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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방인 혐오, 즉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이다. 제노포비아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

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노포비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방인 집단과의 공존을 위해 인간 존중, 평등, 타인

배려 등의 가치와 태도를 지니는 것은 다문화사회에 필수적인 민주시민

으로서의 자질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청소

년들이 이방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제노포비아 관

점에서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나 행동을 규제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차별적 태

도인 제노포비아 그 자체이며, 그에 대한 교육적 해결방안은 그것을 정

당화하는 심리적·사회적 요인들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지배이론(social dominance theory)의 관점에서 제노포비아의 심리적

원인으로 외집단을 지배하려는 욕구 경향성인 사회지배성향에 주목하였

다.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 및 배양가설(cultivation hypothesis)의

관점에서 제노포비아의 사회적 원인으로 이방인 관련 긍정적 혹은 부정

적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편견과 차별 해

소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감도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지배성향 및 부정적 미디어 노

출로 인해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발현되기 어려워 제노포비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가능하게 하여 제노포비아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추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지배성향과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이 중·고

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

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과 경기도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 420명을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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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한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1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Ver. 23.0) 및 SPSS PROCESS Macro(Ver. 3.3) 통계 프

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사회지배성향,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이 학생들

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사회지배성향 및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검증

절차와 더불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를 완화한 반면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

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완

전 매개효과가 확인된 반면,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

서 공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사회지배성

향으로 인한 제노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심과 사회정의를 권장하는

가치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주류집단끼리의 폐쇄적이고

‘강한 연대(strong ties)’의 ‘우리’가 아니라 주류집단과 이방인 사이

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진 ‘느슨한 연대(weak ties)’의 ‘우리’를 교

육과정 안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라는 범주가 우리 사회의

이방인을 포함하게 될 때 사회지배성향에서 벗어나 시민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대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이방인과의 직접 접촉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을 활용

하여 제노포비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관련해서는 사회과다문화교육에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 결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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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할 수 있다. 이방인 관련 미디어 메시지의 편향된 재현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고’, ‘쓰는(제작하는)’ 경험이 사

회과 다문화 교육 안에서 형성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제노포비아 해결을 위해서는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효과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정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함양하는 교육과 다문화교육이 연관되지 않는다

면 효과적인 제노포비아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사회지

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자신의 내집단 편을 들기 때문에 주류집단에 대

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이로

인해 이방인 혐오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공감 관련

연구들에서 간과해 온 공감의 한계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공감의 긍정적인 면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다문화 공감 교육이 ‘이방인을 포용하는

공감 교육’과 더불어 ‘공감의 한계’에 대한 문제까지 비중 있게 다루

어야 함을 시사하여 준다. 다문화 공감 교육은 이방인을 이해하거나 함

께 느끼는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공감이 어떻게 왜곡·과장되는지의 문제

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제노포비아, 이방인 혐오, 사회지배성향, 미디어 노출, 공감, 

청소년

학 번 : 2010-3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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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대 후반 우리 사회는 ‘다문화 열풍’이라 불릴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정부, 시민단체, 교육계는 물론 국민까지도 “다문

화란 옳고 바른 것”으로 인식하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공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반(反)다문화 현상’이 표출

되고 있다. 이방인들을 우리 사회의 질서와 복지 제도 등을 흔드는 사회

악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강진구, 2012; 김현희, 

2016). 여기에 최근에는 이방인 혐오 정서까지 더해지고 있다. ‘짱개(중

국인 비하)’, ‘똥남아(아시아계 외국인 비하)’, ‘흑형(흑인형의 줄임

말)’, ‘외노자(외국인노동자의 줄임말)’, ‘다문화(다문화가정 자녀의

줄임말)’ 등 이방인 혐오 표현들이 일상적 단어로 확산되고 있다(국가

인권위원회, 2019).1) 이 같은 상황 속에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한국의 인

종차별과 이방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며, 혐오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

직임들은 세계화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 그에 따라 전지구적 현상이 되

1) 단순 줄임말이라고 해도 활용될 때 맥락상 대상을 희화화 또는 비하하려는 의도

가 깔려있다면 차별 표현으로 볼 수 있다(박경태, 2009). 특히 ‘다문화’라는 용어

는 원래는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바람직한 용어이지만, 최근 사회 및 학

생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차별되는 집단’

으로 변질·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은 수업 끝나

면 모이세요.”라고 방송한 일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여성신문, 2019.06.17.). 다

문화는 우리 사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특정한 개인에게 ‘다문화’라는 호칭

을 취할 때에는 이방인임을 구별하는 혐오적 표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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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이방인 혐오 즉 제노포비아(xenophobia)가 우리나라에서도 발

현·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노포비아는 외부인으로 인지되는 개인·집단을 혐오하거나 두려워

하는 것으로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hatred of strangers)’을 뜻한다

(Cashmore, 1994: 346). 연구자들은 우리 사회의 제노포비아가 맹아기를

넘어 확장일로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윤인진, 2016; 한희정, 2016). 우

리나라 국민은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며, 범죄·일자리 등

측면에서 이방인이 우리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혐오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운, 2016). 이에 대응하여 국

내 거주 이방인 역시 내국인들의 외집단 인식,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적

행동 등으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양계민, 

2010; 구정우 외, 2016). 

   제노포비아로 인한 폐해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일차적으로는 이방

인들의 인권과 복지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방인에 대한 혐오는 저

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최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발생한 이주민 소요의 배경에는 원주민

들의 제노포비아에 대한 반발심이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이종원, 2014).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제노포비아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첨예하면

서도 시급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노포비아 문제는 민주시민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사회과(social studies)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방인 집단들과의

공존은 인간 존중, 평등, 타인 배려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되

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모경환·임정수,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노포비아 문제는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과 내용을 통해 상세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다문화 교육의

도입에 따라 타문화 이해, 관용, 존중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제노포비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조

영달 외, 2010). 대신에 지금까지의 사회과교육 및 다문화 교육의 다수연



- 3 -

구들은 이방인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과 태도로서 ‘다문화 감수성

(intercultural sensitivity)’(이철현, 2013; 박하나, 2015; 강하윤, 2017)이나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nce)’(황정미, 2010; 이자형·김경

근, 2013; 최지영·김재철, 2015; 김미진·김경은, 2018)2) 등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다문화 감수성 등은 연구의 취지에 따라 폭

넓게 정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감수성은 문화적 차이를 구별

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Hammer, Bennett, & Wiseman, 2003: 422),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열린 마음, 타문화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능력(Bhawuk & Brislin, 1992: 413) 등 개념에 있어

서 다양한 규정이 가능하다. 최정하·김영화(2013)는 교육적·학문적 관

심을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에 둔다면 포괄적인 다문

화 감수성 같은 개념보다는 제노포비아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

에서 의미의 명료함을 확보하는 데 보다 유리하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다문화 감수성 등은 다른 문화 집단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Chen & Starosta, 2000). 그러나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다문화적 갈등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거되어야 할 인식’인 제노포비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이 이방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제노포비아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

다. 

    제노포비아는 ‘인화성’이 큰 현상이다. 2011년 소수자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잉글랜드 인종폭동, 2019년 이슬람 이주에 불만을

가진 20대 청년이 일으킨 뉴질랜드 모스크 테러 등은 제노포비아가 폭동

및 테러로 발화된 사례이다. 제노포비아가 이와 같은 행동 단계로 발화

2) 황정미(2010)는 다문화 수용성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고 다양한 민족·인종과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자형·김경근(2013)은 “이주민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용하는 의식 정도”로 규정하는 등 다문화 수용성 개념 역시 명확

하게 합의되지 않아 연구자마다 다양하고 폭넓게 정의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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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노포비아를 예방·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노포비아가 작동하는 메커니즘, 즉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야 한다. 제노포비아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들을 확인하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완화하도록 돕거나 관련 교육들

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과교육 혹은 다문화

교육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 미디어 노출과 사회지배성향, 공감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청

소년들이 이방인을 접하는 가장 주된 통로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

은 미디어이기 때문이다(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2016). 평소 경험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미디어의 묘사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막대

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우리의 미디어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부정

적·반사회적인 존재로 정형화되는 경향이 있다(허윤철·임영호, 2015; 

김현희, 2016). 이방인들은 강력 범죄나 질병-외국인 관련 폭행 및 살인

사건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과 같은-등과 연관되어 미디어에 자주

재현된다. 이방인에 대한 왜곡된 재현이 공명(resonance)되면서 이방인에

대한 존재 인식은 두려움 혹은 혐오의 대상으로 고정관념화될 수 있다. 

텔레비전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텔레비전에 묘사된 이미지와 이데올로기

를 현실 세계에 더 많이 반영하게 된다는 배양가설(cultivation 

hypothesis)은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 형성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사회적·정치적 태도를 나타내는 성격적 특성인 사회지배성향

(social dominance orientation)도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

회지배성향은 집단 간 관계를 위계적으로 보는 정도를 반영하는 개념으

로, 사회 내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

지하는 성향이다(Pratto et al., 1994).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

회 집단 간 평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 자리

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가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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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이라 믿는 경향이 강하다(Altemeyer, 2004). 

   내국인들은 중동·인도 등지에서 온 이방인들에게 초기에는 연민이나

동정의 감정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권력이 생기면 제노포비아가 발동하

는 경우가 있다. 이주 외국인이 ‘국회의원’이 된 일이 반다문화 감정

과 제노포비아를 촉발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3) 내국인들은 이방인이

3D 업종(내국인이 꺼려하는 저임금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것은 괜찮지

만, 국회의원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고임금시장)’는 안된다고 생각하

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이방인을 ‘세계화의 하인들(servants of 

globalization)’(Parreñas, 2001/2009)로 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

회지배성향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사회지배성향은 이방인을 사회의 하위

계급에 있어야 할 집단으로 인식하게 한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

은 이방인들을 폄하하고, 그들이 차별받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Sidanius 

& Pratto, 2001). 사회지배성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방인을 혐오하는

것 즉 제노포비아를 유발하는 근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

락에서 사회지배성향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으로

공감(empathy)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감은 타인의 느낌이나 생각을 대리

적으로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능력이다. 다수연구들

에서 공감은 도움 행동, 친사회적 행동, 이타주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Krebs, 1975; Batson et al., 1981; 

Eisenberg & Miller, 1987; Schaller & Cialdini, 1988; Batson & Ahmad, 

2009). 더불어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공감은 상대방을 수용하는 자세

를 길러주고, 이방인 등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해소하는 중요

3)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민이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이주민 최초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녀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사회운동을 하던 때와 달

리 비난을 받았으며, 학력위조 논란과 많은 인신공격성 발언 등에 시달렸다(헤럴드

경제,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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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Galinsky & Moskowitz, 2000; Banks, 2008; 

Andreychik & Gill, 2012).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공감이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사회지배성향, 긍정

적·부정적 미디어 노출에 따라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노포비아 해

소를 위해 사회과교육 및 다문화 교육에서 강조한 공감의 의미를 재탐색

하고, 공감 교육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공감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하여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

비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감은 긍정적인 면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감의 긍

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에, 공감의 한계를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공감을 할 때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

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되어보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우리는 타인과 동일한 사람이 될 수는 없으며

(Smith, 1759/2009), 높은 공감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Bloom, 2016).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초점 대상을 ‘이방인’으로 두고, 이로 인한

‘공감의 한계’를 중심으로 다문화 공감 교육의 방향을 재검토·확장하

고자 한다.

   예를 들면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이방인에 대해 공감이 가

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공감할지 여부를 선택

할 때가 많다. 사람들 상호 간에 유사성(interpersonal similarity)이 있어

야 상대를 공감하기로 선택한다는 뜻이다(De Waal, 2010/2017). 나와 친

근한 개인 및 집단에게는 공감하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공감이 작동하기

어렵다. 자신과 ‘다른’ 낯선 집단, 자신보다 ‘낮은’ 사회 집단이라

고 여기는 이방인에게도 공감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

며, 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공감은 미디어와 관련해서도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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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긍정적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는 적게 공감하면서도, 이방인 범

죄 등 부정적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는 더 크게 공감할 수 있다. ‘나도

외국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혹은 ‘이방인에 의해 피해를 입

을 수 있다’는 과장되고 비뚤어진 공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Hoffman, 2000/2011) 이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저해하여 오히려 제노

포비아를 조장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다수자인 학생들

의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제노포비아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의

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제노포비아를 구성

하는 다차원적 측면에 주목하여 제노포비아 해소를 위한 열쇠를 찾으려

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사회지배성향과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

출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사회과교육 및 다문화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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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갖는다. 첫째, 중·고등학생의 사회

지배성향이 제노포비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이 학생들의 제노

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매개역할을 하

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주가설 1】 중·고등학생의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가설 1>에서는 사회지배성향에 따라 학생들의 제노포비아가 달라

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수연구들(Pratto et al., 1994; Whitley, 

1999; Altemeyer, 2004)은 외집단에 대한 차별·편견을 유발하는 개인의

내적 성향으로 사회지배성향(SDO: 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을 언급

하고 있다. 사회지배이론의 한 측면인 사회지배성향은 ‘인종, 국적 등

에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옹호하는 성격적 특성’이다(Pratto et al., 1994). 이방

인은 주류집단 학생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해야 할 외집단으로 규정될 가

능성이 있다. 이에 사회지배성향을 이방인 혐오의 주요한 예측 지표 및

영향요인으로 예상하였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 자원을 가질 자격이 있는 집단

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의 분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Sidanius & Pratto, 2001).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사회지배성향

이 강한 학생들은 이방인을 ‘사회적 자원을 가질 자격이 없는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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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더하여 이들은 사회 내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서열을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서열이 존재하는 것이 일정 부

분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불평등한 위계질서가 자신에

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위계질서를 위협할 잠재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

려는 지향성을 보인다(Altemeyer, 2004). 

   이렇게 볼 때,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에게 이방인은 사회적 위

계질서를 위협할 잠재적 요인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지배성

향이 강한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지배성향이 강한 학생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방인에 대해서 공격적이

고 부정적 정서 반응 즉 이방인 혐오적 태도를 보일 개연성이 있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할수록 사회 내 소수민족 등 소수집단의 사회적 평

등 증진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들(Sidanius, Pratto, & 

Bobo, 1996; Perry & Sibley, 2012)은 사회지배성향이 이방인 혐오에 영

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사회지배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민족주의, 국가주의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이념을 강하

게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들(Sidanius & Pratto, 2001; Esses et al., 

2001)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

생들은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도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주가설 2】 미디어 노출은 중·고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하위가설 2-1 :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하위가설 2-2 :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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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설 2>에서는 미디어 노출이 중·고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둔다. 미디어에 의해 선별된 현실은 학생

들의 현실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미디

어는 다수집단 성원들이 이방인 등 여타의 사회 집단을 향한 인상 형성

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정보원이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사회적 경험

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여 이방인과의 직접적 접촉 경험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에 의존할 확률이 높

다(김세은·김수아, 2008).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의 내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제

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접촉 가설

(contact hypothesis)에 따르면 학생들은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의사사회

적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을 통해 실제 대면 접촉과 유사한 긍

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미디어를 통한 긍정적 접촉의 경험은

이방인 등 소수집단에 대한 두려움과 이질감을 희석시키고 다수집단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다수의 연구가 보고하고

있다(추병완, 2012; 이현정·안재웅·이상우, 2013). 따라서 이방인과 관

련된 긍정적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하위가설 2-1>을 설정하였다.

   반면 배양 가설(cultivation hypothesis)은 미디어가 이방인에 대한 혐

오를 증폭시킬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Gerbner와 동료들(1980)에 의하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실제 현실에 대한 왜곡된 상(像)’을 배양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방인 관련 범죄 보도와 같은 미디어의 부정적 메

시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세상을 ‘실제보다 더 위험하고 사악한 곳(mean 

world syndrome)’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무의식적인 부정적 편견도 강화될 수 있다(Arendt & 

Northup, 2015).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제노포비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하위가설 2-2>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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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설 3】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사회지배성향과 제

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가설 4】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미디어 노출과 제노

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위가설 4-1 :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위가설 4-2 :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가설 3>과 <주가설 4>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

이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통해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

고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

의 부족은 이방인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지배성향과 부

적 관계를 통해 이방인과 같은 외집단에 대한 폭력적·공격적 태도인 제

노포비아를 조장할 수 있다(Thomsen, Green, & Sidanius, 2008). 이와 같

은 이유로 인해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

개로 하여 제노포비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론하는 <주가설 3>을

설정하였다.

   부정적 미디어 메시지 노출에 의해 유발된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방인에 대한 낮은 공

감 수준을 매개로 제노포비아를 자극할 수도 있다(이재신·김지은·최문

훈, 2011; Bloom, 2016). 반대로 긍정적 미디어 메시지에 의해 유발된 이

방인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 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방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감을 매개로 제노포비아를 완화할 수도 있

다(Batson & Ahmad, 2009). 이처럼 미디어 노출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로 제노포비아를 증폭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주가설

4>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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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설 3>과 <주가설 4>를 통해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이 학생

들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구체적으

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할 수 있다. 이 분석은 사회지배성향·미

디어 노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 가설들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Ⅰ-1]과 같다.

