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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자는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편견적 

태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전 단계인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준비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과 대전에 위치한 3개의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613부를 배포하였으며, 97% (594부)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답변이 부실한 설문지 및 다문화 가정 자녀가 

답변한 설문지 28부를 제외한 나머지 566부의 자료만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인지적 편견, 정서적 편견, 다문화 가정(사람)과의 

접촉경험,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접촉경험, 지각된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 학년, 성적, 종교, 

부모학력, 경제적 수준, 지역 등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지적 편견, 정서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에 대한 

T-test와 ANOVA 분석결과, 인지적 편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 빈도에서, 정서적 편견에서는 경제적 수준,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빈도,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에서,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종교,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빈도,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동남아시아계 아동에 대한 초등학생의 사회적 거리감은 

인지적·정서적 편견과는 정적 관계를, 부모의 양육태도, 다문화 접촉경험,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만남 빈도 및 친밀감과는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동남아시아계 아동과 낮은 

친밀감을 가질수록, 인지적 편견이 높을수록, 정서적 편견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동남아시아계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제언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초등학생의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동남아시아계 아동, 사회적 거리감, 인지적 편견, 정서적 편견 

학번: 2009-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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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사회적으로 한국이 다문화ㆍ다인종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는 더 

이상 이견이 없다.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2012년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는 2012년 267,727명으로 2007년 

142,015명에서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2012년 168,583명으로 2007년 44,258명에서 5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이렇듯, 한국은 인구분포 면에서 

다문화ㆍ다인종 사회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에 따른 사회 부적응적 현상과 관련한 각종 

조사와 연구보고서들은 국민들의 다문화 관련 의식 및 인식 수준이 현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가운데 41.3%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동남아시아 출신의 경우 55.0%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이렇듯,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외모상으로 차이를 보이고 피부색이 한국인 보다 어두운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인종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다. 실제로 2008년도 4월 28일에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 인간의 두얼굴 Ⅱ, 2부 아름다운 세상'에서 실시한 인종차별에 

대한 한 실험은 한국인들의 백인선호사상과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은 동남아시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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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인의 마음 속에 

있는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차별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됨을 증명하였다. 2011년 1월에는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외국인근로자 

특집편'이 방영된 후,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댓글들도 많았지만, 동남아시아 이주민들로 인한 역차별 사례 

및 범죄 사례들을 언급하며, 한국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등의 과격한 

글들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이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문화 

가정과 사회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 전반에는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멸시와 천대는 지속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특히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결코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에 따르면, 2006년 9,389명 이었던 다문화 가정 학생이 2012년에 

46,954명으로 중가, 6년 만에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여성가족부(2013)는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들 중 베트남(12.0%), 필리핀(17.1%), 태국 

(15.9%), 캄보디아(14.8%), 동남아 기타(15.7%)가 사회적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차별하는 

대상으로는 친구(36.5%)로 부터 가장 많은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 문제에 관한 조민식ㆍ송시형(2011)의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으며, 

인종 중에서도 한국인과 외모적 차이를 보이는 동남아시아계 아동을 좀더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차별과 편견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것이다.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종차별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한 미국의 연구는 인종차별을 당한 아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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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존감, 레질리언스의 감소, 행동문제의 증가, 그리고 낮은 삶의 질을 

보이며,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점을 유발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HealthDay News, 2013년 9월 22일 보도).  

내면화된 편견과 차별행동은 어린 나이부터 학습되므로(황지민, 2009), 

아동기에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지구촌 사회와 다양한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에게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용력을 길러주는 것이야 말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편견과 차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학령 인구의 큰 비율이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기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또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사춘기 이전 

(9-13세 사이)은 집단 간의 인식·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Ruble et al., 2004), 또래 집단에 대한 규범과 믿음에 대한 

민감성이 커져가는 기간(Prinstein and Dodge, 2008; Mrug and Windle, 

2009)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교에서의 또래와 교사의 태도 및 

행동이 아동의 자아를 형성하고 인간관을 확립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크다 

(장인협ㆍ오정수, 2003). 그러므로,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이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가지는 

편견 및 사회적 거리감의 수준을 조사하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이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잠재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편입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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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 

1.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 배경 

1945년 8.15 해방 이후 미군 정기, 국내 미군이 증가하면서 한국 여성 

사이에 혼혈인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전쟁기에는 여러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한국 전쟁기 전후에 미군이 장기 

주둔하게 되면서 혼혈인의 수는 1960년대 전반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혼혈인을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로 인한 결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였다(김아람, 2009). 단일한 혈통의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한국이 혼혈인의 어머니를 순혈주의를 훼손하고 

부도덕한 성매매를 하는 여성으로 인식하면서, 그들 여성과 그 자녀들은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 밖에 없었다.  

1980년 이후에 한국의 경쟁력의 급격한 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외국인의 국내유입과 한국인의 해외진출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 가정은 1990년대 이후 사회 여건과 의식의 변화로 수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급증은 1980년대 이후 소위 3D 

업종에 대한 내국인의 뚜렷한 노동기피현상과 더불어 노동력 부족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산업연수제도라는 이름으로, 2004년부터는 고용허가제도를 

이용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이루어졌다. 

한국 내 국제결혼의 급증을 불러온 계기로는 행정주도의 국제결혼사업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낮은 경제력과 힘든 농사일 등으로 국내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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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피 대상이 되어 한국의 결혼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농촌의 

(노)총각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90년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른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들에게 노동 이주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홍기혜, 2000). 한국계 중국인들(조선족)이 결혼을 통해 입국 후 

체류 자격을 얻으면 가정을 떠나는 사례들이 늘고, 위장결혼, 사기결혼 

등으로 인한 한국 남성들의 피해 증가로 인해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면서 

1990년대 후반 조선족과의 결혼이 주춤하였다.  

반면, 종교단체 및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외의 

지역 출신 여성과의 결혼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부터 추진된 일본인 

여성교도와 한국인 남성교도 간의 결혼이 대부분이던 통일교의 

국제결혼사업이 1990년대 중반부터 범세계적인 사업으로 키워지면서 

필리핀과 태국 등 일부 동남아 국가 출신 여성들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또한, 1999년 8월부터 결혼중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이후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설 결혼중개업체들이 

농촌 지역의 남성과 도시의 저소득층 남성을 상대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국제결혼의 증가를 부추겼으며(왕한석·한건수·양명희, 

2005), 국제결혼 대상국은 더욱 다변화되었다. 결혼중개업자들은 동남아 

여성을 온순하고 착하며 시부모를 잘 모실 것이라고 선전하고, 조선족과는 

달리 한국말을 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외모가 다르다는 단점이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조선족과 달리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결혼과 여성을 상품화 하고, 그들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중개과정 또한 국제결혼여성에 대한 이미지의 고착화

에 힘을 더한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중

개업의 중개과정은 해당 국가에서 중매업자를 통해 마을에 여성을 모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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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된다. 한국 남성들은 5박6일 또는 6박 7일 일정의 ‘관광형 맞선’을 

가서 여성을 만난다. 이 경우 남성들은 여성을 선택할 수 있는 ‘고객’으로 

간주되고, 적게는 20-30명, 많게는 200-300여명의 여성을 볼 수 있다. 맞

선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여성은 남성들에 대

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여성들은 최종 선택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선택한 남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는 매우 빈약할 뿐만 아

니라 그마저도 허위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중개업체는 맞선 당일 성혼하기로 

결정하면 다음날 결혼식을 주선한다. 결혼 후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데 걸리

는 시간은 짧게는 20일에서 보통은 2-3개월 소요된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

원회, 2005). 이렇듯 중개과정은 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속성

으로 배우자 선택이 강제되는 구조이다. 결혼중개업체는 여성의 몸과 인격을 

구매 가능한‘상품’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여성을 삶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관리·통제 가능한 소유물로 이해하는 경향을 강화시켜왔다.  

한국 남성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동남아시아계 여성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단순히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여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려는 이유만은 아니다.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 

부모님에 대한 효 문화, 가장으로서의 강한 책임감, 부드럽고 자상한 남성의 

이미지 등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보다 나은 삶,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혼혈인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인 인식과 국제결혼의 초기 양상에 따른 이주 여성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는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왜곡된 시각을 지속하게 한다. 

한국사회 일반에서는 여전히 이주여성을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해줄 영웅', 

'돈 때문에 팔려온 후진국의 불쌍한 여자' 또는 '한국사회의 배제된 주변부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 인신매매성 결혼을 한 여자'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만연해있다(최종렬·최인영, 2008). 이들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사고는 

종종 이들을 향한 무시, 조소, 멸시, 차별, 공격적 행동 등으로 이어진다.  



