 목적은 편견 형성 예방을 위한 교육 장면에 접종처치를 적용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적용 대상인 학생들은 아직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명확한 태도나 신념이 분명하게 확립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편견 메시지에 반박하는 분명한 입장을 제

시하는 글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수동적 방어 방법을 사용한다. 그

리고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고 입장을 정리하며 방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방어 방법도 병행한다. 제시 순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기존 태도를 먼저 떠올려볼 수 있도록 적극적 방어인 쓰

기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본인의 생각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

완할 수 있도록 수동적 방어, 즉 읽기 자료를 제시해주었다.

3. 편견 형성 저항과 접종이론

본 연구는 학생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편견 메시지에 설득 당하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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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기 이전에 자신의 긍정적인 다문화적 태도를 방

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처치로 접종이론을 적용하고자 한

다. 하지만 편견 해소 교육에 접종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

이기 때문에 두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축적된 연구 성과나 관련된 이론

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절에서는 두 영역 간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편견 형성 완화를 위한 예방적 교육활동에 접종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1) 편견의 발달과 접종이론의 가정

Aboud(1987)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인종 편견은 7세에 절정을 이루

다가 자기중심적 시야를 벗어나고 외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9세 이후

가 되면 완화된다(Aboud, 1987: 42-46). 인종 관련 태도의 발달 과정을

탐구하는 또 다른 입장인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내집단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편견을 습득하며 집단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

가 넓어지고 심화됨에 따라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점차 내재화한다. 따라

서 편견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

이 있다.

인지발달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을 종합하면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면서, 편견 형성이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인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아동이 예방적인 편견 완화 교육을 시행하기에 최적의 연령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추론은 국내 인식조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인들은 문화 다양성이나 이주민의 증가에 대한 거시적이고, 표면적인 측

면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윤인진 외, 2010: 58-81). 청소년과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다

문화가정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노

경란, 방희정, 2009; 금명자 외, 2006; 양계민, 2009, 조영달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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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인종에 대한 편견 발달 단계 및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학생

들은 타인종과 문화에 대해 비교적 편견이 적은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

다.

접종이론에서는 접종처치가 설득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 기제를 두 가

지 가정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는 수용자가 특정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

해 본 적이 없고, 태도를 지키려는 동기가 유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득적 공격으로부터 해당 태도를 방어하는 연습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McGuire. 1964a: 201). 이때의 수용자는 태도 변화

를 유도하는 설득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접종처치로 반대 주장

을 경험하게 해주면, 수용자들은 태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

고, 처치 과정에서 태도를 방어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설득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게 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의 태도는 접종이론이 가

정하는 두 가지 상태를 충족시킨다. 첫째로, 인종에 대한 편견 발달 이론

과 국내 인식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4, 5학년 학생들은 다문화가정에 대

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 진지

한 생각을 해보거나 직접적인 만남을 가질 기회가 적다는 특성을 가진다

(금명자 외, 2006: 71). 학생들의 생활 환경이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사회적 현안이 주요 관심사라고 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4, 5 학년 학생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를 깊이 고민

해보거나 방어하려는 동기가 유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추측할 수 있

다.

두 번째는 편견 메시지에 대응해 긍정적인 다문화태도를 방어하는 연습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내용

을 다루는 교과서와 장학자료들은 타문화에 대한 소개와 이해에 중점을

둔다. 긍정적인 다문화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교육방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학생들은 부정적인 편견에 맞서 자신의 태도를 방어하는 연습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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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이 지닌 긍정적인 다문화태도는 접

종처치를 적용하기에 알맞은 가정 2가지를 충족시킨다. 따라서 접종처치

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호하려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현실

에 산재한 편견으로부터 태도를 방어하는 연습을 제공하여 편견에 대한

저항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편견과 태도 방어

접종처치는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설득으로부터 태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다. 태도라는 복합적인 개념을 방어하기 위해서 접종처치는 정의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를 동원한다. 접종처치의 핵심적 요소인 위협은 정의

적 요소이며 선제적 논박(refutational preemption)은 인지적 요소이다.

수용자는 접종 메시지로부터 비롯된 위협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보호하

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된다. 그리고 선제적 논박으로부터 설득을 방어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을 제공받는다. 접종처치의 효과는 동기 유발과 인지

적 자원 둘 모두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지지처치 같이 지식의 추가로부

터 생기는 방어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되고, 면역이 형성되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Eagly, Chaiken, 1993: 565).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은 다문화가정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소속되어 있

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단 구성원에게 가지는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

이다. 편견은 인지, 정의,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례 제시

나 논리적 설득, 감정적 호소 같은 단편적 방법에 의해서는 쉽게 완화되

지 않는다.

따라서 편견이 생기기 이전에 접종처치를 적용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

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접종

처치는 설득에 대비하는 전략이라는 예방적 특성을 지닌다. 예방적 특성

을 지닌 접종처치와 사후 반박 전략 중에 기존 태도를 지키기에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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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더 효과적인가를 비교한 연구(Pfau et al, 1990)에서는 사전 처치인

접종처치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접종처치는 태도의 방어

를 위해 고안된 전략이므로 편견 형성을 완화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

로 기대된다.

3) 설득과 편견의 형성

설득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매체

를 통하여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용자들로부터 의도한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행위 내지 과정이다(차배근 외, 1992: 19). 인간

의 사회 인지 구조는 편견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편견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태도가 아니라 일종의 설

득에 의하여 발생하고 유지된다.

Allport(1953)는 어린 시절 편견이 학습되는 과정을 가정과 사회의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가정환경이 편견을 형성하는 초기의 주요한 근

원이며, 사회적 근원들 역시 장기간 누적되어 편견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

이 된다고 주장했다(Allport, 1968: 292-295). 이것은 어린 시절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인종 편견적 메시지를 제공받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태

도의 학습이 일어나면서 편견적인 태도가 형성됨을 암시한다.

편견은 부모 및 또래집단과 같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학교의 경험, 영화·TV·뉴스 등 사회가 주는 메시지 등으로부터 습득한

것이다(Bennett. 2009: 127). 예를 들어, 유태인에 대한 편견이 없던 사람

이 뉴욕 시로 이사하고 나서 반유태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반유태적 감정

을 가지는 과정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로 인해 편견이 생성되는 과정

을 보여준다(Watson, 1950: 47).

접종처치는 설득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타인이나 사회로

부터 개인에게 전해지는 편견적인 메시지에 설득당하지 않고 저항을 유발

하여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태도를 지키는 데에 접종처치를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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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접종처치는 예상되는 설득의 내용을 통해 예견된 설득에 저

항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준다. 나아가서 예상하지 못한 설득에도 설득에

대한 저항이 일정 정도 유발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편견 형성을 완화시

킬 수 있다.

4) 인지반응이론과 학습자

접종이론은 접종처치를 통해 설득에 대한 저항이 증가되는 현상을 인지

반응이론(cognitive response theory)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인지반응이론

은 설득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설득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며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적극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Greenwald, 1968: 148-149, 168).

인지반응이론의 중심 내용은 ‘생각’이 태도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서, 태도 변화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자극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수요자 스스로 창출해 낸 ‘생각’들로부터 유도된 결과라고 본다(김영석,

2005: 152).

접종처치 과정을 인지반응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수용자들은 접종

메시지에 반박하면서 여러 방어법을 학습한다. 자신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대응하는 방어 주장들을 만든

다. 그리고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격하시킨다. 이와

같은 방어법을 학습하면서 수용자들은 반대주장에 대한 저항력을 키운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강하고 방어력이 높은 자기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한덕웅, 2005: 218).

설득이론의 학습접근과 비교해보면, 학습접근에서는 수용자가 수동적으

로 전달하는 내용을 습득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접종이론은 커뮤니케이

션 과정에서의 수용자를 주도적 인지구성 과정을 지닌 존재라로 보는 경

향이 강하다.

이것은 교육에서 학습자를 바라보는 학습자관과 유사하다. 과거 학습자

를 지식의 일방적인 수용자로 보는 관점도 있었지만 현대 교육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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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를 수업 과정의 주도적 참여자로 상정한다. 구성주의 시각에서는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지식의 수용자가 아니라 학습

내용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지식을 적극적으

로 구성해가는 주체적 위치를 지닌다.

따라서 수용자에 대한 접종이론의 근본 가정은 현대 교육의 학습자 관

과 맥을 같이한다. 접종이론은 설득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기 위해서 수용

자들에게 저항을 형성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 접종이론의 주

요 목적은 긍정적인 태도를 비합리적, 선동적 설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다(McGuire,1964: 193). 이 목적은 설득이 합당할 경우 태도 변화의 여

지가 있다는 뜻으로 수용자 주도의 인지적 판단 여지를 남겨두었음을 의

미한다. 즉, 접종처치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입장과 반대 입장을 두루

경험한 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미래에 제시될 수 있

는 반대 의견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4.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다문화적 편견을 예방하는 차원의 교육에 접종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론적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본 절에서는 먼저

타인종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학생 대상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다문화적 편견 수준을 가늠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접종이론에 관한 연구 중 논쟁적인 주제에 접종처치를 적용한

연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목적에 접종처치를 적용한 연구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접종처치를 인종 편견에 적용하여 인종 편견

메시지에 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지 검증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 필

요한 시사점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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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다문화 인식 실태 조사 연구

국내 다문화가정은 소수집단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에 대한 인식 연구들은 다수집단 한국인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다문화사

회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긴장의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1) 일반인 대상 연구

차별적 행동을 내용으로 하는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물어 사회적 소

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사한 연구(박수미, 정기선, 2006)에서는 장애인, 여

성, 외국인노동자, 기타 사회적 소수자, 연령 순서로 편견 정도가 높아짐

을 확인하였다. 황정미와 동료들(2007)은 전국 성인남녀 1203명을 대상으

로 보가더스 척도와 정서적 호감도를 이용해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을 측

정했다. 한국인은 친구, 이웃, 동료로서 외국인을 수용하는 데에는 그다지

배타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나, 가족, 혈연이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는 관대함이 급격히 저하됨을 발견하였다.

윤인진과 동료들(2010)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국내 연구물들을 메타 분석하였다. 그들은 많은 한국인 들

이 국가정체성, 사회적 책임과 의무, 정부와 시민사회의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인들

은 이주민의 증가나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같은 거시적이고, 표면적인 측

면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인과 동

등한 권리를 갖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비교해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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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 중등학생 대상 연구

조영달과 동료들(2007)은 다문화가정 학생 924명, 일반가정 학생 743명

을 포함하여 대대적인 기초인식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교우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가정 학생들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모두 친구를 사귀

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다문화가정 학생보다 일

반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가정 학생들은 다문화가정 자녀

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하여 69.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국제결

혼 여성이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55.4%가 한국인이라 생각한

다고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청소년 14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

년에 대한 일반 청소년의 개방성과 고정관념을 조사한 연구(금명자 외,

2006)에서는 접촉 형태가 직접적이고, 관계 정도가 이름만 알고 지내기보

다는 자주 연락하고 지낼수록, 또한 접촉 기간이 길수록 다문화가정 청소

년에 대한 행동적, 인지적 개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40개의 긍, 부정적 성격

특질 형용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상위 5순위로 ‘예의바르다’, ‘정이 많다’,

‘따뜻하다’, ‘순수하다’, ‘생활력이 강하다’ 등 긍정적인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혼혈인에 대해 가지고 있을 거라 추측되는 부

정적인 고정관념과는 다른 것으로 일반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혼혈인에 대

해 가져왔던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황미애,

2008)에서도 학생들은 다문화주의의 중요성 및 문화적 관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조사하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 연구(양계민, 2009)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의 태도가

유사하고 초등학생 집단이 구분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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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집단은 초등학생 집단이었다. 인지적 측

면과 정서적인 측면의 긍정적 요인에서 초등학생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인지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과 정서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암묵적인태도와 명시적인 태도를 동시에

측정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다. 노경란과 방희정(2009)은 인종에 대한

임묵적, 명시적 태도 간에 차이가 일어나는 시기로 알려진 초등학교 4학

년 117명과 그 이전 시기인 1학년 117명을 대상으로 인종 태도 발달과 변

화를 연구했다. 초등학생들은 학년 증가에 따라 명시적 수준에서 내집단

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 정도가 모두 감소를 보인 반면 외

집단 중 백인과 흑인에 대한 신뢰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성인들의 태도와는 달리 한국 초등학생들은 암묵적인 수준에서 동남아인

에 대해 편견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한국 초등학생들은 성인들

의 동남아인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를 아직 내재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인식 조사 연구 결과들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타문화에 대

한 이질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온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인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다문화적 편견 완화 교육방법 연구

정경미(2009)는 재량활동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반편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생의 편견과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문학작품과 영상자료를 활용한 반편견 교육프로그램을 14차시로 구성하고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반편견 프로그램

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편견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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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경(2006)은 민족 및 인종 편견 감소를 위한 초등 다문화교육 방안

으로 아동문학을 활용한 간접 접촉 방법을 제안한다. 연구자는 실제 수업

설계 사례를 예시하고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조건 및 유의사항을 함께 제

시하였다.