사회지배성향

미디어 노출

▪긍정적 노출

▪부정적 노출

이방인에

대한

공감

제노

포비아

주가설1

주가설2

주가설

3

주가설

4

          직접효과

          공감을 통한

          매개효과

[그림 Ⅰ-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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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사회과·다문화 교육계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이론적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사

회과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로서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다문화

적 변화로 인해 사회과는 이방인과의 공존, 이방인 유입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편견이나 차별 문제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과제를 갖게 되

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 다문화사회의 주역이 될 중·고등학생들의 제

노포비아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교육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해소하고 이방인들과의

공존을 촉진하는 시민교육·다문화 교육 방향 수립에 대한 통찰력과 정

책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이방인에 대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제노포비

아가 어떤 기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본 연구이기

도 하다. 기존의 제노포비아 관련 연구들은 제노포비아 유형 조사와 제

노포비아에 대한 인식조사 등에 집중되어 있어(황은영, 2014; 최영미, 

2016) 제노포비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기제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제노포비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제노포비아 형성

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연구가 축적되어

야 한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이방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Ellison & Powers, 1994). 이는 단순히 청소년

시절에 이방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를 넘어 향후 그들이 직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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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근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밝히는 것은 궁극

적으로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사회지배성향’이라는 심리학적 논의와 ‘미

디어 노출’이라는 사회학적 논의를 적용하여 제노포비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노포비아의 심리적·사회적 역동

을 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것은 제노포비아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밑

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제노포비아의 작동 과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

며, 이 과정을 통해 공감의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사회과 다문화 교육에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는 사회지배성향·미디

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를 단선적 관계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대부

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이 “어떻게” 

또는 “왜” 제노포비아를 예측 또는 야기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주는

변인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만약 사회

지배성향·미디어 노출이 공감을 통해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의 변화과정이 검증된다면, 이는 제노포비아 해결을 위한 사회과 다문화

교육의 교육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연결하는 매개 변

인으로 공감의 영향력을 검증하되,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공감

의 한계’에도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는 것은 선행연구와는 다른 본 연구

만의 독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시민교육 및 다문화 교육에서

논의된 공감 관련 연구들은 공감의 긍정성·당위성·실천 가능성의 전제

위에서 주로 연구되었다(추병완, 2012; 이선영, 2013). 그러나 공감의 과

정이 생략되어 있어 공감이 어떻게 발현되고 발현되지 않는가에 대해 설

명해주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다른 이의 관점을 취하는 공감 그 자체는 중립적인 능력이다. 공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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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 행위와 같은 건설적인 목적에 기여할 수도 있고, 비인도적 범

죄나 제노포비아와 같은 파괴적인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다(De Waal, 

2010/2017: 287). 본 연구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

려운가’에 대해 환기시켜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감의 한계를 논의

하는 것은 공감 교육의 이론적·실천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노포

비아 해소와 다문화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공감 교육’에

보다 적실성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인구학적·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경기도 지

역의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연구 대상을 특정 지

역의 학생들로 한정하고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을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제노포비아와 같은 차별적 태도를 연구할 때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암묵적 평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정치적 올

바름(politically correctness)’ 또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과 같은 규범적 압력(맥락) 때문에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데로 응답하

는 대신 사회적 승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문에 응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Dunton & Fazio, 1997). 하지만 암묵적 평가는 컴퓨터 등을 기

반으로 하는 까닭에 법정대리인의 보호 및 동의가 필요한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 과정이 복잡하여 학교 현

장을 통하기도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Devine(1989)은 의식적인 통제 하

에 일어나는 인종차별적인 행동 등을 예측하는 데에는 암묵적 평가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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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명시적 평가로

도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은 엄밀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미디어 노출 정도는 객관적인 도

구로 정확히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생들을 대

상으로 미디어 노출을 측정하는 본 연구는 언론학계 등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기를 명시한 노출 빈도’4)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방인에 대한 영화, 뉴스 보도 등 미디어 내용이 많지 않은 상태 혹은

일정하지 않은 상태-이방인 관련 이슈가 있는 특정 시기에는 많고, 그렇

지 않은 시기에는 많지 않을 수 있다-에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노출 빈

도를 보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허윤철·임영호, 2015; 김예솔란·여민구·이미나, 2018; 이정기·황우

념, 2020)를 참고하여 ‘주기를 명시하지 않은 노출 정도’로 측정하였

다. 

4) 예를 들면 언론학계 등에서는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1~2회’, ‘1개월에 1~2회’, ‘2~3개월에 1~2회’, ‘전혀 없다’와 같은 주기를 명

시한 노출 빈도를 활용하여 미디어 노출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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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제노포비아(이방인 혐오), 미디어

노출, 사회지배성향, 공감이다. 각 용어의 구성개념과 그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노포비아(이방인 혐오)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이방인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표현하는 개

념이다(Yakushko, 2009). 제노포비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방

인이나 외국인 등 낯선 사람, 낯선 외국의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혐오”라고 정의하고 있다(웹스터 어학 사전).5) 유엔난민기구(UNHCR)에

서는 제노포비아를 “외국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것을 토대로 타

인을 배제·거부하고 때때로 비방하는 표현, 편견, 태도 그리고 행동 등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상운, 2016: 409에서 재인용). 즉 제노포비아는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이방인 또는 타지역 출신자에 대해 갖는 비이성적

인 두려움 또는 증오, 적대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Boehnke, 

Hagan, & Hefler,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노포비아를 “이방인

등을 거부하거나 차별, 혐오하는 적대적인 태도”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방인에 대한 혐오(이방인 혐오)’로 사용하고자 한다. 

5) 웹스터 어학 사전(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 (검색일: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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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방인

   제노포비아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

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법률상 우리나라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제노포비아 개념 대상은 단순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외국인 혐오증으로 정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그룹인 결혼

이주민, 조선족(중국 동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제노포비아의 대상이 되

는 사례가 많고6), 외국인이라는 용어로 정의 내리기에는 어려운 특수한

여건 속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자녀 중 다수는 한국

국적이며, 결혼이주민들도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한다.

   제노포비아는 단순히 ‘외국인’만이 아니라‘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를 고려할 때 국내 입국 재외 동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포와 이질적인 사회·종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다 국내 입

국한 결혼이주민 등을 제노포비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 판단된다. 

뿐만아니라, 중국 동포 등을 제노포비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국

의 제노포비아 현상이 단순히 인종주의적 측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

을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방인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합법·불법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국제결혼이주민, 이민자, 귀화자 등 포함), 조선족(중국 동포)을 포함한

외국 국적 동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모두 포

6)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존재로 차별받고 있는 중국 동포 및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제노포비아는 Soldatova(2007)가 분류한 제노포비아 범주 중 사회적 혐오

증(social phobia)의 일종인 이주자 혐오증(migrantophobia)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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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자 하며, 이들을 지칭할 경우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거나, 

‘외국인 등’이라고 기술하고자 한다.

  3) 사회지배성향

   사회지배성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은 집단 간 관계에서 발생

하는 외집단에 대한 지배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사회지배성향은 개인이

인종, 국적, 종교 등에서 특정 집단의 지배를 지지하고, 여기서 더 나아

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옹호하는 성격의 특성을 나타낸다. Pratto와

그의 동료들(1994: 742)은 사회지배성향을 “집단 간 관계를 평등하게 보

느냐 또는 위계적으로 보느냐에 대한 선호 정도를 반영하는 개념으로서

집단 간 관계에 관한 일반적 태도 지향성”, “자신의 내집단이 외집단

을 지배하고 외집단보다 우월하기를 바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사

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집단은 상위에 있고, 다른 집단은

하위에 있는 것이 좋다”와 같은 진술에 동의하며, 근본적으로 평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평등이 사회의 중심 가치가 아니라고 여긴다. 다

시 말해 사회지배성향은 사회 집단 간 평등을 거부하며, 다양한 사회 집

단 간의 차별적 위계를 얼마나 지지하고 선호하는지를 나타내 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Pratto와 동료들(1994)의 사회지배성향에 대한 정의

를 바탕으로 “자신이 소속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우월하다고 보며, 외

집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경향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4) 미디어 노출

   미디어(media)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통

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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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상, 2002). 이러한 미디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청소년 개인이

선호하는 미디어의 유형 또한 다르다. 청소년들의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의 채널은 텔레비전, 신문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뉴 미디어까지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미디어 유형을 포함

하고 있는 Flusser(1996/2001)의 논의7)를 참고하여, 미디어의 범위를 “텔

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블로그, 소셜

미디어(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등)”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미디어 노출(media exposure)’이란 다양한 미디어의 직접적

인 사용(use)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

을 말한다(Slevec & Tiggemann, 2011). 이방인에 대한 미디어 노출은 개

인의 관심사와 흥미에 따라 의도적이거나 우연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8)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우연적·선택적 노출을 모두 포함하

며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미디어 노출’은

7) Flusser(1996/2001)는 미디어를 ‘담론형 미디어(diskursive medien)’와 ‘대화형

미디어(dialogische medien)’로 구분하고 있다. 담론형 미디어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

를 여러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소통 행위로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등

의 매체를 포함한다. 대화형 미디어는 정보를 합성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활

동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교류 행위인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 소셜 미디어(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등을 의미한다.

8) 미디어 노출은 의도적 노출, 우연적 노출, 선택적 노출로 나눌 수 있다. 의도적

노출(intentional exposure)이란 개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특

정 자극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 등을 뒤져서

이방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때 의도적으로 해당 자극에 노출되게 된다. 우연적 노

출(accidental exposure)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특정 정보에 우연히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는 도중에 이방인 등장인물을 보

게 되는 것이 우연적 노출에 속한다.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란 개인이 자

신에게 필요한 정보에만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범죄

관련 뉴스 소식을 보려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가지고 채널을 이리저리 바꾸는 현상

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 가지 유형의 미디어 노출을 현실적으로 엄밀히 구분하

여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다수 연구들은 이들을 따로 구분

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이두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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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들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인터넷 커뮤니

티와 카페, 블로그, 소셜 미디어(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등) 등

미디어로부터 이방인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5) 공감

   Hoffman(2000/2011)은 공감(empathy)을 “타인의 내적 상태-예를 들

면 감정, 지각, 의도 등-에 대한 인지적 자각이면서 타인의 감정에 반응

하는 정서적 대응”으로 정의하였다. Batson과 Ahmad(2009)는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정서 상태에 반응하여 그것을 상상해보기 위한

광범위한 인지적·정서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황태연(2015: 87-88)

은 “공감은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감정을 자기 속에

서 ‘재현’하여 남의 감정과 유사하게 재현된 이 감정을 ‘남과 같이

느끼는’ 이심전심의 감정 ‘작용’ 또는 이심전심의 감정전달 능력”이

라고 하였다. 그는 공감이 이심전심의 감정작용·감정능력을 가능케 하

지만, 동시에 공감자는 타자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관찰자’의 위치를 갖는다는 것이 공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

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공감은 인지적 측면에서는 타인의 감정, 사고 등

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정서적 측면에서는 타인과 유사한 정서를 체험하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offman(2000/2011), Batson과

Ahmad(2009), 황태연(2015) 등의 공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타인과

자신이 분리된 개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이해하고, 그와 유사한 감정을 갖는 감정작용이자 능력”이라고 정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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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 및 설문 문항이

도출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1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주제인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이해하기 위해 제노

포비아 개념의 유형 및 유발 요인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제노포비아

이슈가 사회과 다문화 교육에 줄 수 있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제노포비아 형성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 기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절부터 제4절까지는 사회지배성향과 미디어 노출, 

공감이 제노포비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고 연구의 시사점을 적시하고자 한다.

1. 제노포비아와 다문화 교육

  1) 제노포비아의 개념 및 유형

   (1) 제노포비아의 개념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낯선 것 또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제노

(xeno)와 ‘싫어함·공포·두려움’이라는 뜻의 포비아(phobia)가 합성된

것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낯선 사람이나 다른 것에 대한 적대감 또는 반

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Yakushko, 2009). 제노포비아 단

어 자체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fear of strangers)으로 해석할 수 있지

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의 의미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hatred of 

strangers)’으로 쓰이고 있다. 즉 제노포비아는 낯설고 생소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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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불쾌해하는 비이성적인 감정 상태로 정체성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적 태도와 행위를 포함한다(Hjerm, 2001; Pain, 2007)

   일반적으로 제노포비아는 인종주의(racism)와 혼용 및 중첩 가능한 개

념으로 논의되기도 하고(Wimmer, 1997), ‘인종주의의 약한 버전(mild 

version of racism)’(Westin, 2003)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

히 말하면 제노포비아는 인종주의, 특히 전통적 의미의 인종주의와는 구

별되는 개념이다. 특정 인종 집단에 대한 인식 및 감정적 판단, 그리고

특정 인종 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인 인종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Marger, 1994: 27). 첫째, 인간은 자연발생적으로 상이한 신

체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이 같은 신체적 특성은 특정 인종의 문화창조

및 지적 능력과 연결된다. 셋째, 이러한 유전학적 형질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천부적으로 우월 또는 열등하다고 규정하는 검

증할 수 없는 유전학적 입장을 지지한다. 이처럼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차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종주의는 백인들

의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적 우월성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주로 서구 선

진국들에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제노포비아는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제노

포비아는 기존 인종주의에 사회·경제적 및 종교·문화적 요인이 더해진

것으로, 이방인으로 인지되는 개인·집단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에 집중

한 심리학적 개념이다. 특히 제노포비아는 명백한 인종차별(overt racist 

actions)과 사회 담론에 숨겨진 ‘보다 미묘한(subtle) 형태의 배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Hjerm, 1998: 335). 

   또한 제노포비아는 백인 위주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현상이 아

니다. ‘이방인’에 대한 ‘배제’ 현상인 제노포비아는 특정 국가나 지

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수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문제이다(김세균 외, 2006). 제노포비아는 식민지 시대 이후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의 형성 및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차별

등에서 유래한 증오가 주 동기이다. 여기에 지구촌 시대에 새로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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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찾아 이동하는 이주노동자들과 기존 사회구성원 간의 경쟁이 낳은

갈등 등이 겹쳐지면서(허경미, 2014), 계층과 지역을 불문하고 점차 확산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제노포비아의 유형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으로 인지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두려움 또

는 혐오에 집중한 심리적 개념으로 일종의 ‘공포(두려움)’가 개입되어

있는 현상이다(원숙연, 2019: 75). 제노포비아는 이처럼 심리적인 요소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특징만을 가지고 규정하기 어렵다. 기존 다

수자 입장에서 이방인과의 문화·종교·정치 등과 같은 여러 갈등들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제노포비아 현상은 다양한 형태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최영미, 2016). 제노포비아 양상은 이방인에 대

해 심리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나 적대적인 감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혐오

를 느끼는 수준, 정체성이 다른 이방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적 태도와 행위, 그리고 그것이 외부로 강하게 표출되는 갈등, 폭력, 방

화, 테러 수준까지의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Bavin, 2007; 

Taras, 2009; Jones, 2011). 이에 제노포비아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Solatova(2007)는 제노포비아 대상에 따라 인종·민족적 혐오증, 종교

적 혐오증, 사회적 혐오증으로 분류하였다. 인종·민족적 혐오증

(ethnophobia)은 다른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의미한다. 

흑인차별,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중국인 혐오증(Sino-phobia) 등을

들 수 있다. 종교적 혐오증(religious phobia)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으로 발생하는 혐오를 의미한다. 무슬림을 테러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배척하는 이슬람 혐오증(Islamophobia)이 대표적

이다. 사회적 혐오증(social phobia)은 주류사회 구성원들과는 다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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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 사상, 신체 등을 지닌 사람들과 관계된 광범위한 편견과 배타

성을 의미한다.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자 혐오증(migrantophobia)

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낯선

존재로 차별받고 있는 중국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역시 사회적 혐오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Jones(2011)는 표상 수준에 따라 배타적, 소유적, 악성적 제노포비아

로 분류하였다. 배타적 제노포비아(exclusive xenophobia)는 이방인은 근

본적으로 다수자와 다르기 때문에 다수자들의 지역사회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동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내에 이질

적인 정체성의 유입은 문화 간 마찰·갈등으로 사회불안 및 사회통합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간주하여 이방인을 공동체 외부에 존재해야 한

다고 본다. 소유적 제노포비아(possessive xenophobia)는 이방인은 근원적

으로 다수자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외부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이유가 추가되어 이방인을 직업, 

교육, 세금, 의료적 혜택 등을 취하려고 하는 존재로 인지한다. 악성적

제노포비아(toxic xenophobia)는 이방인은 공동체 외부에 거주해야 하며, 

이방인이 다수자의 자유(가치 체계)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

고 있다. 악성적 제노포비아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시에 인간 존

엄성을 해치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표 Ⅱ-1] Jones(2011)의 제노포비아 유형 분류

구분 배타적 제노포비아 소유적 제노포비아 악성적 제노포비아

공통

전제

이방인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우리 공동체의 외부에 존재해야 한다고 전제함

이방인에

대한

인식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존재

직업, 교육, 세금, 

의료 혜택 등을

누리려는 존재

공동체적 가치

체계와 자유 등을

파괴하는 존재

(황은영, 2014: 16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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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Bavin(2007)은 ①다른 사람의 특정 소수 종족에 대한 적대감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②특정 소수 종족의 이주를 제한해야 하는가? 

③특정 소수 종족을 추방하려는 결정에 찬성/반대하는가?의 세 가지 질

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다수자의 제노포비아 정도를 관용, 방어, 순

수, 혐오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Ⅱ-2] 제노포비아 정도에 따른 Bavin(2007)의 유형 분류

제노포비아정도  저 고

구분 관용형 방어형 순수형 혐오형

이방인에

대한 태도

이방인이주

찬성
이주 억제 이주 억제 이주 반대

이방인추방

반대
추방 반대 추방 찬성 추방 찬성

이방인

자격･권리

인정

자격･권리

수긍

자격･권리

배제

자격･권리

박탈

Jones와

비교
-

배타적

제노포비아

소유적

제노포비아

악성적

제노포비아

(황은영, 2014: 19에서 재구성)

   가장 포용력 있는 유형인 관용형(tolerant)은 이방인의 이주를 찬성하

고 기존에 정착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의 추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다양한 차원에서 이방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과 권리를 향유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방어형(protectors)은 자신의 지역에 이방인들이 밀어닥치

듯이 들어오는 것을 제재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이미

정착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의 추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방인도

여러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전체적으

로 동의·지지하지는 않는다. 순수형(ethnopurists)은 이방인 이주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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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기존에 정착해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퇴출 또는 추방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방인은 내국인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 배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혐오형(xenophobes)은 가장 혐오감이 강한 유

형으로 이주 자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미 정착해 거주하고 있

는 이방인들까지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민자들에 대해 제

재를 가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지한다. 이와 같은 제노포비아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볼 때 제노포비아는 다차원적 개념이며, 나

와 다른 이방인에 대한 부적 감정에서부터 혐오를 표출하는 현상까지 다

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제노포비아의 유발 요인

   제노포비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심

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하여 발현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Taras, 

2009). 각 요인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제노포비아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

실 속의 제노포비아는 이러한 요인들이 동시에, 그리고 서로 관련되어

작용하여 형성되고 있다.

  (1)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제노포비아 현상 유발의 근원을 ‘우리(동질성)’와

‘그들(이질성)’을 구분하는 인간의 심리와 본성 등에서 찾고 있다. 

‘다르다’라고 느끼는 의식이나 정서는 자기보존이나 공동체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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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를 위해 ‘우리와는 다른 타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식이나 정서

를 포함한다(김세균 외, 2006: 17). 제노포비아 현상은 다름에 대한 인식

에서부터 시작된다.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9)은 실제 대립하는 현실적 갈등

이 없이 단순히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을 짓는 것만으로도 범

주 간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Tajfel, 1982). 일단 어떤 집단의 성

원으로 소속되면 세상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범주화하고, 그 과정에서

두 범주 간의 차이를 실제보다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가치판단적 평가로 이어져 자신이 속하는 내집단은 보다 긍정

적이고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외집단에 대해서는 거부에 따른

부정적·비호의적 평가를 기초로 하는 편향이 나타나게 된다(Linville, 

Fischer, & Yoon, 1996). 