- 7 - 
 

2.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1) 연령별 분포 현황 

   행정안전부(현재의 안전행정부)의 2012년도 자료는 현재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수는 2007년에는 44,000명에 불과하였지만, 2009년에는 103,484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21,935명으로 3배 증가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2011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51,154명으로, 그리고 2012년에는 

168,600명으로 집계되어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 6세 이하는 104,702명으로 

과반수를 넘는 6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은 2011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 만 7-12세 이하로 40,244명(23.9%)이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 이하 자녀는 15,038명(8.9%)이며, 고등학생 

연령대인 만 15-18세 이하 자녀는 8,616명(5.1%)로 파악되었다.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에서 동북아시아계와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만 7세-18세에서 

동북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가 현격한 차이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만 

6세 이하의 자녀에서는 동남아시아계 자녀가 49.3%(51,660명)로 집계 되어, 

동북아시아계 자녀의 비중(44.2%)을 넘어선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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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 >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대별 부모 출신국 분포 현황      (단위: 명, %) 

구     분 만0∼6세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계 소  계 104,702 100.0 40,244 100.0 15,038 100.0 8,616 100.0 

동북아 

소  계 46,281 44.2 28,422 70.6 11,920 79.3 6,206 72.0 

중  국 20,356 19.4 7,523 18.7 3,127 20.8 2,225 25.8 

중  국 

(한국계) 
18,158 17.3 13,171 32.7 5,450 36.2 2,499 29.0 

대  만 550 0.5 584 1.5 334 2.2 147 1.7 

일  본 5,427 5.2 6,708 16.7 2,885 19.2 1,217 14.1 

몽  골 1,790 1.7 436 1.1 124 0.8 118 1.4 

동남아 

소  계 51,660 49.3 9,318 23.2 2,401 16.0 1,889 21.9 

베트남 36,217 34.6 2,673 6.6 1,169 7.8 1,179 13.7 

필리핀 9,255 8.8 5,270 13.1 879 5.8 416 4.8 

태  국 1,352 1.3 843 2.1 136 0.9 96 1.1 

인도네 

시 아 
353 0.3 200 0.5 41 0.3 30 0.3 

캄보디아 4,208 4.0 199 0.5 134 0.9 149 1.7 

기  타 275 0.3 133 0.3 42 0.3 19 0.2 

남부아 

소  계 1,179 1.1 501 1.2 166 1.1 178 2.1 

파키스탄 432 0.4 220 0.5 63 0.4 74 0.9 

네  팔 335 0.3 83 0.2 47 0.3 35 0.4 

방글라 

데 시 
207 0.2 92 0.2 18 0.1 37 0.4 

기  타 205 0.2 106 0.3 38 0.3 32 0.4 

중앙아 

소  계 1,966 1.9 605 1.5 119 0.8 101 1.2 

우즈백 1,513 1.4 385 1.0 74 0.5 78 0.9 

카자흐 157 0.1 96 0.2 15 0.1 6 0.1 

키르기스 287 0.3 119 0.3 30 0.2 16 0.2 

기  타 9 0.0 5 0.0 - 0.0 1 0.0 

미  국 소  계 958 0.9 307 0.8 95 0.6 62 0.7 

러시아 소  계 565 0.5 302 0.8 63 0.4 53 0.6 

러시아 

(한국계) 
소  계 81 0.1 49 0.1 14 0.1 12 0.1 

영  국 소  계 228 0.2 53 0.1 11 0.1 5 0.1 

캐나다 소  계 546 0.5 127 0.3 16 0.1 11 0.1 

기  타 소  계 1,238 1.2 560 1.4 233 1.5 99 1.1 

(출처: 행정안전부, 2012년 1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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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결혼 가정 학생 현황 

   2012년 4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44,213명으로 2011년 4월 36,726명에 비해 20.4%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65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은 대부분은 초등학교(72.3%)에 재학 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에 집계된 동남아시아계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을 

살펴보면, 필리핀 7,476명, 베트남 3,357명, 태국 1,122명, 인도네시아 

411명으로 전체의 28%(총 12,366명)로 집계되었다. 앞서 연령별 분포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취학연령층에서는 동북아시아계 자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취학연령의 동남아시아계 자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매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2> 국제결혼 가정 자녀 학교 급별 재학 증감 현황   (단위: 명, %) 

연 도 
계 초 등 중 등 고 등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10 30,040  23,602  4,814  1,624  

2011 36,726 22.3% 27,256 15.5% 7,236 50.3% 2,234 37.6% 

2012 44,213 20.4% 31,951 17.2% 9,179 26.9% 3,033 35.8%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4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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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가정 학생 현황 

   2012년 4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가정 자녀1)는 

2,563 명으로 2011년 4월 2,139명에 비해 19.8%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6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인천, 충남,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정 자녀들은 대부분은 초등학교(69.8%)에 재학 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가정 학생은 동북아시아계가 현저한 차이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계 외국인 가정 자녀들을 살펴보면, 필리핀 67명, 베트남 

44명, 태국 11명, 인도네시아 32명으로 전체의 6%(총 154명)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자녀의 경우 재학 현황은 파악되나,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 밖 취학 연령 아동에 대한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형태에는 

개입되는 변수가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다(장혜경 외, 2003). 

  

< 표 Ⅱ-4> 외국인 가정 자녀 학교 급별 재학 증감 현황 

연도 
계 초등 중등 고등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11 2,139  1,460  436  243  

2012 2,563 19.8% 1,789 22.5% 448 2.8% 326 34.2%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4월 1일 기준) 

 

                                           
1)

 외국인 가정 자녀는 부모가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를 말하며, 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를 포함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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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이 겪는 어려움 

   앞서 살펴보았듯,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는 초등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앞으로 몇 년 내에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임이 예측 가능하다. 학령기 아동의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도 표면화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2008)가 실시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43.5%가 자신을 한국인이면서 외국인이라고 

대답했다. 조사 결과, 동남아시아 출신인 경우는 한국인으로 동일시를 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이거나 흑인인 경우 그 자녀를 한국인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학생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간의 이 같은 인식 

차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정체성 관련 문제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30% 정도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공부가 싫어서(10.1%)'가 가장 많았고, '차별과 불공평(5.8%)', 

'선생님과 아이들이 싫어서(5.8%)'가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주위의 편견과 차별, 소외감, 학교폭력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정되기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습부진 문제를 보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3)의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미취학률은 초등학교 2.1%, 중학교 

7.7%, 고등학교 14.9%, 고등교육기관 50.7%를 보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중퇴, 미취학, 졸업 등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율은 

21.3%이며, 고등교육 기관 비재학률(58.7%) 또한 상당히 높다. 이렇듯,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70% 이상이 피부색으로 

인하여 인종적 차별을 받고 있고, 주변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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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어머니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서는 언어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학교중퇴율이 높고 상급학교 

진학률은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기회의 소외ㆍ박탈과 함께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 경제적 빈곤,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가 세대를 거쳐 

대물림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1년에 실시된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에 관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는 아동의 인종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차별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과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우울감과 자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우울에서는 중국동포 및 

한족 아동들은 우울 정도가 낮았으며 동남아시아계 아동이 좀더 높은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에서 또한 어머니 출신국이 중국인 

경우(한족 및 조선족) 가장 높은 자존감을,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인 경우 가장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다니더라도 편견과 차별의 높은 벽에 

부딪혀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감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한국의 미래이다' 혹은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나 한국의 다문화 출신 첫 국회의원인 이자스민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훌륭한 잠재적 자원이 아닐 수 없다.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한국의 미래를 밝힐 인재로 양성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향해 있는 편견과 차별의 벽을 없애고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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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편견과 고정관념 

   사회심리학자들은 편견(prejudice)과 고정관념(stereotypes)에 대해 꽤 오래 

전부터 관심을 보여왔으며, 전형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고정관념'이라는 용어는 1798년에 프랑스 인쇄업자인 Didot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원래는 복사하는데 사용되는 인쇄 과정과 관련이 있다 

(Ashmore and Del Boca, 1981). 저널리스트였던 Lippmann(1922)이 이후 

고정관념이라는 용어를 특정 사회집단에 대해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형적인 모습(picture)에 적용하였다. 이후 고정관념은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Allport(1954)는 편견(prejudice)을 '집단 전체 혹은 그 집단의 구성원을 

향한 잘못되고 경직된 일반화에 근거한 반감(antipathy)'라고 정의하였다 

(1954, p9). Farley(2000)는 편견을 특정 집단에 소속됨을 근거로 개인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나 믿음이라고 말하였다. 

