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
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이

지

영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성 춘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이

지

영

이지영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국문초록

현재 한국 사회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구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존하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
는 능력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대상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통해 다양한 하위
영역별로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특징,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끼치
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교육 정책의 객관적인 기초 자료로 제공하
며 이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이 도덕과 교육에 주는 의미를 모색하는 데 있
다. 주된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으로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다문
화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탐색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는 2012년 여성 가족부에서 실시된 ‘국민 다문화 수
용성 지수’ 조사의 KMCI(Korea Multi-Cultural Index)를 중학생 수준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했다. 조사는 서울 지역 6개 학교의 중학교 574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또한
사회의식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 학교 및 주변 지
역을 방문하고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질적 연구 방법의 요소를 추가했다.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역별 장점의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되 상대
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학생들
의 전체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61.75점으로 성인의 수용성 지수인 51.14
보다 10점 이상 높았다.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특성은 외국인에 대
한 고정 관념 및 차별과 회피 거부 정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문화
개방성, 일방적 동화 기대 그리고 인종적으로 차등을 두는 이중적 평가 영
역에서 낮은 지수를 나타냈다.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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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된 요소들이 나타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사회, 문화,
제도 및 정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중학생들은 성별 및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다문화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해야 한다. 남학생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성적이 하위권
인 경우, 부모의 학력 수준이 낮은 경우, 다문화에 대한 위협 인식이 높은
변수 조건에서 보편성 영역, 특히 ‘세계시민 행동의지’ 항목이 일관되게 낮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본격적인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중학교 2학
년의 경우, 수용성의 모든 차원과 하위 영역에서 낮은 다문화 수용성을 나
타낸다. 따라서 소위 ‘중2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를 통해 이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과정과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 접촉 빈도를 고려하여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있어서 다문화와의 ‘접촉’은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주민과의
대화 및 긍정적 상호 관계 등 상호 관계의 질(質)을 고려한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사회 문화적-경제적 계층
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성적 수준이 상위
권인 경우,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경우, 선진국의 이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경우, 해외 체류 경험이 많은 경우 등의 변수 조건에서 선진국과 후
진국의 주민을 차별하여 평가하는 ‘문화 개방성’ 및 ‘이중적 평가’ 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즉, 사회 문화적,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의
청소년들은 후진국 이주민에 대해서 편견 및 차별 의식을 나타내며 다문화
에 대해 폐쇄성을 드러냈다. 한편, 이주민과 노동시장이 중첩되거나 생활
권이 겹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크게 약
화되고 위협 인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향후 다문화 사
회가 진전될 때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양상을 미리 보여주
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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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영등포구의
D중학교와 중랑구의 J중학교는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여건에 처해있음
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수용성에서 큰 차이가 났다. J중학교의 경우 다문화
정책 연구학교로서 교과 뿐 아니라 교과 외 영역에서도 다각도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그 결과 다문화 수용성의 모든 차원과 하위 영역
에서 수용성 지수가 높았다. 특히, 이 학교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를 장기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와 비교해 볼
때, 전체 수치상으로나 하위 영역별지수에서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냈
다. 이는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할 다문화교육의 역할과 그 효과를 명확하
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덕 교과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아이
디어는 도덕과의 형식적 교육 과정인 교육 목표 및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형성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조성 등 잠재적 교육
과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다문화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
에서 균형 잡힌 ‘다문화 역량(Multicultural Competence)’를 갖춘 세계시
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다문화 사회,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교육, 도덕과 교육 과정
학번 : 2001-3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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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현재 한국 사회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구 구성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 인구 구조와 대외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
한 변화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1) 이처럼 한국 사회도 본
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아직 다문
화에 대한 포용성과 개방적인 태도가 부족하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
들 만큼 외국인 유입에 대해 배타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단일성과 민족성
을 강조해 온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주류 사회의
저항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UN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CERD)에서는 한국 사회의 ‘혈통주의, 단일
성에 대한 강한 신념에 대한 경고’ (2007년 8월)를 통해 한국의 단일 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 국제 경영 개발원 (IMD) 세
계 경쟁력 보고서 중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 역시 2008년 조사대상
55개국 중 최하위, 2009년 조사대상 57개국 중 56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내/외부 집단을 분명히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
1)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13만 명으로 나타난
다. 이는 전체 인구의 2.3%에 달하는 수치이며, 울산광역시의 인구(111만 명, 2008년 기준)와 비
슷한 수준이다. 이주민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단순 인력이 40.7%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결혼 이민지가 1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자녀들 역시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의 제도적 틀에서, 합법적인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한 이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의 자녀는 2009년 약 11만 명에서 2010년 12만 명으로, 2011년
15만 명으로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08.18),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보고서 심사 최종 권고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국 내 소수 인종들이 처한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의 불평
등한 입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한국 내에 사는 모든 인종, 민족, 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애 증진을 위한 인권 의식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민족 그
룹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들을 초․중등학교의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 등 다문화 이주민 대상
의 정책 뿐 아니라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도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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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사회 내부 구성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제약되어 있어 다
문화 사회 전개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노
동자대책시민연대’, ‘다문화반대범국민실천연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혐오증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의견 교환을 하
며 활동하던 외국인 혐오 세력들이 공식적인 장소에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
작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조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의 목소
리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식의 자극적인 선동으로 번질 조짐도 보인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러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역사상 최초의 경험으로서 기존의 사회 질서에 새로운 지각 변
동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 통합의 질서를 마련
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존하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이주민들의 지속적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의 근본적 질서를 재구성하
는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의 수용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주류 사회에서 다문화 배경의 구성원을 향한 수용적 태
도가 강화되지 않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공동
체는 결속력이 약화되고 집단 간 갈등 역시 점차 심화될 것이다. 역사적으
로 세계 각국의 인종 차별과 민족 갈등의 경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이용일, 2007: 219-254).
이주민의 증가에 대비한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이주민의 생활
적응과 집단 간의 관계 및 사회 통합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정책 과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이주민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나 지원정책으로 끝날 경우, 주류 사회와의 괴리를 좁히는데 별다른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
제점을 인식한 정책 담당자들은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 뿐 아니라 이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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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문화를 대하는 주류 사회의 인식과 태도, 행동 등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흔히, 이주민의 증가와 사회 통합을 둘러싼 각국의 정책 모델은 차별·배
제 모형, 동화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등으로 구분되어 왔다(Castles and
Miller, 1998).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들어 초국가적 이주가 일상화되면서
각국에서는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해 새로운 사회 통합의 방향을 찾는데 부
심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소수자 개인으로서 혹은 소수 종족 집단
의 일원으로서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틀에
서 벗어나 주류 사회를 포괄한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
다. 최근 들어 국제 사회에서 ‘상호 문화주의’가 주목 받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상호 문화주의’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적극적인 적응 노력과 함께 주류 사회
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상호 작용과 공동체 간 공동 작업이나 활동을 강조
한다(이혜경, 2010).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현상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조선족 및 탈북자,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소수
자 집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류 사회 구성원들의 감정적 편
견 및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제도의 정비와 정책 등 형식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교육적
측면의 노력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민의 유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의 취학 연령 인구로 옮아가면서
이들과 대면하여 생활하는 장면은 가족과 지역사회, 일터를 넘어서 학교까
지 다각도로 확산되고 있다.3) 특히, 외국인 이주민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
3)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2007년 722,686명에서 2011년 1,265,006명으로 5년간 1.8배 증가했고
국내 외국인 자녀수는 2007년 44,258명에서 2011년 151,154명으로 5년간 3.4배 증가했다.
2011년 현재, 전체 초･중･고의 71.8%(7,989개교)에 다문화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이다.