   Kumar와 Seay(2011)는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10)을

통해 개인이 자신을 범주화할 때 사회 범주화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내

집단은 우월하고 가치 있는 대상으로 평가하는 반면 타자로 규정된 외집

단은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결국 경계의 획정

과정으로 확대되면서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강화한다. 이

러한 이분적 도식에서 발생하는 사회심리학적 과정을 통해 우리와 다른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현상이 형성되고 표출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두려움 이론(fear theory)에서는 제노포비아의 원인을 이방인에

대한 공포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명하고 있다(Jones, 2011). 주류

9) 사회정체성이론에 의하면 긍정적 자기정체성을 추구하는 인간은 사회 비교를 통

해서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차별화되거나 독특하게 지각되어

야 한다고 본다. 사회정체성이론은 사회 범주화, 긍정적 자기정체성 추구, 사회 비교

및 내집단 독특성 추구가 복합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10) 범주화는 사회적 범주화와 자아범주화로 대별된다(Tajfel, 1982). 전자는 개인이

타인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

식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범주화와 자아범주화가 별개로 존재하기보다는 상

호침윤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관점이 될 것이다(원숙연, 2019: 4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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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성원들은 인종, 민족, 종교, 문화 등이 다른 대상과 접촉하게 되

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낯선 것은 신기로움인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도 되기 때문이다. 인종, 종교, 문화, 경제력 등이 이질적

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사회, 국가, 안전, 경제, 종교 등을 위협할 것이

라는 두려움은 이방인을 향한 적대감을 부추길 수 있다. 제노포비아는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이 바탕이 되어 형성되는 다수자의 의식 및

행동 작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 관점에서는 하나의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방인 등 타

자에 대해 거부감 또는 혐오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형성된

현상으로 본다.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이방인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객관적 위험의 정도를 뜻한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식’

에 가깝다. 따라서 내국인이 이방인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객관적 현

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방인에 대

한 인식은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디

어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제노포비아 확산에 사회적 요인으로서 미

디어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Mutz(1998/2000)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집단을 면대면 직

접적인 상호작용보다 미디어를 통해 훨씬 더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는 미디어의 영향력이나 효과는 수용자들이 이슈나 대상에 대한

직접 경험이 제한적이거나 가시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 현실을 다룰

때 훨씬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미디어가 매

개하는 현실이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현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에서 본다면 직접적인 경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방인에 대한 지각

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접촉 등 간접 경험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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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방인 이슈’에서 미디어는 단순한 재현(현실 구성) 수단일 뿐

만 아니라 수용자의 일차적 경험 대상 자체일 수도 있다. 이처럼 텔레비

전, 인터넷 등과 같은 미디어는 내집단 성원들이 이방인 집단에 대한 인

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되며, 미디어에서 이방인을 마주

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이방인에 대한 메시지는 긍정적일 수

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한 미디어의 효과는 양면을 가지

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혹은 이방인과 주

류집단과의 긍정적인 집단 간 접촉을 담고 있는 메시지에 노출되는 경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제노포비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Staub & Pearlman, 2009). Bogatz와 Ball(1971)은 미국 공영 텔레

비전 프로그램 『세사미 스트리트(Sesame Street』에 대한 종단연구에서

다종족적 자극재료와 조화로운 인종 간 상호작용을 담고 있는 개입이 어

린이들의 인종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장기간 시청한 아동들은 외집단에 대한 인종적 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르완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Paluck(2009)의 연구

에서도 특정 부족(투치족과 후투족)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긍정적 평가

를 하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노포

비아 정서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aluck(2009)은 “소수민족인

투치족은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이라고 묘사한 미디어(라디오 방송)가

1994년 르완다 대학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

다. 외국인 범죄 등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미디어 메시지에 자

주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인에 대한 편견, 두려움이나 적대감 등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

다(Armstrong, Neuendorf, & Brentar, 1992). 이는 현실에서 제노포비아

적 태도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제노포비아 유발 요인에 관한 분석에

서 미디어의 영향을 핵심적인 사회적 요인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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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적 요인

   경기의 부침에 따른 노동시장 상태의 변화와 경제발전의 상태 등은

제노포비아 현상과 관계가 있다. Adam과 Moodley(2015)는 제노포비아가

활성화되는 곳은 경제적인 불행, 즉 실업과 같은 절대적 불행이나 부의

불평등과 같은 상대적 불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불행 이

론(misery theory)으로 설명하였다. 

   노동시장의 위축 및 실업률의 확대, 임금수준 하락 등 경기침체가 지

속적으로 이어지면 사회적으로 다수인 자국민들은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

게 된다. 이는 심리적 불안정과 동요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제노포비아를 심화시키게 된다. 경제적 고통을 겪을 때 이방인들

이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믿게 되고, 주택과 위락시설·교육 등에서 이

방인을 경쟁상대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주류집단의 경제

와 복지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일종의 희생양(scapegoat)으로 지

목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이방인 중 경제적

성취를 획득하거나 사회적 명성을 얻은 개인이 나타나면 심리적 박탈감

은 증대되어 결국 이방인에 대한 혐오증인 제노포비아를 투사하게 된다. 

최아영(2010)은 러시아가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러시아인들의 이방인

대상 제노포비아 범죄가 4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밝혔다. 경제적 문제가

제노포비아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4) 법·제도적 요인

   이민국 사회는 이주자들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때 국

적 부여 원칙과 통합(정책) 모형은 제노포비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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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요인에 해당한다. 이민국 사회가 이주자들을 받아들이고 사

회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따라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

형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차별배제모형은 이주자나 외국인노동자를

3D업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영역에서만 수용하고 시민권, 정치

적 권리(선거권·피선거권), 복지혜택 등과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

서는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이 차별배

제모형에 속한다. 동화모형은 이민자나 외국인노동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차이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이다. 다

문화주의 모형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장려하고 인

정하며, 정책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두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임종헌, 2006: 64). 차별배제모형과 동화

모형은 내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 배타적인 태도와 통제를 강화한

다. 이는 이주민들의 저항을 유발하고, 다시 주류사회 구성원들의 제노

포비아를 확대시켜 결국은 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5) 정치적 요인

   정치적 요인은 정치가들에 의하여 제노포비아가 조장된다고 본다. 엘

리트 선동이론(elite incitement theory)은 정치 엘리트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가 이방인에 대한 위협과 자극적인 발언·행동을 할 때

제노포비아가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 엘리트가 제노포비아적

감정을 드러내거나 폭력성을 감싸는 언급을 할 때 혹은 제노포비아 범죄

에 정치 엘리트가 연루되어 있을 때 제노포비아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정당 및 정치 엘리트들은 제노포비아를 활성화시키거나 정치 의제화



- 33 -

(agenda setting)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송태수, 2006). 예를 들

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은 외국인 출신자를

공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혹은 역으로 외국인 출신자를 보호하는 공약

을 지적하여 원주민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원주

민의 정치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정치적으로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것이

다(김상운, 2016: 411). 

   이상에서 살펴본 제노포비아 현상의 유발·심화 요인 중 경기침체라

는 경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대

응 또는 교육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

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설명하기 위해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요인’, 

내적 요인으로는 ‘심리적 요인’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

로는 사회적 요인 중에서 ‘미디어 노출’에, 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사회지배성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방인에 대한 혐오적 태도를 구성하는데 또는 이

방인에 대한 두려움을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하는 데 미

디어의 영향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나 영화, 뉴스 보도 등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이방인의 부정적 메시지가 고착되어 제노포비아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Balkaran, 

1999). 따라서 ‘미디어 노출’을 제노포비아의 주요 요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심리학, 신경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심리적 요인

이 환경 못지않게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다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다(Pinker, 2002). 이러한 논의를 학생들의 제

노포비아에 적용해 보면, 심리적 요인의 차이 때문에 제노포비아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향후 제노포비아와 다문화

교육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에 대한 관심을 별도로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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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에 심리적 요인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심리적 요인에서 접근한 기존의 연구들은 제노포비아 인식 지향성을

사회정체성의 논의 안에서 다루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외집단

구분이라는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지배이론의 한 측면인 사회지배성향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우월하므로 외집단을 지배해야 한다는 사회지

배성향은 외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

고 있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내국인을 상급 계층에, 이방인

을 하급 계층으로 나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Saeri, Iyer, & Louis, 2015), 

이로 인해 제노포비아적 태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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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노포비아와 다문화 교육

   현대 한국 사회는 다문화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등 이방

인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의식적·무의식적인 차별 및 이러한 상황

에 의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의 교육적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차적

으로는 교육 소외 계층으로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수집단인 다문

화가정 자녀들의 적응 문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문화

교육을 다수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다문화사

회로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이주자집단만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주류사회가 직면한 과제로서 상호적 수용을 통해서만 가능하

기 때문이다(Berry, 2001). 이에 다수집단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 개

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차경수·모경환, 2017). 교육 대상의 확장 차원에서 다

수집단 학생들의 이방인에 대한 수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제노포비아적 관점을 제안하고 이를 사회과 다문화 교육 안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미국다문화교육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에

의하면 다문화 교육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 

형평성, 사회 정의, 편견과 차별 제거, 다문화적 역량과 감수성 배양, 정체

성 및 문화적 차이 존중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학생

들이 인종·민족, 성별, 사회계층, 종교, 문화, 언어, 이념 등의 다양성을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편견이나 차별 없이 타문화를 이해·수용하며 교

류하도록 돕고자 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Nieto, 2017). Bennett(1986/2009)

는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편견과 인종차별을 줄여서 인종 간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과정에 철학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핵심 가치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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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수용·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 존엄성 및 보편적 인권을 존

중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이며

넷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Berry와

Kalin(1995) 역시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타인종·타문화권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의 정도가 낮아야 하며, 다양한 인종·민족적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들 간에 긍정적 태도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문화사회의 기초는 다수집단의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이라고 보았다. 

   앞에서 설명한 제노포비아의 개념 및 속성과 상술한 다문화 교육을

고려하여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교육은 문

화 다양성에 대한 인정 및 존중,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편견 및 차별배제

를 지향한다. 다문화 교육은 인종·민족, 국적, 언어, 종교 등 주류집단

과 구별되는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수집단이 인종적·문화적·신체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anks, 

2007). 이는 제노포비아 완화 및 해결과 동일한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교육은 사회의 진실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

로써(Banks, 2008: 14) 가르쳐져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이상과 함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등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현실의 모순까지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통한

‘반성적(reflective) 시민 행동’은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Banks(2007)는 다문화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 이

해의 증진’이라고 하였다. 다문화 교육은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의 심화를 목표로

한다. 즉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 행동 등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자기성

찰적인 반성이 다문화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문화적 밀폐화(cultural encapsulation) 속에서 사회화된다

(Banks, 2008).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가 가정하는 바를 수용하고 세

상에 대한 관점, 오개념, 고정관념 등을 내면화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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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다. 소수집단에 속한 이방인의 경우 학교, 사회 등을 통해

그들 자신의 문화적 가정을 검토하고, 대항하고, 의문을 가지도록 강제

되는 경험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반면에 사회의 주류집단 학생들은 그

들의 가치관, 문화적 가정, 관점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의

문을 가지며,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자신들의 주류

문화가 사회, 학교 문화와 교육과정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 교육은 다수자의 제노포비아적 태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류집단 학생들이 소수자인 이방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과 편견의 수준을 제노포비아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일

은 소수자(이방인)에 대한 관심인 동시에 ‘왜곡된 다수자를 극복하기

위한 관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노포비아에 관심을 쏟는 일은 다

문화 교육이 ‘소외받고 차별받는 그들(others)’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문화적 갈등이 깊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us)’를

위한 것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교육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정의(social 

justice), 평등, 상호존중 등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권력 관

계에서 배제·억압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 정의임을 전제로 할

때, 소수자인 이방인과 다수자인 내국인의 권력 관계에서 이방인 혐오

문제는 사회 정의 시각을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Fraser(2010)는 사회

정의가 ‘재분배(redistribution)’뿐만 아니라 ‘인정(recognition)’ 모두

를 요구함을 주장하면서 정의관으로서 ‘동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를 강조하였다.11) 제노포비아 문제와 연계시켜보면 이방

11) Fraser(2010)는 분배(계급 불평등)와 인정(지위 위계)이 서로 얽혀있다고 본다. 따

라서 분석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의 재분배와 문화적 차원의 인정이라는 두 범주

를 동등하게 근원적이며 상호 환원이 불가능한 정의의 차원들로 보는 이차원적

(two-dimensional) 정의관을 제안하였다. Fraser는 분배와 인정을 ‘동등한 참여’라

는 정의의 기준을 통해 통합하고자 한다. Fraser는 “인간은 모두 동등하게 도덕적

가치(equal moral worth)를 가진다”는 의무론적·비종파적 원리를 선험적 토대로

내세운다. 이 선험적 토대는 만인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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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무시나 혐오, 이방인을 사회적 하위계층 역할로 고정하는 것

등은 이방인에 대한 가치 폄하에 반발하는 인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노포비아로 인해 이방인들이 사회 참여에 제한받는다면

한편으로 이것은 재분배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 이방인을 사회적 상

호작용에 다른 주류집단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존재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노포비아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제노포

비아를 문제를 다루고 제노포비아 극복을 지향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의

핵심 요소인 사회 정의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Gonçalvesa e Silva(2004)는 다문화사회의 시민은 자신이 속한 특정

인종, 민족, 사회, 문화 집단의 권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인 유입 등 최근 한국 사

회의 다문화적 변화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민족주의 편협성을 벗어나

사회적 형평과 평등을 추구하는 다문화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

을 요구하고 있다(구정화·박윤경·설규주, 2009).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시민적 자질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덕목을 함양하고, 이

방인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여 인간 존중을 실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구정화·박선웅, 2011). 

   이처럼 다문화 민주 국가의 시민들은 정의와 평등과 같은 보편적 이

상을 존중하고, 인종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불평등처럼 민주적 이

상을 저해하는 현실과 이상 간의 간극을 좁히는데 기여하기 위해 행동하

려는 의지와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Banks, 2004). 주류집단과 이방인 등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며, 권력을 공유하고 동등한

지위를 경험하며, 민족적·문화적 경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모두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공동의 시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의 핵심적 가치, 다문화 민주 국가의 시민성 등을 고려하

수 있는 사회생활의 완벽한 당사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

해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 유형들을 해체하고 동등한 참여

를 강화하는 문화적 가치 유형들을 통해서 이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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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사회과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이 다원주의적 인식에 기반하여 자

신과 다른 이방인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및 편견, 차별적 태

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다문화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서 학생들이 올바른 다문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려면 제노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회과교육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공존과 다양성의 터전

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방해 요

인으로 간과할 수 없는 제노포비아 관련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정하·김영화(2013), 김용신(2014) 등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 안 학생들의 다양성이 심화되고,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간

긴장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이방인을 대하는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이방인으로 인해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축적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태도를 갖추도록

바람직한 교육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다문화

사회에서 통합과 공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편견과 차별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제노포비아는 이방인

뿐만 아니라 주류집단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주

요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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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지배성향

   제노포비아적인(xenophobic) 양상 또는 이방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 중 일부에게

서 다른 인종, 민족, 종교, 문화 또는 국가 등에 갖는 적대적인 또는 차

별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제노포비

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개인차 변인 및 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지배성

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사회지배성향의 의미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억압은 집단 간 갈등에 적용·예측될 수 있는

사회지배이론(social dominance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Sidanius와

Pratto(1993)가 제안한 사회지배이론은 사회심리 이론의 하나로서, 다양

한 사회 집단 간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지지하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지배이론은 모든 사회는 집단 간의 위계질서

가 존재하며, 특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본

다(Brown, 2011/2017). 즉 모든 사회는 소수의 지배적·헤게모니적 집단

이 상위에, 다수의 복종집단이 하위에 있는 집단 위계의 체제로 구성되

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Sidanius & Pratto, 

2001). 사회지배이론가들은 사회 속에는 집단 간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

하는 이념과 이를 약화하려는 이념이 공존하며,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차별의 수준은 구성원이 이러한 이념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에 의해 결

정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지배이론 연구자들은 사회 집단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결정짓는

주요 개인차 변인으로 사회지배성향(SDO: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 41 -

을 제안하였다. 사회지배성향은 사회지배이론의 개인적 태도 측면으로

집단 위계를 강화/약화하는 사회적 제도나 관행을 정당화하는 가치·태

도·신념·귀인 및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황세영·강정석·강혜자, 

2017: 183). Pratto와 동료들(1994: 742)은 사회지배성향을 “집단 간 관계

를 평등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위계적으로 보느냐”에 대한 선호를 반영

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내집단이 외집단을 지배하고 외집단

보다 우월하기를 바라는 정도”로 정의한다.

   사회지배성향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무능력한 사람 혹은 강자와 약

자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리

적 욕구 경향성이다(Sidanius & Pratto, 2001). 문명이 제거된 자연 상태

에서는 약육강식이 당연한 법칙으로,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인간사회에

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특정 집단이 위에 있고, 다른 집단이 아래에 있는 것이 좋다”와 같은

진술에 동의한다. 그들은 세상을 강자만 생존하고 약자는 생존할 수 없

는 무자비한 경쟁의 정글로 인식한다. 권력과 지배, 남들보다 우월하고

자 하는 강한 동기적 목표를 가진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불평등과 위

계질서는 당연하므로 불평등과 위계질서를 제거하여 평등한 사회를 세운

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바로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Altemeyer, 2004).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은 사회 집단 간의 위계적 구조를 약화시키는 이념적 주장

이나 사회정책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난다(Pratto et al., 

1994).

   반대로, 사회지배성향이 약한 사람들은 보다 보편적이고 공동체적인

지향성을 가진다. 그리고 보편적 인간의 권리와 사람들 간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이 약한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배려하는 정책에 찬성하며, 또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협력하려

는 수용적이고 이타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Duckitt & Sible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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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

   사회지배성향은 집단 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외집단에 대한 지배에 무

게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같은 주류집단보다 지위가 낮

은 집단 등에 대한 편견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danius 

& Pratto, 1993; Pratto, Sidanius, & Levin, 2006). 이방인은 지위가 낮은

집단, 사회적 약자에 속하며 제노포비아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및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은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어주리라 판단된다. 

   사회지배성향은 인종, 종교 및 국적 등에서 특정 집단의 지배를 지지

하고 차별적인 사회적 위계를 선호하는 성향을 측정한다. 사회지배성향

은 집단 간 배타성(exclusivity)에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에 외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다

수집단 구성원은 스스로 강력한 사회적 위치를 주장하며, 소수집단을

‘그들에게 정당하게 소속된’ 바닥에 있는 것으로 보려고 한다(Pratto 

et al., 1994; Zick, Pettigrew, & Wagner, 2008). 이처럼 사회지배성향은

자신의 내집단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자기 고양 가치로서 권

력을 중요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소수자 집단을 폄

하하고, 외집단 성원들을 차별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다(Sidanius & 

Pratto, 1993). 