'한국인은 수학을 잘한다.' 는 긍정적인 편견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후진국이다.'는 부정적인 편견의 좋은 예이다. 편견은 인종, 민족, 성역할, 

성적 성향, 그리고 장애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다. 편견은 

반감을 느끼게 할 만한 표적들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섰을 때 생긴다. 예를 

들어,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남성이 해왔던 역할들을 여성이 차지했을 때, 그 여성에 대해 

편견을 보일 수 있다(Eagly and Diekman, 2005). 사람들은 긍정적인 편견 

보다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부정적인 편견에 좀더 집중하며, 이는 종종 

불평등한 차별과 괴롭힘을 초래한다.  

   Allport(1954)는 편견을 인지적 (cognitive), 정서적(affective), 그리고 

능동적(conative)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인지적 편견은 잘못된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집단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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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stereotypes)을 인지적 편견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본다.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믿음은 고정관념화(stereotyping)를 통해 형성된다. 

고정관념화는 잘못된 혹은 불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특정한 집단의 특성에 

대해 과도한 일반화하는 과정을 말한다(Yang, 2000). 예를 들면, '흑인은 

폭력적이다', '아시아계 여성은 운전을 못한다', '동남아시아인은 어리석다' 

등이다. 정서적 편견은 집단에 대한 좋고 싫음과 관련이 있다. 인종, 민족, 

국가적 근원, 또는 신념 등 특정 계층의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태도로 

설명된다(Farley, 2000). 그 예로, '동남아시아인은 불쌍하다'를 들 수 있다. 

능동적 편견은 다른 집단 구성원에게 어떻게 행동하고자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즉,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된다(Farley, 2000).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계 아동이 숙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거절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편견의 

세가지 유형은 서로 상관성을 보이지만, 개인이 편견의 3요소 모두를 가지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계 아동을 지저분하다 생각하고(인지적 

편견), 불편하게 느끼며(정서적 편견),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경향(능동적 편견)을 보일 수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인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불쌍한 감정을 가지지 않기도 한다. 취업경쟁 때문에 특정 

집단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집단간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한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인들 사이에 인종적ㆍ민족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ㆍ고ㆍ대학생들의 외국인 고정관념에 관한 임성택(2003)의 

연구에서 백인을 우수하고 합리적인 집단으로, 흑인과 인도ㆍ동남아인을 

비합리적이고 열등한 집단으로, 인도ㆍ동남아인을 매우 유순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인의 이중적 태도에 관한 유승무ㆍ이태정(2006)의 

연구는 피부색, 영어구사력, 출신국의 경제력에 따라 선진국 또는 후진국 

출신으로 간주하며, 백인에게 선망의 태도를,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무시와 멸시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태한(2001)의 연구 또한 



- 17 - 
 

백인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인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한국보다 낙후된 

국가라고 생각하며, 동남아시아 민족들에게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흑인에 대한 꽤 높은 부정적인 평가는 한국인의 인종 및 피부색에 관한 

차별과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인종 고정관념을 조사한 

고아라(2005)의 연구는 백인과 동북아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였고, 흑인과 동남아인을 '폭력적이다', '어리석다', '비위생적이다', 

'지위가 낮다', '가난하다', '게으르다', '불친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친구 

관계를 맺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식ㆍ송시형 (2011)은 

초등학생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에 관하여 심층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동북아계 아동보다는 피부색과 외모적 차이를 보이는 동남아시아계 

아동이 더 큰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8년 실시된 다문화 

다인종 사회 통합 관련 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한 2차자료 분석법을 

사용한 김병조 외(2011)는 한국인이 조선족, 일본인, 새터민, 미국인에게 

갖는 사회적 거리감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에게 보이는 사회적 거리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아동은 매우 어린 나이에 편견적 징후들을 보인다(Aboud, 1988). 5세 

정도의 아동의 편견은 꽤 높은 편이고, 아동이 자라면서 보통 감소하거나 

좀더 유연해진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초기 아동기에 보인 편견이 아동이 

10대에 접어들어, 특히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를 포함한 가까운 주변 

환경에서 편견이 현저하게 나타날 때, 다시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즉, 

아동이 가진 인종에 대한 태도가 그들 부모가 가진 태도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으며, 부모의 편견이 높을수록 아이의 편견이 높아진다는 것이다(Steele, 

Choi, and Ambady, 2004). 이렇듯, 편견은 어린 시절의 사회화 과정, 즉 

모방학습, 강화, 및 연합과정을 통해 학습되고 지속ㆍ강화되므로, 사회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이 고착화되기 전에 이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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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적 거리감 

   편견의 3요소 중 능동적 편견(conative prejudice)은 Bogardus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사회적 태도이다(Davis, 1964).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사회적 거리감 척도들이 공통적으로 연구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의사에 대한 질문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편견의 능동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김상학, 2004). 이러한 사회적 거리감이 행동화된 

것이 차별이다(이광자 외, 2003). 따라서, 차별행위로 전환되기 전단계인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여 대상에 대한 행동의도 및 경향성을 예측함으로써 

불평등한 차별과 괴롭힘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사회성을 '거리감'의 형태로 

기하학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시도했던 Simmel에 의해 비롯되었다. 이후 

Simmel의 제자였던 Park(1924)에 의해 재개념화 되었으며, Bogardus 

(1925)는 최초로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개발하고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Ethington, 1997).  

   Bogardus(1959)는 사회적 거리감을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개인과 집단 

사이에, 그리고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감적 이해(sympathetic 

understanding)의 정도"로 정의하였다(1959, p7). Bogardus는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통해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집단의 주관적인 

이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Karakayali, 2009). 사회적 

거리감은 인종편견을 측정하는 훌륭한 지표가 되었으며, Bogardus와 그의 

추종자들은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에 사회적 거리감을 

주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Williams(1964)는 사회적 거리감을 "외집단의 한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서 

그가 보여준 친밀감 정도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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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거부감(feeling of unwillingness)"이라고 표현하였다(1964, p29). 

Marger(1994)는 사회적 거리감을 "다양한 민족 집단들이 사회 안에서 

수용되는 혹은 배척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Westie(1953)는 Bogardus(1925)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수정하여 

4가지 하위영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인종에 대한 편견과 소수집단 

구성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였다. 척도의 4가지 하위 영역은 1) 

태도대상이 거주지역에 살도록 허용하는 주택지의 근접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2) 지역사회에서 권력(power)과 위신(prestige)을 가진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3) 태도대상과 신체적인 

상호작용을 싫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4)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태도대상을 허용하는 친밀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분류된다. 

종합해 보면, 사회적 거리감은 각기 다른 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람을 

수용하고, 그들과의 어울림을 허용하는 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 사회적 태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 관점에 편중되어 

왔으나(Breckler, 1984), 최근 들어 인지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그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정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인지적 요인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변수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김상학, 2004). Jussim, 

et al.(1995)은 편견에 관한 연구에서 정서적 요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 정서적 편견이 집단 구성원에 대한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인지적 편견(고정관념)과 

정서적 편견의 영향력 크기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에 대해 조사한 

김혜숙ㆍ오승섭(1999)의 연구는 통일 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가 북한인에 

대한 신념(고정관념)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감정 중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많이 



- 20 - 
 

받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북한사람에 대해서 친숙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민족ㆍ한핏줄이라는 의식이 친근감과 정을 가지도록 했고, 이 

친밀감, 호감도 등이 통일에 대한 태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에 대한 

김혜숙(2000)의 연구는 북한 사람의 고정관념과 감정 두 변인들 중 감정이 

고정관념보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책평가 더 큰 영향을 미쳐,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유난영(2008)의 연구는 사회적 거리감을 설명하는데 인지적ㆍ정서적 

편견 모두 유의미한 변수로 증명되었으며, 정서적 편견이 좀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종의 사회적 

편견에 관한 이하령(2007)의 연구는 편견의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서로 관련성을 보이는데, 정서적 요인이 사회적 거리감을 형성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긍정적 정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초등학생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윤인성(2010)의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해 고정관념의 긍정정서요인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졌으며, 반대로 부정정서요인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높아졌다. 우재영(2012)이 진행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연구에서는 인지적ㆍ정서적 요인 모두 

사회적 거리감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인지적 요인이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설명되었다. 즉,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사회적 거리감도 크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편견의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요인의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들은 몇몇 연구에 지나지 않으며(예, 윤인성, 2010; 

우재영, 2012; 이하령, 2007; 유난영, 2011; 김상학, 2004,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편견을 가지는 인종들 중에서도 동남아시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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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 연구대상 

또한 '다문화 아동'이라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초등학생이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가 

희석되어 설명되는 한계점을 가진다.  