초･

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국제결혼･외국인가정자녀)은 총38,678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55% 차지하고 있다. 이중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94.5%(국내출생자녀 33,999명, 중도입국자녀
2,540명)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외국인가정 자녀는 5.5%(2,139명)로 아직 소수이다. 다문화학생
중 초등학생이 74.1%(중 19.7%, 고 6.2%)이며, 학년이 낮을수록 인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다(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다문화학생교육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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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교육 안에 진입하는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 이들
을 위한 준비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중 40.6%가
한국인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했고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은 19.6%였다. 또
한 도중에 학업을 중단을 하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다.4) 이들이 학교 교
육을 받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차이의
차별화’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수의 증가와
함께 한국의 다문화 현실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국
적이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적의 배경이 되는 문화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처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현실과 더불어 발생한 인
구학적 변화는 한국 교육의 이념과 목표, 교육 과정, 교육 프로그램, 교사
교육 등 교육의 영역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動因)으로 작
용하고 있다(김국현, 추병완, 2008: 1-28). 그러나 앞서 기술했듯이 한국사회
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다문화 사회의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박병섭, 2006:
99-126). 실제로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를 대상
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이주민 중 상당수가 한국인으로부터 차별받은 경
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이주민에 대한 주류 사회의 차별적 태도는
4)다문화가정 학업 중단자 통계 (단위: % 명)
학년도

구 분
재학생 수
학업중단자 수
학업중단률(%)
재학생 수
학업중단자 수
학업중단률(%)

2009학년도
(‘09.3～’10.2)
2010학년도
(‘10.3～’11.2)

초
21,466
114
0.53
24,701
97
0.39

중
3,294
84
2.55
5,260
83
1.58

고
1,255
25
1.99
1,827
35
1.92

계
26,015
223
0.85
31,788
215
0.68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다문화학생교육 선진화 방안’
5)이주민 집단별 차별 경험 비교 (단위: % 명)
차별경험
이주 노동자
중국동포
여성결혼이민자

있다
45.4
43.2
35.0

없다
54.6
56.8
65.0

전체
100(747)
100(996)
100(116.491)

출처 : 이주 노동자와 중국 동포 자료는 김석호 외 2011, 여성 결혼 이민자 자료는 2009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원자료 재분석

- 4 -

이주민 개인의 적응과 사회 통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자체로도
갈등을 유발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학업이나 취업을 통해 이주민과 그 자
녀들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민자나 다문화 가정 당사자 뿐 아니라 이
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주류 사회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형성을 다문화 문제에 대한 근
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 학생들이 다양한 소수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민주적인 태도와 가치관,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것이야말로 다문화 사회에서 교육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
할이라고 할 수 있다(Banks, 2008). 앞으로 다가오는 다문화 시대에 적절하
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족적․인종적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이고 차별적
인 태도를 버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에 대
해 아직까지 연구자들 간에 합의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교 문화 적응성, 문화 간 감수성, 다문화 효능성, 다문화 유능성 등 용어
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념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배제하며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행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을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
가는데 필요한 적응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6) 이는 다문화 출신 이주
민 뿐 아니라 주류 사회의 구성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현재까지
문화적 수용성이나 감수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
되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
성인들보다는 다문화 환경이 심화될 미래 사회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게
될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갖고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의지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이 심화되
어감에도 불구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민족적, 인종적 소
수 집단을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
6)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Ⅱ-3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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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문화 집단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
소년기에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개방적 태도를 형성하고 다른 민족이나 인종
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 경험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학생들은 성인기와 아동기의 중
간에 위치한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인지적, 정서적으로 매우 독특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Piaget는 이 시기를 ‘구체적 조작 사고'에서 '형식
적 조작 사고로의 전환기’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동과 다
른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자신과 사회적 관계
를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등 타인과
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또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
나 비판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 타인의 느낌이나 사고 또는 의도를 추론
하기 시작하며, 인지적 성장에 따라 자신의 생각은 물론 타인의 생각을 보
다 잘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개인의 인지적
발달은 계속되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아동기의 특성인 ‘자아중심성’에
의해 사회 인지 발달은 미성숙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
들은 자신의 독특한 세계와 타인의 보편적인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
이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 자신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나타내게 된
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발달속성의 하나이며, 중학교 3학년인 15~16세경
에 정점을 이루다가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사라진다. 이러한 인지 발달의 모순
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인지적, 정서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라 일컫는 심
리적 혼란을 겪게 된다(임영식, 한상철, 2000). 중학생 시기에 가장 심각하
게 나타나는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다양한 일탈 행위 등은 이러한 정체
성 혼란의 시기에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들이다.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여 바라보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편
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편견의 틀을 깨보는 풍부한 다문화의
경험은 중학생들에게 중요한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시기의 다문화교육과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 6 -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교사 및 상담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척
도 연구나 성인 일반인 대상의 다문화 수용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청
소년 대상의 체계적인 다문화 수용성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가 없고 과학적 검증도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발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KMCI : Korean Multi-Cultural Inventory)’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관련 교육이나 행사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지만, 관
련 교육 및 행사 참여 경험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국민이 각각 76.1%,
52.4%에 달해 참여비율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임이 밝혀졌다. 즉, 다문화
수용성은 얼마나 관련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
반 국민들 대다수가 이러한 다문화교육에 접할 기회가 없거나 참여하지 않
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일반 국민이 다문화와 관
련된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미래사회를 대비해 지금의 학령기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
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높다.7)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대상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다양성, 관계성, 보편
성 및 인지, 정서, 행동적 요소 등 다양한 하위 영역별로 의식 조사를 실
시한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진단하는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되는 변수들을
진단함으로써 다문화 관련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고 객관적인 자
7) 여성 가족 위원회, 2012. 09. 이주 배경 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 329
이 보고서에서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더불어 이를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 도구로서
2012년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용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조사할 필요
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최초의 ‘청소년용 다문화 수용성
지수 조사’로서 의의를 갖는다.

- 7 -

료로 활용될 수 있고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과학적
으로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를 촉진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다문화 수용성 진단 프로그램을 통
해 다문화 관련 실제 자신의 인식이나 태도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며 성
찰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둘째,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의식 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연
구 결과에 기초하여 다문화 수용성이 도덕과 교육 과정에 주는 의미를 모
색한다. 이는 다문화 윤리 교육 목표 및 교육 과정, 그리고 교수-학습 방
법론 등 도덕과의 형식적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적 분위기의 조성, 통합적 인격 교
육의 장(場)으로서 학교 교육의 형성 등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이다.
• 연구 문제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특성은 무엇인가?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다문화 수용성은 도덕과 교육 과정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탐색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사회의식 조사를 실
시했다. 사회의식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하여 조사 대상 학교 지
역을 방문하고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질적 연구 방법의 요소도 추가했다.
선행 연구 분석은 첫째, 다문화주의의 의미와 사회 통합과의 관계,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했다. 둘째, 청소년들의 사회 심리학적
특성과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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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다문화 수용성 관련 이론 및 구성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통계
자료 및 분석의 틀에 대하여 검토하여 다문화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서울 지역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 및 태도, 실천 의지
에 대하여 분석하고 다문화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지역
574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소득 및 교육 수준, 학교가 속한 지역의 자치구별
재정 자립도 등 사회․문화․경제적 환경 요인, 세 번째는 다문화 위협인지
정도, 개인적 경험 중 접촉 요인으로 해외 경험 여부, 이주민 접촉 여부,
접촉의 수준, 접촉의 빈도, 위치 등 다문화 경험과 간문화적 이해 정도 등
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경
험 요인 중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영역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
육 경험 여부,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대한 인식, 다문화 관련 학교 교육 경
험,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의 청소
년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및 요구 정도를 측정했다.
측정 도구인 다문화 수용성 검사지는 2012년 여성 가족부에서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 Korea Multi-Cultural Inventory)
검사지’를 이용했다. 이 조사는 다문화 수용성 조사 중 가장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시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로서 측정도구는 3개 차원, 8
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8) 이 측정 도구가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고 유용한 도구이나 조사 대상이 19세~ 74세의 성인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중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용어와 표현을 수정하고 신뢰도와 타당
도를 재측정하여 사용했다. 학생 대상의 설문 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고 통계
조사 결과를 심도 있게 해석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학교의 현장 주변을 탐방
하여 연구의 보충 자료로 삼았다. 현장 조사는 2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조
사 지역의 거주민과 대상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주변 현
장의 경제적 상황과 주거 현황, 그리고 다문화 상권 조성 정도 등을 탐방했다.