   Pratto와 동료들(199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지배성향과 사회적·

정치적 신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사회지배성향

이 강한 다수집단 구성원들은 집단 편견적 이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뿐만 아니라, 집단 간 계급제도를 찬성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키

려는 태도를 보였다. 집단 간 평등을 증진시키는 정책은 사회적 재분배

를 통해 집단 간 경계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

용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사회지배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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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한 다수집단 구성원들은 사회 집단을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구분·

나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인종차별, 국가주의, 민족주의 등의 신념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보다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사회지배성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월과 지배를 당연시한다. 따

라서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는 정책 및

이를 추진하는 소수민족, 성소수자 집단 등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

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 신장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Heaven, 1999)와 소수집단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부정적이라는 연구(Pratto et al., 2000)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Bassett(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불

법 이민자들에 대해 보다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Saeri와 동료들(2015)은 사회지배성향이 타인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해석은 물론 부정적 정서 반응까지 동반할 수 있음을 밝혔다. 가상의 집

단 간 갈등(객관적 사건) 상황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다룬 그들의 연구

에 의하면,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등장인물을 우월 집단과 열등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열등 집단이 무능하다고 지각하고, 열등 집단에 대해 낮은 정

체감을 형성하였다. 심지어 열등 집단에 대해 분노감을 표출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사회지배성향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넘

어 부정적인 정서 반응(예를 들면 분노, 혐오 등)까지 수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에 비추어보면, 사회지배성향이 수반하는 내집단 편향된

인지적 해석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은 제노포비아 발현에 어

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사회지배성향은 특정 집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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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집단에 비해 우월하다는 신념에 기반하고, 하위 집단을 향한 강압적

지배와 노골적 억압을 지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주류집단을 우월 집단으로, 이방인

을 열등 집단으로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해 과도하게 우월한 지배감을 보일 수 있다. 

동시에 주류집단의 지배를 옹호하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 사회지배성향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이방인을 혐

오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집단 간 우열과 지배를 당연시하는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정적으

로 작용할 것이라는 다음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주가설 1】 중·고등학생의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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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노출

  1)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

   다양한 정보가 대량으로 신속하게 전송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한 판단을 제외하고 미디어(media)가 제공하는

인식의 창을 통해서 세계를 탐색하고 있다. 현실 세계는 개인들이 직접

지각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Lippmann(1922/2013: 28)은 미디어가 실제 세계를 단순화하여 사람들의

머릿속의 상(像)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Kittler(1985) 역

시 “미디어는 무엇이 현실인지를 정의한다”고 역설하였다(허찬행·심

영섭, 2015: 327에서 재인용). 미디어가 만든 유사 환경은 직·간접적으

로 사람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는 더욱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의 일상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다

양한 미디어의 종류와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콘텐츠가 청

소년의 삶을 구성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미디어가 구성한 패러다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며 태도를 형성하고 사회적 행동을 한다(이미나, 

2009: 140-141).

   미디어가 매개하는 혹은 만들어내는 패러다임 등은 사회적 학습을 통

해 수용자의 인지적 구조에 내재화되며, 이 과정을 통해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다(Eagly & Wood, 1991). 다수연구들은 미디어 노

출이 수용자의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백인 대학생들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각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타난 고정관념과 유사하였으며(Ford, 1997), 라틴아메리카계 미국 이민

자들에 대한 뉴스 보도는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ovares, 2000). 뉴스에 묘사된 인종차별적 인식은 수용자의 인종주

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Gorham,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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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점은 미디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디어는 사회 현실을 “다시 보여주는 (re-present)” 보조적

수단으로서 미디어 수용자에게 세상을 보는 선택적 관점을 달리 제공한

다.12) 이를 이방인에 대한 미디어 메시지에 적용하여 보면, 수용자들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편집을 통해 재구성된 상징화’를 통해 이방인을

인지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긍정적인 패러다임

에 노출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패러다임에 노출될 수도 있다. 수용자들

이 미디어가 구성해 낸 이미지와 메시지에 따라 각종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방인 관련 태도인 제노포비아를 형성하는데 미디어 노

출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란 점을 예측할 수 있다.

  2)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방인에 대한 재현 등은 우리의 이방

인에 대한 인식 및 제노포비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디어가 이방인

에 대한 정보나 지식 및 이미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재현하고 있으며, 이

러한 미디어 노출 경험이 제노포비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

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방인에 대한 미디어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Allport, 1954/1993). 접촉 가설에 의하

면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이질감을 해소하고 두려움을 희석하여 제노포비

아 정도를 낮출 수 있다. 이 중 미디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

12) 예를 들면 카타르 민영 방송사인 알자지라는 이라크전을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

항하는 성전의 관점에서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 방송사 CNN에서는 민주주의 수호의

관점에서 이라크전을 조명한다. 이렇듯 미디어는 세상을 각기 다르게 재현

(represent)한 내용물을 소통시키는 경로(mediate)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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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간접접촉이론 중 의사사회적(parasocial) 접촉13)이다. 의사사회 접촉은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대면 접촉과 유

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orton과

Wohl(1956)은 영화, 텔레비전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속 인물들

과 면대면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삶을 실제 삶과 동등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

기에 의사사회적 접촉은 집단 간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집단 간 접촉을 담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외집단 편견을 감소시키고 제노포비아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Paluck, 2009). 최정하·김영화(2013)에 따르면 긍정적인 외국인 보

도를 시청한 경우에 부정적인 내용을 시청한 경우보다 학생들의 제노포

비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긍정

적 정보와 평가 등에 노출되는 것은 주류집단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제노포비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는 오히려 제노포비아를 조장할 수도 있는 양면을 가지

고 있다. 이는 미디어 노출에 의한 부정적 영향력을 규명한 Gerbner의

배양가설(cultivation hypothesis)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미디어

속 세계가 현실 세계(real-world)와는 다르고14) 미디어 메시지를 많이 받아

들일수록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왜곡되고 정서적·인지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Gerbner와 동료들(1980)은 미디어에 많이 노출

13) 20세기에 들어와서 집단 간 접촉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은 사회 집단 간 관

계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간접적인 집단 간 전략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접적인 집단 간 접촉은 확대된(extended) 접촉, 대리적(vicarious) 접촉, 

의사사회적(parasocial) 접촉, 상상된(imagined) 접촉을 포함한다(추병완, 2012).

14) Gerbner와 동료들(1986)의 연구에 의하면 텔레비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경찰의

수는 미국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도시를 훨씬 상회하고, 텔레비

전 속 인물들은 실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텔레비전 속 범죄자들은 현실에서보다 훨씬 더 모르는 사람을 공격하

는 일도 잦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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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수용자일수록 미디어가 구성하는 상징 세계와 유사하게 사회 현실

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규명했다. 이를 위해 텔레비전 중시

청자(하루 4시간 이상 시청)와 경시청자(하루 2시간 이하 시청) 집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경시청자 집단보다 중시청자 집단이 텔레비전이

구성하는 상징 세계와 유사하게 세계를 훨씬 ‘비열하고 무서운 곳’으

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잦은 텔레비전 노출로 인해 개인이 인

지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는 ‘비열한 세계

관(mean-world view)’이 길러지고 있었다. 배양가설의 맥락에서 Romer, 

Jamieson과 Aday(2003)는 범죄 보도에 많이 노출된 수용자일수록 사회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배양가설의 하위 가설인 공명 가설(resonance hypothesis)은 자신의

실제 경험과 텔레비전이 공명할 때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더욱 증폭된다

고 주장한다(Gerbner et al., 1986). 즉 텔레비전에서 묘사하는 왜곡된 현

실 이미지가 사람들의 기존지식이나 직접 경험과 비슷할 경우 메시지의

효과가 강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Woo와 Dominick(2001)은 사람들이 사안

에 대해 잘 모르거나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배양 효과가

더욱 증폭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방인 이슈에서 미디어의 부정적 노출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

는 이방인에 대한 수용자의 지각이 실제 경험보다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경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배양가설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미디어에 의해 이방인 관련 부정적 메시지에 많이 노출된 수용자는 이방

인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과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수연구들이 미디어가 이방인을 다룰 때 상당히

편향된 재현을 보임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내 이

방인에 대한 보도는 흔히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소재와 연결되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Breen, Devereux와 Haynes(2006)는 아일랜드 신문이

이방인 문제를 다룰 때 이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범죄, 사기, 무질서,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연관 지어 이방인을 사회적 위협으로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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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민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캐나다에서 수행된 Mahtani(2008)의 연구에서도 주류 언론들이 비백인집

단과 소수인종을 일탈 행동이나 범죄와 관련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Northup(2010)은 배양가설에 기초하여 텔레비전 뉴스를 많

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화면 속 흑인 용의자를 유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범죄 비율보다 부풀려

진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메시지 노출 등이 이방인을 위협적인 존

재로 부각시켜 제노포비아를 부추기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내 연구들도 미디어가 이방인을 반사회적이고 부정적인 존재로 표

현함으로써 내국인의 부정적 감정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는 불법, 비

행, 위협, 부담으로 프레임화15)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들의 존재는 사회

의 점진적·안정적 발전에 장애 요소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채영길, 2010). 미디어를 통해 이방인은 살인자, 불법체류자, 불

법 취업자, 밀입국자, 범죄자, 보이스피싱 가해자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주로 재현되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타자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을 높이고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가상

준·김재신·임재형, 2014).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김경희(2009)의 분석

에 의하면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는 국내 거주 이주민을 동남아시아 출

신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로 정형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혼이주민은 빈곤, 불법 결혼중개업의 희생자, 소통 불능의 부정적

존재로 사회문제화되어 표현되고 있었다(이연옥·박병현·장덕현, 2012). 

이주노동자는 경제적으로 하층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양준(2012)은 국내 거주

15) 언론의 틀 효과(frame effect)는 대상에 대한 입체적 기술이나 표현 대신 특정

면을 강조한 의미 부여로 고정된 이미지를 대중의 인식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 양식은 이주노동자 등 이방인의 이미지를 특정한 이미지로 고

정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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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관한 신문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신문 보도 사진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들의 이미지는 단순노동자(38.8%), 범죄자(15.0%), 환자

(15.0%), 시위자(8.1%)로 묘사되어 전반적인 보도 방향이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환(2013)의 연구에 의하면 우

리나라 미디어가 묘사하거나 보도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2세들은 범죄자, 피해자, 사회적 약자, 시혜대상

자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방인 범죄 등 이방인 관련 부정적 메시지에 대한 높은 미디어 노출

빈도는 미디어 가치의 속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

리 사회의 이방인에 대해 편향된 재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

들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직접 접촉 없이 얻어진 정보는 미디어

정보와 같은 간접 정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고착될 수 있다. 특히 이방인 관련 범죄 보도는

‘범죄’라는 부정적 요소와 ‘이방인’이라는 낯설고 경계해야 할 대상

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이방인을 바라보는 불편한 감정에 자극을 줄 가능

성이 있다. “이방인은 매우 위험한 집단”, “이방인은 잠재적 범죄

자”라는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상조·박승관

(2016)은 ‘외국인 노동자=우범자’라는 인식이 실제 범죄 발생 비율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범죄 등 미디어 세계에 표상

된 상징적 현실에 의해 배양된 것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여기에 최근의 제노포비아는 ‘온라인’ 미디어와 결합하여 더 강력

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제노포비아와 같은 혐오감은 본래

전이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 사용으로 그 전파력이 더욱 강화

된 것이다. 김현희(2016)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게시글과 댓글 등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혐오, 불안, 적대감, 공포의 심리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외국인 등을 타자화시킴으로써 제노포비아 담론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

적했다. 김상운(2016)은 1차적으로 이방인에 의해 발생한 강력 범죄가 텔

레비전,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으로 확산되고, 2차적으로는 확인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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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용들이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퍼지면서 제노포비아가 조

장·확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

는 이들에 대한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eate & Mastro, 

2016). 이방인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 재현은 상황에 따라 내국인의 제

노포비아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이들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신념을

생산하여 이방인에 대한 차별대우와 반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부정적 미디어 노출 중

어느 것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제한용량모델(limited capacity model)을 통해 유추해보

고자 한다(Cacioppo & Gardner, 1999; Lang, 2006). 이 모델은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입력-저장-인출

(기억)이라는 정보 처리 과정이 뇌에서 진행되는 동안 제한된 자원이 자

동적으로 분배된다. 이 때 어떤 정보들은 입력되지만 저장되지 않는다. 

어떤 정보들은 빠르게 떠오르지만, 어떤 기억들은 느리게 인출되는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모델은 이를 긍정 개시(positive offset)와 부적 편향

(negative bias)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긍정 개시는 이방인과 같은 새로운 대상이나 자극, 맥락 등에 대한 정보

를 취득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다. 긍정 개시는 그 영향력이 작기 때문

에 활성화 정도가 낮고, 반응의 속도도 느리다. 반면 자신의 생명을 위

협하거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강한 부적 편향을 일

으키고 이를 회피하려고 한다. 이때는 활성화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 기억이 빠르게 인출되면서 강한 부정성을 갖고 이로부터 회피하려는

행동이 나타난다. 요약하면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인지할 수 없

으며, 이로 인해 보다 눈에 띄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저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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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Taylor(1991)는 부정적 사건과 긍정적 사건이

만들어내는 비대칭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적·정서적·사

회적 반응 전반에서 긍정적 사건에 비하여 빠르고 강한 반응이 나타난다

고 보고했다. 그는 이를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유발되는 위협을 최소화하

고, 그 영향을 제거하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하였다. 

   선행연구들로부터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부정적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긍정 개시로서 약한 접근(appetitive) 동기가

나타날 것이다. 반면,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부적 편향으로

서 강한 회피(aversive)의 동기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방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그들을 적대시하는 제노포비아는 이방인 관련 긍

정적 미디어 노출보다 부정적 미디어 노출에서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추

론할 수 있다. 이상의 이론 및 선행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

출하였다. 

【주가설 2】 미디어 노출은 중·고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하위가설 2-1 :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하위가설 2-2 :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는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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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감

  1) 공감의 개념과 효과

   공감(empathy)16)은 타인의 감정 상태나 맥락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험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Cohen & 

Strayer, 1996). 공감 개념은 정서적, 인본주의적, 사회심리학적 및 정신

분석적 관점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오고 있으며, 지금

까지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였던 공감의 개념들을 정리한 일부를 살펴보

면 [표 Ⅱ-3]과 같다.

   공감은 인지적으로는 상대방이 느끼는 바에 대하여 ‘알고’, 상대방

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거나 이해’하는 것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공감은 어떤 상황에 처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으로 감정의 공유를 포함한

다(박성희, 2004: 47). 공감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지 주

도적인 면을 강조(Piaget, 1932; Mead, 1934; Deutsch & Madle, 1975)하기

16) 공감의 의미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empathy’라는 용어의 탄생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mpathy’는 Vischer(1873)가 미학에서 사용한 독일

어 ‘Einfühlung(감정이입, in-feeling)’에서 유래되었다. ‘Einfühlung’은 관찰자가

흠모하거나 관조하는 물체에 자신의 감성을 투사하는 방법을 뜻했다. 이후

Lipps(1910)가 ‘Einfühlung’에 대응하는 그리스어로 ‘empatheia’를 거론한 이후

영미권에서 여러 논쟁을 거치면서 ‘empathy’는 주로 ‘공감’을 뜻하는 학적 용

어로 정착하였다. 특히 공감의 ‘감(pathy)’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서적 상

태로 들어가 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은 관찰

자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한다

는 적극적·능동적인 참여의 의미를 갖는다(Rifkin, 2009/2010: 19-22에서 재인용). 

   공감은 동정(sympathy)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괴로워하는 타인을 보고 그가 느

끼는 괴로움을 함께 느낀다면 ‘empathy’이지만, 괴로워하는 그를 보고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sympathy’이다. 이처럼 동정은 나의 감정이 완전히 상대의 감정에

이입되고 압도당해 똑같이 느끼는 것으로, 나 스스로는 망각하게 된다는 수동적·부정

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반해 공감은 나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감정을 깊

이 이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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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정서 주도적인 면을 강조(Eisenberg & Strayer, 1987; Miller & 

Eisenberg, 1988)하기도 한다.17)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

감을 단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라는

두 가지 분명히 구별되는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발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Hoffman, 2000/2011). 즉 공감은 상대방이 처

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 상태를 경험하고 존중하며 그에 대하여 적절한 감

정적 반응을 보이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Ⅱ-3] 공감의 정의

학자 정의

Batson &

Ahmad(2009)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상황에 투사하는 것

De Waal(2010)

기본적인 감정적 전염, 위로의 노력, 걱정과 우려, 목표

가 있는 돕는 행동, 타인의 입장을 취하는 발전된 인지

모델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능력

Hoffman(2000)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 타인의 상황 및 정서적 상태에

더 적절한 정서적 반응

Hogan(1969) 타인의 상황·정신 상태에 대한 지적 또는 상상적 이해

Lanzoni(2018) 자신을 타자의 상황에 얽어매는 것

Lazarus(1991)

타인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고통받고 있

는 타인의 어려움을 줄여주려는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관

계 정서

Mead(1934)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상대의 관점에서 그 태도를 취

하는 것

Mehrabian &

Epstein(1972)

지각된 다른 사람의 정서적 경험에 대하여 대리적인 정서

적 반응을 보이는 것

Stotland(1969)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지각하여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

17) 학자들에 따라 의사소통적 요소(박성희, 2004), 생리적 요소(자율신경체계 활동, 

호르몬, 신경기질 등)(Zahn-Waxler & Hastings, 1999), 사회적 요소(Segal, 2007) 등의

요소를 추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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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은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공감의 중요성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은 인간의 생존 가치

고양에 기여한다. 공감은 대리적으로 경험된 감정의 측면에서, 위험이나

기타 신호적 단서들의 탐지의 측면에서,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 간의 긍

정적·부정적 상태의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인간의 생존과 발달에 근본적

인 기초요소에 해당한다(Zahn-Waxler & Hastings, 1999). 

   둘째, 공감은 사회적 참조, 상호주관성, 공동 관심 등의 능력과 관련

되어 갈등 해결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인 상호 간의 친밀한 유

대관계를 촉진하여 대인관계를 견고하게 해준다. 우리의 뇌 속에는 공감

발생의 생물학적 원천인 거울 신경(mirror neurons)18)이 있다. 그래서 상

대가 특정 행동을 하면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한

다. 이처럼 공감은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

는 원칙으로 작용하며 우리 인간이 개인 상호 간의 유대를 형성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사람들은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 정서에 관심을

보이고 이해하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셋째, 공감은 개인의 태도를 변환하거나 행동을 야기하는 기제로도

작용한다. 특히 공감은 이타적인 동기를 촉발하는 주요 정서 기제로서

친사회적 행위를 매개한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바람과 관련되며 그럼으로써 이타적 행동을 동기화시킨다. 공감-이타주

의 가설(empathy-altruism hypothesis)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

이 되어서 그 사람이 겪은 일과 감정들을 그 사람처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이득과는 무관하게-심지어 우리가 얻는 것이 없거나, 비용

이 드는 일이어도- 그 사람을 순수하게 이타적인 동기에서 돕게 된다

18) 거울 신경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인의 행위를 모방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공유

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 났음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로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소병

일, 2014: 200). 거울 신경, 뇌의 일부분인 안외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ices)의 작

용 등 공감의 발현에 관해서 생물학적 근거에 기대고 있는 사회과학적 주장들도 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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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son et al., 1981).19) 공감을 통해 인간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인간다움의 발현인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공감은 배려와 정의 원리의 토대를 제공해준다. 공감적 정서

와 배려 원리는 타인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직접적으

로 연결된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것을 목격하면 행동을 수

반하는 공감적 도덕 추론을 하게 된다(Eisenberg & Strayer, 1987: 

Hoffman, 2000/2011). 정의 원리 또한 그 연계 강도가 배려 원리만큼 직

접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공감과 연결된다. 공감은 정의를 이해하는 자

료이자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동기로서 공헌한다(Hunter, 2000). 