위의 두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아직 편견에 크게 노출되

지 않았으며 유연한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

을 대상으로 다문화적 편견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지닌 인종 태

도 발달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제안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간단하여

활용도 및 적용력이 큰 교육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한 교육기

법을 다양한 환경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 접종이론 적용 효과 연구

초기의 접종이론 연구는 접종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정을 충족

시키는 엄밀한 조건 하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때 주로 다루었던 주제는

문화적 공리와 같이 피험자들이 반대 의견에 부딪혀 본 경험이 적고 주제

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은 것이었다. 초기 연구를 통해 접종이론의 저항

유발 효과가 검증되자 점차로 정치, 보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

로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편견 영역에 접종이론을 적용하고 교육적 효과를 살

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물 중에서 가치 개입적이거나 논쟁적인

주제에 접종이론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물과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연구물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편견에

접종이론을 접목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설계 상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을 추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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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쟁 문제 적용 연구

Pfau와 그의 동료들(1997)은 ‘총기 제조, 판매 및 소지는 국가 차원에서

규제되어야 하는가’, ‘마리화나의 사용과 판매를 합법화해야 하는가’와 같

은 논쟁적 정책을 주제로 하여 접종이론의 적용 효과를 관찰하고, 접종처

치가 저항 유발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79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3주간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접종처치는 피험자의 위협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 위협이 저항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용자가 서로 다른 사전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의 접종 효과를 분석하

는 연구(Wood, 2007)에서는 55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농업 생명과학

분야의 이슈를 주제로 사전 태도를 측정하고 접종처치의 효과를 검증했

다. 그 결과, 사전에 긍정적인 혹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참여자들에게

접종 효과가 더 효과적인 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슈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

다.

Pfau와 Burgoon(1988)과 안차수(2004)는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부정적

정치 캠페인에 기존 지지자들이 설득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전략으로 접

종처치를 사용하였다. 접종처치를 받은 집단의 피험자들은 지지하는 후보

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광고를 보았을 때도 기존의 지지 태도를 유지하

는 경향이 강했다.

접종이론을 가치관련 태도에 적용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75명

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등의 가치에 대한 접종처치를 하고 저항을 유발

하는지 검증했다(Bernard, Maio, Olson, 2003). 그 결과 접종처치가 평등

에 대한 공격 메시지에 저항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수동

적 방어와 적극적 방어를 결합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어가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그리고 접종처치를 통해 반대 주장에 반박하는 능력이 향상되

며, 평등사상을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와 평등 사상에 대한 호의도가 증

가됨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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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적용 연구

이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이론을 적용한 연구물을 살펴보겠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주로 학생의 문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7학년 학생 1047명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저항

을 촉진하기 위해 접종처치를 활용한 대규모의 연구(Pfau, Bockern,

Kang, 1992)가 수행되었다. 총 33주 동안 10반의 실험군에 접종처치용 비

디오를 보여줌으로써 흡연이 가진 유익한 점과 해로운 점을 모두 알려주

고, 반대하는 논지를 갖추게 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시작 시점에 흡연

행동에 대해 위협을 느꼈던 자존감 낮은 청소년들에게만 접종으로 인한

저항효과가 나타났다. 이 집단에게 접종은 흡연에 대한 저항을 형성하고

흡연에 대해 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했으며, 흡연의 가능성을 낮췄다.

Pfau와 Bockern(1994)는 후속연구에서 1992년에 실행한 연구의 접종처치

효과가 약 1년까지 지속됨을 확인하였다.

Godbold와 Pfau(2000)는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17명의

초등학교 6학년 비음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이론을 적용한 결과, 접종

처치가 음주행위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

다. 접종처치 시에 규범적 접종 메시지가 정보 제공형 접종 메시지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인터넷 사용을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

해 접종처치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안차수(200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6개 학급을 대상으로 접종 메시지를 비디오로 제작하여 시청하도록

했다. 연구 결과, 접종처치가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

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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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적 편견에 적용한 연구

Sang Lee(2010)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인종과 관련된

선거 이슈를 이용하여 반인종주의에 대한 접종처치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인종 인식은 편견을 지니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접종처치 시에 인종 편견적 메시지를 제시할 경우 위협을 느

낀다고 보았다. 그는 접종처치에 의한 위협은 저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인종편견에 대한 접종처치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는 139명의 백인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접종처치 실험 구성

의 2시기 사이의 간격은 3주로 하였다. 사전 편견 수준에 따른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MRS(Modern Racism Scale)9)을 이용해 흑인에 대한 인종적

인식을 측정했고, 종속변인은 편견 메시지가 지닌 위협정도에 대한 생각,

편견 메시지에 동의하는 정도, 공격 메시지의 글의 설득력으로 설정했다.

연구결과, 접종처치는 서로 다른 수준의 인종의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

에서도 공통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편견 수준에 따라 효과의 정

도가 달랐다. 구체적으로는 편견정도가 낮은 참여자들에게 더 높은 저항

유발 효과가 있었다. 연구자는 편견 정도에 따라 편견 메시지에 대해 느

끼는 위협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이 위협 수준의 차이가 접종처치의 효

과를 다르게 했다고 보았다.

Lee(2010)의 연구는 다양한 수준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접종처치를 수행해도 편견 메시지에 저항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전 편견 수준이 다른 아동을 연구에서 제

외시키지 않더라도 접종처치의 적용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Modern Racism scale(MRS)은 현대 인종주의는 1965년 시민권 운동을 기점으로 과거

인종주의와 다른 양상을 띤다는 전제에 근거한 인종태도 측정 지표이다. MRS는 인종

차별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다. 대신에 정책이나 사회적 현

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중립적인 문항인 것처럼 보이나 응답 결과로부터 응답자에게

내재된 현대 인종주의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McConahay et

al.1981: 56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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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ee의 연구는 반인종주의적 태도를 갖게 하는데 접종처치가 유

의한 효과를 가지는지 보려는 것인데 종속변인의 측정은 인종편견 메시지

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특히, 학생들의 사전 편

견 수준은 MRS로 측정해서 집단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연구자 또한 편견

메시지의 명시적 동의는 사회적 영향으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

음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Lee는 실험 집단의 구분을 통제군과 실험군의 2집단 구조로 하였

다. 이 경우 실험군의 저항 유발 결과가 접종처치 때문인지, 대선 관련 자

료를 읽었기 때문인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대선관련 자료는 공통적으로

제공해주고 접종 메시지 대신에 지지 메시지를 제시하는 비교군을 하나

더 설정한다면 접종처치의 엄밀한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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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편견 메시지에 저항하고 긍정적인 다문화태도

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접종처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종처치의 효과와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두 개의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하위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 접종처치는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메시지에 저항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편견 완화를 위한 예방적 교육 기법으로 접종처치를 제안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접종처치가 편견 메시지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 데에 효과적인 기법인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가설1]은 지지처치나 아무 처치도 하지 않는 것에 비해 접종처치가 저항

유발에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가설1] 접종처치의 효과

H1 : 접종처치는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접종이론 관련 연구들은 통제군으로 무처치 집단만 선정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접종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통제군

으로 무처치 집단을 설정함과 동시에 비교군으로 지지처치 집단을 설정했

다. 이것은 접종 처치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현실 다문화교육에

주는 함의를 증가시키기 위한 설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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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처치는 위협과 선제적 논박을 주요 요소로 한다(Pfau et al. 1997:

188). 위협은 유지하려는 특정 태도에 반대되는 견해를 제공함으로써, 수

용자가 자기 태도의 취약성을 자각하고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

발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제적 논박을 통해 자기 태도를 방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견 메시지에 반박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의 긍정적인 다문화 태도를 보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비교

적 온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접

해보지 못한 상태이다. 학생들에게 지지처치를 통해 기존 신념을 강화하

는 방법만을 제공하거나, 아무런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긍정

적인 상태는 계속 유지되지만 편견 메시지에 취약할 수 있다. 현재 태도

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고, 태도를 방어하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지처치만 받은 아동이 현실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메시지를 경험하면 혼란을 느끼고 현재 태도를 제대로 방어하

지 못해 쉽게 설득당할 수 있다.

접종처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사전에 접종 메시지를 통해 현실의 편견

메시지를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접종처치를 통해 자신과 다른 입장이 있

음을 인지하고 현재의 온건한 태도를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유발되어 있

는 상태이다. 그리고 접종처치 집단은 반대 입장에 저항하기 위한 연습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접종처치 집단은 현실에서의 편견 메시지

에도 설득당하지 않고 자신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공격 시기에서 현실에서와 같은 편견 공격에 직면했을 때 접

종처치군은 자기 태도를 보호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지처

치군은 자기 태도를 옹호하는 데에 취약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세 집단

중에 공격 시기에 제공하는 편견 메시지에 가장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집

단은 접종처치군이 될 것이다.

지지처치군은 편견 메시지를 미리 경험해보진 않았으나, 현재의 긍정적

인 다문화태도를 보강할 수 있는 지원적인 정보와 신념 표현 과정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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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므로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저항

을 유발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가설1]과 [가설2]에 해당하는 종속 변인은 저항 유발 정도이다. 본 연

구는 편견에 대한 저항이 유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격 시기가 끝

난 후,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

여 통제군, 비교군과의 태도 비교를 통해 저항이 유발되었는지 측정한다.

태도 측정을 통해 편견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를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으로 구성하였다.

접종처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1]은 두 집단 간 비교를 위한

중위 가설마다 다시 세 개의 하위 가설을 설정한다. 편견은 태도의 일종

으로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념, 감정적 요소인 부정적 감정, 행동적 요소인

차별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편견적 태도를 가

지게 되었는지 온전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 요소별로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접종처치의 효과를 검증할 때 두 집단의 고정

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각각의 하위 가설을 설정했다.

편견의 구성요소는 편견의 형성과 유지에 개별적으로 기여하며 특수성

을 지닌다. 하지만 동시에 각 부분은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동

시에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Allport는 편견의 구성요소가 구별되기도 하지

만 교묘히 부합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Allport, 1958: 12-13).

따라서 세 구성요소는 접종처치에 의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형성에

저항할 때, 동일한 방향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가설1]에서는 편견에 대한 저항 유발 효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접종처치 집단이며 그 다음으로 지지처치집단 마지

막으로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집단 순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저항 유발 효과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적 태도 측정의 3요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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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 지지처치는 무처치보다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는 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1) 지지처치 집단이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다.

(H1-1-2) 지지처치 집단이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다.

(H1-1-3) 지지처치 집단이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 것이다.

(H1-2) 접종처치는 무처치보다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는 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1) 접종처치 집단이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다.

(H1-2-2) 접종처치 집단이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다.

(H1-2-3) 접종처치 집단이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 것이다.

(H1-3) 접종처치는 지지처치보다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에 저항하는 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1) 접종처치 집단이 지지처치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다.

(H1-3-2) 접종처치 집단이 지지처치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다.

(H1-3-3) 접종처치 집단이 지지처치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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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 : 접종처치에 의해 형성된 면역은 접종에 사용한

편견 메시지와 다른 편견 메시지에도 저항을 유발하는가?

접종처치가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편견 메시지에 저항하는데 효과

적이라 하더라도, 오직 접종을 위해 제시했던 편견 메시지에만 효과를 보

인다면 현장 수업에서의 적용가치는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미래에 경험할 편견 메시지들을 모두 예상하고 매번 다른 종류의 접종처

치를 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설2]에서는 접종처치를

통해 형성된 면역이 접종 시에 사용한 편견 메시지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

니라 새로운 편견 메시지에도 저항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접종처치의

효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2] 접종처치의 효율성

H2 :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다르게 한 집단과 방어 시

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같게 한 집단의 접종처치 효과는

동질적일 것이다.

접종처치는 예상되는 설득 공격에 대비하여 사전에 설득 메시지를 경험

하고 방어를 연습하여 저항을 유발한다. 이를 테면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약화된 감기 병원균을 접종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따라서 접종처

치의 기본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가설1]의 연구과정에서는 공격 시기에

제시될 설득용 편견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접종 편견 메시지를 구성

한다.

하지만 [가설2]에서는 접종 시에 방어했던 편견 메시지와 다른 내용의

편견 메시지로 설득하더라도 접종 시에 형성된 면역을 바탕으로 저항이

유발되는지를 검증한다. 따라서 접종처치 시에 제시했던 접종용 편견 메

시지와 공격 시기에 설득용으로 제시하는 편견 메시지를 다른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 때 다른 편견 메시지에도 저항이 유발되는지를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통제군이 접종 메시지와 공격 시기의 설득용 편견 메시지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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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용으로 제시해준 집단이다.

접종처치는 학생들에게 미리 편견적인 주장을 접하고 편견에 반박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 과정은 편견 메시지가 지닌 설득력과 설득원의 신

뢰성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학생들의 태도에 반대되는 또 다른 종류의 편

견 메시지를 설득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낮은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

것이 저항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접종처치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신념이나 태도가 취약함을

자각하여 위협을 느끼게 하고 이것은 자기 신념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

발한다. 그래서 다른 내용의 편견 메시지에도 기존의 믿음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하고 이로 인해 저항이 유발된다. McGuire와 Papageorgis(1961b)

는 접종 메시지와 다른 내용의 설득 공격에도 저항이 유발되는 접종처치의 효

율성을 면역의 일반성(generality of immunity)이라 칭했다.