8) 16개 광역시도 19-74세 연령범위의 일반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2
년 1월 25일까지 무선비례표본추출에 의한 조사구 및 조사 선정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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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가.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문화란 라틴어의 ‘Colere, 즉, 다듬는다. 특히 땅을 경작한다.’는 뜻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의미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개화된 사람’, ‘교양 있는 사
람’이라는 뜻을 갖게 된다(박선영, 2005: 7). 문화의 정의는 문화인류학자들
에 의하여 인간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이나 요인, 결과 등을 포함
하는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져 왔다. 즉, 문화는 생활의 모든 수단이며, 또
한 모든 생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각 개인과 각 민족의 삶의 표현이다.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각 집단이나 사회, 그리고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의 속성상 문화는 필연적으로 다문화적 특
성을 띠게 된다.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넓은 의
미에서 보자면 현대 사회가 평등한 문화적·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이한 문
화 집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말한다. 이는 매우 다양한
범주의 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 단순히 여러 이주민 집단에 해당하
는 것이 아니라 성, 종교 등의 측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
이다. 마르코 마르티니엘로(1997)는 다문화주의를 ‘온건한 다문화주의’와
‘강건한 다문화주의’로 나누어서 설명한 바 있는데 이국 취향을 통해 과거
의 추억을 되살리거나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추구하거나 외국의 요리, 음
악, 패션 등을 소비하는 등 비교적 표면적이고 가벼운 형태를 ‘온건한 다
문화주의’라고 하고, 민족 정체성의 개념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논의를 ‘강경한 다문화주의’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단문화주의’는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 하나의 문화를 가진다는 가정으로 국가나 민족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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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단일 민족 정체성이 대표
적 사례이다.
‘다문화주의’와 혼동되는 개념으로 ‘문화적 다원주의’가 있다. 이는 미국
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여러 집단이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문화적 다원주의’와 ‘다문화주
의’가 다른 점은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의 동등성을 전제로 하는 것에
비해 ‘문화적 다원주의’는 다른 문화에 비해 우세한 지배의 주류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주류 문화의 포용 아래서 다양성을 인정받는다
는 점이다. 따라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이주민이나 소수 집단에 대해 동
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 2002:
65-110).
역사적으로 ‘다문화주의’가 주창되기 전에는 인종 정책과 관련된 ‘동화주
의’와 문화 인류학의 ‘문화 상대주의’가 주를 이루었다. ‘동화주의’는 소수
집단의 문화가 주류 사회의 문화에 흡수된다는 이론으로서 근대화로 인한
문화적 동화의 압력이 소수 민족 및 이민, 난민, 외국인 노동자 집단 등에
게 가해진 양상을 보였다.9)
소수집단의 문화에 속한 이민자나 소수 민족 등이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민자나 소수
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화주의자들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힘
으로 작용한 ‘동화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문화
상대주의’는 각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가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하며 선진국의 문화와 개발도상국의 문화, 미개국 간의 문화적 위계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 역시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현실 속에서 각 개별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70년대 이후 동화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9) 동화란 소수 집단이 주류 사회의 지배적 문화에 적응(Adaptation)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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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등장하였다. 이는 한 사회 내부의 복수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문화의 공존이 유발하는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
로 평가하는 문화주의를 말한다.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1920년대에 이
미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흑인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
들의 문화적 혼합 양상이 두드러진 것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이며 다문화주의가 처음으로 적절하게 정의된 것은 1970년대 말
경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널리 통용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가능성이 실제
로 구현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는 비평가나 이
론가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내리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 이
성, 선, 역사를 거부하며 개별성과 다원성 그리고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 옹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용주의에서 그 뿌
리를 찾을 수 있다. 실용주의의 리얼리티, 진리, 지식의 개념은 확실성보다
는 확률, 실체보다는 과정, 보편성보다는 개별성, 그리고 단일성보다는 다
양성을 강조한다. 또한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
능한 최선의 진리를 결정하는 데에 공동체의 역할을 인정하는 실용주의 철
학의 성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과 유사하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질
서와 기원에 대한 추구를 조롱하고 미결정성과 불확실성을 수용하며 임의
적이고 우연적인 우주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틀 속에 있는 ‘다문화주의’는 체계적인 이론이
나 조직적인 운동은 아니다. 공식적인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
주의는 미국 사회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던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종족
적, 성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감수
성과 태도를 배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
히, 다문화주의에서는 관용과 다양성의 존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
다(Banks, 2001). 다문화주의는 특별히 새로운 개념이나 선언이라기보다 미
국의 역사적 경험과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경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근
의 학문적 결과가 널리 인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외당하거
나 주변부에 있던 다른 집단의 정체성, 여성과 유색인종의 정체성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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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들의 문화가 독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자들은 다양한 개별 문화를 독자적으로 연구하던 경향에서 벗
어나 각 인종, 민족, 문화 집단들 간의 관계 혹은, 각 집단과 주류 문화 간
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문화적인 믿음, 가치, 의
미가 개별 집단 간의 접촉에서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정상준, 2003: 11-36). 다문화주의자들은 문화가 특정한
집단의 고정된 속성이라기보다 다양한 집단이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
과 생겨난 산물이라고 여긴다. 이들에 따르면 문화적 정체성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에서 생성되고, 서로 다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갈등과 절충, 자기 형성 및 재형성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모한다(구견서,
2003: 29-52). 또 다양한 문화 간의 유동적인 균형을 조장하고 보존하며
불완전한 균형 속에서 충돌과 대화를 통해 그 모습을 끊임없이 변형시켜
나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다양한 문화가 평화
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해 단순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문화를 누릴 수 있
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이 우리 사회가 지닌 일반적이고 긍정적 관념이지만
사실상 다양한 소수 집단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인가의 문제에 이르게 되면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허용 정도에 따라 다문화주의를 구분할 때 가장
약한 수준이 ‘상징적 문화주의’인데 외국 음식점이 늘어나거나 일 년에 몇
번 개최되는 다문화 축제에서 민족의상을 입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는
등 전통 예술을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문화
나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거의 동화주의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보다 조금 더 강한 수준을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데 이는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이주민 집단이나 민
족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나 시민 생활이나 공적 생활면에서는 주류 국민
사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유주의에 근거한 시민문화와 사회적 관습을 따
라야 한다고 본다. 즉, 사적 생활영역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공적 생활 영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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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나아가면 공적 영역에서도 다언어 방송이나 다언어 문서가 사용되
고 다언어 다문화교육이 발전하여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이주민 교육에 대한
원조가 확대되고 소수자의 취직이나 교육 기회를 위해 적극적인 우대 조치
가 실시되며 인구 비례에 따른 취직의 장이 확보되도록 보장하는 ‘조합적
다문화주의’가 있고, 특정 인종이나 민족 집단이 특정 지역에서 각각의 문
화, 언어, 사회 관습을 독자적으로 유지하면서 형식상 각 지역 간의 관계가
평등하고, 정치적 법적 권리가 동등한 ‘연방제 지역 분권 다문화주의’ 더 나
아가 캐다다의 퀘백과 같은 ‘분단적, 급진적 다문화주의’가 있다(이순태,
2007).
한편, 다문화주의는 사회 통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사회 통합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 이념과 사상, 가치관 그리고
사회 규범 등 문화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공동의 사회의식을 갖춘 사회 구
성원의 사회적 합의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목표 달성 과정에
서 사회 구성원 혹은 행위자들 사이의 정치적 정서적 이질적 요소들을 결
합시켜 구성단위를 조정하고 집단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국가의 통제 방
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한다(염철현, 2010: 81-104). 다문
화주의가 현대 사회에 들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지만 사회의 글로벌
화, 국제화로 인해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고 국제결혼의 증
가, 유학생의 증가로 인해 각국의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구성이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면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졌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주택문제, 인종간의 갈
등, 취업 문제, 의료 문제 등 다문화화로 인한 다양한 갈등의 사례들이 나
타난 바 있다.