   이상에서 언급한 공감의 효과를 이방인에 대한 태도와 연관 지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공감은 이방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둘째, 이방인의 행동과 반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셋째, 이방인과의 갈등을 감소시킨다. 넷째, 이타적 동기를 유발하여 이

방인과 관련된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제노포비아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문화 교육의 주요 학자인 Banks(2008)는 다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의 주된 목표 중 하나로 공감을 꼽기도 했다. 

Gay와 Howard(2000) 역시 타인의 관점에 대한 상상적 참여와 문화적 공

감이 다문화 시민성의 중요 하위 능력임을 강조하였다. 미국사회과교육

협회(NCSS)에서는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해 공감을 강조하고 있다

(Schneider et al., 1994). 우리나라의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

론」에서도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

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을 핵심 역량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2).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따른

19) 이타적인 동기는 본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고려와도 관련이 있다. 부정적 상태

감소 가설(negative state relief hypothesis)에 의하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목격할

때 공감적 고통을 느끼게 되며,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이러한 고통은 경감된다

(Schaller & Cialdini, 1988: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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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으로 공감 능력을 강조하려는 시도(이선영, 2013)와 공감력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을 시민적 가치로 다루려는 연구(정용교, 2017)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정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의사소통 능력

의 하나인 공감 능력은 친사회적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다문화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구성원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감 능력은 다문화 환경에서 이방인

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제노포비아를 해소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받

고 있다(Batson & Ahmad, 2009). 이방인의 등장과 그에 따른 이질적 문

화와의 만남은 공감 능력을 갖춘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 공감의 한계 : 공감과 제노포비아

   공감의 긍정적 영향력과 중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감을

제노포비아, 불의 등에 맞서는 만병통치약으로 보기에는 여러 면에서 한

계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공감이 어떤 기제를 통해 작동하며, 또 어떻게

억눌리고 소멸되기도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공감의 한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우선 공감의 발생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발생 조건과 관련한 공감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공감이 구현되기 위한 충

분조건으로 정동(affectivity), 유사성(interpersonal similarity), 대리 경험

(vicarious experience), 귀속(ascription) 조건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

째, 정동 조건은 공감을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사성 조건은 공감을 일으킨 사람과 공감을 느끼

는 사람 상호 간에는 친밀도와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 58 -

공감은 관찰·상상에 의한 대리적 경험이다. 넷째, 공감을 할 경우 그것

이 은연중 전염되어 가진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서 상태의 원천

임을 당사자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귀속 조건이 있다(황희숙, 

2017: 168-169). 

   공감의 한계와 관련해서, 또 제노포비아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

은 바로 ‘유사성 조건’이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공감하지는

않는다. 공감에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을 걸러주는 필터와 꺼버리는

스위치가 있기 때문이다. 공감의 이러한 편파적 특성을 De 

Waal(2010/2017: 290)은 ‘평가’ 메커니즘이라고 불렀다. Bloom(2016)은

특정한 한 곳에 빛을 비추어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오히려 어두워

지는 ‘스포트라이트’에 공감을 비유한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대상

은 주목받지만 그렇지 못한 대상은 부당하게 무시당할 수 있다. Hein과

동료들(2010)은 유럽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지금 보고 있거

나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ingroup)’ 사람인지 ‘그들

(outgroup)’ 사람인지에 따라 공감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는 것

을 밝혀냈다. Xu와 동료들(2009)은 뇌 영상(brain imaging)을 이용하여 백

인(Caucasian)이 다른 백인의 고통에는 더 공감하면서, 중국인 등 다른

인종·민족에게는 덜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감의 스포트라이트

는 외집단을 배척하고 내집단에만 집중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이는 공

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개체와의 동일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 

즉 ‘친근함’이 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Preston & 

De Waal, 2002). 공감의 한계는 바로 이 지점 ‘유사성 편견(similarity 

bias)’에서 발생한다. 공감은 자신과의 ‘유사성’에 기반하고, 친근한

‘관계성’에 의해 좌우되며, 내집단편향을 지닌 편협한(biased) 시선이

라고 할 수 있다(Hoffman, 2000/2011: 264-289). 이런 이유에서

Scarry(1996)는 타인을 해치는 인간의 능력이 매우 큰 이유가 공감 때문

이며, 이는 ‘타인 상상하기의 어려움(the difficulty of imagining other 

people)’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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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심한 보복을 주장하게 하는

등 공감은 폭력 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소병일, 2014). 어떤 집단을 공격

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는 그 집단이 다른 개인들에게 행한 잔인한

일이 소문의 형태로 퍼지면서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남부의 흑인들이 백인 여성을 강간한다는 이야기가 돌거나, 유대인 소아

성애자들이 독일 아이들을 추행한다는 말이 퍼졌을 때 정치 선동가에 의

해 공감이 잘못 이용되어 끔찍한 흑인 학살이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

살)를 가져왔다(Bloom, 2016). Haley와 Sidanius(2006)는 공감이 고문, 사

형제도 그리고 외집단에 대한 정복 전쟁을 지지하는 등 공격적이고 폭력

적인 정책들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Buffone과

Poulin(2014)은 공감이 어떻게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 연

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피험자들이 피해자에게 애착이 강할수록 피해

자에 대한 공감이 크게 발현되어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게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과 폭력의 연

관성이 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Stagnaro와 Bloom(2016)은 중동에서 저

널리스트가 납치된 사건 등에 관한 이야기를 피험자들에게 들려주고, 그

고통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부터 공개적으로 비판 성명을 내는 것, 무력 침략까지 일련의 선

택지를 제시-이 좋을지 묻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더 가혹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oom, 2016: 195에

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공감이 오히려 증오나 적대감과 연결

되어 극단적인 제노포비아나 폭력 충동, 심할 경우 전쟁 등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셋째, 잘못된 편견에 공감할 경우 오히려 공감은 악행을 유발할 수

있다. Bloom(2016)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

면에, 흑인을 말살하려는 인종 차별주의자에게 감정이입을 시키는 그리

피스 감독의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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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하고 있다.

   넷째, 공감은 원칙적으로 타인이 체험한 ‘가치에 대해 무분별’하다

(Scheler, 1923/2006).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 A가 내국인에 의한 혐오적

표현에 의해 상처받음을 내국인 B가 기뻐할 때, 우리가 B의 기뻐함에 대

해 공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태도는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런

데 여기서 B와 함께 기뻐함도 ‘공감’이다. 스톡홀름 증후군20)도 그 예

가 될 수 있다. 공감은 이렇듯 불완전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공감이 늘

도덕적이거나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감은 그 자체로 선하다고도 악하다고도 볼

수 없다.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선한 정서가 되기도, 악한 정서가

되기도 한다. 잘 발현된 바람직한 정서로서의 공감은 시민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공감이 적절하지 않

은 방향으로 발현되거나 혹은 발현되지 않을 경우 제노포비아와 같은 반

사회적 태도나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공감이 항상 바람

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모호한 희망은 시민교육과 다문화 교육

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과 다문화 교육은

가치 무분별한 공감의 방향이 보편적 도덕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감의 긍정적 영향력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계에도 주목하여 다문화 시민 교육에서 공감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

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지배성향과 미디어 노출이라는 변인이 이방

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로 하여 어떻게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20) 피해자(인질)가 가해자(인질범)에게 심리적으로 공감 또는 동화하여 그에게 오히

려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비합리적인 현상을 뜻하는 범죄심리학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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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지배성향, 제노포비아,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관계

   (1) 사회지배성향과 공감

   사회지배성향과 공감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지배

성향은 공감 또는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들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에 대한 관심이 낮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러한 공감의 부족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관용

등과 부적 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ratto et al., 1994; Sidanius et 

al., 2013; Ho et al., 2012). Duckitt과 Sibley(2010)는 공감, 이타심, 연민

등과 관련된 성격 특성21)과 사회지배성향이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성격

변인 중 공감 등을 총괄하는 우호성이 사회지배성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회지배성향이 이방인 등 인지된 위험

집단에 대한 편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Brown(2011/2017)의 연구에서도 공감, 이타심 등과 관련된 우호성

의 측면은 사회지배성향을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

과 관련된 우호성은 사회지배성향과 도움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homsen, Green과 Sidanius(2008)는 공감에 대한 사회지배

성향의 효과가 하위 집단에 대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것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회지배성향과 공감의 관련성은

21) 성격 심리학자들이 가장 자주 쓰는 성격 측정 방식은 이른바 ‘5대 요소 모형

(Big-five Personality)’으로 불린다. 성격 5 요인은 우호성(agreeableness), 외향성

(extraversion),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neuroticism), 새로운 경험

에 대한 개방성(openness)을 말한다. 이 중 우호성은 공감, 이타심, 다툼과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 공동체를 중시하는 성향 등을 총괄하는 성격을 지칭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호성이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과 같은

정치 이념 등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Gerber et al., 2010).



- 62 -

신경심리분야 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Chiao와 동료들(2009)은 사회지

배성향이 타인의 감정 및 복지와 연관되어 공감 능력과 관련된 뇌의 부

분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2)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직접

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회

지배성향과 편견적 태도 사이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살

펴보고자 한다. 대표적 연구는 Bäckström과 Björklund(2007), 

McFarland(2010)의 연구로 그들은 사회지배성향과 편견 사이에서 공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공감은 사회지배성향과 부적 상관관

계를 통해 편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지배성향과 인종차별 간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살

펴본 Nicol과 Rounding(2013)의 연구에서는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cFarland(2010)와 달리 Nicol과

Rounding(2013)은 편견을 인종차별(racism)과 성차별(sexism)로 구분하여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지배성향과 성차별의 관계

에서는 공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지배성향과 인

종차별의 관계에서는 공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감이

편견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방인과 같은 외집단과 관

련된 편견이나 차별을 예측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 간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감 능력’으로는 공감의 매개효과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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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서

‘이방인 집단에게도 공감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서술한 공감의 한계 및 발생

조건 중 하나인 ‘유사성 조건’과 연결된다. 다수연구들은 인종·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등 상대방을 자신과 비슷하다고 인식할수록 그에게

더 크게 공감함을 보고하고 있다(Krebs, 1975; Liviatan, Trope, & 

Liberman, 2008). Lanzetta와 Englis(1989)는 사람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

에 있는 사람보다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더 잘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개인들은 이방인들보다는 자기와 비교적 가까운 내

집단 사람이나 자신과 항상 접촉하여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게만 공감하기 쉽다. Hoffman(2000/2011)은 공감이 가진 이러한 한계를

“유사성의 편향성(similarity bias)”, “친밀함의 편향성(familiarity 

bias)”, “현존함의 편향성(here-and-now bias)”이라고 하였다. 

   공감과 도움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여러 연구 역시 ‘대상’

에 따라 공감의 영향이 가변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집

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을 때’는 공감 능력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도움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urtz & Grummon, 1972; 

심성옥 1999). 또 도움 행동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수록 공감과 이타

행동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기도 하였다(Batson et al., 1991).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그 고통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공감 능력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도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Kohn, 1990). 이상의 연구들은 공감이 ‘자신과 유사하지 않은 대

상’,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대상’ 또는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상’ 등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방인은 인종·민족 등의 측면에서 내국인과 유사성을 공유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크다. 이방인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고(양계민, 2010; 가상준·김재신·임재형, 2014), 일자리나 복

지 등의 측면에서 내국인들에게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재정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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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되는 사람으로 인식될 확률이 높다(원숙연, 2019). 즉 이방인에 대

한 공감은 일어나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똑같은 공감 능력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능력을 어느 범위, 어느

대상까지 활용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22) 공감 능력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촉발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한다. 이는 공감에 대한 개념적 불명확성의 문제를 발

생시킨다(Duan & Hill, 1996). 따라서 공감이 다루고자 하는 공감의 범위

즉 ‘대상’을 분명하게 세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에 따라 공감의 정도 및 친사회적 행동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방인에 대한 공감’에 초점을 맞추고

자 한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들과 감정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갈등 상황에 처할 경우 이방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은 외집단

과의 분리, 이방인(외집단)보다 더 높은 지위·불평등을 유지하려는 욕구

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Zick, Pettigrew, & Wagner, 2008). 따라서 사회지

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적 관심이 낮고 감정이입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낮은 공감

수준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을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인에 대한 공감이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

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가설 3】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2)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공감의 한계에 대해서 다소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하

는데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경우가 그것이다.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경우에도 사람들

을 매혹하고 신뢰를 얻고 싶을 때는 공감 능력을 키우고,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공

감 능력을 줄인다고 한다. 즉 공감 능력은 마치 라디오 음량을 조절하는 것과 같이

‘특정 상황’, ‘특정 대상’에서는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Bloom, 201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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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디어 노출, 제노포비아,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관계

   청소년들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부분을 미디어로 하고 있고, 

미디어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방인과 관련해서 이방인을

직접 경험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며,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이 이방인

혐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Bandura(2001)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23) 사회인지이론은 개인들이 미

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운다고 가정한다. 사회인지이론은 다른 동물

과 구분되는 인간의 독특한 인지적 특성으로 상징화(symbolizing), 자기

조절(self-regulatory), 자기 숙고(self-reflective), 그리고 대리 능력

(vicarious capacity)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경험 없이

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인 대리 능력은 미디어 노출의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긍정적 혹은 부정적)을 강조한다. 대리 능력의 긍정적 영향의 사례

로는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한 이방인을 돕는 행위를 보여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함(노출됨)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편견 감소 및 친사회적

행위 증가 등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대리 능력

의 부정적 측면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보지 않았으면) 노출되지 않았을

지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한 범죄, 이방인에 대한 모욕적 행위 및 혐오

등을 목격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태도나 행위를 배울 수도 있다는 것이

다. 특히 청소년들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상황,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

을 봄으로써 태도와 행위를 익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Bandura, 2001). 이

러한 이유에서 미디어를 통해 이방인 관련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은 청소

23) 사회학습이론은 인지적·행위적·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행위를 설명한다. Bandura(2001)의 사회인지이론은 좀 더 포괄적인 사회학습이론

의 파생물이다. 사회인지이론은 특정한 행위를 야기하는 인간의 인지를 분석하

고, 어떤 사람이 학습을 할 때 작동되는 정신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사회인지이론은 배양효과 등 많은 미디어 효과 이론들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다(Thompson & Bryant, 200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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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이 이방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데 잠재적 영향

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미디어 노출과 공감 간의 관련성을 보다 자세히 들

여다볼 수 있다. Bagozzi와 Moore(1994)는 도움 행동을 유도하는 공익 광

고에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노출되면, 이 감정이 미디어 수용

자에게 전이되어 해당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공감이 활성화됨을 밝혀냈

다. 이를 통해 미디어 메시지의 감정적 정서가 공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용자의 태도나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Raney(2006)는 수용자가 미디어 속 인물의 속성(property)과 행동(action)

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 공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밝혔

다. Duan(2000)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속 인물에 대해 공감이 발생하게

되면 공감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이는 긍정적인 태도

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Zillmann(1991)은 미디어 속 인물에 대해 수용자가 공감을 경험하는

과정을 감정배치 이론(affective disposition theory)을 통해 설명하였다. 

감정배치 이론에 따르면 수용자는 먼저 미디어 속 등장인물을 관찰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며,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수용자들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 미디어 속 인물

의 행동을 판단한다. 만약 그 판단 결과가 긍정적이면 미디어 속 인물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이 배치되어 호감을 느끼게 되며 그가 잘 되기를 바

라게 된다. 반면 판단 결과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감정이 배치되어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게 된다. Zillmann(1991)은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수용자는 미디어 속 인물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의 결과) 공감 혹은

(부정적인 판단의 결과) 역공감(counter-empathy)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

명하였다. 

   미디어 노출이 집단 간 편견, 인종 편견 등에 영향을 미칠 때 이러한

영향의 근간이 되는 과정에서 공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Batson과 동료들(1997), Shechter와 Salomon(2005) 등을 통해 살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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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구들은 미디어 노출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실제 혹은 허구의

인물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편견 감소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디어 수용자는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에

등장하는 이방인 등 외집단 구성원과의 대리접촉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Pettigrew(1998)는 미디어 수용자들이 외집단 구성원과의 대리접촉

으로 미디어 프로그램 및 메시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미디어 등장인물

에 대한 공감’이 등장인물이 속한 ‘실제 집단’에까지 일반화될 수 있

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이방인 이슈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미디어 속에 재현된 이방인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인에 대한 공감’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

대적으로 공감이 일어날 확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의 내용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이방인에 대

한 공감의 정도와 양상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제노포비아에 다

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부정적 미디

어 노출이 제노포비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가설 4】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미디어 노출과 제노

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1 :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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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4개교 남녀공학 중·고등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강남 지역(중학교 1개교)과 강북 지역

(고등학교 1개교)에서 각 1개교씩 총 2개교, 경기도 지역에서 2개교(중학

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학생들을 편의 표집

(convenience sampling)하였다. 

   첫째, 서울·경기도를 선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수도권으로 우리나라

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은

설문 조사 시점(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

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경기도 32.7%, 서울 21.7%). 서울·경기도에

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54.4%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 거주 비율

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인종·민족·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행정안전부, 2019). 

따라서 이 지역의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한 경험과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같은 인구학적·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설문 조사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지역이

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수집단 구성원들로 ‘중·고등학생’을 선정

하였다. 이는 미래 다문화사회의 주역이 될 중·고등학생들의 제노포비

아 양상 및 원인을 규명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보

기 위함이다.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에 의하면 중·고등학생 시기

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자신은 물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은 이방인과의

다양한 접촉 경험 등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의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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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시기에 형성된 이방인에 대한 수용

은 청년기,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Ellison & Powers, 1994). 

중·고등학생들은 현재의 다문화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자 향

후 더 복잡한 다문화사회를 겪게 될 세대라는 점(이경상·최항섭·그레

이스정, 2016)에서 이들의 제노포비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이방인을 수

용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혐오감과 차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미래 다문화사회 시민의 입문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을 연구 대

상으로 정하였다. 

   셋째,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사

회과 다문화 교육의 교육적 개입 방안을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회과’라는 교과 범위 내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할 때 기본적인 교육 대상 및 연구 대상은 ‘제도 공

간 내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게 될 학생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

육과정에 의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이 운영되어 「사회·문화」 과목 등을 선택한 소수의 학생만이 사회과

교육 및 다문화 교육을 교과학습으로 다루게 된다. 반면 고등학교 1학년

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으로 「통합사회」 과목을 공통으로 이수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은 표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내용은 중학교 1학년~고등

학교 1학년의 학습 요소와도 연계된다. [표Ⅲ-1]에서 볼 수 있듯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 「사회」(공통 교육과

정)의 ‘사회변동과 사회문제’ 단원에서는 다문화적 변화 등 최근 한국

사회의 변동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선택 중심 교육과정-공통 과

목)‘문화와 다양성’ 단원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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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8). 

[표 Ⅲ-1]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 제노포비아 관련 대단원 및

성취 기준24)

영역 대단원 성취 기준

중학교

[일반사회]

(2) 

문화의 이해

[9사(일사)02-02]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를

비교하고,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

도를 가진다.