 

  1.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편견은 어렸을 때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즉, 모방학습, 강화, 및 

연합과정에 의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Allport(1954)는 부모를 아동의 학습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보았다. 즉, 아동의 특성, 태도, 가치체계의 형성을 결정짓는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행동방식의 기초가 되어 아동의 인성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정남, 1996). 아동의 편견적 태도와 생각은 가족 

환경으로부터 형성될 뿐만 아니라, 거부적이고 소홀하며 비일관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해 발전한다(Allport, 1954). 이러한 점에서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 태도는 아동이 편견을 형성하거나 혹은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집단과의 직ㆍ간접적인 접촉경험은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윤인성, 2010; 권경자, 

2004). 인종ㆍ민족 집단간의 접촉을 촉진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편견을 

줄이고 집단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다(Pettigrew and Tropp, 2006). 

초기의 지각 형성 단계에서 타인종과의 접촉경험이 많은 개인은 타인종의 

외모를 자기 인종의 외모와 비슷하게 표현하는(encode) 경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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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 and Tanaka, 2003), 잦은 접촉으로 인해 형성된 친밀감은 외모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낮춰준다(Johnson, 2005). 이는 접촉경험이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말해준다.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황지민 (2009)의 초등학생의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학년, 고정관념과 편견, 접촉경험, 다문화적 교사태도로 나타났으며, 

성별, 생활수준,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민족정체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접촉 경험이 없을 때, 고정관념과 편견이 많을수록,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를 

적게 가질수록 사회적 거리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재영(2012)의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초등학생의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은 고정관념, 감정, 권위주의적 성격, 자민족 

중심주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단일민족 정체성과 문화민족 

정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부정적 감정이 강할수록, 권위주의적 

특성이 강할수록, 자민족 중심주의가 강할수록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도 고정관념과 

자민족 중심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윤인성(2010)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 연령, 친밀도, 미디어 경험, 다문화교육경험, 

긍정인지 고정관념, 긍정정서 고정관념, 부정정서 고정관념이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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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민족의식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즉, 잦은 접촉경험으로 인한 

친밀감이 사회적 거리감을 낮추고, 미디어를 통한 간접접촉이 있는 경우, 

다문화교육을 받는 경험이 있는 경우, 고정관념의 긍정정서요인이 높을수록, 

긍정인지요인이 높을수록, 부정감정요인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미연(2011)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시안과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 코시안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설명하는데 성별, 성적, 

타문화 간접 경험 빈도, 외국인을 위한 봉사활동 경험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성적, 학년, 타문화 간접 경험 빈도, 외국인을 위한 봉사활동 

경험, 외국 관광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보다는 남자가, 성적이 낮을수록, 타문화에 대한 직ㆍ간접 경험이 적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정진환(2011)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 성별, 성적, 가족구성, 거주지역, 다문화 친구 유무, 친구가 

될 의사 여부, 해외여행 유무,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즉, 여자 보다는 남자가, 

하위권 성적을 가지고, 농어촌 보다는 중소도시에 살고, 다문화 가정 친구가 

없고, 다문화 가정 친구와 친구가 되고 싶은 의사가 없고, 해외여행을 경험이 

없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치지향성이 낮을수록, 문화의 다양성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친부모 및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낮은 사회적 거리감을 보였다.  

   유난영(2008)의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 성별, 교급, 가족형태인식, 지역, 성적, 친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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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민족의식, 감정적 고정관념, 인지적 고정관념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다문화 가정을 

특별한 가족 형태로 인식하는 집단이, 동지역보다는 읍ㆍ면에 거주할수록, 

하위권의 성적을 가진 경우, 중ㆍ하위의 친밀감을 가진 집단이, 그리고 

중ㆍ상위의 단일민족의식을 가진 경우, 감정적 고정관념이 클수록, 인지적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태정(2009)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학년, 전공, 보수 및 

진보적 가치관, 보편주의 가치 지향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업, 교육, 가구소득), 외국방문경험, 외국인접촉경험, 

국내외 외국인 친구 유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보편주의 가치를 견지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인지적 편견, 정서적 편견, 다문화 가정(사람)과의 접촉경험,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접촉경험, 지각된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 학년, 성적, 종교, 

부모학력, 경제적 수준, 지역 등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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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의 틀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인지적 

편견, 정서적 편견,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인지적 편견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등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정서적 편견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초등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초등학생의 편견(인지적ㆍ정서적 편견)에 따른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6] 초등학생의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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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근거가 되는 연구모형을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그림 Ⅲ-1>과 같이 설정하였다. 

 

 

 

 

 

 

 

 

 

 

 

 

 

 

 

배경변인  
 

-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성적, 종교 부모학력, 경제적 수준, 지역) 

-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접촉경험 

 (아는 아동 유무, 만남빈도, 친밀감, 만난기간) 

- 다문화 가정(사람)과의 접촉경험  

- 지각된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편견  
 

- 인지적 편견 (고정관념)  

- 정서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 

<그림Ⅲ-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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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수집 절차 및 조사기간 

   본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과 대전의 초등학교 

3곳에 있는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연구자가 서울과 대전의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여 회수하거나, 담임선생님들께 

설문조사 안내문을 전달하여 담임선생님들이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613부를 배포하였으며, 97% (594부)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답변이 부실한 설문지 및 다문화 가정 자녀가 답변한 

설문지 28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566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제 3 절 측정도구 

   본 연구는 일반 아동들의 동남아시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편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인종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하령 (2007)이 사용한 척도를 초등학생의 인지 수준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고, 유사한 항목을 제외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인지적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한 8개의 형용사와,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감정적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한 

9개의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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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5점)'로 나열된 5점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지적 고정관념 척도에서는 '친절하다', '능력있다', 

'똑똑하다'의 3문항을, 감정적 고정관념 척도에서는 '즐겁다', '좋다', '정이 

간다'의 3문항을 역점 처리하였다. 본 조사도구의 하위영역으로 인지적 

고정관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41이며, 감정적 고정관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52이다. 신뢰도 계수가 다소 낮게 

측정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George and Mallery, 2003), 자료분석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사회적 거리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황지민 (2009)이 사용한 30문항 척도의 하위 영역 중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10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황지민 (2009)은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연구에서 

초등학교 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 '나는 

장애를 가진 친구와 이렇게 지내고 싶다: 비장애학생용'을 토대로 김다영 

(2008)이 수정 보완한 것을 재수정하여 사용한 바 있다. 각 문항은 '매우 

좋다 (1점)'에서 '매우 싫다 (5점)'로 나열된 5점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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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각된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모님의 양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하숙현 (2000)이 사용한 척도를 문항 삭제 및 용어의 수정을 통해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나열된 5점 척도로 

되어있다. 척도의 총 점수는 모든 문항의 값을 더하여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님의 다문화적 양육태도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8이다.  

 

  4. 다문화 경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다문화 고정관념을 연구하기 위해 지은주 

(2011)가 사용한 다문화 경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여 

예는 2점, 아니오는 1점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모두 예로 답하였을 경우 

26점을 얻게 된다. 말하자면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아동 또는 사람과의 

접촉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78이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는 .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George and Maller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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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one-way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이 

실시되었다. 분석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남아시아계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검정(T-test)과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적 거리감 영향 요인들과 동남아시아계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r을 통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거리감 영향 요인이 초등학생의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Enter 방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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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Ⅳ-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에 사용된 전체 조사대상자는 566명으로,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53.4%(302명), 여학생이 46.5%(263명) 

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의 분포는 5학년이 56.5%(320명), 6학년이 43.5% 

(246명)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상 57.8%(327명), 중 26.9%(152명), 하 

15%(85명)의 분포를 보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40.8%(2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교 36%(204명), 불교 11.3%(64명), 천주교 6%(34명), 기타 

1.8(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모두 대졸 이상(부 

57.4%(325명), 모 54.5%(308명))으로 높은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상 54.2%(307명), 중 41%(232명), 하 4.6%(26명)로 보통 이상의 

생활 수준을 가진 것으로 지각하였다.  