결과적으로 [가설2]에서는 방어 시기에 접종을 위해 사용한 편견 메시지

와 공격 시기에 설득을 위해 제시한 편견 메시지의 내용이 같은 집단과 방

어 시기의 접종 메시지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다르게 해준 집단에

서 유발되는 저항 수준은 동질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저항 유발 수준

이 동질 적인지는 [가설1]에서와 마찬가지로 편견의 구성요소로 설정한 세

가지 하위가설의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

(H2-1)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다르게 한 집단과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같게 한 집단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정관념 정도는 동질적일 것이다.

(H2-2)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다르게 한 집단과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같게 한 집단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감정 정도는 동질적일 것이다.

(H2-3)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다르게 한 집단과 방어 시

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같게 한 집단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는 동질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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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변인

1) 종속 변인

본 연구에서는 접종처치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형성 저항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따라서 상위 가설인 [가설1]과 [가설2]과 그

하위에 있는 중위 가설들에 해당하는 종속 변인은 저항 유발 정도이다.

그런데 단순히 다문화적 편견에 동의하는 정도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편견에 대한 저항이 유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편견에 동의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는 암묵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 문항을 통해서는 참여자들이 편견 메시지에 설득되어 편견

을 가지게 되었더라도 솔직하게 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이

유는 저항의 의미가 공격 메시지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기존 태도를 유지

하려는 성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공격 메시지

를 통해 태도 변화를 설득하고 난 뒤, 설득을 거치고 났음에도 다문화가

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여 저항이 유발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세 개

의 하위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의 검증을 통해 저항이 유발되었는지 확

인하는 구조를 취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태도는 단편적 개념이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태도 중 편견의 형성과 관련 깊은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

리감이 하위 가설의 종속 변인으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고정관념, 사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을 하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다. 하위종속변인은 각각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을 대

표하는 개별적 특성을 지니며, 동시에 세 가지 하위종속변인 간의 결합과

상호 상관이 태도를 설명하는 통합적 특성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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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 변인

[가설1]의 독립변인은 처치 종류이다. 독립변인에 따라 하위 집단은 처

치군, 비교군, 통제군의 세 종류로 나눠진다. 접종처치 집단에게는 다문화

가정 사람들에 대한 편견 메시지를 제시하고, 편견 메시지에 반대하는 글

을 써보도록 한다. 비교군은 지지처치 집단이다. 다문화가정 사람들과 관

련된 긍정적 메시지를 제시하고 긍정 메시지에 찬성하는 글을 써보도록

한다. 통제군은 무처치 집단으로 아무런 메시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가설2]의 독립변인은 사후 설문을 하기 직전, 공격 시기 제시하는 영상

편견 메시지의 종류이다. 독립변인에 따라 하위 집단은 처치군과 통제군

으로 나뉜다. 방어 시기에 처치군과 통제군은 같은 편견 메시지로 접종처

치를 한다. 일주일이 지난 후, 공격 시기에 사용하는 편견 메시지 영상이

통제군과 처치군에 따라 다르다. 통제군의 경우 접종처치를 위해 방어 시

기에 사용했던 편견 메시지과 같은 내용의 영상 편견 메시지를 시청한다.

처치군이 공격 시기에 시청하는 영상 편견 메시지는 접종처치에서 제시했

던 편견 메시지와 다른 내용이다.

3) 통제 변인

독립변인 처치 외에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집단 설정 상 학급단위 셀을 그대로 처치 집단 구분 기준으로

사용하는 준실험연구이다. 따라서 표집과 할당과정의 무선화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집단 간 태도 수준 격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변인을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사후고정관념, 사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 수준은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도를 기점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사전태

도 측정을 통해 사전고정관념, 사전감정, 사전사회적거리감을 사후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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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변인으로 설정했다.

외집단 구성원과의 접촉 경험은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인식, 즉

고정관념에 근거한 판단을 본인의 경험에 의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

서 타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들에서는 해당 집단과의

접촉 정도 및 그 경로를 함께 조사한다. 그리고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직

접 접촉 경험 정도가 외국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황정미 외, 2007, 민경환, 1989, 양계민 2009, 박수미, 정기선,

2006, 김상학, 2004, 이정우, 2007, 금명자 외, 2006, 조영달,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다문화가정과의 직접 접촉 경험 정도를 횟수에 따

라 척도화하여 직접 접촉 정도라는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의 분석 모형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독립 변인 종속 변인

가설1 처치 종류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사후고정관념
(인지적 요소)가설2 편견 메시지 영상

사후감정
(정서적 요소)

통제 변인
(공변인)

사전고정관념 →사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
(행동적 요소)

사전사회적거리감

직접접촉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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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및 표집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지역별 분포 상황을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

권 지역에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충청권에 가장 적은 수의 다

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서울 및 충청지

역을 선택하여, 각 지역에 소재한 4개 공립초등학교 4, 5학년 총 32개 학

급 727명 어린이를 편의표집하였다. 학교별로 4, 5학년 각각 4개 학급을

A, B, C, D 집단으로 무선 할당하여 처치군과 비교군으로 구성하였다. 그

런데 연구수행 중 충청지역 1개 학교의 몇몇 학급에서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거나, 일주일 간격이라는 시간제한을 지키지

못하고 사후설문을 작성하는 등 혼란요인 통제 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해당 학교에서 수집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접종처치는 설득에 대한 저항 유발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주변의 편견적인 메시지들에 대해 저항을 유발하

고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돕는데 접종처치를 활용하려면, 그 적용 대

상이 기존에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다

문화가정에 대해 온건하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판단 하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판단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종과 관련한 사회인지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에 근거

한다. 명시적 태도의 측면에서는 사회인지이론의 설명력이 크고, 암묵적

태도의 측면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설명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두

이론이 주목하는 아동의 특성이나 편견의 수준 변화에 대한 입장은 서로

10)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51.9%)에 가장 많

은 다문화가정이 분포하고 있으며, 차례대로 영남지역(22.1%), 호남지역(12.2%), 충청지

역(10.9%) 순으로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

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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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나, 두 이론을 통해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편견이 최소화되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정도 연령의 시기이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아동이 자기중심성을 탈피하여 주변에 관심을 가지

고 타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만 9세 이후에 급격히 편견이 감소

한다고 보았다. 한편 사회정체성이론에 의하면 내집단 선호는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편견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

도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또래집단의 중요성 및 사

회화 영향력이 커지고 집단에 대한 동조압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청소년

기부터는 편견이 점차 강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정

체성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령기 아동 중 교

육 시기가 이를수록 학습자의 태도는 편견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상태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인지이론에서 편견 수준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로 보는 만 9세 이후 이면서 또래 집단에 의한 동조압력이 강

화되기 이전인 어린 연령대는 만9세에서 12세 정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노경란, 방희정(2009)은 초등학교 1,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종태

도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5-7세에 인종적 편견이 절정을 이루다가, 9세가

되면서 점차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편견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

적으로 증명하였다(노경란, 방희정, 2009: 72). 특히 4학년 학생은 초등학

교 저학년 시기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벗고 주변에 대한 관심과 공감적 태

도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인종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연구 집단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더욱 공고

하게 해준다.

두 번째 이유는 도덕성 발달 단계 상의 특성 때문이다.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도덕 규범에 동조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

는 착한 소녀, 소년 지향단계와 사회 권위와 가치 질서에 동조를 지향하는

단계는 도덕성 발달 단계 중에서 ‘관습’ 단계에 속한다. 콜버그의 주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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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관습 단계는 10~12세의 어린이가 도달하는 수준의 발달 단계이다(차경

수, 모경환; 2008: 316-317). 관습 단계의 아동은 착한 어린이 지향성이 강

하며, 사회적 가치 규범을 자신의 내적 규범과 동일시하고 자발적으로 준

수하려는 내적 동기가 충만한 나이라 할 수 있다. 아동들은 9세 이후에

어른 사회의 규준에 더 민감해지고 따라서 특정 종류의 편견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인종태도 발달 상의 마지막 변화는 편견과 차별의 감소를

만들어낸다(Aboud, 1987: 42-46; Brown, 1995: 154-155).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있다. 또한 다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를 제시하는 다문화교육 내용을 여러 교과에 걸쳐 포

함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과와 도덕과 학습 내용 및 계기교육을 통한 다

문화교육 경험은 학생들이 주변의 기대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

인 인식을 내재화하고 유지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따라서 초등학

교 4, 5학년 학생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외적, 내적 태도를 지

니고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주어진 설문 문항을 읽고 자신에 생각에 따라 답할 수 있

는 지적, 기능적 능력이 갖춰져 있는 나이를 고려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4, 5학년이 본 연구주제

에 가장 적합한 연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4, 5학년 어린이 587명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빈도에 따라 나타내면 아래 <표 Ⅲ-2>과 같다.

<표 Ⅲ-2>는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거주지, 연령, 다문화교육 및 다

문화가정과의 접촉경험, 해외여행 경험을 살펴본 것이다. 도표에서 성별

및 거주지와 연령은 구분 요소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 63 -

<표 Ⅲ-2> 연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인원수(%)

성별
남 286(48.7)

여 301(51.3)

거주지
수도권 362(61.7)

충청권 225(38.3)

연령(학년)
4학년 293(49.9)

5학년 294(50.1)

다문화교육경험

없음 118(20.3)

1~2회 150(25.8)

3~10회 273(46.9)

10회 이상 41(7.0)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가정 접촉경험

없음 49(8.4)

1~2회 97(16.6)

3~10회 260(44.6)

10회 이상 177(30.4)

직접접촉을 통한 
다문화가정 접촉경험

없음 158(27.2)

1~2회 135(23.3)

3회~10회 194(33.5)

10회 이상 93(16.0)

해외여행경험
없음 480(82.3)

있음 1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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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문화교육은 주로 3~10회 정도의 단기적 경험을 한 학생이 273명

(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10회 이상의 장기 프로

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41명(7.0%)으로 가장 적었다. 한두 번의 특수한 경

험으로 다문화교육을 접했거나,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도 각각

25.8%, 20.3%의 비율을 차지했다.

다문화가정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경험은 3~10회 정도가 194(33.5%)로

가장 많았으며, 접촉한 경험이 없는 학생도 158명(27.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직접접촉 경로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사이인 경우도 20%가량이었다. 연구 참여

학생 중에 다문화가정 자녀인 학생은 27명(4.7%) 이었다.

<표 Ⅲ-2>를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가정 간접접촉 경험은 직접접촉에

비해 더 빈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간접접

촉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은 49명(8.4%)로 직접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

158명의 1/3 수준이다. 반면에 10회 이상의 빈번한 장기적 접촉 경험은

간접접촉이 177명(30.4%)임에 비해 직접접촉은 93명에 머물렀다. 이밖에

다른 구분 요소에서도 직접접촉 경험에 비해 간접접촉 기회를 더 빈번히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를 습

득하고 태도를 형성하는 주요 접촉 경로는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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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1) 연구 집단 설계

<표 Ⅲ-3> 연구 집단 및 처치 구성

학년별 할당                  연구
                 과정
 집단-해당 가설  

방어 시기 공격 시기
4학년 5학년

3개반 3개반 A(통제군) -가설1 X 편견 메시지Ⅰ영상 

3개반 3개반 B(비교군) -가설1 긍정 메시지 글 편견 메시지Ⅰ영상

3개반 3개반 C(처치군) -가설1
C(통제군) -가설2 편견 메시지 글

- 접종처치 -

편견 메시지Ⅰ영상

3개반 3개반 D(처치군) -가설2 편견 메시지Ⅱ영상

본 논문은 접종처치의 효과를 검증하는 [가설1]과 접종 처치의 효율성

을 검증하는 [가설2]로 구성되어있다. [가설1]에 해당하는 처치 및 통제집

단은 3개의 집단을 설정하였고, 가설2의 검증에는 2개 집단을 설정하였다.

접종이론을 적용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접종처치군과 지지처치군 또는

접종처치군과 통제군의 2집단 설정 구조를 주로 적용한다. 최근 연구에서

는 접종처치군과 통제군의 2집단 실험구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는 접종처치군과 지지처치군, 그리고 통제군의 3집단 구조

를 설계했다. 3집단 비교 구조는 초기 McGuire와 Papageorgis(1961a)가 접

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했던 실험 구조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가설1]

을 검증하기 위해 세 개의 집단을 설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접종처치의 효과성을 정밀하게 테스트하기(Banas & Rain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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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위하여 세 집단을 설정하였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아

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집단과 부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일지라도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제공받은 집단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차이는 제시한 메시지의 성격, 즉 접종처치의 효과에서 온 것인

지 주제 관련 내용에 대한 접촉 빈도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접종처치의 효과성을 보

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지처치 집단은 접종처치 집단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다만 메시

지의 성격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지지처치 집단과 접종처치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온전히 접종 메시지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접종처치가 다문화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기 위한 방법으로 지지처치 집단을 설정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사회과나 도덕과 교과서 또는 다문화교육 장학자료들은 주로 타문화에 대

한 이해 및 존중의 가치를 설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된 다문화교육 방법인 지지처치 방법과 비교하여서 접종처치가 편견적 태

도 저항에 더 유의미한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자. 그 경

우 다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기법의 하나로서 접종처치의 적용 가

능성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가설2]에서는 접종 처치의 효율성 검증을 위해 2개의 집단을 설정했다.