(12) 

사회변동과

사회문제

[9사(일사)12-02] 한국 사회변동의 최근 경향(저출산·

고령화 현상, 다문화적 변화 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

한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9사(일사)12-03] 현대의 주요한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4) 

인권 보장과

헌법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장애인, 이주 외국

인 등),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6) 

사회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사회계층의

양극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

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7) 

문화와

다양성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10통사07-04]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

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출처: 교육부(2018)

24) 제노포비아와 관련된 부분을 밑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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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이방인 혐오 등으로

인해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등은 제노포비아와 연결되는

학습 내용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제노

포비아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본 연구

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경기도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수(sample 

size)는 분석을 위한 최소인원, 사회과학 연구의 적정 표본 수, 설문 조사

중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최대 422명을 선정하고자 하였다.25)

   설문지의 초안은 사회과교육 전문가, 사회과 교사 및 통계학자를 대

상으로 1차 점검을 받고, 이 과정에서 타당도가 낮은 일부 문항은 수정

되었다. 연구 절차와 연구에 활용되는 문서(설문지, 동의서 등)는 연구자

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 IRB)로부터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IRB 

25) 연구 대상 수를 설정하기 위해, 우선 G＊power 3.1.9.4 프로그램(Faul et al., 

2009)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 크기를 확인하였다. 유의수준 α=.05(양측 검정), 검정력

1-β(power)=.95, 효과 크기(effect size)=.10을 투입 했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

는 292명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불성실 응답자 등 탈락률 10%를 예상하면 322명

정도가 최소 필요 표본 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류근관(2013)도 사회과학 연구

에서는 일반적으로 300명 이상이어야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최대 목표 인원수의 설정을 위해서는 Krejcie와 Morgan(1970)의 교육 및 심리 분

야에서의 적정 표본 산출 기준을 참고하였다. Krejcie와 Morgan(1970)에 의하면 모집

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크기는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95%를 적용하여 산출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모집단은 서울, 경기지역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며, 모집단의 크기는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kess.kedi.re.kr) 

기준으로 769,866명이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5.0%포인트로 설정하여 표본의

크기를 구하였을 때(http://www.nownsurvey.com/calculator/) 적정 표본 수는 384명으

로 산출되었다. Krejcie와 Morgan(1970) 역시 집단의 크기가 75,000명 이상 1,000,000

명 미만일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크기는 382명이라고 하였으므로 적

정 표본 수는 382명~384명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불완전한 설문지 등을 예상(탈

락률 10% 정도)하여 최대 목표 인원수를 422명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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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910/003-006). 설문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은 없었으며, 연구

목적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설문에 자발

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 도중이라도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

였고, 해당 설문 자료는 폐기하였다.

   설문은 학교의 사전 허가를 얻은 뒤, 연구 목적과 실시 방법을 안내

받은 교사에 의해 학급별로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학교 및 학급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9년 11월~12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설문에는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실제 수거한 설문지는 420부였으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질문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응답한 불성실 응답자 등을 제

외하고 최종적으로 41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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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변인과 측정 도구

  1) 종속 변인과 측정 도구

  ‘중·고등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설문지

Ⅰ부(문항 Ⅰ－1～16)를 구성하였다. 제노포비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Bavin(2007)의 분석 틀에 기초하여 김용신(2014), 황은영(2014)이 구체화

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설문 문항은 ‘사례 예시 응답형’으로 내국

인이 이방인에 대한 차별·편견의 태도를 보이거나 서로 갈등을 벌이는

스토리를 사실적 관계가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례로 제시한

다. 이주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정치적 측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한 실업(경제적 측면), 중국동포의 범죄(사회적 측면), 이슬람 여성의

의상(문화적 측면) 등으로 이방인들을 설명·소개하고 이를 사례로 하여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정도를 측정한다. 

   설문 문항은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방

인인 외국인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의 32.0%를 차지), 국제결혼 이주

민(10.1%), 외국 국적 동포(17.9%), 외국인 주민 자녀(11.0%) 등을 포함하

고 있다(행정안전부, 2019). 우리나라 내 무슬림 인구의 증가 추세(2018년

통계청 발표 기준 26만 명 정도) 속에서 이슬람 혐오증(Islamophobia) 현

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박종수, 2017)을 이슬람 전통의상(차도르) 착용

사례로 반영하여 측정하는 등 설문 문항 구성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인 스토리를 포함한 사례형 설문 문항

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방인에 대한 선행 경험이나 배경지식이 많

지 않은 학생들도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이에 중학교 1학년~고등

학교 1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

었다. 다만, 총 20문항 중에서‘이방인 혐오 감정에 대한 도덕적 판단



- 74 -

(예: 외국인노동자를 싫어한다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인가요? 등)’

을 요구하는 4개의 문항은 도덕적 판단과 관련 있어 보이는 문항으로,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양상을 보다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각 사례 제시 후 ① 국적·권리·민족·타문화 인정(예 : 이주 외국인

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외국인노동자도 우리나

라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등), ②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 찬성(예: 이주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회의

원이 된 것에 찬성하나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와 일하는

것에 찬성하나요? 등), ③ 박탈·추방(예: 외국인노동자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차도르를 계속 착용하겠다고 하는 사

람들을 돌려보내야 하나요? 등), ④ 포용(예: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에 와서 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

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형태의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4가지 사례에 4

문항씩(총 16문항)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르트(Likert)식 5점 척도(1=매우

그렇다, 5=매우 아니다)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단 4개 영역 중 ‘추방

(박탈)’으로 제시된 문항(3, 7, 11, 15번 문항)은 역코딩(recoding)하여 분

석하였다. 

   <주 가설 1>, <주 가설 2>, <주 가설 3>, <주 가설 4>에서는 각 문항

의 합산점수를 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을 계산하였다. 문항의 점수

가 높을수록 이방인에 대해 혐오적인 인식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여러 방법 중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 방식(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을 토대로 측정하는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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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 값은 .6 이

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성태제, 

2014).26) [표Ⅲ-2]의 신뢰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신

뢰도 계수는 .837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제노포비아 측정 문항의 구성

이방인에 대한 태도

하위 영역
문항 내용

설문지

문항

번호

Cronbach's 

α

정치적 측면

<사례1:이주외국인

출신 국회의원>

국적 인정, 정치활동 찬성,

국회의원직 박탈, 

정치적 포용

Ⅰ 

1～4

(3)

.897

경제적 측면

<사례2: 외국인노동자>

권리인정, 경제활동 찬성,

외국인노동자추방,

경제적포용

Ⅰ 

5～8

(7)

.880

사회적 측면

<사례3: 외국국적

동포의범죄>

민족인정, 사회활동 찬성,

외국 국적 동포 추방, 

사회적 포용

Ⅰ 

9～12

(11)

.837

문화적 측면

<사례4: 차도르착용>

문화 인정, 

이슬람 문화 유입 찬성, 

이슬람 문화 추방, 

문화 다양성 포용

Ⅰ 

13～16

(15)

.895

제노포비아 .920

※ 문항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 설문지> 참조. 문항은 역산 문항임. 

26) 일반적으로 Cronbach’ alpha 계수 값이 .8~.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6~.7이면

허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며, .6 이하이면 내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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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변인과 측정 도구

   (1) 사회지배성향

     <주 가설 1>과 관련해서는 ‘사회지배성향’을 독립변인으로 설정

하여 설문지 Ⅳ부(문항 Ⅳ－1～8)를 구성하였다. 사회지배성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을 측정하기 위해 Ho와 동료들(Ho et al., 

2015)이 타당화한 단축형 척도( )를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사

회지배성향은 유의한 상호상관을 가진 2개의 하위요인, 지배 요인

(SDO-Dominance: 이하 SDO-D)과 반평등주의 요인

(anti-egalitarianism, 이하 SDO-E)으로 나누어진다(Hindriks, 

Verkuyten, & Coenders, 2014). SDO-D 요인은 차별적인 사회적 위계

를 선호(우월집단의 지배를 옹호)하며 동시에 하위 집단을 향한 강압적

지배와 노골적 억압을 지지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 SDO-E 요인은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관계에서 평등을 반대하며, 사회 집단 간의 위계

적 구조를 약화시키는 사회정책이나 이념적 주장을 부정·거부하거나 기

피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한다(Ho et al., 2012; Jost & Thompson, 

2000). 

   Ho와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에 따른 민감도를 세밀히

구분하여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이 크지 않고 보

다 분명한 응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리커르트식 5점 척도(1=매우 아니

다, 5=매우 그렇다)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지배성향은 총 8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1번 문항부터 4번 문항까지는 SDO-D 요인과 관련이

있고, 5번 문항부터 8번 문항까지는 SDO-E 요인과 관련이 있다. 이 때

3, 4, 7, 8번 문항은 역채점한 후 5점 환산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SDO-D 

예시 문항은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은 상위에 있고 다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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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열등하다’등이다. SDO-E의 예시 문항은 ‘집단 간 평등이 우리 사회

의 주된 가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집단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

력하는 것은 부당하다’등이며,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을 측정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지배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집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 경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Ⅲ-3] 사회지배성향 측정 문항의 구성

사회지배성향의 하위요인 설문지 문항 번호 Cronbach's α

지배요인(SDO-D) Ⅳ-1, 2, 3, 4 .809

반평등주의 요인(SDO-E) Ⅳ-5, 6, 7, 8 .849

사회지배성향 .899

※ 문항은 역산 문항임.

   (2) 미디어 노출

   <주 가설 2>와 관련해서는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을 독립변인

으로 설정하여 설문지 Ⅲ부(문항 Ⅲ－1～4)를 구성하였다. 미디어의 범위

는 Flusser(1996/2001)의 논의를 참고하여‘TV 뉴스, TV 시사 프로그램

또는 생활 정보 프로그램, 신문, TV 드라마, 잡지 기사, 영화, 인터넷 커

뮤니티나 카페, 블로그, 소셜 미디어(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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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은 우선 ‘내용’을 기준으로‘긍정적 내용

에 대한 노출(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부정적 내용에 대한 노출(부정

적 미디어 노출)’로 구분하였다. 긍정적 내용의 사례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방인의 문화적·사회적 기여, 외국인 노동자의 봉사활동, 이방인

의 화목한 가정생활 등을 제시하였으며, 부정적 내용의 사례로는 이방인

에 의한 범죄, 불법 파업, 문화 충돌 등을 제시하였다.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은 황우념·이정기(2017) 등의 연구를 참고

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방인 관련 노출 정도’와 ‘이방인 관

련 미디어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에 의한 노출 정도’로 규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은 단순 노출뿐만 아니라, 수용자

가 관심을 기울여 미디어 내용에 노출되도록 하는 현상(관심에 의한 노

출)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오상화·나은영, 2002). 이에 전자는 우

충완·우형진(2014)을 참고하고, 후자는 허윤철·임영호(2014) 등을 참고

하여 다음의 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평소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자

주 이방인 관련 긍정적/부정적 내용을 접해 보셨습니까?”, “평소 미디

어에서 이방인 관련 긍정적/부정적 내용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항상

보는 편입니까?”를 5점 리커르트(1=거의 없다, 5=매우 자주 있다 / 1=전

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

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표 Ⅲ-4]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 측정 문항의 구성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 설문지 문항 번호 Cronbach's α

긍정적 미디어 노출 Ⅲ-1, 2 .713

부정적 미디어 노출 Ⅲ-3, 4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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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개 변인과 측정 도구

   <주 가설 3>, <주 가설 4>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 변

인으로 설정하여 설문지 Ⅱ부(문항 Ⅱ－1～14)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공감 능력을 복합적인 구성개념으로 정의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

공감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Jolliffe & Farrington, 2006). 

   공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반응지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이하 IRI)’척도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Davis(1980)는 인지적 공감(관점

취하기, 상상하기)과 정서적 공감(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측면을 반

영하여 네 개의 하위 척도를 개발하였다. ‘관점 취하기

(perspective-taking)’ 요인은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관점

이나 태도에서 이해해 보려는 능력이나 경향성을 측정한다. ‘상상하기

(fantasy)’ 요인은 영화·소설·희극 등 가상 상황에서 허구적인 인물의

느낌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전위시켜 보는 상상력을 측정한다.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요인은 타인지향적인 동정의 느낌과 불행한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향을 측정하며,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요인은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받는 상황을 보면 마음이 불편

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정도를 측정한다.

   Davis(1980)가 다차원적 관점(multidimension empathy model)에서 4개

의 공감 하위 척도를 개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일부 하위요인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지적 요소의 하위 척도인

‘상상하기’요인이 과연 진정한 공감을 측정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Baron-Cohen & Wheelwright, 2004)과 Davis(1983)가 실시한 IRI 타당화

연구에서 이전에 인지적 공감으로 분류하였던 ‘상상하기’가 인지적인

특성들보다 정의적 특성들과 높은 상관을 갖는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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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더불어 정의적 요소의 하위 척도 가운데 ‘개인적 고통’ 요

인이 과연 공감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Lawrence et al.,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IRI의 하위요인 중 공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상하기’와 ‘개인적

고통’ 요인 문항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공감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자신이 외집단 구성원이라 상상해보는 처치를 하는 ‘관점 취하

기’는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Galinsky & Moskowitz, 2000), 타인지향적인 느낌을 갖는 ‘공감적 관

심’은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제노포비아 태

도를 살펴보는 본 연구의 취지에 보다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공감의 하위

요인을 인지적 차원에서는 ‘관점 취하기’ 7문항, 정서적 차원에서는

‘공감적 관심’ 7문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르트식 5점 척도(1=매우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

정하였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방향성이 다른 문항(2, 5, 9, 12, 13번 문항)

은 역채점한 후 5점 환산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방인

에 대한 공감이 높게 유발되었음을 뜻한다. 

[표 Ⅲ-5] 이방인에 대한 공감 측정 문항의 구성

구분 설문지 문항 번호 Cronbach's α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Ⅱ-1, 2, 3, 4, 5, 6, 7 .833

정서적 공감

(공감적 관심)

Ⅱ-8, 9, 10, 11, 12, 13, 

14
.872

공감 .911

※ 

문항은 역산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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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제 변인과 측정 도구

   제노포비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현실에서의 이방인 직접 접

촉 경험’을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 인구통계학적 배경 변

인(학년, 성별, 종교 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아버지의 교육 수준)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설문지 Ⅴ부(문항 Ⅴ－1～7)를 구성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선행 경험에 해당하는 ‘현실에서의 이방인 접촉 경

험’은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lport(1954/1993)의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에 의하면 이방인 등

낯선 집단과의 직접 접촉 경험의 확대는 이질적 집단에 대한 이해를 넓

히고 편견을 줄여줌으로써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Amir(1969)는 특정 상황에서는 직접 접촉이 오히려 편견을 증가시킬 수

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긴장 상태일 때의 접촉은 이미 자신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편견

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Blalock(1967)의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도 이와 유사한 예측을 제시한다. 집단위협이론은 이방인

등 새로운 집단의 유입·접촉 증대는 기존 다수집단의 불안감을 유발하

고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황은영(2014)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과 일정 수준의 대화를 나

누거나 관계를 맺는 직접 접촉의 경우 제노포비아 정도를 낮추지만, 다

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가벼운 직접 접촉은 오히려

제노포비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

의 이방인 접촉 경험을 ‘접촉 및 대화’, ‘체류 및 여행’ 문항으로

구성하여 물어보았다.

  둘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친

다. Hjerm(2001), Coenders, Lubbers와 Scheepers(2005), 이자형·김경근

(2013) 등 다수연구들은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혹은 중상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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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이방인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개방적·포용적이며 이방

인 혐오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고

학력자 및 중상계층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이방인

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자원 압박이나 경쟁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여

이방인 유입에 대해 민감하지 않거나, 이국적인 것에 대한 선호 등 중상

계층의 성향이 표출된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이명진·최유

정·최샛별, 2010). 교육을 통해 사회적 평등이나 관용 등 진보적 인식을

습득할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고학력자들은 이방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

에 대한 수용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석하기도 한다(Scheepers, Gijsberts, & 

Hello, 2002). 또한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계층과 상관관계가 높아서 교

육 수준이 높은 경우 계층 사다리의 상층부에 위치할 개연성이 높다

(Espenshade & Hempsted, 1996). 이 경우 이방인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리그’의 자원·경쟁 시장에 있다고 인식하게 되고, 이는 이방인을 수용하

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더한다. 이에‘가정의 경제적 수준’

과 ‘아버지의 교육 수준’을 물어보았다.

   셋째, 제노포비아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

다. 대체로 자신과 다른 종교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이방인에 대한 거부

감이 강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다수연구들도 종교적 배타성이 다

문화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신동혁, 

2010; 홍태영, 2011). 한편, 종교단체들이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결혼

이주민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현실에서 동

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최정하·김영화, 2013) 종교 유무를 통제 변인으

로 선정하였다.

   끝으로, 이방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은 다수의 연구에

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이방인 혐오도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최정하·김영화, 2013; 김용신, 2014). 연령(학년)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방인 혐오도가 낮아진다는 연구들(Espenshade & 

Hempstead, 1996)이 다수 존재하는 한편 연령에 따라 역전되는 현상(원

숙연, 2019)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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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을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3. 분석 방법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Ver. 23.0) 및

SPSS PROCESS Macro(Ver. 3.3)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 처리하였다.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고,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년, 성별, 

종교 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아버지의 교육 수준, 거주 이방인 직접

접촉 경험 여부, 외국 체류 경험 여부 등에 대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항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계수가 .6보다 크면 내적 일관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주가설 1>, <주가설 2>와 관련해서는 사회지배성향, 긍정적 미

디어 노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변인별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는 VIF(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

등을 산출하여 진단하였다. 

   연구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Y=f(사회지배성향, 미디어 노출)의 기본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제 변인들을 공변량으로 일괄투입(enter)

하여 혼란 요인을 통제하였다. 통제 변인 가운데 범주 변인의 속성을 갖

는 성별, 종교 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아버지의 교육 수준, 이방인

직접 접촉 경험 여부, 외국 체류 경험 여부는 더미(dummy) 처리하였다. 