또한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외국인에 대한 혐

오감이 고조되는 등 사회적 긴장이 조성되고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었
던 바가 있다.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차별 철폐와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남부에서는 유혈사태까지 발
생한 바 있다(김명철, 2006: 54-73). 영국의 경우는 9.11과 런던 테러가
일어나기 전만해도 유럽에서 이민자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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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받는 나라였으나 최근에는 이슬람 혐오주의와 맞물린 이민자에 대
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민자의 전통문화와 종교 그리고 관습을 인정
해주는 다문화주의 통합 정책이 이민자들의 편의만 봐주고 영국적 특성을
흐린다고 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정희라, 2007: 10-27).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서구와 동일한 방식은 아니지
만 어떤 형식으로든 불거질 위험성이 있다. 한국과 같이 단일 민족적 전통
이 강한 국가들은 단일 민족 신화를 위협하는 외국인의 유입과 문화 간 융
합 현상에 대해 전통문화와 민족적 정체성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외국인 이주민의 포용에 대해 유보적이거
나 미온적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배타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단일 민족 국가의 경우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은
주로 단일한 인종적 정체성에 기초한 사회적 유대의 형성을 통해 확보된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김비환, 2007: 317-348). 따라서 다문화주의가 사
회 통합이라는 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민족과 인종의 다양성을 존중
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
념적 틀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Kinchelo, Steinberg, 1997).
다시 말하면 다문화주의는 문화권의 배경에 따라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상호간의 존중과 공존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도입된 개념이
기 때문에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 문화제도
와 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으로 작용기 때문에 궁
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추병완, 2011: 51-70).

나. 다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교육은 성별, 종교, 계층, 직업, 인종 등에서 비롯되는 각 사회집
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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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두 개 이상의 문화 집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서로 다른 문
화 집단과도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다문화교육의
구체적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이 분야의 가장 유명한 학자 중 하
나인 Banks(1993)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문화, 민족, 성, 그리
고 사회적 계층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있
도록