통제군은 접종처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 실험 구조11)를 그대

로 적용한다. 접종처치 시에 사용하는 반대 입장 메시지 즉, 접종 메시지

는 공격 시기에 사용할 공격 메시지의 설득력과 매력도를 의도적으로 저

하시켜 만든다. 때문에 기본 실험 구조에서 접종 메시지는 공격 시기에서

제시되는 공격 메시지와 기본 내용이 같다는 특성을 지닌다.

11) 접종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초기 연구물(McGuire & Papageorgis, 1961a,

1961b, 1964)이나 이후 접종처치를 적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물(Pfau et al, 1997,

2004 등 다수)들은 공통적으로 접종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본 실험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이원구조로 되어 있는 기본 실험 구조는

본 연구의 설계에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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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접종 효과가 다른 종류의 설득적 공격 메시지에도 작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 실험 구조의 변형이 요구된다. 접종처치에 사용된 접

종 메시지와 공격 시기에서 사용하는 공격 메시지가 다른 내용을 가진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는 편견 메시지를

접종 메시지로 사용했다면, 공격 시기의 공격 메시지는 ‘다문화가정 사람

들은 지적이지 못하다’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주

변에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대한 방어 경험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문화가정 사람들이 지적이지 못하다는 설득 메시지에 저항하여 기존의 긍

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접종처치가 다른 내용의 설득 공격에 대해서도

저항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2]에서는 기본 실험 구조를 지닌 통제군과 접종 메시지와

공격 메시지를 다른 내용으로 하는 처치군의 2집단을 설정했다.

이때 기본 실험 구조는 [가설1]의 접종처치군의 구조와 같기 때문에,

[가설2]의 통제군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가설1]의 접종처치군을 [가설

2]의 통제군으로 설정하고, 한 개의 집단만을 더 설정하여 [가설2]의 처치

군으로 구성했다.

2) 연구 절차

가설 1과 2에 해당하는 처치는 가설에 따라 별개로 진행하지 않는다.

A, B, C, D 집단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처치를 가하며 학교별로 거의

동시에 자료를 수집한다. 통제군인 A집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단들에

가해지는 처치 및 연구 절차는 거의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집단에게 연구주제를 위장하여 제시하였다. ‘은폐’

라고 불리는 이 기법은 심리학 실험연구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위장기법이

다. 은폐는 실험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실험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Solso &

MacLin, 2005: 46). 연구자의 의도를 알게 됨으로써 참여자들의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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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사전 설문을 시작하기 전, 참여 학생들에게 연구주제는 ‘읽기와 쓰기 기

능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며 읽기와 쓰기에 필요한 글감은 ‘다문화가

정’이라고 위장하여 소개한다. 그 다음 학생들이 가진 선행경험을 환기하

기 위해 간단하게 다문화가정을 소개하는 자료를 함께 본다. 자료는 다문

화가정의 의미,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구성 및 현황을 한두 문장으로 간

결하게 설명하는 6장 분량의 PPT이다.

연구내용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에는, 참여자의 사전태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태도 질문지를 나누어주

고 작성하게 한다. 모든 참여자가 사전태도 질문지를 작성하고 나면 본격

적으로 처치를 시작한다. 처치 과정은 크게 방어 시기와 일주일이 경과한

후의 공격 시기로 나뉜다.

방어 시기는 접종처치를 가하는 시기이다. 처치 집단인 C, D집단 학생

들에게 편견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때 편견 메시지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문화가

정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존 태도에 위협

을 가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위협에 대항하여 자신의 긍정적 태도를 옹호

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접종처치를 위한

편견 메시지는 편견의 내용은 분명히 드러나 위협감을 주되, 강력한 근거

로 설득력을 지니거나 매력적이어서는 안된다.

초등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처치용 편견 메시지는 학습지에 ‘영

수와 민지의 대화’ 형식으로 제시된다. 다문화가정 자녀인 친구의 가족을

만났지만 인사하기 꺼려했던 일화를 대화로 나누며 자신의 편견을 근거

없이 드러내는 내용이다. 참여자들은 편견 메시지를 읽고, 영수와 민지의

생각에 반대하는 짧은 글을 작성해본다. 주장하는 글의 특성에 맞게 주장

1문장과 뒷받침문장 2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쓰도록 지시문을 제시했다.

영수와 민지 생각에 반대하는 글을 쓰는 적극적 방어 활동을 마친 후에

는 영수와 민지 생각에 반대하는 글을 읽는 수동적 방어활동을 한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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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읽는 방어 자료에는 영수와 민지 생각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

께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주요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주의 깊게 글을

읽어야 한다는 지시문이 함께 주어졌다.

비교군인 B집단의 경우 방어 시기에 지지처치를 받는다. 다문화가정 사

람들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유빈이와 진혁이의 대화’ 형식으로 제시한

다. 그 다음, C집단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방어활동을 한다. 유빈이와 진

혁이의 주장에 대한 자기 생각을 글로 써보기 활동을 하되, B집단에서는

찬성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한다. 글의 형식은 주제문 1문장과 뒷받침 문

장 2개이다. B집단의 참여자들은 찬성하는 글을 모두 작성한 후에 수동적

방어 활동을 했다. 진혁이와 유빈이 생각에 찬성하는 글에 밑줄을 그으며

주의 깊게 읽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접종처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공격 시기를 시작

한다. 공격 시기에서 참여자들은 방어 시기에서 보다 강력한 설득용 편견

메시지에 노출된다. 접종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A, B, C 집

단은 C 집단이 방어 시기에 보았던 편견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설득용

편견 메시지에 노출된다. 접종처치의 효율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

된 D집단에게는 가설 2의 통제군인 C집단과 다른 내용의 설득용 편견 메

시지를 제시한다.

공격 시기의 설득용 편견 메시지는 동영상으로 제시한다. 동영상은 학

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대중매체인 영화와 광고 중에서 제시하

려는 편견 메시지와 부합되는 부분을 편집하여 제작한 것이다. 참여자들

은 약 7분간의 동영상 시청이 끝나고 나면,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사

후태도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작성한다. 사후태도 측정용 질문지에는 응답

자 정보 및 통제 변인 관련 질문을 포함하였다.

방어 시기의 접종 처치용 편견 메시지는 글로 제시하고, 공격 시기의

설득용 편견 메시지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한 것은 특정 의도 때문이

다. 바로 학생들의 현실 상황과 최대한 유사하게 실험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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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시기에는 접종처치 혹은 지지처치를 통해 편견 메시지에 대한 저

항을 형성한다. 학교에서의 편견완화교육 즉, 다문화적 편견에 저항을 형

성하기 위한 시도는 주로 교과서와 학습지 등 글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

편 이정우(2007)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학생들이 외국인이나 다문화집단

등 다른 집단에 대해서 형성하고 있는 고정관념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이정우, 2007: 167).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편견 메시지를

제공하는 주경로는 대중매체인 셈이다. 따라서 수업을 대표하는 글과 대

중매체를 대표하는 영상으로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를 구성하였다. 이것

은 학교에서 적용된 접종처치가 현실의 편견에 저항하는 구조를 나타낸

다.

공격 시기에 동영상을 시청하고, 사후 설문지 작성을 마치고 나면 실질

적 연구수행은 모두 끝난다. 하지만 연구주제가 다문화교육과 관련 깊고,

연구과정에 일부 인종, 문화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

하여 다문화계기교육을 시행했다. 연구를 모두 마친 후, 연구 내용을 학생

들에게 공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할 수 있도록 다문화퀴즈 PPT, 다문

화교육용 애니메이션, 다문화 공익광고 영상, 다문화적 편견 교육용 장학

자료를 연구진행 교사들에게 제공했다.

3) 처치용 학습지

방어 시기에 수행되는 처치 내용은 독립변인 하위 집단별로 다르다. 먼

저 통제군의 경우 처치용 학습지를 배부 받지 않으며 아무 메시지에도 노

출되지 않는다. 비교군은 학습지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 메시지

를 접하게 되며, 긍정 메시지를 읽고 그 주장에 찬성하는 글을 쓴다. 처치

군은 학습지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메시지를 읽고, 편

견 메시지에 반대하는 글을 쓰면서 접종처치를 받는다.

처치용 학습지는 접종이론(inoculation theory)의 그간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제작했다. 접종이론의 핵심은 수용자의 기존태도와 반대되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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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제공이다. 자신의 태도를 위협하는 반대메시지를 경험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 태도를 지키려는 동기가 유발된다. 이때, 접종처치는 반

대 메시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가 본인의 논리로 반대

메시지를 반박하며 저항하는 경험을 함께 제공한다. 저항하는 경험은 글

쓰기 같이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주어질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는 글을 읽는 수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종이론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접종처치에 사용되는 반대메시지는 방

어를 위한 동기 유발, 방어를 위한 지식 제공, 공격과 관련된 의심의 세

가지 요소를 산출할 때 가장 성공적으로 면역체계를 형성한다(Ray, 1968:

335). 따라서 반박메시지가 추후 공격에 대한 저항을 유발할 수 있기 위

해서는 필수적 요인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접종이론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위협요소로서 일정 정도의 위협을 느낌으로써 추후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의 태도를 방어하기 위한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요인은 선제적 논박(refutational preemption) 요소로서 기

존 태도의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태도에 대한 반대메시지의 설득적 공격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와 구

체적 실행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Pfau et al., 1997: 188). 접종이론을 적

용한 연구들은 선거, 광고, 청소년의 흡연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

만, 접종을 위해 사용되는 반대메시지는 두 가지 요인을 필수적으로 포함

하여 각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처치용 학습지는 접종처치를 위한 핵심적 장치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지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메시지를 경험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제시된 편견 메시지에 반대하는 글을 써보며, 제

시되는 글을 통해 추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부록

1>참조).

학습지 첫부분에서 제공되는 편견 메시지는 두 아이의 대화형식으로 제

공된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주제의

대화는 ‘깨끗하지 않다’와 ‘폭력적이다’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 및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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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편견 메시지로 구성되었다. 이때 접종을 위한 편견 메시지는 위

협을 유발하되 강력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수준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각 메시지의 근거나 예시는 삭제하였으며 부정적인 감정과 근거

없는 주장 형식으로 접종용 편견 메시지 대화를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접종용 편견 메시지를 읽은 다음에 편견 메시지에

반대하는 글을 쓴다. 본 연구에서 4, 5학년 학생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온건하거나 긍정적인 수준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었다. 따라서

편견에 반대하는 글쓰기는 편견 메시지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를 적극적으

로 방어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종처치 과정의 일부이다. 반대하

는 글은 주장하는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포함하여 3문장 정도의 간결한

글로 쓰도록 했고 두 아이의 생각 각각에 반대하는 글을 작성했다.

학습지의 마지막 부분은 편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논리

적인 근거와 정보, 규범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3문단 정도의 글을 제시하였

다. 이는 접종 메시지의 두 번째 조건인 선제적 논박(refutational preemption)

을 위한 요소이다. 제시된 편견 메시지에 반대하는 글의 형식으로 2개의

메시지에 각각에 하나씩 제공하였다.

McGuire(1964)는 그의 초기 연구에서 적극적 방어형태인 반대하는 글

쓰기와 소극적 방어형태인 반대하는 글 읽기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

과, 한가지 방어를 사용할 때보다 두 가지를 방어방법을 결합할 때 더 강

력한 저항효과가 생겼지만 제시 순서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

았다(McGuire, 1964: 219-221).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학생들이 스스로 고

민할 기회를 가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제적 논박 자료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 방어를 먼저 배치했다.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주의 깊게 읽으라는 지시문과 일주일 뒤

함께 풀어볼 퀴즈 내용이 읽기 자료에서 나올 것임을 공지하는 방법을 통

해 참여자들이 집중하여 선제적 논박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비교군에서 사용하는 긍정 메시지 처치용 학습지도 접종처치용 학습지

와 동일한 구성을 취했다. 제시하는 메시지 내용이 긍정인지 편견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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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외에는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글의 내용, 순서, 양, 그림의 배치 등

을 서로 유사하게 구성하였다(<부록 2>참조).

긍정 메시지로 사용된 주장은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친절하며 성실하

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긍정적 고정관념은 청소년을 대상으

로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한 결과 높은 응답 빈도를 보인 단어이

다. 또한 ‘폭력적이고 지저분하다’라는 부정메시지와 대조를 이루는 내용

이다. 위의 두 가지 조건 하에 긍정 메시지를 선택한 이유는 부정메시지

와 대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지 세 번째 부분에서 제공하는 선제적

논박용 정보 제공 자료의 내용이 유사한 형태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학생

들이 동의하고 이해할 만한 메시지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4) 편견 메시지 영상

영상 편견 메시지는 접종처치를 통해 형성된 면역이 효과적으로 저항을

유발하는지 점검하는 장치이다. 접종처치가 학교 수업장면에서 수행하는

편견 예방 교육기법을 상징한다면, 영상 편견 메시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편견적 메시지를 상징한다. 사후 설문

결과는 학생들이 학교 밖 현실에서 편견 메시지를 경험할 때, 학교에서

배운 학습 내용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가를 측정해준다.