<주가설 1>, <주가설 2>는 다중 회귀분석 결과의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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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 사회지배성향

      : 긍정적 미디어 노출

      : 부정적 미디어 노출

      : 학년

      : 성(여자=1)

      : 종교 유무(있음=1)

      : 가정의 경제적 수준(중상 이상=1)

      : 아버지의 교육 수준(대졸 이상=1)

      : 이방인 직접접촉 경험 여부(있음=1)

      : 외국 체류 경험 여부(있음=1)

      : 오차항

   <주가설 3>, <주가설 4>와 관련해서는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회귀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

개 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효과

분해를 수행하였다. 동시에 매개효과의 검증을 좀 더 엄격히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Hayes와 Preacher(2014)가 고안한 SPSS PROCESS Macro 프

로그램(Ver. 3.3)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해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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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검증 방식은 몇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검정한 후

에 매개변인을 추가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간접효과를 검정하기

때문에 계수에 약간의 감소만으로도 유의도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실

제로는 매개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개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가 있을 경우에도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Preacher & Hayes, 

2004).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Sobel(1982)이 제안한 소벨 검정

(Sobel test)이다. 소벨 검정은 간접효과를 통해 매개 효과 여부를 판단하

여 Baron과 Kenny의 방법보다 엄격하고, 간접효과 크기를 계산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간접효과의 크기가 정규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규분포가 아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

며, 표본이 작을 경우 이러한 가정에 위배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27)

   Hayes(2013/2015)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

법을 제안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소벨 검정과는 달리 표본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비정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고,28) 검정력도 높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매개효과 유

의도 검증에서 가끔 소벨 검정과 부트스트래핑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벨 검정보다는 부트스트래핑 결과를 참

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Cheung & Lau, 2008)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추가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7) 간접효과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에 표준오차를 사용한 소벨 검정(Z 검

증)을 실시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28)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면 비대칭적인 신뢰 한계들을 제공해 주므로, 간접

효과의 표집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을 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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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분석할 표본을 기준으로 표본을 재추출

(resampling)하는 방법이다. 원자료 내의 관찰치들이 반복적으로 복원 재

추출되며, 표본별로 분석을 진행한 후 다시 결합하여 최종 통계량을 계

산한다. Shrout와 Bolger(2002)는 매개효과는 정상성을 따른다고 보장하

기 어렵기 때문에 원자료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5,000개의 부트스트

래핑 자료 표본을 모수 추정에 사용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반복 횟수를 5,000번으

로 지정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29) 즉 5,000개의

부트스트래핑 표본을 생산하여 매개효과의 추정치가 편의수정 부트스트

랩 신뢰구간(Bias-Corrected Bootstrap CI)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영

가설에서 설정한 값인 0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신뢰구간 사

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유의도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29)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일반적으로 5,000개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본다(Hayes, 

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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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연구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지배성향과 이방인 관련 긍정적·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사이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

펴보았다. 우선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주요 변인의 상관 분석 및 기술

통계 결과를 살펴보고,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연구 대상의 특성은 [표 Ⅳ-1]과 같다.30) 학년 분

포는 중학교 1학년 25.1%(103명), 중학교 2학년 25.6%(105명), 중학교 3학

년 24.4%(100명), 고등학교 1학년 24.9%(102명)로 구성되었다. 성별에 있

어서는 남학생이 51.7%(212명), 여학생이 48.3%(198명)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 대상이 성별 및 학년별로 비교적 고르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47.1%(193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신

의 가정 상황을 중상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 수준

을 살펴보면, 87.9%(36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아버지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체류 및 여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86.6%(355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

고 있는 이방인과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76.8%(315명)로 높게 나타

났다.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방인과의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비교

적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30) 백분율(%) 결과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합계가 100.0%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는 반올림 오차(rounding error)가 나타날 수 있

으나, 실제로는 오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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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학년

중1 103 25.1

중2 105 25.6

중3 100 24.4

고1 102 24.9

성별
남 212 51.7

여 198 48.3

종교 유무
있음 158 38.5

없음 252 61.5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하층 22 5.4

중층 195 47.6

중상층 163 39.8

상층 30 7.3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5 1.2

고졸 45 11.0

대졸 263 64.2

대학원졸 97 23.7

거주 이방인과의

접촉 경험

없음 95 23.2

있음 315 76.8

외국 체류 경험

없음 55 13.4

여행 250 61.0

체류·거주 105 25.6

계 410 100.0

2. 주요 변인의 기술적 특징

   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변수 간 관련성 및 그 강도의

대체적 윤곽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Ⅳ-2]와 같다. 가설 관련 주요 변수들 간에는 부정적 미디어 노

출과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 구체적으로 종속변인인 제노포비아와 독립변인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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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배성향(r=.824, p<.01)은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제노포비아와 부정적 미디어 노출(r=.169, p<.01)은 상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노포비아와 긍정적 미디어 노출(r=-.484, p<.01)은 부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인 제노포비아와 매개변인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r=-.826, p<.01)은 부적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회귀분석을 수행함에 앞서 다중공선성 검증이 필요하다. 다중공선성

이 발생하는 경우 회귀계수의 신뢰성(reliability)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

다. 모형에 다수의 독립변인이 포함될수록 독립변인이 다른 독립변인들

의 선형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형특정화

(model specification)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길곤, 2014). 다중공선

성을 진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VIF(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 값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Hocking & Pendleton, 198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점검하

기 위해 VIF 값과 공차한계 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VIF 값이 모두

1~3 범위 사이의 수치를 보여 10보다 현저하게 작게 나타났으며, 공차한

계 값도 .1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분석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분석 결과를 [표 Ⅳ-2]

에서 살펴보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는 5점 환산 평균 점수로 볼 때

2.49(SD=.769)로 중앙값인 3점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방

인에 대한 공감의 경우 5점 환산 평균 점수는 3.68(SD=.756)로 중앙값 이

상인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은 부

정적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노출(M=2.98, SD=.862)보다는 긍정적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노출(M=3.06, SD=.881)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은 성태제(2014)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80~1.00일

때는 ‘상관이 매우 높다’, ±.60~.80일 때는 ‘상관이 높다’, ±.40~.60일 때는

‘상관이 있다’, ±.20~.40일 때는 ‘상관이 낮다’, ±.00~.20일 때는 ‘상관이 매

우 낮다’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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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인의 정규 분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

였다. 그 결과 기준값인 왜도 ±2 이하, 첨도 ±7 이하의 기준(West, 

Finch, & Curran, 1995)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이 충족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표 Ⅳ-2]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제노포비아 1

2.사회지배성향 .824** 1

3.긍정적

  미디어 노출
-.484** -.418** 1

4.부정적

  미디어 노출
.169** .171** .345** 1

5.이방인에

  대한 공감
-.826** -.792** .556** -.094 1

6.학년 .154** .053 -.072 .174** -.167** 1

7.성별 -.115* -.134** .084 .056 .113* -.018 1

8.종교 유무 -.007 -.022 .042 .014 .014 -.007 .007 1

9.경제 수준 -.035 -.003 .039 -.030 .049 -.173** -.090 .016 1

10.아버지학력 -.009 -.017 .045 .032 -.010 -.030 -.013 .076 .110* 1

11.이방인

   접촉 경험
-.073 .023 .186** .039 .073 -.057 -.117* .123* .084 .023 1

12.외국

   체류 경험
.002 .005 .021 -.049 .005 -.032 .008 .018 .185** .259** .039

M 2.49 2.21 3.06 2.98 3.68

SD .769 .831 .881 .862 .756

왜도 .574 .663 -.222 -.186 -.721

첨도 -.455 -.524 -.324 -.404 -.307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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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지배성향 및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주가설 1>, <주가설 2> 학생들의 사회지배성향 및 이방인 관련 미

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지배성향, 긍정적 미디어 노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을 독립변인으로, 제노포비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년, 성별, 종교 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아버지의 교육 수준, 이방인

접촉 경험, 외국 체류 경험 등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

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일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Ⅳ-3]과 같다.

   설정된 회귀모델이 제노포비아를 설명하는 정도()는 72.5%였으

며, 모델 전체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5.295, p=.000). 따라서 이 회귀모델은 제노포비아를 예측

하는 데 양호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1.022~1.666 범위 사이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 조건이 만족된다.32) 그러므로 이 회귀모델은 통계적 가

정을 충족하고 있다.

   먼저 <주가설 1>을 살펴보면, 사회지배성향은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수준에서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모든 변인의 값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 사회지배성향이 1단위 높아지면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는 .662 

32) Durbin-Watson 지수는 오차항 간 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 여부로 회귀계수에

대한 검증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Durbin-Watson 지수가 0에 가까우면 양의

자기 상관(positive autocorrelation), 4에 가까우면 음의 자기 상관(negative 

autocorrelation), 2에 가까울수록 자기 상관이 없어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

적인 경우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이일현, 2014: 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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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662, p=.000). 따라서 <주가설

1> ‘중·고등학생의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는 채택되었다.

[표 Ⅳ-3]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에 따른 제노포비아 변화 회귀분석

변인 B SE β t p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상수) 1.156 .145 7.976 .000

사회지배성향 .662 .029 .715 22.599 .000*** .687 1.455

긍정적 미디어 노출 -.180 .030 -.206 -6.097 .000*** .600 1.666

부정적 미디어 노출 .096 .028 .107 3.452 .001** .713 1.402

학년 .054 .019 .078 2.845 .005** .919 1.089

성별(여=1) -.020 .041 -.013 -.491 .624 .952 1.051

종교유무(있음=1) .036 .042 .023 .863 .389 .979 1.022

경제수준(중상이상=1) -.012 .042 -.008 -.292 .771 .922 1.085

부학력(대졸이상=1) .021 .063 .009 .333 .739 .921 1.086

이방인접촉경험(있음=1) -.087 .044 -.054 -1.985 .048* .916 1.091

외국체류경험(있음=1) .026 .062 .011 .412 .681 .902 1.108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852 .725 .718 .408 1.457

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회귀모형 175.476 10 17.548 105.295 .000***

잔차 66.494 399 .167

전체 241.971 40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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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주가설 2>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이 학생들의 제노포비

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p<.001 수준에서 회귀계수로 볼 때 다

른 모든 변인이 동일하다면, 이방인과 관련된 ‘긍정적 미디어’ 메시지

에 1단위 더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는 .180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B=-.180, 

p=.000). 이에 <가설 2-1>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

록 제노포비아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p<.01 수준에서 학생들의 제노

포비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

귀계수로 미루어 보아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이방인과 관련된 부정적 미

디어에 1단위 더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가 .096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096, p=.001). 이에 <가설 2-2>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는 채

택되었다.

   이 밖에, p<.01 수준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제노포비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54, p=.005). p<.05 수준에서 이방인과의 직접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직접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제노포비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087, p=.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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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 효과

   사회지배성향·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

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방식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것으로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그림 Ⅳ-1] 참조). 

a b

c

c′

<매개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

<독립변인>

∙ 사회지배성향

∙ 긍정적 미디어 노출

∙ 부정적 미디어 노출

<종속변인>

제노포비아

[그림 Ⅳ-1] 매개효과 분석모형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지(a가 유의함) 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을 제외하고 독

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c가 유의함) 분석한다. 마

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b와 c′가 유의함) 살펴본다. 이상의 세 가지 조

건을 충족하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총 효과(c)를 직접

효과(c′)와 간접효과(a×b)로 분해할 수 있다. 이 때 총 효과는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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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종속변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c′)와 독립변인이 매개변

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a×b)의 합이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의 역할에 따라 완전 매개효과와 부분 매개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3단계 분석 결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면서(b가 유의함)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지는 경우(c′가 유의하지 않음)에는 완전매개 효과(completely 

mediate)가 있다고 본다. 반면 매개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독립

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만 2단계에서보다 회귀계수의 영향력이

감소(c′가 유의하지만 c보다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우는 부분매개 효

과(partially mediate)가 있다고 본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좀 더 엄격히 하기 위해 Hayes와 Preacher(2014)가

고안한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a×b)의 통계적 유의성을

재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Baron과 Kenny(1986)의 분석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로 인한 오해석-예를 들면 세 단계의 검증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 등-을 방지해줄 수 있다. 또한

한 번의 검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므로 매개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해줄 수 있다. 

   이에 SPSS PROCESS Macro(Ver. 3.3)의 단순 매개 모델 4(the Simple 

Mediation 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

의 Model 4는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의 경로계수를 측정하여 매

개변인의 간접효과를 검증한다. 매개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으로 재추출된 표본의 수는 5,000개로 지정하였다. 편의수

정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 내에서 간접효과 상한값(ULCI)과 하한값

(LLCI)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유의도 .05 수준에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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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주가설 3>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

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Ⅳ-4]와 같다.

[표 Ⅳ-4]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종속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

종속변인:

제노포비아

종속변인: 

제노포비아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학년 -.117 -3.894*** .103 3.703*** .052 2.085*

성별 .017 .569 -.014 -.517 -.007 -.283

종교유무 -.013 -.427 .023 .821 .017 .702

경제수준 .023 .742 -.010 -.361 .000 -.015

부학력 -.031 -1.024 .009 .308 -.005 -.193

접촉경험 .086 2.871** -.089 -3.194** -.052 -2.069*

체류경험 .006 .189 .004 .142 .007 .260

독립

변인

사회지배

성향
-.787 -26.419*** .819 29.596*** .477 11.760***

매개

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

-.435 -10.602***

R(adj R) .652(.645) .699(.693) .765(.760)

F 94.017*** 116.601*** 144.925***

VIF 1.022~1.103 1.022~1.103 1.022~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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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독립변인→매개변인)에서 학년, 성별, 종교 유무 등을 통제하고

사회지배성향을 독립변인에, 매개변인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종속변인에



- 97 -

투입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65.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F=94.017, p<.001).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지배성향

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787, 

p<.001) 사회지배성향이 강할수록 이방인에 대한 공감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2단계(독립변인→종속변인)에서는 독립변인인 사회지배성

향이 종속변인인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모델은 69.9%

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16.601, p<.001).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819, p<.001) 사회지배성향이 강할수록 제노

포비아가 심화됨을 보여준다. 3단계(독립/매개변인→종속변인)에서는 이방

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사회지배성향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델의 설명력은 76.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F=144.925, p<.001). 사회지배성향(β=.477, p<.001)과이

방인에 대한 공감(β=-.435, p<.001) 모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제노포비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2단계에서 유의하였던 사회지배성향의 영향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819→β=.477). 따라서 사회지배성향과 제

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

시에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제노포비아에 간접적인 영

향력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의 간접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재검증하

였다. 사회지배성향, 이방인에 대한 공감, 제노포비아의 관계에 대한 효

과성을 분해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도출된 간접효과 계수는 .317이었으며 간접효과 하한

값(LLCI)은 .235, 상한값(ULCI)은 .397로 나타났다. 편의수정 부트스트래

핑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지배성향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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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포비아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수준 p<.05에

서 유의미한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사회지배성

향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주가설 3>을 채

택하였다.

[표 Ⅳ-5]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 사회지배성향

경로

제노포비아 결과

직접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간접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총 효과

비표준계수

(LLCI~ULCI)

사회지배성향

→이방인에 대한 공감

→제노포비아

.441

(.367~.515)

.317

(.235~.397)

.758

(.708~.808)

유의수준: 5%, 부트스트래핑 샘플 수: 5,000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고등학생들의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

비아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Ⅳ-2]와 같다. 예측 변인이 준거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회

귀계수 β 값으로 표시하였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

사회지배성향 제노포비아

-.787*** -.435***

.819***

(.477***)

[그림 Ⅳ-2]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공감의 부분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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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가설 4-1>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

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표 Ⅳ-6]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종속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

종속변인:

제노포비아

종속변인: 

제노포비아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학년 -.126 -3.037** .118 2.698** .017 .593

성별 .062 1.505 -.072 -1.648 -.022 -.774

종교유무 -.004 -.086 .012 .272 .009 .317

경제수준 .018 .432 -.008 -.170 .007 .244

부학력 -.037 -.874 .011 .247 -.019 -.640

접촉경험 -.029 -.682 .012 .267 -.011 -.386

체류경험 -.003 -.077 .014 .307 .011 .381

독립

변인

긍정적

미디어노출
.548 13.084*** -.473 -10.682*** -.033 -.954

매개

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

-.803 -23.367***

R(adj R) .332(.319) .255(.240) .685(.678)

F 24.925*** 17.132*** 96.593***

VIF 1.022~1.102 1.022~1.102 1.022~1.504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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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긍정적 미디어 노출이 매개변인인 이방인에 대

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33.2%로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4.925, p<.001). 다른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긍정적 미디어 노출이 이방인에 대한 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548, p<.001) 긍정적 미디어 노출이 많을수록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2단계에서 모델은 25.5%

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7.132, p<.001).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73, p<.001). 3단계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긍정적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델의 설명력은 68.5%로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F=96.593, p<.001).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β=-.033, p>.05),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제노포비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803, p<.001).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

에 대한 공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3단계에서 매개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독립변인(긍정적 미디

어 노출)은 2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있지만, 3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졌다. 따라서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

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방

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 경험은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제노포비

아에 간접적으로만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방인과 관련된 긍정적 미

디어 노출이 많을수록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높아지고,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높을수록 제노포비아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유의미한 매개 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

트래핑을 활용하여 재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도출된

간접효과 계수는 -.384였으며 간접효과 하한값(LLCI)은 -.447, 상한값(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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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23으로 나타났다. 편의수정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

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이

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미한 것을 검증

하였다.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가설 4-1>을 채택하였다. 

[표 Ⅳ-7]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 긍정적 미디어 노출

경로

제노포비아 결과

직접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간접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총 효과

비표준계수

(LLCI~ULCI)

긍정적 미디어 노출

→이방인에 대한 공감

→제노포비아

-.028

(-.087~.030)

-.384

(-.447~-.323)

-.412

(-.488~-.336)

유의수준: 5%, 부트스트래핑 샘플 수: 5,000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관계에

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완전매개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Ⅳ-3]과 같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

긍정적 미디어 노출 제노포비아

.548*** -.803***

-.473***

(-.033)

*실선은 유의미한 영향,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나타냄.

[그림Ⅳ-3] 긍정적미디어노출과제노포비아의관계에서공감의완전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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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가설 4-2>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

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Ⅳ-8]과 같다. 

[표 Ⅳ-8]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종속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

종속변인:

제노포비아

종속변인: 

제노포비아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학년 -.142 -2.828** .115 2.313* .000 -.007

성별 .127 2.575* -.134 -2.744** -.031 -1.096

종교유무 .004 .089 .005 .094 .008 .291

경제수준 .030 .584 -.018 -.359 .006 .209

부학력 -.013 -.248 -.015 -.296 -.025 -.869

접촉경험 .080 1.619 -.088 -1.779 -.022 -.786

체류경험 -.010 -.186 .025 .491 .017 .588

독립

변인

부정적

미디어노출
-.078 -1.576 .161 3.271** .098 3.439**

매개

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

-.813 -28.563***

R(adj R) .053(.034) .068(.049) .693(.686)

F 2.796** 3.630*** 100.432***

VIF 1.021~1.106 1.021~1.106 1.021~1.10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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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에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을 독립변인에,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종속변인에 투입하였다. 모델은 5.3%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F=2.796, p<.01). 분석 결과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78, p>.05). 2단계에서는 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6.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630, p<.001).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161, p<.01). 3단계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

하여 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

델의 설명력은 69.3%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00.432, 

p<.001). 부정적 미디어 노출(β=.098, p<.01)과 이방인에 대한 공감(β

=-.813, p<.001)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제노포비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1단계에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기에 추가 분

석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제

노포비아의 부정적 미디어 노출에 대한 매개변인으로서의 기준을 만족시

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재검

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표 Ⅳ-9]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 부정적 미디어 노출

경로

제노포비아 결과

직접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간접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총 효과

비표준계수

(LLCI~ULCI)

부정적 미디어 노출

→이방인에 대한 공감

→제노포비아

.087

(.037~.136)

.056

(-.018~.135)

.143

(.057~.230)

유의수준: 5%, 부트스트래핑 샘플 수: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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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된 간접효과 계수는 .056이었으며 간접효과 하한값(LLCI)은 -.018, 

상한값(ULCI)은 .135로 나타났다. 편의수정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없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설 4-2>를 기각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

리하면 [그림 Ⅳ-4]와 같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

부정적 미디어 노출 제노포비아

-.078 -.813***

.161**

(.098**)

*실선은 유의미한 영향,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나타냄.