 

<표 Ⅳ-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66               (단위: 명, %) 

분 류 변 인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여 

302 

263 

53.4 

46.5 

학  년 
5학년 

6학년 

320 

246 

56.5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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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 

상 

중 

하 

327 

152 

85 

57.8 

26.9 

15.0 

종 교 

불 교 

기독교 

천주교 

무 교 

기 타 

64 

231 

34 

204 

10 

11.3 

40.8 

6.0 

36.0 

1.8 

아버지 

학  력 

고졸 이하 

대 졸 

대학원 이상 

모 름 

부 재 

76 

252 

73 

156 

6 

13.4 

44.5 

12.9 

27.6 

1.1 

어머니  

학  력 

고졸 이하 

대 졸 

대학원 이상 

모 름 

부 재 

92 

242 

66 

159 

6 

16.3 

42.8 

11.7 

28.1 

1.1 

경제적 

수  준 

상 

중 

하 

307 

232 

26 

54.2 

41.0 

4.6 

지 역 
서 울 

대 전 

253 

313 

44.7 

55.3 

※ 결측치로 인해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2.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 접촉 경험 

   초등학생의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접촉 경험을 보면 <표Ⅳ-2>와 

같다. 초등학생의 68.2%(386명)가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아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아동이 있다고 대답한 아동들 

179명 중에는 이름만 알거나(21.8%) 인사를 나누는 정도(41.3%)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주일에 1회 이상 만남은 19.6%에 달했다. 친밀감에서는 

보통 이상이 68.2%로 보통 이상으로 친밀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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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37.5%가 6개월 미만이었고, 1년 이상도 6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시아계 아동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상의 친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표 Ⅳ-2>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 접촉 경험           (단위: 명, %) 

구 분 내 용 빈도 백분율(%)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아동 

유 

무 

179 

386 

31.6 

68.2 

만남 빈도 

이름만 안다 

인사 나누는 정도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회 이상 

39 

74 

18 

13 

35 

21.8 

41.3 

10.1 

7.3 

19.6 

친밀감 

전혀 친하지 않음 

친하지 않은 편임 

보 통 

친한 편임 

매우 친함 

26 

30 

55 

53 

12 

14.8 

17.0 

31.3 

30.1 

6.8 

만난 기간 

1개월 미만 

1-3개월 

4-6개월 

1-2년 

2년 이상 

29 

13 

25 

58 

54 

16.2 

7.3 

14.0 

32.4 

30.2 

※ 결측치로 인해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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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문화 가정(사람) 접촉 경험 

   초등학생의 다문화 가정(사람) 접촉 경험을 보면 <표Ⅳ-3>와 같다. 이 

표를 통해 초등학생의 주변에 다문화 가정(사람)이 있지만, 친밀하게 

교류하는 정도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 

및 지도를 받는 것이 77.7%(440명)나 되고, 대중매체를 통해 다문화 

사람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이 73.7%(4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해 다문화 가정(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와 

집단활동에 함께 참여한 경우는 18.9%(107명)로 적은 분포를 보였으며, 

학교 밖의 공간에서 다문화 가정(사람)과의 직접적인 교류 또한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 다문화 가정(사람) 접촉 경험                    (단위: 명, %) 

구 분 유 무 빈도 백분율(%) 

가족 또는 친척 중 다문화 사람이 있다. 
유 

무 

64 

499 

11.3 

88.2 

다문화 사람과 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 
유 

무 

27 

537 

4.8 

94.9 

친하지 않지만 아는 사람 중에 다문화 사람이 있다. 
유 

무 

317 

247 

56.0 

43.6 

이웃에 다문화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거나 현재 있다. 
유 

무 

107 

455 

18.9 

80.4 

같은 반에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었던 적이 있거나 

현재 있다. 

유 

무 

204 

360 

36.0 

63.6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집단활동을 했던 적이 있다. 
유 

무 

107 

455 

18.9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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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문화 교육 및 지도를 받아본 적이 있다. 
유 

무 

440 

124 

77.7 

21.9 

학교 이외의 배움의 장소(학원, 교습소,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종교단체 교실 등)에 다문화 가정 아동이 있다. 

유 

무 

140 

421 

24.7 

74.4 

학교 이외의 곳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집단활동을 

함께 했던 적이 있다. 

유 

무 

81 

483 

14.3 

85.3 

학교 밖의 다문화 프로그램 또는 축제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 

유 

무 

127 

434 

22.4 

76.7 

다문화 관련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해본 적이) 있다. 
유 

무 

57 

505 

10.1 

89.2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다. 
유 

무 

191 

372 

33.7 

65.7 

TV,영화, 잡지, 책에서 다문화 사람들에 관해 본 적이 있다. 
유 

무 

417 

146 

73.7 

25.8 

※ 결측치로 인해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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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분석 

  1.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거리감, 인지적 편견, 정서적 편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다문화 가정(사람) 접촉경험의 유형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준을 보면 <표Ⅳ-

4>와 같다. 사회적 거리감은 평균 2.6(±.92), 인지적 편견은 평균 

2.8(±.53), 정서적 편견은 평균 2.6(±.53)은 중간값(3점) 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인 초등학생이 동남아시아계 아동에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다소 낮았다. 인지적 편견(고정관념)이 정서적 

편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인지적 고정관념이 좀더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평균 3.4(±.84)로 중간값(3점) 

보다 높게 나왔다. 다문화 가정(사람)과의 접촉경험은 평균 1.3(±.18)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인들에서 표준편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인 간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표Ⅳ-4>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거리감 566 2.6 .92 1 5 

인지적 편견 566 2.8 .53 1.75 5 

정서적 편견 566 2.6 .53 1.67 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566 3.4 .84 1 5 

다문화 가정(사람) 접촉경험 552 1.3 .18 1 1.92 

※ 결측치로 인해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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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지적  편견 관련 변수 기술분석 

    1) 일반적 특성 관련 기술분석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인지적 편견 차이를 보면 <표Ⅳ-5>와 같다. 인지적 편견은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 종교, 성적, 경제적 수준,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인지적 

편견 정도는 대졸이 21.75, 아버지 학력을 모르는 경우가 21.85, 고졸 

이하가 22.39로 인지적 편견에 차이가 없었고, 대학원 이상인 경우 23.01로 

인지적 편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부재가 26.67로 아버지가 

없는 경우 인지적 편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인지적 

편견 정도는 고졸 이하가 21.45, 대졸이 21.87, 어머니 학력을 모르는 

경우가 21.98, 어머니의 부재가 23.67, 대학원 이상인 경우 23.7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지적 편견의 경우 남학생이 22.36, 여학생이 

21.73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인지적 편견을 가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081).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재일 경우 표준편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인 간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일 경우 초등학생의 인지적 

편견이 높은 이유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자본을 자녀세대에 

재생산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아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견해가 그 자녀에게로 대물림 되어 동남아시아계 아동에 대한 높은 인지적 

편견을 조장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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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5> 일반특성 관련 변인에 따른 인지적 편견 차이      

변 수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Scheffe 

성 별 
남 

여 

22.36 

21.73 

4.37 

4.06 

1.747 

(p=.081) 
 

학 년 
5학년 

6학년 

21.86 

22.35 

4.16 

4.31 
-1.362  

종 교 

불 교 

기독교 

천주교 

무 교 

기 타 

21.79 

21.87 

23.06 

22.09 

22.10 

4.19 

4.04 

5.01 

4.31 

6.31 

.640  

성 적 

상 

중 

하 

22.17 

21.85 

22.09 

4.27 

3.96 

4.59 

.303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대 졸 

대학원 이상 

모 름 

부 재 

22.39 

21.75 

23.01 

21.85 

26.67 

4.38 

4.09 

4.28 

4.06 

8.38 

3.293* 

a 

a 

ab 

a 

b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대 졸 

대학원 이상 

모 름 

부 재 

21.45 

21.87 

23.74 

21.98 

23.67 

4.25 

4.09 

4.30 

4.09 

8.36 

3.497** 

a 

a 

a 

a 

a 

경제적 수준 

상 

중 

하 

21.85 

21.75 

22.34 

4.13 

3.96 

4.43 

1.317  

지 역 
서 울 

대 전 

21.98 

22.14 

4.13 

4.32 
-.470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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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남아시아계 아동 접촉경험 관련 기술분석 

   초등학생의 동남아시아계 아동 접촉 경험에 따른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인지적 편견 차이를 보면 <표Ⅳ-6>와 같다.  