모든 학생들의 문화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인식, 행동을 발달

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모든 어린이들의 문화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인식,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을 둔 교육 과정이
라고 보았다. 이 입장에서는 ‘사회 정체성 이론’ 또는 ‘최소 집단 패러다임’
에 근거해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물을 범주화하는 경향으로 인해 타
인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분류하여 내집단을 편애하고 외집단을 차별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사실상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완벽히 달성하기는 어렵
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지 어떤 단순
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이에 비해 Campbell(2004)은 다문화교육이란 문화적․인종적 배경이 다
른 청소년들이 상호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
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라고 본다. Parekh(2006)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 감수성을 증진 시키고 더 나아가 고정 관념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판단 및 자아비판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Banks와 Campbell이 교육에서의 평등을 강조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교육 철학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Parekh는 문화적 감수성 증
진과 고정 관념에 의존하지 않는 주체적 판단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
이 교육 장면에 국한 되지 않고 일반 영역까지 확장시킨 개념으로 보고 있
다. Nieto(1986)는 다문화교육을 모든 학생을 위한 기본 교육과 종합적인
학교 개혁 과정이라고 정의했으며 Grant(1996)는 다문화교육은 철학적 개
념이며 교육 개혁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미국 정신에 담겨있는 자유, 정
의, 평등, 공평, 인간 존중의 철학적 사고에 기초하여 모든 교과와 교육 과
정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Garcia(1982)와 Gay(1995) 등은 다문화교육
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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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관점, 틀, 혹은 기준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 교육 백
과사전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집단들이 사회에 서로 다른
다양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를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채택,
실행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장인실, 2006: 27-53).
다문화교육은 교사 교육 공인 협회(National Council for Accredition
of Teacher Education)에 의해서 두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각 개인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정치적, 사회
적 경제적인 생활을 경험하고 다양성을 존중 ․ 자각하는데 있으며 둘째, 교
육의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 경제, 인종, 종교, 문화집단 간의 상호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즉,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형성 과정에 대해 이해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들 사이의 영향을 자각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성립
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도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개념들이 정의되었는데 정두용(2003)
은 다문화교육이 다민족교육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주장하면서 다민족 교
육은 다민족 국가에서 그 주류 세력이 여타 다른 소수 민족 문화의 공존을
관용하고 배려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지원하고 확장하려는 교육이다. 김영옥(2002)은 다문화교육
을 통해 각기 다른 인종과 성, 언어, 계층 등을 이해, 존중하도록 유도하여
다양한 문화의 세계에서 학습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항해 생활하고 의사소
통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 집단의 사람들
과 상호 이해와 평등 관계를 지향하며 한 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주고 긍정적인 문화 교육적인
태도와 인식, 그리고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평등한 교육인 것이다. 다
문화교육의 범위는 단순히 인종간의 화합을 위한 것 뿐 아니라 한 국가나
사회 내에 존재하는 하위문화 즉, 종교 민족, 인종, 성, 사회 계층, 이념,
직업 등에 따른 다양성을 포함한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에 생겨났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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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는 미국의 교육 체계에 있어서 교육적 평등주의
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시민권 운동의 영향으
로 미국은 자국 내의 소수 민족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은 Head Start 프로그램 실시에 대
한 검증 결과, 보상 교육은 어린이들의 IQ를 높이거나 소득 수준을 향상시
키거나 혹은 부모 대상 교육에 있어서 유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문화적 소수 민족에 대한 계몽된 인식
즉,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인식의 필요성이 사회 내에 부
각되어 다문화교육이 계획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는 이 같은 다문
화교육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이전부터 다민족 국가의 특성상 여러 형태
의 교육 이론이 형성되어 왔다.
첫 번째 단계인 ‘토착주의 단계(Nativism)’는 초기 이민자들이 형성한 미
국 주류 문화와 후기 이민자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
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미국에서 이민자 집단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더욱 증가하여, 원주민 보호주의자들은 100%의 미국주의와 미국은
미국인들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940년경에 매사추
세츠와 버지니아에 최초로 세워진 공립학교는 인종 구분을 하지 않은 학교
였으나 이러한 학교에서조차 차별을 경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금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학교는 독
립적이었지만 학생당 비용, 교사와 행정가의 봉급, 교과서 및 여타 자료의
질적 측면에서 불평등하였고 학교의 이사회, 교육 과정, 교과서가 백인들
에 의해 관리되었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내용이 교육 과정에
통합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기관은 미국화를 추구하였으
며 정부가 지원하는 가운데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과 외국인과 이민자
집단에 대한 불신을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장인실, 2003: 409-431).
1620년 영국에서의 미국 대륙으로의 이주를 시작으로 이민자들이 형성한
초기 미국문화는 영국 백인 청교도 문화가 뿌리 내렸으며 1870년대까지 미
국으로 건너온 유럽 이민자들이 주로 영국, 독일, 스웨덴과 스위스 등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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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부 유럽 출신이기에 이들이 생각한 학교 교육의 사명과 역할도 백인
청교도 문화의 이식에 불과했다. 이러한 미국의 백인 청교도 문화와 새로
유입해 오는 이민자들의 소수 민족 문화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나타난 것
이 바로 ‘동화주의(Assimilationism)’이다. 동화주의 개념은 Cubberly (1909)
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동화주의’는 여러 민족 집단 간의 갈등을 해
결하기 위해 민족 집단을 분해하여 미국 인종의 일부로서 이들 집단을 동
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자녀의 교육을 통해 백인 청교도 문화의 정의, 법,
질서와 정부의 개념을 심어주고 민주 제도의 존엄과 인간 존중의 미국 생
활을 깨닫는 것을 학교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미국의 주류인 백인 청교도
문화로 이민자들을 적응하도록 한 것이다. 동화주의의 주장은 이러한 주류
문화로의 적응이 사회의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차
별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동화주의의 최종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미국 사회의 이민자들의 수가 늘어감으로 인하여 동화주의는 적용되지
못하였으며 ‘동화주의 이론’은 ‘용광로(Melting Pot) 이론’으로 대치되었다.
‘용광로 이론’은 여러 나라의 문화를 용광로에 녹여 종합된 하나의 새로운
동질 문화를 형성하려는 목표를 가진 이론이다. 용광로 이론은 전통적 앵글
로 색슨 문화에로의 동화 이론에 대한 도전인 반면, 대안이기도 했다.
Mayo-Smith(1994)가 주장한 용광로 이론은 인종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인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의 공통 국가 내의 단일 언어 단일 정치 체계,
단일 국가주의, 단일 사회 발전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용광로 이론’ 또한 ‘동화주의’와 마찬가
지로 백인 청교도 문화가 소수 인종 문화를 용해시켜 백인문화를 우위에
두고 다른 문화를 하위에 머무르게 했기 때문에 이상에 불과한 이론이었다.
이러한 ‘용광로 이론’은 다양한 민족 문화가 미국 문명을 풍부하게 한다는
‘샐러드 볼(Salad Bowl)이론’으로 발전하였지만 대부분의 미국 정치, 경제,
교육의 지도자들은 이민자와 토착 민족 집단의 동화를 강조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변화하였다.
전쟁으로 생겨난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 살고 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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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계 미국인들, 백인들이 전쟁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종적 갈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인종적인 갈등과
사회의 혼란은 여러 차례의 인종 폭동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대
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
인종 간의 이해를 증가시키는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
되었고 이것이 ‘집단 간 교육 운동’의 시작이었다. ‘집단 간 교육’은 여러
소수 민족에 대해 강의하기, 편견에 대해 훈계하기, 민족 집단 간 함께 하
기, 인종, 민족, 종교적 배경에 대한 정보의 유포, 민족 집단을 비방하거나
정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집단 간 교육’을
통해 사실적 지식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증
진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민족적 인종적 편견과 오해를 줄이는 것이 목
적이었다.
1960년대 이후 인권 운동이 시작되자 ‘집단 간 교육’은 사라졌다. 인권
운동과 다양한 민족 연구에 의해 야기된 개혁 운동은 다른 민족 문화에 대
해 부정적이던 백인 단체들에게 교육 과정에 다른 민족 문화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도록 촉구했고, 그 결과 1960년대 미국의 학교들은 다른 민족 집
단의 문화적 유산과 사회적 기여에 주목하는 기본 교육 과정과 교수 방법
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Banks(1988)는 ‘다민족주의’라고
명명하였다.
‘다민족주의’의 민족 연구는 내용 지향적이고 자기 민족의 문화적 기여
도에만 집중하여 다른 집단에 대해 배타적이었고 인종주의나 차별 등 인과
관계 요소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으며 앵글로 색슨 문화 중심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자
와 다른 소수 집단에 의한 민족 연구 운동과 연결되어 ‘다문화교육’ 운동
의 기본 골격을 마련해주었다.
Banks(1996)는 ‘다문화교육’이 나타나게 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누었다.
첫 단계는 다문화교육이 민족 연구로 나타나는 단계이다. 교육자들이 소수
민족 집단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이나 기관이 민족 연구의
개념, 정보, 이론을 학교나 교사 교육 과정에 통합시키려고 시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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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두 번째 단계는 다민족 교육 단계이다. 교육자들이 민족 연구에 관
심을 가지고 그 내용이 학교와 교사 교육 과정에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단계지만 모든 학생이 인종과 민족에 대한 좀 더 민주적인 태도
를 가질 수 있거나 소수 민족 학생들의 독특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만
큼의 학교 개혁이 뒤따르지 못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여성, 장애
인 등과 같이 사회와 학교에서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는 다른 집단들이 등
장하는 단계이다. 이들은 그들의 역사, 문화, 목소리가 학교, 대학의 교육
과정과 구조에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네 번째 단계는 다문화교육이 인종,
계층, 성별 등 모든 소외 집단과 관련하여 이론, 연구, 실행을 전개하는 발
전단계이다.
다문화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문화교육을 정의한 다양한 견해와 마찬
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초기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소수 집단이 자
신의 전통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나 문화에 흡수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소위 문화적 동화, 혹은 용광로 정책이다. 하지만 오늘날 다문화교육의 목
적은 공존하는 문화 집단이 상호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며
사회 전체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것을 요구할 때 소수 민족 집단이 순응
하는 한 자신의 문화적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다원주의’
의 입장을 취한다. ‘문화적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교육은 물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일반 학생
들과 많은 시간 동안 생활하게 되는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
에 더하여 사회 교육 또한 충실히 수행할 때 모든 교육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을 강조했던 Bennett(1994)는
소수 민족 학생이나 주류 학생 모두가 문화의 차이와 역사, 동시대의 인종
집단이나 국가의 공헌 등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적 접
근’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교육 과정에 다인종적 범
국가적 관점을 통합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Coelho(1998)의
주장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그는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적응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이들을 위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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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교실의 교수-학습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
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교 교육에 적
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교육과 다문화 가정 자녀만의 적응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 중심의 반인종주의 교육을 구분하여
이 둘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 있어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Derman-Sparks(1992)와 다문화교육을 위한 특별 연구팀(The A.B.C
Task Force)은 다문화교육의 목적에 대해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생각을 가지고 학습자간에 서로 상호 작용하며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는 능
력을 발달시키고 자신 있고 폭넓은 자아 정체감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통해 각 개인은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자
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다문화교육학자인
Banks(2001)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사회의 통합만을
목표로 하여 전적인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
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드는 것
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Banks(2001)는 구체적으로 다문화교육의
목적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다문화교육의 첫 번째 주요 목적은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봄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 자각은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다문
화교육의 주요한 토대 중 하나인 다중 정체성(multiple identity)과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이해와 지식을 통해 존경이 나온다는 철학적
토대를 갖는다.
둘째, 다문화교육의 두 번째 목적은 학생들에게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안(alternatives)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권력과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는 주류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백인 중심의 교육 과정은 유색 인종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문화가 적대적이고 이질적이라고 느끼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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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 이들 유색 인종 학생들은 그들의 문화에 대한 교육자들의