[그림Ⅳ-4] 부정적미디어노출과제노포비아관계에서공감의매개효과분석결과



- 105 -

Ⅴ. 결론

   다문화사회로의 진행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 문제

는 향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방인 혐오

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다양한 이방인 집단들과의 공존을 위해 인

간 존중, 타인 배려 등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다문화사회에 필수적인 민

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주류집단 학

생들이 이방인에게 보이는 혐오적 태도인 제노포비아에 관심을 두게 되었

다.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나 행동을 규제

(regulation)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차별적 태도인 제노포비아 그 자체이며, 그에 대한 교육적 해결방안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심리적·구조적 요인들에서 모색해야 한다. 이에 심

리학 및 사회학과 사회과교육의 통섭적 접근을 통하여 학생들의 제노포

비아적 태도 형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발견 결과를 바탕

으로 사회과교육에의 시사점을 논의한 후,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대한 사회지배성향

및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사회지배성향·미디

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



- 106 -

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도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고등

학교 1학년 학생 420명을 편의 표집한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

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1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Ver. 23.0) 및 SPSS 

PROCESS Macro(Ver. 3.3)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사회지배성향·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학년, 성별, 사회·경제적 변수 등을 통제하고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검증 절차

와 함께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사회지배성향은 제노

포비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B=.662, p<.001). 둘째,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

에 부(-)적인 영향(B=-.180, p<.001)을 미치는 반면,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에 정(+)적인 영향(B=.096, p<.01)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β=-.206, p<.001)은 부

정적 미디어 노출(β=.107, p<.01)보다 제노포비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부분 매

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간접효과 비표준 계수: .317, 편의수정 부트스트

래핑 신뢰구간: .235~.397).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

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는 긍정적/부정적 미디어 노출이냐에 따라 매

개효과 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경

우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간접효과 비표준 계수: -.384, 편의수정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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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23). 그러나,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

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 비표준 계수: .056, 편의수정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018~.135). 이상에서 제시한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Ⅴ-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Ⅴ-1] 연구 가설 검증 결과

가설 내용
가설

채택여부

주가설1
중·고등학생의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주가설2 미디어 노출은 중·고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

노포비아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2-2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

노포비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주가설3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사회지배성

향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부분매개)

주가설4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

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4-1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완전매개)

4-2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매개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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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구 결과들을 통해 그 의미 및 사회과교육에의 시사점을 논의

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한 제

노포비아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지배성향이 이민자, 외국인, 난민, 소

수민족 등에 대한 일반화된 편견과 박해의 강력한 예측자임을 증명한 선

행연구의 결과(Sidanius & Pratto, 2001; Altemeyer, 2004; Thomsen, 

Green, & Sidanius, 2008)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

적·심리적 특성인 사회지배성향이 제노포비아와 관련 있다는 것은 교육

정책 등 위로부터의 하향식(top down) 변화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

치관·신념 등 저변에서부터의(bottom up) 태도 변화가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노포비아 해소를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가치교육을

강조하는 사회과교육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

들이 자신의 심리적 성향을 성찰하게 하는 가치 교육적 방법, 사회지배성

향으로 인한 이방인 혐오를 극복하는 자기 내면의 양심과 정의의 목소리

를 권장하는 가치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학생들의 사회지배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 존중과 보편

인권’을 강조하는 현재의 시민성교육 및 다문화 교육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사회지배성향은 자기 고양 가치로서 위계질서와 권력을 중

요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 

반면, 인간 존중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초월 가치로서 평등·사회 정의

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이방인에 대해 보다 평등한 태도를 취하도록 한다

(Schwartz, 1992). 그러므로 제노포비아 해결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가치교

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지배성향이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혐오의 원인이 단순히 ‘주류집단’과 ‘이방인(비주류 집단)’ 

사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을 집단

적 ‘우리’에서 고립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이 유발하는

이방인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류집단끼리의 폐쇄적이고‘강한 연

대(strong ties)’의 ‘우리’가 아니라 주류집단과 이방인 사이의 ‘느슨



- 109 -

한 연대(weak ties)’의 ‘우리’를 교육과정 안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있

다.33) 이 때 ‘느슨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과 허술하거나 피상

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진 관

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라는 범주가 우리 사회의 이방인

을 포함하게 될 때 폐쇄적 맥락에서 벗어나 ‘인간 대 인간’으로 이방

인을 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지배성향에서 벗어나 시민으로서 보편

적인 권리를 대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제노포비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다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이방인을 자신들의 권력 및 이익 추구

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과 다문화교육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공략하는 설득 메시지를 활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방인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규범적 메

시지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회과 다문화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방인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34)가 교육과정 안에서 제시될 때 사회지배

33) 사회 연결망 이론(network theory)에서 강조하고 있는 약한 연대의 중요성은

Granovetter(1983)에 의해 제기되었다. 비슷한 주류집단끼리의 강한 연대는 그 속성

상 특정 집단 내부에만 응집하는 폐쇄성을 가질 경향이 있고, 특정 가치나 인종·민

족 등에 따라 우열 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방인 등과 지나치게 경계를

두게 하여 사회를 발전시킬 새로움을 공유하기 힘들게 한다. 그에 비해 느슨한 관계

인 약한 연대에서는 강한 연대보다 정보 전달력이 높고, 나와 다른 이방인에게서 성

장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Granovetter(1983)는 강한 연

대와 약한 연대 모두 정보 교환 역할을 수행하지만, 약한 연대가 더 의미 있다고 주

장하였다.

34) 2050년경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21.3%에 이

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박영숙·Glenn, 2016).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

될 경우 우리 사회가 이방인을 거부하고 반감을 가진다면 경제활동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 저하 등 발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조세현(2012)은 외국인

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경제적·비경제적 측면 포함)을 분석한 결과 비용보

다는 편익이 크고, 순편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110 -

성향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메시지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은 이

방인에 대한 혐오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보편적 결과(최정하·김영화, 

2013; Seate & Mastro, 2016)가 도출되었다. 이는 간접접촉 이론 중 의사

사회 접촉가설(parasocial contact hypothesis)의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방인과의 직접 접촉 또한 제노포비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Allport, 1954/1993; Pettigrew & Tropp, 2006). 그러나 이방인과 직

접 접촉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학생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직접 접촉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이방인에 대해 이

미 심한 편견이나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이

나 상호작용 자체를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Tredoux & Finchhilescu, 

2007). 이처럼 직접 접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방인에 대

한 긍정적 미디어 노출을 활용하여 향후 이방인과의 접촉에 대한 긍정적

인 기대를 촉진하거나 제노포비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셋째, 이방인과 관련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많을수록 제노포비아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설의 배경이 되는 선행연구의 결과

(가상준·김재신·임재형, 2014; 우충완·우형진, 2014)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배양가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방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미디어는 그것을 보는 주류집단 성원들로 하여금 이방인 혐오를 증가시

킬 수 있다. 부정적 미디어 노출로 인한 제노포비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까

닭은 이방인 혐오가 이방인과의 실제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갈등과 충돌

의 경험에서 발원한 것이기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담론으로 형성

된 일종의 ‘사회적 상상력’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한건수, 

2012). 만일 나비가 사는 곳이 더러운 하수도라면 나비도 쥐처럼 사람들

이 혐오하는 동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처럼, 미디어에서 나쁜 역할

및 불쾌한 메시지 등으로 재현된 이방인은 주류집단 학생들에게 혐오적

조건이 형성되어 제노포비아를 강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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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에서 사회과다문화교육에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 결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이미나, 201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학습 과정’35)을 말

한다(Buckingham, 2004). 이를 제노포비아와 연관 지으면, 이방인 관련

미디어 메시지의 편향된 재현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고’ 논의하는 경험이 사회과 다문화 교육 안에서 형성될 필요성이

있다. 한발 더 나아가서는 제노포비아 해소를 위해 미디어 메시지를 ‘쓰

는(제작할 수 있는)’교육까지 포함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예컨대 국

내 거주 이방인들의 삶을 조명하거나, 해외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

는 한국인들을 조명하는 미디어 메시지 제작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β=.107, p<.01)보다 긍정적 미

디어 노출(β=-.206, p<.001)이 제노포비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

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미디어는 대개 그 속성상 자극적·부정적·

폭력적인 것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적·긍정적·사회 통합적 기

능을 함께 제공한다. 본 연구와 같이 연구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이

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보다는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경험이 더 많

을 수 있다. 부정적 미디어 메시지에 대해서 교육적·사회적으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방인 관련 영향을 받는 주체가 주로

‘학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미디어 메시지에 노출될 확

률이 높다(정의철·이창호, 2007; 원숙경, 2014). 본 연구에서도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M=2.98)보다는 긍정적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노출(M=3.06)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긍정적 미

디어 노출의 영향력이 부정적 노출의 영향력보다 크게 나타났으리라 짐

작해볼 수 있다. 

3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읽는다’는 것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성

찰의 능력을 말하고, ‘쓴다’는 것은 미디어 텍스트를 자신의 의도대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미나, 2015: 143). 



- 112 -

   동시에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이 부정적 노출의 영향력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사회과교육에 희망적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Fredrickson과 Losada(2005)는 1개의 부정적 경험은 2.9개의 긍정적 경험이

있어야 상쇄될 수 있다는 로사다 비율(Losada ratio)36)을 주장했다. 이를

고려하면 학교 안 사회과 교육을 통한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확대는 학교 밖 부정적 미디어 노출의 경험을 상쇄하고, 제노포비아를

완화하는데 일정 역할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발견 결과로 미디어는 이방인 문제를 선택하고 재현하는 기

능을 통해 제노포비아의 감소와 확대라는 양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

요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제노포비아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

과 다문화 교육 안에서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확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결합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

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

선,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이방인에 대한 공감에도 영향을 주고 다시 공감이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이 제노포

비아가 높게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잘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공감하는 대상인 이방인에게 편파적인 시선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같은 집단의 일원이 아닌’ 사람

들에게는 평균적으로 덜 공감한다는 선행연구(Krebs, 1975; Lamm, 

Meltzoff, & Decety, 2010)가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사회지배성향이

36) Fredrickson과 Losada(2005)는 성공한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칭찬과 긍정이

부정보다 많음(긍정 2.9 : 부정 1)을 밝혔다. 이를 ‘로사다 비율’이라 부른다. 비율

도출 과정에 수학적·통계적 오류가 있다는 비판도 받았으나, “긍정이 성공에 실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긍정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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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학생들은 자신의 내집단 편을 들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공감

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이로 인해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공감이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편들

기를 통해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

음을 보여준다(Prinz, 2011). 이러한 결과는 공감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

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감 관련 연구들에서 간과해 온 공감의 한계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적 완충과정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방인에 대한 공감(매개요인)이 없어지면 긍정적 미디어 노출(독립변

인)이 제노포비아(종속변인) 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

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노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

적 미디어 노출의 효과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정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함양하는 교육

과 다문화교육이 연관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제노포비아 해결을 기대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끝으로,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

한 공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수락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중·고등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정적 미디어 노출의 정도가

적어 이방인에 대한 공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거나, 혹은 이를 압도할

만큼 효과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효하지 않

았으리라고 추정해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학

생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학

생들이 이방인에 대한 공감 정도를 그대로 나타내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

인 태도를 보이려는 의도와 노력이 반영된 것(Dunton & Fazio, 1997)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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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공감의 어두운 면과 밝

은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제노포비아 해결을 위한 사회과 다

문화교육에 ‘공감 교육’ 접목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시사할 수 있

다. 이방인을 포용하는 역지사지의 진정성 등 공감 교육이 수반된 다문화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다. 아울러 다문화 공감 교육에서는 제노포비아와 관

련된 ‘공감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사회지배성향과 관련된 공감의 내집단편향을 인식하게 되면 유

사성이라는 관계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으로까지 공감이 확장되도록 할

수 있다. 주류집단에 지나치게 공감하면 오히려 이방인 혐오가 조장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게 할 수도 있다. 공감의 한계를 이해하게 되면, 공

감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우며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

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감의 태도를 당위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자

신의 삶의 가치로서 교육과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함을 강조

할 수 있다. 이렇듯 다문화 공감 교육은 이방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함

께 느끼는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공감이 왜곡되고 과장되는지의 문제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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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제노포비아 유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

닌다. 본 연구의 결과와 연구 방법상의 한계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제노포비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도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

였다. 서울·경기도 지역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고 다양한 배경을 가

진 외국인이 거주하지만,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 등에 비하여 외국인의

학력이나 소득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행정안전부, 2019). 지역에 따라 거

주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러한 차이는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청소년의 다문화 관련 태도 연구에 따르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

(McKown, 2005), 지역사회 내 외국인의 수(다문화 밀접지역 거주 여부)

(한윤선·김부경·전수아, 2014)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적 범위를 넓히거나 혹은 지역에 따른 제노포비아 양상

의 차이를 파악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 변화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관찰

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제노포비아 변화 양상 및 변인들 간 인과 관계

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였으면 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조사함에 있어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인과 관계 추론에 한계

가 있다. 향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보다 장기적인 기간을

바탕으로 한 종단 연구가 실시된다면 각 연령 또는 학년에 적합한 제노

포비아 인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이방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출신국,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 종교, 인종,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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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원숙연, 2019).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의 영향 관계가 인종·

국적별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노포비아

양상 정도는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노포비아 양상은 다

층성(multi-layered perspectives)을 띨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이방인’ 또는 ‘외국인 등’으로 통칭하였기에

그 개별적인 영향력까지는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이러한 요인을 세분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인 집단의 구체적 구분은 학생들이 각 이방인 집단마다 같거나 혹은

다르게 느끼는 제노포비아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노포비아 해소를 위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제노포비아가 달라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서 미디어

종류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막대한 양의 이방인 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음을 고려하

면, 앞으로 제노포비아와 관련해 뉴 미디어의 영향이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2016). 특히 소셜 미디어(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과 소통을 증대시켜 개인의 견해를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필

터 버블(filter bubble)’현상37)을 유발하여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행해진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

등 젊은 세대의 제노포비아 및 증오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

로 밝혀졌다(Bursztyn, Egorov, Enikolopov, & Petrova, 2019). 텔레비전, 

37) 필터 버블은 대형 인터넷 정보기술(IT) 업체가 이용자의 성향, 관심사에 맞춰 필

터링된 정보만을 제공하여 비슷한 성향 이용자를 하나의 버블 안에 가두는 현상

을 뜻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 보고 싶은 뉴스 등만 보게 되면서 다양한 정

보를 접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열린 정보의 초원’이 아닌 ‘내가 원하는

정보의 성벽’ 안에서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Paris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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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는 시민성 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지만, 소셜 미디어는 오히려 관

용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금희조(2011)의 연구도 눈여겨볼 만

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뉴미디어에 주목하여 미디어의 종류에 따

른 제노포비아의 영향력을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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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nophobia, which refers to a hatred and fear of strangers or 

foreigners, is a social issue to be addressed and resolved for mature 

multicultural society. Concurrently, it is an essential qualification for a 

democratic citizenship in multicultural society to contemplate upon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strangers which can surface in case 

of encounters as well as to seek after the ways for a peaceful 

coexiste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d on the xenophobia amo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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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lving xenophobia among students is not simple as to merely 

restraining expressions nor behaviors of hatred towards strangers. The 

problem lies in the discriminatory attitudes from xenophobia itself, and 

an educational solution should stem from examining the psychological 

and structural factors that are used for rationalization. Therefore, this 

study used social dominance theory to take a closer look at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tendency to have a desire to control 

out-groups, to address it as the root cause of xenophobia. Based on 

cultivation hypothesis, this study focuses on the media exposure that 

negatively and violently representing strangers as an intensifying factor 

of xenophobia. Further, grounding upon limitation of empathy, this 

study inferred that the xenophobia would be intensified due to either a 

limited empathy towards strangers due to in-group bias or a wrongful 

empathy towards prejudices reproduced by media expo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media exposure on adolescents’ xenophobia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towards strangers in 

these relationship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20 

students in 7th grade to 10th grade who a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from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Excluding 

unreliable responses, a total of 410 cases were used and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SPSS for Windows (Ver. 23.0) and 

SPSS PROCESS Macro (Ver. 3.3) programs. For the verification of 

effect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media exposure on 

xenophobi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towards strangers, the three analysis steps 

approach by Baron and Kenny(1986) was adopted together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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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trapp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xenophobia. Second, positive 

portrayal of strangers from media exposure mitigated xenophobia while 

negative media exposure exacerbated it.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xenophobia showed a mediating effect 

on empathy towards strangers. Specifically, the positive media exposure 

and xenophobia demonstrated a complete mediation. whereas the 

negative media exposure had no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empathy towards strangers. 

   The findings above hav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ways of 

effective value education on encouraging conscience and justice should 

be sought after in order to overcome xenophobia fro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Further, the concept of ‘us’ based on open, 

flexible and weak ties in between mainstream groups and strangers 

should be highlighted in school curriculum rather than the ‘us’ in 

terms of strong ties among closed, mainstream groups. The idea of 

‘us’ should include the strangers in our society, and only then can 

we make our society to allow every citizens to equally exercise their 

universal rights.

   Second, the positive portrayal of strangers on media would be useful 

to alleviating xenophobia among students, especially when direct 

encounter with strangers and students for educational reasons is 

difficult or unavailable at each school. With regards to negative media 

exposure, incorporating multicultural education with media literacy 

course is suggested. In other words, within the realm of multicultural 

education, identifying problems and finding solutions from reviewing 

biased representation of strangers in the media message, and critically 



- 152 -

reading and writing(creating) activities need to be included. 

   Third, in order to resolve xenophobia, it is important not only to 

emphasize the effectiveness of positive media exposure, but also to 

heighten the level of empathy towards strangers. It would be hard to 

expect an effective resolution to xenophobia when the education on 

cultivating empathy towards strangers and on multicultural education is 

not intertwined. Withal, students with higher level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would gravitate towards ingroups hence tend to empathize 

more with mainstreams, but rather find it difficult to do so with 

strangers which would lead to an intensified dislikes. This clearly 

confirms the limitation of empathy which had been neglected in many 

of the prior study on empath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sheds lights and casts 

shadows at the same time. This implies that multicultural empathy 

education should broaden it’s spectrum from including ‘strangers 

inclusive empathy’ to considering and dealing with limitation of 

empathy more substantially. Multicultural empathy educa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issue of understanding and empathizing 

strangers but also the issue of distortion and exaggeration of such 

empathy. 

keywords : xenophobia,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media exposure, 

empathy,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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