 

<표Ⅳ-6> 동남아시아계 아동 접촉경험에 따른 인지적 편견 차이 

변 수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Scheffe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아동 

있 다 

없 다 

22.40 

21.90 

4.22 

4.23 
1.285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 빈도 

이름만 안다 

인사 나누는 정도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회 이상 

24.18 

22.12 

21.44 

23.54 

21.07 

5.00 

4.03 

3.43 

3.95 

3.53 

3.322* 

a 

a 

a 

a 

a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 

전 혀 

친하지 않은 편 

보 통 

친한 편 

매우 친함 

24.38 

23.07 

22.20 

21.51 

21.92 

4.89 

3.89 

4.16 

3.90 

4.48 

2.323 

(p=.059) 
 

동남아시아계 

아동과 만난 기간 

1개월 미만 

1-3개월 

4-6개월 

1-2년 

2년 이상 

22.83 

21.31 

23.60 

22.16 

22.13 

4.57 

3.75 

4.17 

3.70 

4.66 

.898  

 * p<.05 

 

인지적 편견은 동남아시아계 만남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아동의 유무,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 

동남아시아계 아동과 만난 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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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 빈도에 따른 인지적 편견 정도는 일주일에 1회 

이상 만나는 경우가 21.07, 일년에 1-2회 만난 경우가 21.44, 인사 나누는 

정도가 22.12, 한달에 1-2회 만나는 경우가, 23.54, 이름만 나누는 경우가 

24.1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에 따른 인지적 

편견에서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인지적 편견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059). 

 

  3. 정서적  편견 관련 변수 기술분석 

    1) 일반적 특성 관련 기술분석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정서적 편견 차이를 보면 <표Ⅳ-7>와 같다. 정서적 편견은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학력, 성적, 종교,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서적 편견 

정도는 중이 23.07로 가장 낮았고, 상이 24.15, 하가 24.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동남아시아계 아동과 비교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 조사결과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서적 편견에 차이를 

보였던 이하령(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인종에 대한 편견이 경제적 

지위에 의해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고아라(2005)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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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7> 일반특성 관련 변인에 따른 정서적 편견 차이        

변 수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Scheffe 

성 별 
남 

여 

23.97 

23.63 

4.76 

4.73 
.842  

학 년 
5학년 

6학년 

23.63 

24.07 

4.84 

4.60 
-1.097  

성 적 

상 

중 

하 

23.92 

23.88 

23.30 

4.74 

4.94 

4.39 

.597  

종 교 

불 교 

기독교 

천주교 

무 교 

기 타 

23.28 

23,75 

25.09 

23.70 

23.70 

4.29 

4.56 

4.93 

5.05 

4.90 

.836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대 졸 

대학원 이상 

모 름 

부 재 

23.91 

23.55 

24.44 

23.79 

26.33 

5.25 

4.62 

4.65 

4.74 

5.13 

.936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대 졸 

대학원 이상 

모 름 

부 재 

23.14 

23.81 

24.45 

23.85 

26.33 

4.96 

4.58 

5.00 

4.73 

5.28 

1.189  

경제적 수준 

상 

중 

하 

24.15 

23.07 

24.36 

4.76 

4.49 

4.86 

5.056** 

a 

a 

a 

지 역 
서 울 

대 전 

24.09 

23.60 

4.60 

4.85 
1.219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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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남아시아계 아동 접촉경험 관련 기술분석 

   초등학생의 동남아시아계 아동 접촉 경험에 따른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정서적 편견 차이를 보면 <표Ⅳ-8>와 같다. 정서적 

편견은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 빈도와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아동의 

유무와 동남아시아계 아동과 만난 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 빈도에 따른 정서적 편견의 정도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이 21.54로 가장 낮은 정서적 편견을 보였으며, 한달에 

1-2회 만남 정도가 22.46, 인사 나누는 정도가 23.70, 일년에 1-2회 만남 

정도가 24.17로 좀더 높은 인지적 편견을 보였다. 이름만 아는 경우가 

25.54로 기타 집단에 비해 정서적 편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에 따른 정서적 편견의 정도는 친한 편일수록 

정서적 편견이 가장 낮았으며(22.11), 보통이거나(23.38), 매우 친하거나 

(24.25), 친하지 않은 편일 경우(24.77) 이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혀 친하지 않을 때가 25.55로 기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정서적 편견을 

보였다. 즉, 동남아시아계 아동과 자주 만날수록 그리고 친할수록 정서적 

편견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Ⅳ-8> 동남아시아계 아동 접촉 경험에 따른 정서적 편견 차이  

변 수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Scheffe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아동 

있 다 

없 다 

23.64 

23.89 

4.15 

4.99 
-.630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 빈도 

이름만 안다 

인사 나누는 정도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회 이상 

25.54 

23.70 

24.17 

22.46 

21.54 

4.71 

4.18 

3.35 

3.23 

3.07 

5.021*** 

b 

ab 

ab 

a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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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 

전 혀 

친하지 않은 편 

보 통 

친한 편 

매우 친함 

25.96 

24.77 

23.38 

22.11 

24.25 

5.17 

4.01 

4.01 

3.23 

3.98 

4.872*** 

b 

ab 

ab 

a 

ab 

동남아시아계 

아동과 만난 기간 

1개월 미만 

1-3개월 

4-6개월 

1-2년 

2년 이상 

24.48 

22.31 

24.56 

22.93 

23.83 

3.86 

3.35 

4.09 

4.23 

4.35 

1.404  

 * p<.05, ** p<.01, *** p<.005 

 

  4. 사회적 거리감 관련 변수 기술분석 

    1) 일반적 특성 관련 기술분석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를 보면 <표Ⅳ-9>과 같다. 사회적 거리감은 종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학년, 성적,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경제적 수준,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종교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정도는 불교 31.47, 기타 32.10, 기독교 32.88, 무교, 35.36, 

천주교 37.0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거리감이 종교에 의해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윤인성(2010)과 정진환(2011)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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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9> 일반특성 관련 변인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차이       

변 수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Scheffe 

성 별 
남 

여 

34.70 

32.91 

11.80 

12.23 

1.770 

(p=.077) 
 

학 년 
5학년 

6학년 

33.35 

34.56 

12.25 

11.69 
-1.185  

성 적 

상 

중 

하 

33.31 

34.31 

34.75 

11.93 

11.46 

12.89 

.684  

종 교 

불 교 

기독교 

천주교 

무 교 

기 타 

31.47 

32.88 

37.06 

35.36 

32.10 

12.69 

11.66 

13.74 

11.66 

15.43 

2.477* 

a 

a 

a 

a 

a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대 졸 

대학원 이상 

모 름 

부 재 

32.50 

33.61 

32.87 

35.08 

39.67 

11.56 

11.65 

11.95 

12.54 

13.65 

1.882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대 졸 

대학원 이상 

모 름 

부 재 

31.53 

33.90 

33.55 

35.01 

41.67 

10.89 

11.54 

11.84 

12.95 

19.70 

1.882  

경제적 수준 

상 

중 

하 

35.88 

33.43 

34.07 

13.62 

10.95 

12.65 

.557  

지 역 
서 울 

대 전 

33.27 

34.37 

11.13 

12.68 
-1.085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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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남아시아계 아동 접촉경험 관련 기술분석 

   초등학생의 동남아시아계 아동 접촉 경험에 따른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를 보면 <표Ⅳ-10>와 같다. 사회적 

거리감은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 빈도와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아동의 

유무와 동남아시아계 아동과 만난 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 빈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이 29.09, 일년에 1-2회 정도가 29.28,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34.07, 한달에 1-2회 정도가 35.54, 이름만 아는 경우가 38.6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는 매우 친하다가 26.08, 친한 편이다가 28.98, 보통이다가 31.85, 

친하지 않은 편이다가 42.10, 전혀 친하지 않다가 42.81로 보통 이상으로 

친한 경우가 친하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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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0> 동남아시아계 아동 접촉 경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차이 

변 수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Scheffe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아동 

있 다 

없 다 

33.71 

33.98 

12.00 

12.03 
-.249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 빈도 

이름만 안다 

인사 나누는 정도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회 이상 

38.61 

34.07 

29.28 

35.54 

29.09 

11.38 

12.00 

10.40 

12.45 

11.40 

3.864** 

a 

a 

a 

a 

a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 

전 혀 

친하지 않은 편 

보 통 

친한 편 

매우 친함 

42.81 

42.10 

31.85 

28.98 

26.08 

10.84 

10.34 

9.52 

9.70 

15.94 

14.513**** 

b 

b 

a 

a 

a 

동남아시아계 

아동과 만난 기간 

1개월 미만 

1-3개월 

4-6개월 

1-2년 

2년 이상 

34.10 

28.31 

35.08 

35.33 

32.43 

10.84 

8.91 

11.72 

12.56 

12.63 

1.169  

 * p<.05, ** p<.01,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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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적 거리감 관련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거리감 관련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Ⅳ-1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사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다소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로는 사회적 