부정적 시각과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으로 인하여 지식
기반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셋째, 다문화교육의 세 번째 목적은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 문화 그
리고 타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있다.
넷째, 다문화교육의 네 번째 목적은 소수 민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주류
사회의 문화를 주요 교육 과정으로 삼는 학교는 소수 민족 학생들에게 자
기 소외(self-alienation)를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주류 사
회에 편입하고자 해도 피부색이 지닌 한계 때문에 주류 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거절당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다.
결국 자신의 민족 문화와 백인 주류 문화로부터 모두 소외됨으로써 주변성
(marginality)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주류 사회의 일원처럼 보이고 행동
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가족과 민족적 언어, 상징, 행동, 신념
등을 거부해야 할 때 이들은 곧 자신의 중요한 일부분을 거부하는 셈이 되
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주변화를 경험한 소수 민족 집단의 구성원은 사회
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기본적 정체성
을 거부함으로써 사회에서의 완전한 자아실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
국 정치적 사회적 소외로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개인들인 자신의 민족 집
단과 국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문화교육의 다섯 번째 목적은 학생들이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그리고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
문화교육가들은 다문화교육 내용이 학생들로 하여금 전 지구적, 평평한 세
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기능을 습득하도록 해준다고 가정한다. 다문
화적 자료와 정보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그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다문화교육의 여섯 번째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공동체, 국
가적 시민 공동체, 지역 문화, 그리고 전 지구적 공동체에서 제구실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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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집단의 학
생들이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오은순(2007)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적응,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 문
화적 편견 해소, 평등사회 도모, 미래 사회를 위한 창조를 다문화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밖에 Zaw(1996)는 차별과
부정의와 같은 사회악에 대한 대항을, Bennett(2007)는 문화 의식, 복합적
인 역사적 관점, 간문화적 능력, 사회적 행동기술, 인종, 성 등의 편견과
차별 극복, 우주적 지구적으로 역동적인 상태에 대한 의식 등을 다문화교
육의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였다. Bennett은 아동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목적을 포함시켰는데 정체성, 연대감,
사고력, 문제 해결력, 학문적 기능발달과 희망적인 미래 창조 등이 그것이
다.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가치 혹은 궁극적 목적은 위의 연구들이 보여주
는 바와 같이 그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상의 연
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가치들은 앞서 논의한 사회 인지 발
달과 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 다문화 교육에 대한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
과 다문화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학교와 교육 관습들을 재구조화하여 모든 사회 그룹들의
학생들이 동등하게 배울 기회를 가지도록 고안된 교육 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민족 중심주의, 편견, 불평등, 인종 차별, 성차별과 고
정 관념과 같은 주제들과 통합적 학습 방법을 통해 다양한 역사, 이슈, 사
건들의 시각에 친숙해지고 다양한 문화적 관점으로 현상을 보는 방법을 배
우게 된다.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기회에서의 민족적, 인종적 불균형을 없
애기 위해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지닌 사회 변화의 주체 세력이 갖추
어야 할 태도 가치 습관 기능을 계발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학생들은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의 민족적 이슈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 의사
결정 능력, 사회 행위 기능, 리더쉽 능력, 정치 효능감, 인간 존엄성과 평
등에 대한 도덕적 결단을 계발하게 된다(추병완, 2011: 51-70).
결국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하위문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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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문화, 국가문화, 지구 공동체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
능을 발달시키는 것이며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을
기초로 타인과의 연대 의식, 비판적 사고, 평등을 추구하는 ‘다문화적 인
간’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다문화교육의 유형
세계를 오직 자신의 문화적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총체
적 경험을 이해할 수 없으며 문화적, 인종적으로 편협한 상태에 놓이게 된
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적이 다
양하게 정의되는 만큼 다문화교육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 Schwartz(1995)
는 다문화교육을 주류 다문화교육, 비판적 다문화교육, 조합적 다문화 교육
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주류 다문화교육이란 교육을 통하여 학교 혹은 사회를 전체적으로
변형시키기보다 부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을
목적은 자문화 혹은 주류 문화로 동화시키고 포섭하기 위함이며 현재의 사
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 집단을 기존의 사회 질서에 적응
시키는 것이다. 소수문화의 존재와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주류 문화에 대한
종속적 위치에서 비주류의 다양성을 인정할 뿐이며 그들이 주류가 될 수는
없다.
둘째,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입장은 문화의 우위를 차지하는 지배적 문화
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의 차원을 인정하고 소수의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기 보다는 자국 문화에 대한 우월적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다. 주류 집
단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급진적 다문화교육이라고도 한다. 셋
째, ‘조합적 다문화교육’은 위에서 제시한 두 접근의 중간적 입장을 지향하
는 입장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수문
화가 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불이익을 인정하여 그들의 사회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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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하기 위해 재정적·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입장으로, 다문화
방송, 다문화 문서, 다언어, 다문화교육이 ‘조합적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Gibson(2004)은 미국 내 다문화교육을 옹호하는 논문에 대한 분석
을 토대로 다문화교육 유형에 대한 다섯 가지 접근법을 확인했다. 첫째,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을 위한 교육’ 혹은 ‘박애주의적 다문화교육’은 문화
적으로 상이한 학생들을 주류 사회, 문화에 효과적으로 합류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둘째, ‘문화 차이에 대한 교육’은 모든 학생
들에게 상이한 문화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려는 시도로서 여러 문화의
차이점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문화적 다원주의’를 위한 교육은 각
민족, 종족의 문화를 지키고 소수 민족, 종족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교
육이다. 넷째, ‘이중 문화 교육’ 은 학생들이 두 개의 문화권 속에서 성공
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인간의 정상적 경험
으로서의 다문화교육’ 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Sleeter와 Grant는 미국 내 다문화교육의 접근법을 역사
적으로 고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60년대에
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접근법들이 출현했다(Sleeter & Grant, 2009:
50-54). 첫째는 예외적이고 문화적으로 상이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었
다. 이 접근법은 하위 계층, 노동자, 장애 학생,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학생, 표준화 시험 통과가 필요한 여학생 혹은 주요 과목의 성적이 뒤쳐진
유색 인종 학생들이 주류 교육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둘째는 ‘인간 관계 접근법’으로서 이것은 학생들 사이에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고정 관념을 감소시킴으로써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일치를 도모하고 관용 정신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는 ‘단
일 집단 연구’로서 집단의 억압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행동을 취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두 개
의 접근법이 추가로 등장했는데 ‘다문화교육 접근법’과 ‘다문화적 사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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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 접근법’ 이다. ‘다문화 교육 접근법’은 문화적 다원주의와 기회 균
등에 근거하여 미국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교 정책과 실제를 창출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다문화적 사회 정의 교육’ 혹은 ‘다문화적 사
회 재구성 접근법’은 다문화 교육은 사회적 행위, 교수-학습 상황 및 사회
자체의 재구성으로까지 확대한다. 이 접근법은 미래의 시민들이 유색 인
종, 빈곤층, 여성, 동성애자, 성 전환자, 장애인등의 이해관계를 더 잘 배려
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재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내용 뿐 아니라 과정과 맥락을 강조하며 학생들
을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의사 결정자 및 사회 변혁가로 교육시키는 것
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학교와 다양한 문화 집단들의 유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여러 가
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되었다. 다문화교육은 학교와
교육 관습들을 재구조화해서 모든 사회 집단 즉, 인종, 문화, 성이 다른 그
룹의 학생들이 동등하게 배울 기회를 가지도록 고안된 교육 개혁 운동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민족 중심주의, 편견, 불평등, 인종차별,
성차별과 고정 관념과 같은 주제를 다루며 통합적 학습 방법을 통해 다양
한 역사, 이슈들, 사건들의 시각에 친숙해지고 다양한 문화적 관점으로 현
상을 보고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 유사 개념으로서 다
음과 같은 분류가 있다. 첫째, 국제 이해 교육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알맞
은 인재를 양성하고 증가하는 국제 교류에 발맞추어 세계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되는데 유네스코에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수행한 교육이다. 국제 분쟁을 줄이고 세계 평화
를 확신시키고자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를 문화와 교육 차원에서 증진한다
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그 취지를 달성하고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것이 ‘만남’과 ‘교류’로 유네스코 중심의 국제이해교육은 국가를 문화 단위
로 삼고 주로 국가 기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조용환,
2008).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 온 다수의 다문화교육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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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되는 교육이 국제 이해 교육이었다. 내용적으로는 문화에 대한 태도나
인간의 평등성 등을 강조하는 가치 전달 위주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세계의 다
양한 문화적 특성을 경험하고 친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대부분
이다.
둘째, 다문화 이해교육은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다양한 문화나 사고방식이 존재함을 당연하고 자
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행동의 차이나 사고방식
의 차이를 수용하며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이 접근의 기저에는 문화적 상
대주의가 깔려 있으며 편견이나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 과정 없이 단
순한 경험의 축적에 머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셋째, 시민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과
정에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시민의 자세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사
회 통합 및 상호 공존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편견
및 고정 관념을 약화시키며 평등과 공동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적 접근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시민 교육 또는 시민 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야이며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배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실상 다문화교육의 상위 개념으로 보기도 한
다. 반드시 문화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종, 민족, 성, 장애 등에 따
른 각종 차별을 없앰으로써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반편견 반차별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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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수용성 관련 이론
가. 다문화 수용성의 심리학적 기초
1) 고정 관념과 편견의 학습
고정 관념과 편견이 어떻게 학습되는가에 대해 Allport(1954)는 가정환
경이 편견적 태도를 형성하는 가장 주된, 가장 초기의 근원이며 가정 밖의
요인들 역시 장기간 누적되어 편견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다문화교육의 유형 중 ‘대인관계 접근방법’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준다. 그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사람들을 집단으로 분류하
는지 그리고 그 집단을 묘사할 때 어떠한 고정 관념을 가지고 설명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그는 개개인이 맞부딪치는 사회에서 어떻게
감각을 형성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인지 발달 이론에 관심을 가졌
다.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마음은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현상
들을 관계 짓고 조직하며 단순화해야 할 필요를 지닌다. 청소년들은 성장
하면서 공식, 비공식의 학습 과정을 거쳐 지식을 습득하고, 주위 환경에
적응해나가며 그 과정에서 현실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자신들의 범주와
그 정도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수정된다.
Allport(1954)는 이 과정에서 지각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했다. 정신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지각할 때, 감각적 정보를 선택하고 강조하고 해석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을 하나의 범주로 보기 위해 우리는
‘공통점’이라고 불리는 속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특성을 축소한다. 고정 관념과 범주를
사용하여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할 지에 관한
실제적 지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그 지도에 맞지 않는 사람들
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고정 관념에 맞아 떨어지
지 않는 사람들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고정관념과 범주를 사용하여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편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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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개심으로 발전되는가? Allport(1979)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신 역학
이론에서 찾는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며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시도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
서 좌절을 경험하고 이를 어떻게 적절하게 다루어야 할지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막연한 상태의
증오심을 발달시키고 그러한 증오는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성으로 변
할 수 있다. ‘투사(projection)’는 좌절이 한 집단으로 향하게 되는 주요한
과정이다. Allport(1979)는 투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나 특성 혹은
우리 자신의 것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일종의 방법으로 다른 이에게 그
릇되게 그 속성을 부여하려는 성향이라고 정의하면서