영상 편견 메시지는 방어 시기에 사용한 접종용 편견 메시지의 내용과

동일하되, 더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설득력 있고 매력

적인 편견 메시지를 접하고 나서도 사후 검사에서 기존의 긍정적인 태도

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진다면, 해당 참여자는 편견에 대한 저항이

효과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설1]에서 사용하는 영상 편견 메시지는 접종 시에 사용했던 것과 같

은 편견 메시지인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지저분하다’와 ‘다문화가정 사람

들은 폭력적이다’라는 암묵적, 명시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외, 국내 영

화와 광고에서 타인종이나, 타문화 사람이 악당이나 비위생적으로 묘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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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면을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가설2]의 처치 집단에 사용하는 영상Ⅱ는 접종처치 시에 사용한 편견

메시지와 다른 내용의 편견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설1]에서 사용되는 접

종처치용 편견 메시지와 연관성은 매우 낮으면서 한국인들이 다문화가정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국가 출신의 다문화가정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주된 고정관념을 영상 편견 메시지로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사람

들은 무식하고 자기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타문화,

타인종을 묘사한 영화와 광고 장면을 편집하였다.

영상 편견 메시지를 편집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토대로 하였

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폭력적이

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두 번째로 영상Ⅰ과 영상Ⅱ가 담고 있는 편견 메시지의 내용은 다르게

구성하되 내용 외에 영상의 장르 및 흐름은 동질적으로 구성했다. 전반부

에는 해외 영화에서 타문화, 인종 사람들이 편견 메시지 내용과 같이 묘

사되는 장면, 중반부에는 한국 영화에서 다문화가정 사람이 해당 편견 이

미지로 묘사되는 장면, 후반부에는 편견 메시지를 담은 광고 2편을 편집

하여 약 8분 내외 길이로 제작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영화나 광고를 접할 때와 같이 영상이 주는 편

견적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해석하거나 따로 인지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상하도록 구성했다.

5)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혼혈 청소년에 대한 일반인이나 학생의 인

식을 조사하는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

행되어 왔다. 의미 변별척도 방법(임성택, 2003: p.282; 금명자 외, 2006:

p.69; 노경란, 방희정, 2009: 52 ), 사회적 거리감 측정법(이종은, 199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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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학, 2004: 171; 노경란, 방희정, 2009: 52; 민경환, 1989: 152), 감정 요

인 측정법(김혜숙 외 2011: 62; 양계민, 2009: 66), 직접적인 고정관념 명

제를 주고 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태도 조사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의미 형용사의

사용이다. 특히 임성택(2003)이 개발한 매력성, 우수성, 합리성, 유순성의

4가지 요인에 따른 표현을 활용한 타인종에 대한 고정관념 측정 도구는

이후 태도 관련 연구들에서 활발히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상반되는 의미의 형용사 쌍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5점 척도의 연속

선상에서 자신의 태도에 표시하는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Ⅲ-4>에서

보듯이, 고정관념은 유능성과 따뜻함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의

미 형용사를 구성한 연구(Fiske et al., 2007: 77-82)를 참고로 했다. 이 중

국내 고정관념 연구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형용사를 초등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조사한 국내 연구에

서는 집단 간 주요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 ‘즐겁다, 그립다, 정이 간다, 존

경할 만하다, 좋다, 불쌍하다, 불안하다, 혐오스럽다, 불쾌하다, 슬프다, 화

가 난다, 불편하다, 두렵다’와 같은 단어를 소개한 바 있다(김혜숙, 이선

이, 2003: 403). 감정을 측정한 조사 연구물을 참고하여 긍정, 부정, 연민

범주를 설정하고,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긍정감정 단어 3가지, 부정

감정 단어 3가지, 연민감정 단어 2가지를 선별하여 정의적 태도 측정을

위한 8개 문항을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측면은 사회적 거리감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인종이

나 민족집단 간의 편견과 갈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심리학자들이 널리

활용해오던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있다. 사회적 거리감이란 한 집단

의 성원들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 또는 주관적 거리

감을 말하며, 해당 집단과 어느 선까지의 접촉을 허용할 것인가, 즉 ‘수용

가능한 사회적 접촉의 범위’로 측정된다(Bogardus, 1928; 석현호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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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영역 문항번호***
Cronbach   

사전검사 사후검사

1. 고정관념
(인지적 태도)

유능성 1, 2, 3, 4
.718 .808

따뜻함 5, 6, 7, 8

2. 감정
(정서적 태도)

긍정감정 1, 2, 3

.819 .865부정감정 *4, *5, *6

연민 *7, *8

3. 사회적거리감** 1 ~ 5 .814 .855

합계 총 21 문항 .882 .920

308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배우자, 친구, 이웃, 국민과 같은 내용의 7가

지 문항이 위계적인 차이를 가지고 구성되어 사회 심리적 거리감을 측정

하였다.

김상학(2004)은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 문항들이 공통

적으로 행위자의 선택이나 행동 의도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

감은 태도의 3요소 중에서 행동적 요소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김상학,

2004: 174-175). 본 연구에서도 태도의 행동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

적 거리감을 지표로 선택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은 보가더스(Bogardus)의

사회적 거리감 개념에 근거한 5문장을 사용하였으며 동의 정도를 5점 척

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의 영역별 구성과 내적 신뢰도를 정리하면 <표

Ⅲ-4>와 같다.

<표 Ⅲ-4> 태도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 분석결과

* 표는 역코딩

** 사회적거리감= (1번*1)+(2번*2)+(3번*3)+(4번*4)+(5번*5)

***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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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태도 영역별로 Alpha 계수

를 산출하였다. 고정관념 측정 문항의 Alpha계수는 사전, 사후 각각 .718,

.808 이며 감정 요소의 Alpha계수는 사전설문과 사후설문 각각 .819, .865

이다(<표 Ⅲ-4>참조).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감 측정 문항의 Alpha 계

수는 사전, 사후 각각 .814, .855 이다(<표 Ⅲ-4>참조). 다문화가정에 대

한 태도를 묻는 설문지 전체 문항의 Alpha 계수는 .882와 .920으로(<표

Ⅲ-4>참조) 본 측정 도구는 높은 신뢰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태도 측정 설문지는 학생들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는 가정 하에 편견 메시지에 의한 태도 변화량을 조사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또한 설문지에 응답할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설문문항에서 오는 부정적인 학습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따라서 설문

지 자체에 서술된 단어나 문장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조장되지 않도록 주의했다. 그리고 긍-부정 모두를 포함하는 중립적

내용의 설문지가 되도록 균형 있게 구성했다. 단, 반복적,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에만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질문에서 읽기 순서

상 먼저 읽게 되는 위치에 부정적인 응답이, 먼 곳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오도록 선택지를 배열하였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술은 ‘다문화가정 사람들’이라는 특정 대상을 지칭

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이라는 다소 추상적 개념을 아이들

생활 전반의 경험과 연관지어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5.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인

들의 기술통계와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를 실시하였다.

여러 종속변인이 상호 상관이 있다고 가정될 때 종속변인들의 선형조합

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다변량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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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특히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은 실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이나 사전검사의 효과를 공변인(covariate)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종속변인의 선형조합에 대한 처치(독립변인)의 순수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 방법이다(양병화, 1998: 197).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

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사후고정

관념, 사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은 각각 개별적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세 변인의 결합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라는 복합적 개념을 설명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연구 설계 상황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

고,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는데 용이한 다변량공분산분석

(MANCOVA)을 자료분석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가설1]의 경우 독립변인에 따른 하위집단이 3집단이다. 따라서 주효과가

어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에서 비롯되었는지 집단 간 효과를 비교하기 위

해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로 사후 다중 비교를 수행했다.



- 79 -

  통제군
(n=143)

지지처치
(n=143)

접종처치
(n=146)

합계
(n=432)

사전고정관념
M 3.69

 .53
3.60
 .48

3.73
 .53

3.67
 .51SD

사후고정관념
M 3.57

 .59
3.66
 .64

3.67
 .62

3.63
 .62SD

사전감정 
M 3.88

 .70
3.79
 .63

3.84
 .61

3.84
 .65SD

사후감정
M 3.75

 .72
3.73
 .72

3.76
 .66

3.74
 .70SD

사전
사회적거리감

M 54.50
12.47

54.91
12.84

56.05
11.44

55.15
12.25SD

사후
사회적거리감

M 49.45
13.81

51.98
14.67

53.41
12.91

51.60
13.87SD

* 수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고정관념, 긍정적인 감정 및 가까운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냄

Ⅳ. 결과 분석

1. 접종처치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형성 저항에

미치는 효과

1) 처치 집단 별 사전-사후 종속 변인 기술 통계량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인은 사후고

정관념과 사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에 대한

집단별 사전, 사후 측정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처치 종류별 사전-사후 종속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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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에서 전체적인 태도 변화 추이를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전태도보다 사후태도의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

향은 접종처치 적용 실험의 특성으로 사후 태도를 측정하기 직전에 반대

메시지의 설득 공격을 받아서 기존 태도가 약화되는 현상이다. 다른 처치

집단의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는 중에도 기존의 긍정적인 태도가 유지되

는 집단이 설득에 대한 저항이 효과적으로 유발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접종처치에 의해 편견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유발되었다면,

일주일 후 제공되는 편견 영상에 의해 태도 점수가 하락되는 정도가 적으

며 이것은 사후고정관념, 사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이 높은 수치로 유지

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후고정관념이 긍정적인 정도는 접종처치 집단(3.67), 지지처치 집단

(3.66), 통제 집단(3.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감정이 긍정적인 정도는

접종처치 집단(3.76), 통제 집단(3.75), 지지처치 집단(3.73)의 순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거리감이 긍정적인 정도는 접종처치 집단(53.41),

지지처치 집단(51.98), 통제 집단(49.45)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1>참

조).

기술 통계 결과 사후고정관념, 사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의 하위종속

변인 모두에서 접종처치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것은 편견 메시지

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장 효과적으

로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 접종처치 집단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치집단

별 평균 수준에서 접종처치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형성에 저항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집단별 태도 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

하기 위해서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사용하였다. 다변량공분산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들 간에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가정이 있

다. 가정에 대한 검증 결과 및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 절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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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치 종류에 따른 저항 유발 효과 검증

(1)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 기본 가정 검증

먼저 MANCOV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의 분포가 정규성 가

정을 충족해야 한다.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부 처치와 집단의 종

속변수에서 정규성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Kolmogorov-Smirnov test

와 Shapiro-Wilk test에서 통제군의 경우 종속변수 중 ‘고정관념’ 변수에

서 유의하지 않은 값이 나와 종속변수들이 정규성 분포를 보였다(p<.05).

비교군은 ‘고정관념’과 ‘사회적거리감’에서 정규성 분표를 보였다(p<.05).

접종처치군은 ‘사회적거리감’ 변수에서 정규성 분포를 보였다(p<.05). 그

외의 집단과 변수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Stem &

Leaf Plot과 Normal Q-Q Plot of Residuals를 통해 변인의 분포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상확률곡선이 정상성을 의미하는 45° 선을 따라 분포되어

정상성 가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집단 셀의 사례수가 동일하고 다변량 정상성이 크게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SPSS MANCOVA에서 제공하는 Box's M 통계치를 사용하여 변

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평가했다. Box's M 값은 14.978으로, F값은

1.236(p=.251)이고 p>.05이므로 변량-공변량 행렬이 동질적임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Levene의 등분산 가정 검정결과, 유의확률은 사후고정관념, 사

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 각각 .353, .519, .588으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

하므로 세 집단의 분산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들이 서로 상관되지 않는다면 다변량공분산분석을 사용할 필요

가 없으므로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통해 종속변인들의 상관관계 행렬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1327.080, p=.000) MANCOVA 분석은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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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치 종류에 따른 저항 유발 효과 검증

독립변인인 처치 종류에 의해 실험집단은 크게 통제군, 비교군, 처치군

으로 나뉜다. 세 집단의 사전고정관념, 사전감정, 사전사회적거리감, 직접

접촉정도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교정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변인

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처치 종류가 사후고정관념, 사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으로 구성된 다

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 .05 수준에서 처

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971, p= .015).

Wilks의 람다는 총분산 중 집단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집단내 분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면 이는 집단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

므로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Wilks 람다가 0에 가까울

수록 집단에 따른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성태제, 2011: 226).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변수별로 분석해 보면 단변량 F 검정에서

사후고정관념(    =3.011, p<.05) 과 사후사회적거리감(   =3.690,

p<.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각 종

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에타 제곱 수치에 의하면

독립변수, 즉 처치 종류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는 태도는 사회적거리감

변인이고 그 다음이 고정관념 변인이다(<표 Ⅳ-2>참조).

개별 종속변수의 분석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중 하나인

사후감정은 처치 종류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사후감정

종속변인과 관련된 하위가설<가설1-1-2>, <가설1-2-2>, <가설1-3-2>는

모두 기각되었다.