거리감과 인지적 편견과의 상관계수가 .403, 사회적 거리감과 정서적 

편견이 .417, 인지적 편견과 정서적 편견이 .530, 사회적 거리감과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이 -.478,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 빈도와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이 .608, 종교-기독교와 종교-무교가 -.659 

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회귀분석 등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기준을 .80(이인재 외, 1997)로 볼 때, 이 변인들은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 이외에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감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감은 인지적 편견, 정서적 편견, 지각된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다문화 가정(사람) 접촉경험,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빈도,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 종교-무교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인지적 편견과 

정서적 편견이 높을수록, 지각된 부모의 다문화 양육태도가 낮을수록, 다문화 

가정(사람)과의 접촉경험이 적을수록,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 빈도가 

적을수록,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이 낮을수록, 종교가 없을 경우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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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1> 사회적 거리감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2) 

구 분 
사회적 

거리감 

인지적 

편  견 

정서적 

편  견 

지각된 

부모양육 

태  도 

다문화 

접촉경험 

동남아시

아계아동

만남빈도 

동남아시

아계아동

친밀감 

종교- 

기독교 

종교- 

천주교 

종교- 

무 교 

종교- 

기 타 

사회적 

거리감 
1           

인지적 

편  견 
.403** 1          

정서적 

편  견 
.417** .530** 1         

지각된 

부  모 

양육태도 

-.341** -.085* -.148** 1        

다문화 

접촉경험 
-.095* .042 -.016 .297** 1       

동남아시

아계아동

만남빈도 

-.234** -.185* -.301** .091 .214** 1      

동남아시

아계아동

친밀감 

-.478** -.211** -.262** .208** .249** .608** 1     

종 교- 

기독교 
-.077 -.032 -.009 .053 .127** -.168* -.081 1    

종 교- 

천주교 
.066 .063 .070 -.018 .073 .135 .050 -.220** 1   

종 교- 

무 교 
.090* .011 -.016 -.049 -.215** -.021 -.095 -.659** -.199** 1  

종 교- 

기 타 
-.021 .002 -.003 -.090* .067 .149 .138 -.117** -.035 -.105* 1 

*P<.05  **p<.01 

 

 

                                           
2)

 Dummy 변수처리 
 

 
종교- 

기독교 

종교- 

천주교 

종교- 

무교 

종교- 

기타 

종 

 

교 

불 교 0 0 0 0 

기독교 1 0 0 0 

천주교 0 1 0 0 

무 교 0 0 1 0 

기 타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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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각 변인들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Ⅳ-12>에 제시되어 

있다. 단순히 상관관계만 가지고는 다중공선성을 판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 시 공차한계(Tolerance limits)와 VIF(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3 이상을 보이고, 

VIF가 1-2.3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주요 변인들간 공선성의 문제는 

없음을 알 수 있다(O'Brien, 2007). 또한, Durbin-Watson이 1.819이므로, 

관측치의 분산들 간의 독립성 가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이 회귀모형은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31.4%(adjusted R
2=.31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8.613, p=.000).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초등학생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지적 편견(β=.244), 정서적 편견(β=.185),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β=-.438)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적 편견이 

높을수록, 정서적 편견이 높을수록,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이 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초등학생과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인지적 편견과 정서적 편견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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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2> 동남아시아계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  형 B SE B β t P 
Tolerance 

Limit 
VIF 

(상  수) 21.780 9.545  2.282 .024   

인지적 편견 .676 .203 .244 3.329 .001 .768 1.301 

정서적 편견 .527 .219 .185 2.404 .017 .701 1.427 

지각된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060 .089 -.048 -.676 .500 .826 1.211 

다문화가정(사람) 

접촉경험 
-.108 .373 -.020 -.290 .772 .841 1.190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빈도 
1.126 .711 .135 1.584 .115 .565 1.770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 
-4.451 .868 -.438 -5.131 .000 .566 1.765 

종교-기독교 -.530 2.317 -.022 -.229 .819 .437 2.289 

종교-천주교 -.761 3.769 -.015 -.202 .840 .734 1.363 

종교-무교 -.492 2.519 -.018 -.195 .845 .470 2.129 

종교-기타 -4.436 5.525 -.057 -.803 .423 .822 1.216 

Adjusted R
2
 F P Durbin-Watson 

.314 8.613 .00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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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Washington Post는 2013년 5월 World Values Survey가 80개가 넘는 

국가에 사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타인종에 대한 관용도에 대해 조사한 비공개 

자료를 단독 보도하였다. 보도 자료는 한국인 3명 중에 1명은 이웃에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이 살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일민족이라는 

고유한 인종적 정체성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Washington Post, 

2013년 5월 15일 보도). 한국의 다문화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다양한 다문화 교육, 정책, 제도들이 실시되면서 다문화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Washington Post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에 

단일민족 및 순혈주의로 인한 인종 편견과 차별의식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종 가운데에서도 백인선호사상이 매우 짙으며, 같은 

유색인종이라 할지라도 한국인과 외모적 차이를 보이고 보다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보이며, 때로는 그러한 무시가 

당연한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시 된 바 있다. 2007년 가정폭력으로 

인한 19세의 베트남 신부 후안마이의 죽음과 2010년 한 20대 베트남 

여성이 정신병력을 가진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무참히 살해된 사건 

등으로(한국경제, 2010년 8월 20일 보도)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 관계에 큰 

타격이 있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베트남 주석이 한국 내 베트남 신부들을 

우호적으로 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2008년 3월 국제이주기구 

(IOM)가 브로커를 통한 한국 남성과 캄보디아 여성의 인신매매 성격을 가진 

중개결혼 사례를 보고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결혼을 8개월 동안 

금지하였었고, 2010년 3월부터 월수입 2,550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진 50세 

이하의 남성에 한해서 국제결혼을 허용하는 규정을 시행하였다(국민일보 

2011년 3월 17일 보도). 이러한 현상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계 결혼여성이민자들에 대한 무시와 멸시에서 비롯된 



- 52 - 
 

문제들이 아닐 수 없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의 아동들은 멀지 않아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미래의 성공 열쇠는 이들을 얼마나 잘 조화롭게 성장시켜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의 부모세대가 겪고 있는 

무시와 멸시는 자녀세대로 대물림 되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앞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청소년들에 비하여 태도의 교정이 비교적 용이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초등학생의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인지적 편견, 

정서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의 일반적인 경향은 사회적 거리감 2.6, 인지적 

편견 2.8, 정서적 편견 2.6은 중간값(3점) 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3.4로 중간값(3점)보다 높게 나왔다. 

초등학생의 31.6%가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아동이 있었다. 이들은 이름만 

알거나(21.8%) 인사를 나누는 정도(41.3%)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주일에 1회 이상 만남은 19.6%에 달했다. 친밀감에서는 보통 이상이 

68.2%로 보통 이상으로 친밀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난 기간은 

37.5%가 6개월 미만이었고, 1년 이상도 6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이 다문화적 사고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계 아동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다 하더라도 다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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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지적 편견, 정서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은 

조사 결과, 인지적 편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F=3.293, p<.05)과 어머니의 

학력 (F=3.497, p<.01),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 빈도(F=3.322, 

p<.05)에서, 정서적 편견에서는 경제적 수준(F=5.056, p<.01),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빈도(F=5.021, p<.005),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 

(F=4.872, p<.005)에서,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종교(F=2.477, p<.05),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빈도(F=3.864, p<.01),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 (F=14.51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등학생의 인지적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 빈도를 높이고 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는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과 만남 빈도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거리감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들로는 인지적 편견 (r=.403, 

p<.01), 정서적 편견(r=.417, p<.01), 지각된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r=-.341, p<.01), 다문화 가정(사람) 접촉경험(r=-.095, p<.05),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만남빈도(r=-.234, p<.01),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친밀감(r=-.478, p<.01), 종교-무교(r=.090, p<.05)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남아시아계 아동에 대한 초등학생의 사회적 

거리감은 인지적·정서적 편견과는 정적 관계를, 부모의 양육태도, 다문화 

접촉경험,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만남 빈도 및 친밀감과는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동남아시아계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친밀감(β=-.438), 인지적 편견 (β=.244), 정서적 

편견(β=.185) 순으로 나타났다. 즉, 동남아시아계 아동과 낮은 친밀감을 

가질수록, 인지적 편견이 높을수록, 정서적 편견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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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변인들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거리감의 31.4%의 설명력을 