투사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특성이나 충동 혹은 우리 삶의 요인들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
혹은 불안에 근거한다. 자신의 무능력이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실직의 두
려움을 지닌 사람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종종 어떤 소외 집단에 투사할 지
도 모른다. 그 집단은 그들이 실직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소수 집단
이다. 따라서 대상 집단은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고정관념과 편견의 학습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인 Harris(1975)의 연구에
따르면 강압적이고 엄하며 편견적인 환경의 아이들이 소수민족에 대한 편
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특정의 가치관을
갖도록 강요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자녀들은 어른과의 동일시
과정에서 그들이 가진 가치관을 자기의 것으로 내재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모델링하는 성인이 특정 지역민이나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해 편견을
지닐 경우 청소년들은 무비판적으로 편견적 가치관을 전승받게 된다. 즉,
성인들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현실 인식이라는 필터에 의해 한번 걸러진 세
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조경근(1987)이 대구와 광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지역감
정적 언사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0%가 들은 적이 있
다고 응답하였고 김혜숙(1989)의 연구에서도 지역민에 대한 고정 관념이
가정에서 2세로 전수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편견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편견적 태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뿐 아니라 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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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들의 양육과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의 주체가 수용적 태도 형성
과정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 집단 규범에 대한 동조
편견이란 특정 집단에 대해 과도하게 단순화된 부정적 인식이 한 집단
내에 공유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때, 편견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집단 내
에서 공유될 뿐 아니라 조장되는 면이 강하다. 즉, 공유된 태도에 동조하
는 행동은 선악에 대한 판단이나 대상의 내용에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강화
를 받게 되고 그에 어긋나는 행동은 집단에서 따돌림 등의 처벌을 받게 된
다. 이러한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Sherif & Sherif(1966)에 의한 ‘준거
집단 이론(reference group theory)’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준거 집단
이론’은 인종, 성, 사회 계층, 장애에 대한 편견이 개인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고 집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 이론은
왜 사람들은 어떤 가치나 인지의 내용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지, 자신의
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을 거부하는지, 그리고 다른 집단의 사람을
싫어할 개인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들 사이에는 왜 불안이 존
재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또한 Goethal(2005)의 이론에 따르
면 집단 내 대인 관계는 자아 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집단
내에서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은 사회적 비교
를 통해 의견이나 능력과 같은 개인적 자질을 평가받고 대인 관계적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배우며 자신의 집단에 속해있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
는 모두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Sherif & Sherif(1966)는 집단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차별을 일
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이 각각의 사람들과 접촉할 때, 그들은 집단의
경계를 정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협의된 노력을 기울이며 모든 집단
구성원이 집단 내에 소속되고 집단에 충성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 집단 구
성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수한 집단이라고 묘사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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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집단 내 구성원들 상호간에 이 우월성을 확산시키려 노력한다.
적대 행위는 집단이 그들 스스로 다른 집단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인
지하게 되면 곧바로 발달하게 된다.
Watson(1950)은 그의 연구에서 유태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
뉴욕시로 이사하고 나서 반유태주의자와의 교류를 통해 반유태적 감정을
품게 되거나 군에 입대한 남부 출신들이 인종 간 단합이 요구되는 군대의
규범에 따라 흑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드는 것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
성향에 의해서 편견이 학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집단
규범에 대한 동조 현상은 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잘못된 지각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는 사
회적으로 차별 의식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장되게 지각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즉, 다수의 백인이 지니고 있는 흑
인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비차별적이고 편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
람들이 자신만이 예외이고 다른 백인들은 매우 차별적일 것이라고 믿음으
로써 실제보다 훨씬 과장된 형태의 집단 간 갈등이 유발되거나 심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다원적 무지’라고 하는데 박정순
(1989)의 연구에서 보면 대구와 광주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대 지역민
에 대한 응답자의 개인적 호감을 묻고 동시에 같은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
각할 것이라고 여기는지 물어본 결과 자신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들
이 상대 지역민들을 더 싫어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다원적 무지’가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사람들이 특정 집단 사람들을 배척할 것이라는 과장된 판단에 의해 자신의
고정 관념과 편견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Lewin에 의하면 아동이 청소년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먼저 자기의 소속
집단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소속 집단의 변화는 사회
적 이동이며, 청소년의 위치 변화를 위미한다. 그때 나타나는 행동은 당시
의 위치에 의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집단 소속 즉, 또래 집
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고 우리 의식이 가장 강렬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민영순, 1985: 305 재인용). 또래 집단과 사귀는 것은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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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사회적 기술 또는 사회적 통찰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되며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어떻게 하면 또래 집단에 잘
끼고 적응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또래 집단의 이러한 집단에 대한 태도
및 가치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이다(Hurlock, 1985: 148).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
에 의해 형성된 여론은, 그 여론의 진위여부나 가치에 상관없이 집단 내에
서 공유될 뿐 아니라 조장되는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기
의 또래 집단은 집단 규범이 형성되는 장(場)이자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준거 집단임을 알 수 있다.
3) 접촉 이론
지금까지 고정관념과 편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학적 요인
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적절하게
구조화 된 집단 간 접촉은 집단 간 긴장을 완화하고 편견 감소를 증진하며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접촉 가설 혹은
집단 간 접촉 이론으로 알려진 이 이론은 집단 간의 직접적 접촉을 위한
적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집단 간 편견 감소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Dovidio, Eller & Hewstone, 2011: 148).
그러나 단순하게 접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는 편견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간에 가지고 있던 고정 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킬 위험
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접촉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동등한 지위에서 장기적으로 긴밀한 접촉이 필요하다. 기존의 우열관
계에 바탕을 둔 접촉은 편견을 없애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둘째,
두 집단 성원 사이의 관계가 상호 협조적인 의존 관계가 되어야 한다. 두
집단 사람들이 만날 기회는 있지만 긴밀하지 못할 경우 접촉은 오히려 기
존의 편견을 재확인 시켜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확
인적 가설검증방략’을 사용하는 인지적 특성이 있어서 자신의 가설과 일치
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강화시키며 자신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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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서로에 대한 고정 관념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행동을 해석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라도 자신의 고정 관념적 가설을 지속
적으로 강화해 나갈 가능성 있고 일반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심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집단과의 접촉이나 상호 작용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Tredoux & Finchilescu, 2007: 669).
따라서 접촉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외집단과의 긍
정적 상호 작용을 위해서 다양한 접촉 이론이 파생되었다.
접촉이론은