[가설1]의 검증을 위한 집단은 접종처치군, 지지처치군, 통제군의 세 집

단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단변량 F검정에서 독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인 사후고정관념과 사후사회적거리감이 각각 세 집단 중 어느 집단

간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효과가 어느 집단

간의 차이에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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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종속 변수
Wilks'

Lambda
F p df 

공
변
인

사전고정관념

사후고정관념

.752 

131.261 .000 1 .236

사후감정 10.042  .002 1 .023

사후사회적거리감 2.356 .126 1 .006

사전감정

사후고정관념

.740 

1.884 .171 1 .004

사후감정 131.509 .000 1 .236

사후사회적거리감 6.530 .011 1 .015

사전
사회적거리감

사후고정관념

.638 

22.038 .000 1 .049

사후감정 16.191 .000 1 .037

사후사회적거리감 235.253 .000 1 .356

직접경험

사후고정관념

.972

6.955 .009 1 .016

사후감정 3.254 .072 1 .008

사후사회적거리감 9.528 .002 1 .022

독
립
변
인

처치메시지

사후고정관념

.971

3.011 .050 2 .014

사후감정 .088 .916 2 .000

사후사회적거리감 3.690 .026 2 .017

a. R 제곱 = .437 (수정된 R 제곱 = .429)        p<.05, p<.01, p<.001
b. R 제곱 = .485 (수정된 R 제곱 = .477)

c. R 제곱 = .548 (수정된 R 제곱 = .541)

로 사후 다중 비교를 수행했다.

먼저 사후고정관념 변인은 통제군과 지지처치 집단이 = .05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 .017). 그러나 통제군과 접종처치 집단 간에는 유의

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지처치 집단과 접종처치 집단 간에도 유

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표 Ⅳ-2> 처치 종류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다변량공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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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지처치가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수준의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1-1-1>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접종처치가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편견에 대한 저항을

형성함으로써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1-2-1>는 기각

되었다. 그리고 접종처치 집단이 지지처치 집단보다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 1-3-1>도 기각되었다.

사후사회적거리감 변인에 대한 주효과분석(LSD) 결과, 통제군과 지지

처치 집단이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19). 또한 통제군과

접종처치 집단도 유의확률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p= .019). 그러나 지지처치 집단과 접종처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지처치가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 것이라는 <가설1-1-3>이 채택되었다. 또한 접종

처치 집단이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 것이라는 <가설1-2-3>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접종처치

집단이 지지처치 집단보다 가까운 사회적 거리감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

1-3-3>은 기각되었다.

2. 접종처치에 의해 형성된 면역의 일반성

1) 처치 집단별 사전-사후 종속 변인 기술 통계량

접종처치를 통해 형성된 면역은 접종처치 시에 사용했던 접종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편견 메시지에 저항을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1]에

서 접종처치 집단은 편견 메시지 영상을 보고도 통제군에 비해서 높은 사

회적거리감 지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가설2]에서는 접종처치를 통해 형

성된 면역이 접종처치 시에 사용했던 편견 메시지 외에 다른 내용의 편견

메시지에도 저항을 유발 하는지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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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 메시지Ⅰ

영상
(n=144)

편견 메시지Ⅱ 
영상

(n=138)

합계
(n=282)

사전고정관념평균
M 3.73

 .53

3.64

 .60

3.67

 .57SD

사후고정관념평균
M 3.67

 .62

3.73

 .62

3.69

 .62SD

사전감정평균
M 3.84

 .61

3.89

 .69

3.87

 .65SD

사후감정평균
M 3.76

 .66

3.80

 .75

3.78

 .70SD

사전사회적거리감
M 56.05

11.44

56.70

13.63

56.37

12.53SD

사후사회적거리감
M 53.41

12.91

54.95

14.40

54.17

13.68SD

* 수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고정관념, 긍정적인 감정 및 가까운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동일한 접종처치를 가한 두 집단에게 서로 다

른 내용의 편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동영상을 제공했을 때에도 다문화가

정에 대한 사후 태도가 동질적인지 검증할 것이다. 만약 두 집단의 사후

태도가 동질적이라면 방어 시기에 수행한 접종처치가 다른 종류의 편견

메시지 공격에도 저항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가설2]는 ‘집단 간

차이가 없다’고 해야 연구 가설이 수락되는 것이다. 통계기법은 [가설1]에

서와 마찬가지로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시행하였다.

[가설2]에서의 독립변인은 공격 시기에서 사후 설문 직전에 제시하는 편

견 메시지 영상의 종류이다. 종속변인은 [가설1]과 마찬가지로 사후고정관

념, 사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이다. 편견 메시지 영상의 종류에 따른 두

집단의 사례 수와 하위종속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Ⅳ-3>과 같다.

<표Ⅳ-3> 편견 메시지 영상별 사전-사후 종속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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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에서 공격 시기에 편견 메시지Ⅰ 영상을 보여준 집단은 통제군

으로 [가설1]의 접종처치군과 동일한 집단이며, 편견 메시지Ⅱ 영상을 보

여준 집단이 처치군이다. 편견 메시지Ⅰ과 Ⅱ의 영상은 서로 다른 주제이

기는 하나 공통적으로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다. 따라서 사전 태도와 비교했을 때 영상을 본 뒤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 태도 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Ⅳ-3>참조). 이렇게 편견 메시지 영상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

은 점수의 사후고정관념, 사후감정평균, 사후사회적거리감을 유지할 경우

접종 처치로 인해 저항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집단별 태도 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

하기 위해서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사용하였다.

2) 접종 처치에 의해 형성된 면역의 일반성 검증

(1)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 기본 가정 검증

먼저 MANCOV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의 분포 정규성 가정

을 충족해야 한다.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부 처치와 집단의 종속

변수에서 정규성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Kolmogorov-Smirnov test와

Shapiro-Wilk test에서 동일한 영상 메시지를 보여준 집단의 경우 ‘사회

적거리감’ 변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정규분포를 보였다(p> .05). 그리고

영상Ⅱ를 보여준 집단은 ‘고정관념’ 변수가 유의한 수준으로 정규분표를

보였다(p> .05). 그 외의 집단과 변수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했

다. 그러나 Stem & Leaf Plot과 Normal Q-Q Plot of Residuals를 통해

변인의 분포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상성 가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집단 셀의 사례수가 동일하고 다변량 정상성이 크게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SPSS MANCOVA에서 제공하는 Box's M 통계치를 사용하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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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평가했다. Box's M 값은 6.274로, F값은

1.033(p=.401)이고 p>.05이므로 변량-공변량 행렬이 동질적임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Levene의 등분산 가정 검정결과, 유의확률은 사후고정관념, 사

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 각각 .334, .830, .465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

므로 두 집단의 분산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들이 서로 상관되지 않는다면 다변량공분산분석을 사용할 필요

가 없으므로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통해 종속변인들의 상관관계 행렬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924.680, p=.000) MANCOVA 분석은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2) 접종에 의해 형성된 면역의 일반성 검증

편견 메시지Ⅰ영상 집단과 편견 메시지 Ⅱ영상 집단의 사후고정관념,

사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이 동질적인지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공분산분

석(MANCOVA) 기법을 사용하였다. 사전고정관념, 사전감정, 사전사회적

거리감, 직접접촉정도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태도 요인들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하위변인으로 사후고정관념, 사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을 포함하는 다

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독립변인, 즉 편견 메시지 영상의 종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가설2]를 수락한다. <표 Ⅳ-4>에서 보듯이, 분석

결과 =.05 수준에서 영상종류에 따른 종속변인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985, p= .252).

보다 구체적으로 하위 종속변수 별로 분석해 보면 단변량 F 검정에서

사후고정관념(    =3.026, p=.083)과 사후감정(    =.111, p=.739),

사후사회적거리감(    =1.625, p=.203)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다르게 한 집단과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같게 한 집단의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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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종속 변수
Wilks'

Lambda
F p df 

공
변
인

사전고정관념

사후고정관념

.870 

38.738  .000 1 .123

사후감정 8.935 .003 1 .031

사후사회적거리감 .470 .494 1 .002

사전감정

사후고정관념

.839 

4.181 .042 1 .015

사후감정 45.881  .000 1 .142

사후사회적거리감 .070 .791 1 .000

사전
사회적거리감

사후고정관념

.575 

.10.251 .002 1 .036

사후감정 30.014  .000 1 .098

사후사회적거리감 204.781  .000 1 .425

직접경험

사후고정관념

.992

.969 .326 1 .003

사후감정 1.810 .180 1 .006

사후사회적거리감 1.138 .287 1 .004

독
립
변
인

편견 메시지
영상종류

사후고정관념

.985

3.026 .083 1 .011

사후감정 .111 .739 1 .000

사후사회적거리감 1.625 .203 1 .006

a. R 제곱 = .383 (수정된 R 제곱 = .372)         p<.05, p<.01,  p<.001
b. R 제곱 = .515 (수정된 R 제곱 = .507)

c. R 제곱 = .581 (수정된 R 제곱 = .574)

대한 사후고정관념 정도가 동질적이라는 <가설2-1>이 채택되었다. 또한

두 집단의 사후감정 정도가 동질적일 것이라는 <가설2-2>와 사후사회적

거리감 정도가 동질적이라는 <가설2-3>도 채택되었다.

하지만 앞서 [가설1]에서 접종처치의 저항 유발 효과가 부분적으로 수

용되었기 때문에 [가설2]의 결과가 가지는 면역의 일반성은 [가설1]의 접

종처치 효과 범위 이내로 제한받는다.

<표 Ⅳ-4> 편견 메시지 영상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다변량공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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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지닌 초등학생들이 추

후 편견 메시지를 접하더라도 저항을 유발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방어하도

록 돕는 방법으로 접종 처치를 생각해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주제를 위

해 두 개의 연구문제와 각각의 하위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은 ‘접종처치는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에 저

항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로 이를 위해 3개의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접종처치의 효과

(H1-1) 지지처치는 무처치보다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는 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1) 지지처치 집단이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

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다.

(H1-1-2) 지지처치 집단이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

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다.

(H1-1-3) 지지처치 집단이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

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 것이다.

(H1-2) 접종처치는 무처치보다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는 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1) 접종처치 집단이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

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다.

(H1-2-2) 접종처치 집단이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

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다.

(H1-2-3) 접종처치 집단이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다

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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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3) 접종처치는 지지처치보다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

견에 저항하는 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1) 접종처치 집단이 지지처치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질 것이다.

(H1-3-2) 접종처치 집단이 지지처치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다.

(H1-3-3) 접종처치 집단이 지지처치 집단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 것이다.

<연구문제2>는 ‘접종처치에 의해 형성된 면역은 접종에 사용한 편견

메시지와 다른 편견 메시지에도 저항을 유발하는가?’로 검증을 위해 3개

의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접종처치의 효율성

H2 :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다르게 한 집단과 방어 시기

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같게 한 집단의 접종처치 효과는 동질

적일 것이다.

(H2-1)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다르게 한 집단과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같게 한 집단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정관념 정도는 동질적일 것이다.

(H2-2)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다르게 한 집단과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같게 한 집단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감정 정도는 동질적일 것이다.

(H2-3)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다르게 한 집단과

방어 시기와 공격 시기의 편견 메시지를 같게 한 집단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는 동질적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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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2곳과 다문화가정의 거

주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진 충청 지역 초등학교 2곳의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태도조사 및 처치, 사후태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치

과정에서 변인 통제 및 처치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충청 지역

학교 1곳의 8학급 수집자료를 제외하고 24학급 총 587명의 응답이 최종적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접종처치에 의해 저항이 유발되는지를 검증한다. 저항은 설

득의 공격에도 기존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격 시기에 설득 영상을 본 후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이

태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면 저항이 유발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가설1]은 독립변인으로 처치 종류, 종속변인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

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설2]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으로 공격

시기에 사용하는 편견 메시지 영상의 종류를 설정하고 종속변인으로 다문

화가정에 대한 태도를 설정하였다. [가설1]과 [가설2] 모두에서 사용된 다

문화가정에 대한 태도는 편견과의 연관성을 위해 하위종속변인으로 사후

고정관념, 사후감정, 사후사회적거리감을 설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에 영

향을 미치지만 연구자에 의해 통제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전고정관

념, 사전감정, 사전사회적거리감, 직접접촉정도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공변량으로 처리하였다.

[가설1]은 처치 종류를 달리한 통제군, 비교군, 처치군 집단이 처치를

받고 일주일 후 설득적인 편견 메시지 영상을 보고 변화된 태도를 측정했

다. 측정 결과는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통제군과 지지처치 집단 간에는 사후고정관념과 사후사회적 거리감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가설1-1-1>과

<가설1-1-3>이 채택되었다. 또한 통제군과 접종처치를 한 집단 간에는

사후사회적거리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가설1-2-3>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예상한 것처럼 접종처치가 지지처치 집단보다 더 유

의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가설1-3-1>과 <가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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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3-3>은 기각되었다. 또한 하위종속변인 중 사후감정과 관련된 하

위가설도 모두 기각되었다.

[가설2]에서는 방어 시기에 수행한 접종처치가 접종처치에서 사용했던

것과 다른 종류의 편견 메시지에도 저항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접종처치가 접종 시에 사용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편견

메시지에도 같은 내용의 편견 메시지에 작용하는 것과 동질한 정도의 효

과를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2]의 하위종속변인으

로 설정된 하위가설 <가설2-1>, <가설2-2>, <가설2-3>이 모두 채택되

었다.