가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내 다문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인종적·민족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 관련 연구들에서 

개개의 민족·종족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그 예로, 초등학생의 

조선족 가정 자녀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천수임(2010)과 코슬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연구한 조희선 외(2010)를 들 수 있다.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및 그 자녀들에 대한 높은 편견과 차별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나, 그들이 접한 

문제의 감소 및 해소를 목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는데 그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일반적인 다문화 접촉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데 불충분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개의 민족집단을 연구할 때 총체적인 개념의 접근보다는 개별화된 

접근방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후속연구들이 다문화 관련 연구를 할 때 

연구 대상의 민족적·인종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친밀감 및 

만남 빈도가 동남아시아계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뿐만 아니라 

인지적·정서적 편견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계 아동과의 어울림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그들의 문화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초등학생과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문화 축제 및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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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 및 지도를 받는 것이 

77.7%나 되고, 대중매체를 통해 다문화 사람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이 73.7%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교육을 할 때 동남아시아 문화에 대한 

왜곡 없는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중매체에서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자주 노출시킴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드라마, TV 프로그램, CF 등 일반 프로그램에도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사람들을 종종 등장시킴으로써 친밀감을 높이는 것도 

그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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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린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은 이름을 적어 넣지 않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숫자로만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됩니다. 순수한 학문적 목적에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설문에 응답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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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은 기 수      조 사 자: 성 판니파  

                연락처: 010.8540.8344 // pansulkee@hotmail.com 

 

본 설문지에서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이라 함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국 출신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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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두분 모두 안계실 

경우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시는 어른을 생각하며 작성해 주십시오. 

문       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거  의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 

조  금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부모님은 성별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간단한 말이나 노래를 외국어로 

바꾸어 말해 보거나 노래로 불러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다양한 문화나 민족에 관한 책을 

보거나, TV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세상에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다양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 예: 외국의 명절, 축제, 문화, 풍습 등에 관한 이야기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에 관한 책이나 

인형을 보여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민족이나 인종, 지역에 상관없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시고,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친구로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으며, 

직업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고 말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은 외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데려가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인종, 민족, 성별 등에 관하여 

놀리는 행동을 못하도록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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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사람의 특성에 관한 형용사입니다.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잘 맞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라)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형용사 점  수  형용사 점  수 

1. 잘난척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고집이 세다 ① ② ③ ④ ⑤ 

2.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똑똑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저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7. 공격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능력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게으르다 ① ② ③ ④ 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만나면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형용사 점  수  형용사 점  수 

1.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6.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3. 겁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8.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4.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불쌍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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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과 함께 해야 한다면 어떠할지,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잘 

맞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 우 

좋 다 
좋 다 

그 저 

그렇다 
싫 다 

매 우 

싫 다 

1. 학교에 오고 갈 때 그 친구와 함께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2. 당번활동을 그 친구와 함께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그 친구와 숙제를 함께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그 친구와 학용품을 학교에서 같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에서 그 친구와 함께 화장실을 간다. ① ② ③ ④ ⑤ 

6. 그 친구에게 재미있는 책을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점심시간에 그 친구와 밥을 같이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8. 그 친구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같이 쓴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준비물을 그 친구와 같이 사러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10. 그 친구와 협동작품을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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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접촉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잘 맞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이 있습니까? 

   ① 있다 (1-1 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없다 (2 번 문항으로 가세요) 

 

  1-1.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이 있는 경우, 이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① 이름만 안다  ② 인사를 나누는 정도이다  ③ 일년에 한두번 어울린다 

④ 한달에 한두번 어울린다  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어울린다 

 

  1-2.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친밀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친하지 않다  ② 친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친한 편이다       ⑤ 매우 친하다 

 

  1-3. 알고 지내는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을 만난 기간은? 

①  1개월 미만  ② 1-3개월  ③ 4-6개월  ④ 1-2년  ⑤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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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다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 사람이란 나와 다른 인종·문화를 가진 사람을 의미 

 

문       항 예 아니오 

1. 가족 또는 친척 중 다문화 사람이 있다. ① ② 

2. 다문화 사람과 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 ① ② 

3. 친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 중에 다문화 사람이 있다. ① ② 

4. 이웃에 다문화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거나 살고 있다. ① ② 

5. 같은 반에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었던 적이 있거나 현재 있다. ① ② 

6.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집단활동을 했던 적이 있다. ① ② 

7.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 및 지도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8. 학교 이외의 배움의 장소 (학원, 교습소,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종교단체 교실 등)에 다문화 가정 아동이 있다. 
① ② 

9. 학교 이외의 곳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집단활동을 함께 

했던 적이 있다. 
① ② 

10. 학교 밖의 다문화 프로그램 또는 축제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11. 다문화 관련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12.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다. ① ② 

13. TV, 영화, 잡지, 책에서 다문화 사람들에 관해 본적이 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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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학 년:   초등학교  ① 5 학년  ② 6 학년 

 

3. 학교에서의 평균 성적은?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4. 종 교:  ① 불교  ② 기독교 (교회)  ③ 천주교 (성당)  ④ 종교없음  ⑤ 기타 

 

5. 다음은 여러분 부모님의 인종∙민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부모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인  ② 베트남인  ③ 필리핀인  ④ 태국인  ⑤ 캄보디아인  ⑥ 우즈베키스탄 

⑦ 북한인  ⑧ 중국인    ⑨ 몽골인    ⑩ 일본인  ⑪ 조선족       ⑫ 모름  ⑬ 기타 

 

5-1. 아버지 (        )            5-2. 어머니 (        )    

 

6. 아버지의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⑤ 모름             ⑥ 아버지 안계심 

 

7. 어머니의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⑤ 모름             ⑥ 어머니 안계심 

 

8.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의 경제적 형편은?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③  여유 있는 편이다    ⑤ 매우 여유 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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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ejudice and Social Distance toward 

Southeast Asian-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Soung Pannipa 

Korean Studies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social distance 

toward Southeast Asian-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Because it is 

important to decrease social distance in order to reduce prejudiced attitudes 

and prevent discrimination toward them. 

The current study examin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5
th

 and 6
th

 

grade in Seoul and Daejeon (N=566). Variables in the study are as follows: 

cognitive prejudice, affective prejudice, contact experiences with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experiences of meeting with Southeast Asians,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toward multiculture, sex, education level, grade, 

religion, parents’ education level, financial status, and province.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d that the difference in cognitive prejudice 

was significant by the parents’ education level and the frequency of meeting 

with Southeast Asian-Korean children.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for 

affective prejudice among financial status, the frequency of meeting with 

Southeast Asian-Korean children, and the intimacy toward Southeast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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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hildren. Social dista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religion, the 

frequency of meeting with Southeast Asian-Korean children, and the 

intimacy toward Southeast Asian-Korean children.   

Social distance toward Southeast Asian-Korean children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gnitive prejudice, affective prejudice, being negatively 

related with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toward multiculture, contact 

experience with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frequency of meeting 

with Southeast Asian-Korean children, and intimacy toward Southeast 

Asian-Korean children.   

Findings indicated that intimacy toward Southeast Asian-Korean children 

negatively affected social distance. It also showed that cognitive and affective 

prejudice has a direct positive effect on social distanc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made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improve social distance toward 

Southeast Asian-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Keywords: Southeast Asian-Korean children, Social Distance, Cognitive 

Prejudice, and Affective Prejudice 

 

Student Number: 2009-2264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 
	1.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 배경 
	2.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1) 연령별 분포 현황 
	2) 국제결혼 가정 학생 현황 
	3) 외국인 가정 학생 현황 

	3.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이 겪는 어려움 

	제 2 절 편견과 고정관념 
	제 3 절 사회적 거리감 
	1.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의 틀 
	1. 연구문제 
	2. 연구모형 

	제 2 절 자료 수집 절차 및 조사기간 
	제 3 절 측정도구
	제 4 절 분석방법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아동 접촉 경험 
	3. 다문화 가정(사람) 접촉 경험

	제 2 절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분석 
	1.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 
	2. 인지적 편견 관련 변수 기술분석 
	1) 일반적 특성 관련 기술분석
	2) 동남아시아계 아동 접촉경험 관련 기술분석

	3. 정서적 편견 관련 변수 기술분석 
	1) 일반적 특성 관련 기술분석
	2) 동남아시아계 아동 접촉경험 관련 기술분석

	4. 사회적 거리감 관련 변수 기술분석 
	1) 일반적 특성 관련 기술분석
	2) 동남아시아계 아동 접촉경험 관련 기술분석


	제 3 절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적 거리감 관련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2.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