그러나 [가설1]에서 접종처치가 지지처치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결과를 얻지 못함으로써 접종처치의 효율성 또한 통제군보다 부

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수준에서 의미를 가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편견 메시지에 저항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교육기법으로

접종처치를 제안하였다. 현실에 산재한 편견 메시지를 교육적 소재로 활

용하여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의 온건한 다문화적 태도가 변화하지 않

도록 돕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이론적 함의와 다

문화교육 실천 상에 주는 함의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기각된

연구 가설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접종이론의 적용 분야를 편견과 다문화교육 영역으로 확장시

켰다는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접종처치는 초기 연구에서 그 효과가 밝혀

진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다. 특히 광고와 경영 분야에서 활

발히 연구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도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문제행동의 예방

을 목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접종처치는 일반 수업을 위한 교육기법

이나 편견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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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다문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의 태도발

달단계 상 특성에 주목하여 접종처치를 편견 완화를 위한 교육 기법으로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접종처치가 편견

완화를 위한 예방적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문화교육에 주는 실천적인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해 어떤 교육 내용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함의를 준다. 흔히 집단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편견

은 교육 장면에서 다루기에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 다문화교육의 주된 교육 소재는 타민족과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 혹

은 화합을 강조하는 규범적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송선진(2006)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 정체감 형성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다문화교육 내용을 더욱 실천적이고 구체

화하여 실생활 속의 다양한 편견들을 직접 제시하고 이를 타파하는 것이

차별 해소에 더욱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Pollock(2004) 또한 교실에

서 현실의 편견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교실에서 고의

적으로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인종에 대해 침묵하기’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마치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실

제로 매우 인종적인데, 그 이유는 교실 수업과 정책에서 인종에 대한 삭

제는 고의적이고 인종 의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Banks &

Banks, 2011: 486-487).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접종처치가 아무런 처

치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온건한 태도의

방어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즉, 현실의 편견을 회피하는 것보다 교육적 소

재로써 편견 메시지를 제시하고 생각할 기회를 가질 때, 편견에 대항할

수 있는 학습자의 저항성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수준은 기존의

다문화교육에서 주로 활용하는 긍정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접종 효과는 태도 보호에 대한 동기 유발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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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같이 긍정적 메시지의 추가로부터 생기는 방어보다 더 오랫동안 유

지될 수 있으며(Eagly, Chaiken, 1993: 565) 접종처치 시에 사용한 메시지

외에 다른 편견에도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Mcguire, Papageorgis, 1961b:

480). 따라서 긍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 수업 방법과 더불어 편견 메

시지를 사용하는 보완적 방법을 통해 현실에서의 편견을 이해하고, 다양

한 입장을 고려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방어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현실의 다문화적 편견을 교육적 소재로 활용할 수 있

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함의를 준다. 편견 메시지의 교육적 효과를 인정

하더라도 이 메시지를 실제 수업 장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접종처치의 과정

은 현실의 편견을 교육적 소재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접종처치는 먼저, 현실의 다문화적 편견을 학생들이 방어할 수 있는 수

준으로 조절하여 제시하여 준다. 그 다음 학생들이 자신의 신념과 태도를

바탕으로 편견 메시지에 반박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여기에 방어를 위

한 추가적인 정보나 효과적인 방어 방법을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다.

접종처치는 짧고 간결한 과정 속에 편견 메시지 및 추가 정보의 제시

순서, 교사와 학습자 활동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접종처치 과정은 현실의 편견을 다루는 하는 교실 수업에서 교수

기법으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편견 해소 교육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함의를 준다. 본 연구는 [가설2]의 검증을 통해, 다문화적

편견 메시지에 대한 접종처치가 접종 시에 사용한 것과 다른 내용의 다문

화적 편견에도 저항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접종처치의 강점이자

특이성은 접종처치 시에 예상치 못한 다른 내용의 설득적 공격에도 접종

처치의 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호막 효과(broad umbrella of

protection)’ 라고 불리우는 면역의 일반성(McGuire, Papageorgis, 1961b:

475; Pfau, 1997: 188)은 접종처치의 효율성과 잠재력을 보여준다. 특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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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들에 의하면 접종 시에 사용한 메시지와 다른 종류의 설득적 공격

에 대해서도 저항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보강만을 제공하

는 지지처치를 통해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특성이다.

다문화교육은 한정된 자원과 내용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접종처치를

적용하여 편견 완화 교육을 할 경우, 학습자들은 현실의 보다 다양한 편

견 메시지에 대해 저항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적 편견에 대한

저항은 장기적으로 편견 형성의 지연 혹은 완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접종

처치는 편견의 해소를 주요 교육 목표로 하는 다문화교육 활동의 효율성

을 증가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지처치 집단과 접종처치 집단의 기술통계량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구

성요소에서 접종처치군의 태도 수준이 가장 양호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

서는 연구자가 예상한대로 지지처치 집단과 접종처치 집단 간에 편견 형

성 저항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연구 참여자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인종

태도발달이론과 국내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적 편견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일단 편견이 본인의 태도로 자리 잡고 나면 인지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 쉽게 사라지기 힘들다. 이 때문에 편견에 대한 저항을 형성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가 다문화가정에 대해 온건하거나 긍정적인 태

도를 지닌 4, 5학년 연령대의 아동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4, 5학년 연령대의 아동은 편견이 형성되기 이전 시기임과 동시

에 자기의 고유한 생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반대 의

견에 대해서 태도를 방어하는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감기 예방을 위해서 접종 주사를

놓을 때 건강한 상태에서 더 효과적으로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것과 같

다. 편견 메시지에 저항하기 위해서 접종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다문

화가정에 대한 기존의 긍정적 인식이 충분히 배양되어 있고, 이를 방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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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능력이 갖춰진 상태가 이상적일 것으로 추측된다.

접종처치를 할 때는 편견 메시지에 대해 자신의 주장으로 현재의 긍정

적 태도를 방어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과 5학

년 수준에서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본인에 판단에 의해 형성된 확고한 것

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유의미한 대상이 설정한 유익한 정보에 의존할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접종처치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두 번째 원인은 공격 시기에 제시한 동영상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

된다. 일면 메시지와 양면 메시지에 대한 Hoveland, Lumsdain 및

Sheffield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초의 태도가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는

양면 메시지가 일면 메시지보다 훨씬 많은 태도 변화를 유도하였으나, 당

초 태도가 설득하고자 하는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일면적 메시

지가 더욱 효과적이었다(Hoveland et al., 1953: 105-108). 그러나 이후에

반대 주장의 설득 공격을 받고 나면 사전 태도에 관계없이 양면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었다(Lumsdain, Janis, 1953: 317-318).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 대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방어 시기의 처치를 받은 직후의 태도는 접종처치

집단보다 지지처치 집단의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

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강력한 설득 공격을 제시했다면 세 집단 중

접종처치 집단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이 유발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공격 시기에 사용한 영상은 대중매체의 광고나 영화에서 사

용된 영상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간접적인 형태로 설득했

다. 이것은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접촉하게 되는 주요 경로

가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

리고 본 연구가 기존 학급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

자 중 다문화가정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설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공격 시기에 사용한 영상은 다문화가정 사람

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무능력하다는 편견을 암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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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한다. 즉, 여기에는 그 집단이 나쁜 특성을 지녔다고 직접적으로 주장

하거나 우리가 편견을 지녀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

공격 시기 영상의 특성은 2단계를 모두 마치고 태도를 측정할 때에 ‘종이

호랑이 효과(paper tigers)’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의 강력한 공격

메시지가 없는 가상적 위기 상황에서는 긍정적 메시지를 사용한 지지처치

가 접종처치 보다 좀 더 저항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McGuire, Papageorgis, 1961a: 332). 이것은 추후

학생들이 직접적인 설득과 동조압력 같이 위협적인 수준의 공격 메시지를

접했을 때에는 접종처치 집단이 더 효과적인 방어를 해낼 수도 있음을 암

시한다.

[가설1]에서 감정변인 관련 하위 가설은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기각

되었다. 이 결과는 다문화적 편견과 접종처치 상호 간의 관계보다는 측정

도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정의적 요소로 ‘감정’을

설정했다. 그리고 감정 정도는 집단에 대한 태도 측정 시에 사용하는 감

정 지표인 긍정, 부정, 연민을 연합하여 수치화했다. 편견 관련 태도를 측

정해야 함에도 감정 지표 중 부정 감정만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

지이다.

첫째, 기존에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학생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가 처치에 의해 긍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편견으로 저

하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둘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연구이

기 때문에 설문지의 학습 효과를 고려했다. 온건한 태도의 어린 학생들이

설문 문항 구성을 읽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 가지게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종류 감정의 복합적 사용이 오히려 편견으로의 즉, 부정적 감

정으로의 예리한 변화를 측정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감정 변인을

통계 자료로 입력할 때, 연민과 부정적 감정은 역코딩하여 세 감정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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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선상의 양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연민이나 긍정, 연

민과 긍정, 부정과 긍정 조차도 동일 선상의 극단에 있는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호감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혹은 부정의 감정이 없지만 긍정의 감정 또한 없을 수 있다. 따라서

편견 메시지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감정만으로 질문지

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접종처치의 효과 검증을 위해 단지 한 번의 처치만을 가

했으며 사후 태도를 측정하는 공격 시기까지 1주일의 간격이 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통계 치에서는 전체 영역에 걸쳐 접종처치가 지지처

치 집단이나 통제군 보다 더 우수한 저항 유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접종처치는 사회적 거리감 요소에서 통제군보다 유의미한

수준의 저항 유발 효과 차이가 있었으며 지지처치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

를 얻는 것을 확인했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에서도 편

견 형성에 대한 저항이 유발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때문에 발견된 결과

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약한 부분이 있으나 함의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3.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접종처치의 효과를 밝히고, 교육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접종처치의 교육적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대를 좀 더 증가시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편견 메시지에

대한 접종처치의 저항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동료 집단

의 하위문화 동조 압력이 강화되는 시기라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자신

의 고유한 비판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편견적 태도가 고

착되기 이전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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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메시지를 경험하고 본인의 신념으로 반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접

종처치의 온전한 효과를 관찰하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편견 수준이 중간 이하라고 판단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편

견 수준이 다양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그 수준별로 집단을 나누어 편

견 수준별 접종처치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이끌

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접종처치의 순수한 의미대로라면 편견이 낮은 집

단에서 더 효과적으로 태도 저항을 일으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접종처치를 1회적으로 적용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

사후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처치를 1회로 제한한 이유는

다른 수업 방법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단순한 기법으로써 접종처치를 제

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많은

처치 회수를 가한 후 지지처치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접종처치의 고유한

효과를 관찰하는 연구 방법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함께 수업하는 교실 상황을 고

려하여 공격 메시지용 영상을 제작할 때 직접적으로 편견을 설득하는 내

용을 담지 않았다. 대신에 학생들이 현실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속 영상을 편집하여 간접적인 편견 메시지 전달 방식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 설계가 종이호랑이 효과를 유발하여 접종처치의 효과를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공격적인 설득 메시지가 직접

적인 편견 내용이더라도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주제로 접종처치의 효과

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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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접종처치용 학습지

 1. 생각 나누기 
  영수와 민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영수 : 나 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영광이네 가족 만났어.

 민지 : 그래? 영광이네 다문화가정 아니야? 엄마가 방글라데시 사람이지?

 영수 : 응, 맞아. 기분이 이상해서 인사 안하고 그냥 모른척했어.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잖아.

 민지 : 피해를 끼쳐?

 영수 :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하잖아.

나는 보기만 해도 냄새나는 것 같고 눈살이 찌푸려지더라.

 민지 : 맞아 맞아. 그리고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폭력적이기도 해.

기분 나쁘거나 무슨 일 생기면 때리거나 싸우려고 들걸?

 
(1)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영수의 생각입니다. 영수의 주장에 반대하
는 글을 써 봅시다. (주장 문장 1개와 뒷받침 문장 2개 쓰기)

  

 영수 :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쳐. 왜냐구?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하잖아.

나는 보기만해도 냄새나는 것 같고 눈살이 찌푸려지더라.

(영수 생각에 반대하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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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민지의 생각입니다. 민지의 주장에 반대하
는 글을 써봅시다. (주장 문장 1개와 뒷받침 문장 2개 쓰기)

 

 민지 :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는 영수 말이
맞아.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폭력적이기도 해.

기분 나쁘거나 무슨 일 생기면 때리거나 싸우려고 들걸?

(민지 생각에 반대하는 글 )                                        
                                                                     
                                                                     
                                                                     
☞ 반대하는 글을 쓰느라 수고 많았지요? 
마지막으로 3쪽과 4쪽에는 ‘생각 더하기’가 있습니다. ‘생각 더하기’를 주
의 깊게 읽고 나의 생각을 더욱 풍부하게 살찌워 볼까요? 

  2. 생각 더하기
아래에는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영수와 민지의 편견에 반대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비교하며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서 퀴즈가 나옵니다.
 
(1)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영수와 민지의 생각에 반대하는 글입니다.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영수 :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쳐. 왜냐구?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하잖아.

나는 보기만 해도 냄새나는 것 같고 눈살이 찌푸려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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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생각에 반대하는 글 ) 

VS          

     

  얼마 전 TV에서 16년째 한 번도 목욕탕에 안 간 사람이 나왔습니다. 

16년 동안 한 번도 목욕하지 않은 사람과 매일 목욕을 하는 다문화가정 사

람을 비교하면 누가 더 깨끗할까요?

  어떤 사람이 깨끗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결정하

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씻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지저분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많은 다문화가정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오랜 시간동안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찰에서 발견한 타당한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다른 한국 사람들보다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다문

화가정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제와 물, 생활용품은 우리와 똑같이 한국에

서 구입한 것입니다. 또한 청결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전염병들도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은 우리와 다른 피부색이나 

생김새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다문화

가정 사람들의 생김새와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겉모

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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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는 영수 말이
맞아.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폭력적이기도 해.

기분 나쁘거나 무슨 일 생기면 때리거나 싸우려고 들걸?
 

(민지 생각에 반대하는 글 ) 
  어떤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폭력적인지는 ‘범죄율’을 통해 알 수 있

습니다. 범죄는 폭력과 같이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 발생합니다. 어떤 모임의 범죄율이 높다면, 그 모임에 속한 사람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높은 

모임은 다른 모임보다 더 폭력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폭력적인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범죄

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범죄율을 보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범죄율은 1.9%입니다. 외국인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범죄를 저

지른 셈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인의 범죄율은 3.7%입니다. 한국인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외국인보다 한국인의 범죄율이 2배 더 높습니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폭력적인 행동은 한국인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

문화가정 사람들 모두가 다른 한국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모임을 더 좋게 보고,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마음

이 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자기와 다른 모임은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

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마음은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이유 없는 

미움을 만듭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주위의 이유 없는 미움 때문에 억

울하게 나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폭력적

이라는 주장도 자기 민족을 더 좋게 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겨났

을 뿐, 다문화가정 사람이라고 반드시 폭력적인 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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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지지처치용 학습지

  1. 생각 나누기
  진혁이와 유빈이가 다문화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봅시
다. 

 
  진혁 : 어제 집에 가는 길에 영광이네 가족을 만났어.

유빈 : 영광이네 다문화가정 아니야? 아빠가 중국에서 오셨다고 하던데.

진혁 : 맞아.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데도 엄청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라고.

유빈 : 역시,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노

력해. 우리나라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말이야.

 진혁 : 맞아 맞아.

근데, 가족 나들이 간다고 영광이는 아주 신났더라.

유빈 : 영광이 활짝 웃는 얼굴이 눈에 선~하다. 하하 ^-^

진혁 : 예전에 들었는데 영광이 부모님은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신대. 그리

고 시간 내어 가족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

다문화가정 사람들 대부분은 정말 성실하게 생활해.

(1)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유빈이 생각입니다. 유빈이 주장에 찬성하
는 글을 써 봅시다. (주장 문장 1개와 뒷받침 문장 2개 쓰기)

 
  유빈 :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해.

우리나라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말이야.

(유빈이 생각에 찬성하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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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진혁이 생각입니다. 진혁이 주장에 찬성하
는 글을 써 봅시다. (주장 문장 1개와 뒷받침 문장 2개 쓰기)

 진혁 : 예전에 들었는데 영광이 부모님은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신대. 그리고

시간 내어 가족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

다문화가정 사람들 대부분은 정말 성실하게 생활해.

(진혁이 생각에 찬성하는 글 )                                      
                                                                     
                                                                     
                                                                     

☞ 찬성하는 글을 쓰느라 수고 많았지요? 
마지막으로 3쪽과 4쪽에는 ‘생각 더하기’가 있습니다. ‘생각 더하기’를 주의 
깊게 읽고 나의 생각을 더욱 풍부하게 살찌워 볼까요? 

   2. 생각 더하기
아래에는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진혁이와 유빈이의 생각에 찬성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비교하며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
에 이 내용에서 퀴즈가 나옵니다.
 
(1)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한 유빈이와 진혁이의 생각에 찬성하는 글입니
다.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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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 :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해.

우리나라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말이야.

(유빈이 생각에 찬성하는 글 )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리고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한국에서의 생활이 좀 더 편안해 

집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기 위

해서 노력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다문화가정 사람들과 사이좋게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2007년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을 베트남어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언어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영어나 일본어 등의 외국어 운

전면허 시험만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에 들어와 일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들을 위한 배려가 없었던 셈입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주위의 한국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노력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다문화가정 사람들과 잘지내기 위해 점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

는 사회로 발전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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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혁 : 예전에 들었는데 영광이 부모님은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신대. 그리

고 시간 내어 가족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살

면서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

다문화가정 사람들 대부분은 정말 성실하게 생활해.

(진혁이 생각에 찬성하는 글 )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입니다. 고향

을 떠나 낯설고 먼 곳으로 이동하는 슬픔을 참고 한국에 온 것입니다. 큰 결

심을 하고 한국으로 온 만큼,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다문화가정 사람

들이 성실하게 생활합니다.

  일이 힘들거나 대우가 좋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직장에

서도 묵묵히 일하는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다문화가정 사람

들의 노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며 기업의 활동을 돕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이

렇게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

를 움직이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보통 한국인과 다른 생김새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문

화가 달라 생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의 생김새와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

해주어야 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 사는 중요

한 가족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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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다문화가정을 소개하는 자료를 잘 보았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글 읽기와 쓰기 사
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문지에 있는 질문들은 좋은 답이나 맞는 답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적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들의 의견과 상
관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질문을 읽다가 모르는 말이나 내용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앞에 계신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연구에 도움을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임정인 드림
                                                      연락처 : arrest-star@hanmail.net  
                                                                                

1. 아래표의 양쪽 끝에는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표현하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위치에 있는 번호에 <보기>처럼 ○표시 하
세요.

문항
번호 표현하는 말 내 생각의 위치 표현하는 말

<보기>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게으르다
1 2 3 ④ 5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성실하다

1 무식하다. 1 2 3 4 5 똑똑하다.

2 자신감이 없다. 1 2 3 4 5 자신감이 있다.

3 일을 잘 못한다. 1 2 3 4 5 주어진 일을 
잘 해낸다.

4 규칙을 무시한다. 1 2 3 4 5 규칙을 잘 지킨다.

5 나쁘다. 1 2 3 4 5 착하다.

6 냉정하다. 1 2 3 4 5 정이 많다.

7 믿을 수 없다. 1 2 3 4 5 믿을 수 있다.

8 폭력적이다. 1 2 3 4 5 평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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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기분일 것 같은가요? 아래 
느낌을 보고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 하세요.

문항
번호 기분 표현

내 생각의 위치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즐겁다 1 2 3 4 5

2 좋다 1 2 3 4 5

3 친하게 지내고 싶다. 1 2 3 4 5

4 불안하고 두렵다. 1 2 3 4 5

5 불편하다. 1 2 3 4 5

6 기분 나쁘다. 1 2 3 4 5

7 불쌍하다. 1 2 3 4 5

8 슬프다. 1 2 3 4 5

3. 각 질문을 읽고 자기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 하세요.

문항
번호

내 생각의 위치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겠다. 

1 2 3 4 5

2 다문화가정 자녀를 
우리 학급의 친구로 받아들이겠다.

1 2 3 4 5

3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와도 좋다.

1 2 3 4 5

4 나의 제일 친한 친구가 
다문화가정 사람이어도 좋다.

1 2 3 4 5

5 다문화가정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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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의 답 또한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답하세요.

질문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의 정보에 해당하는 번호에 Ⅴ표시 하세요.

1. 성별            ① 여                          ② 남

2. 학년            ① 4학년                       ② 5학년

3. 나는 다문화가정 자녀(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께서 외국인인 경우) 
인가요?

① 아니다                         ② 그렇다

3. 믿고 있는 종교가 있나요?

① 기독교(교회)  ② 가톨릭(성당)  ③ 불교(절)  ④ 없음  ⑤ 기타:          

4. 보호자(부모님, 할머니 등 나를 키워주신 분 중에 한 분)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는?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이상   ④ 모름

5. 다문화교육(뜻: 다문화가정 소개, 다문화가정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등을 공부)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몇 번이나 공부했나요?

① 없음    ② 1-2회    ③ 3-5회   ④ 5회-10회   ⑤ 10회 이상 매우 많음

6. TV나 인터넷, 책을 통해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몇 번이나 보았
나요?

① 없음    ② 1-2회    ③ 3-5회   ④ 5회-10회   ⑤ 10회 이상 매우 많음

7.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나요? 몇 번 만났나요?

① 없음 ☞ 9번 질문으로 이동
② 1-2회      ③ 3-5회     ④ 5회-10회     ⑤ 10회 이상 매우 자주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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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여러 개 표시해도 됩니다.)

① 가족관계(친척포함)        ② 매우 친한 친구          ③ 그냥 아는 친구 
④ 이웃사람         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남    ⑥ 기타:                
  
9. 다른 나라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① 없음 ☞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     
     

② 있음 ☞ 9-(1) 질문으로 이동

 9-(1) 어떤 나라에 몇 번 정도 갔었나요? 모두 써보세요.

 1) 가 본 나라이름                                                     

 2) 가 본 횟수                                                         

------------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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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oculation Treatment on Resistance

against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With the focus on fourth and fif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as subjects

Im, Jeong-in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imary Supervisor : Lee, Mi-na, Ph. D.

Korean society today moving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has

various major potential causes of conflicts, one of which is

multicultural prejudice. Once formed, prejudice is difficult to resolve

and tends to expand and reproduce continuously. It is thus required to

devise ways to alleviate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prejudice

through preventive educational methods before it surfaces as a

full-scale social issue.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inoculation treatment as a preventive

educational method to be applied before multicultural prejudice became

fixed. Inoculation treatment is a strategy to help people maintain an

existing attitude more firmly by inducing resistance against persu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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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ame way that inoculation helps people to be immune by

injecting a small amount of germs into them in advance, inoculation

treatment exposes people to arguments against their old beliefs or

attitudes to a proper degree and increases the level of their

psychological resistance.

Immunity created through inoculation treatment has generality and

causes resistance to not only a message used for inoculation but also

a different one of a similar category. The characteristic means that

limited educational content can induce resistance against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and further generate such an effect in a

variety of real situations that were not covered during class.

Based on those theoretical backgrounds, the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educational effects and application efficiency of inoculation

treatment with fourth and fifth graders that were judged to have a

moderate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t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Research Question 1> "Does inoculation treatment influence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istance against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The question has three subhypotheses:

(H1-1) Supportive treatment will have more positive effects on their

resistance against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than no

treatment.

(H1-2) Inoculation treatment will have more positive effects on their

resistance against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than no

treatment.

(H1-3) Inoculation treatment will have more positive effects on their

resistance against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than

supportiv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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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Question 2> "Does immunity formed through inoculation

treatment induce resistance against other messages of prejudice in

addition to the one used for inoculation?" The question has a

subhypothesis:

(H2) There will be homogeneous inoculation treatment effects

between a group with the same message of prejudice between a

defensive and attacking session and another group with different

messages of prejudice between a defensive and attacking session.

Two elementary schools were selec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Chungcheong Province each by reflecting the dwelling

situa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A

quasi-experimental study was carried out with 727 fourth and fifth

graders from a total of 32 classes in those elementary schools and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for <Research Question 1>, inoculation treatment and supportive

treatment turned out to have more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resistance against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than no

treatment.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ffects

between inoculation treatment and supportive treatment.

As for <Research Question 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inoculation treatment between a group with the same

message of prejudice between a defensive and attacking session and

another group with different messages of prejudice between a

defensive and attacking session. That is, inoculation treatment induces

resistance against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even when a

message of prejudice of different content from the one used for

inoculation is presented.

Based on those findings, the study provided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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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First, the study expanded the application scope of inoculation theory

to prejudic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The application of inoculation

theory was active in the fields of advertising and management with its

educational application restricted to such problematic behavior as

smoking and drinking. The study integrated inoculation theory into the

field of prejudice and partially confirmed its effects, expanding the

application scope of inoculation treatment and demonstrating the

possibility of preventive education to resolve prejudice.

Second, a message of prejudice has the potential of being used as an

educational material to resolve multicultural prejudices. The study

found that learners could increase their resistance against prejudice by

having a message of prejudice presented as an educational material

and receiving opportunities to think instead of avoiding prejudices in

reality. When added to the existing lecturing method offering positive

information, the supplementary one with a message of prejudice will

be able to help the students understand prejudices in reality, consider

various positions, and defend a positive attitude.

Third, the study proposed specific ways to utilize multicultural

prejudices in reality as educational materials and messages of prejudice

as educational materials to alleviate prejudices through an inoculation

treatment process. Inoculation treatment is comprised of a series of

processes designed to help students be exposed to a message of

prejudice at a weakened level and defend their positive attitudes. The

process guides them through the presentation order of messages and

student activities in a relatively clear and simple manner.

Finally, the study found that inoculation treatment could increase the

efficiency of education to alleviate prejudices. Inocul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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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ed resistance to a different message of prejudice of the same

category as the one used for inocul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immunity. It is thus expected that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induce

resistance against more diverse messages of prejudice in reality

through education designed to alleviate multicultural prejudice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inoculation treatment.

Keywords : prejudice,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resistance against persuasion, inoculation theory, inoculation treatment

Student Number : 2010-2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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