1997년

Wright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처음

첫째, 확대된
제안되었다

(Wright, et. al., 1997: 74). 그들은 내집단 성원이 외집단 성원과 친밀하
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단순한 지식이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집단 성원이 외집단 성원과 긍정적인 상호 작용
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외집단에 대해 덜 부정적인 태
도를 보이며 동시에 그러한 정보를 내집단 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집단
간에 더욱 긍정적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아 속에
타자를 포함하는 (Including the other in the self)효과이다(Wright, et.
al., 1997: 75-76).
내집단 성원과 외집단 성원과의 긍정적 관계를 관찰함에 있어 내집단 성
원은 자아의 일부가 되고 외집단 성원은 내집단 성원의 일부이기에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즉, ‘나의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이다.’라는 논리가 확
대되어 ‘내가 속한 집단의 친구의 집단은 내 친구이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관계의 순위가 일시적으로 부모보
다 교우 관계가 우선시 되는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학교 시
기의 청소년들은 다소 불안정하고 상처 받기 쉽고 동년배의 수용과 인정을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친구의 행동과 가치에 무조건적으로 동조
하는 경향을 보인다(Brown, 1996). 뿐만 아니라 Pettigrew(1958)의 연구
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문화와 인종간의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의 경우,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문화에 대한 편견도 낮았다. 한 집단에
대한 편견 해소 효과가 일반화되어 다른 집단에 대한 일반화도 나타난다는 점
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집단에 대한 편견을 일일이 다룰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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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리적 접촉 이론은 Bandura의 사회인지 이론을 집단 간 접촉 연구에
통합하여 적용한 것이다. Bandura의 사회인지 이론은 적절한 타인을 관찰
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태도, 가치, 정서적 성향, 새로운 행동 양식을
획득하는 방식을 잘 설명해준다. 그는 대리적 학습을 위한 능력은 인간이
지닌 독특한 특성 가운데 하나로서 직접 경험으로부터 연유하는 모든 학습
현상들은 타인의 행동 및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관찰하는 것에 의해
대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Bandura, 1989: 21). 대리적 접촉이론
은 간접적 접촉효과의 구체적 매개물을 지칭하기 위해 Bandura가 제시한
대리적 학습개념을 대리적 접촉개념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집단 간 접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내집단 성원들을 관찰함으로서 대리적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Mazziottal, Mummendey, Wright, 2001:
257). 따라서 내집단 역할모델은 집단 간 접촉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더불
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관찰자에게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
확대된 접촉이론은 외집단과 상호 작용하는 내집단 성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리적 접촉이론은 외집단 성원과 상호 작
용하는 내집단 성원들을 관찰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상상적 접촉
이론은 자아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간접적인 접촉 방식이다. 그것은
외집단 범주에 속하는 성원들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시뮬레이션이다(Turner, Crisp, & Lambert, 2007: 428). 상상된 접촉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그 맥락 자체를 경험하는 것
과 유사한 인지적, 행동적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다. 이 이
론에 의하면 외집단 성원가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을 정신적으로 상
상해보는 것은 실제적 접촉과 아주 유사하게 집단 간 불안을 감소시켜줌으
로써 외집단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Husnu & Crisp,
2010: 1994). 상상된 접촉이 집단 간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매
커니즘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투사, 불안 감소, 고정 관념과 위협 감소
이다.
긍정적 관점에서 상상된 접촉은 외집단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투사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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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고 외집단과의 긍정적 관계는 집단 간 불안의 감소에 의해 매개된
다. 끝으로 상상된 접촉은 부정적인 고정 관념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
는다(Crisp & Turner, 2009: 234-235). 한편, 상상된 접촉의 효과가 극
대화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접촉 경험의 정신적 시뮬레이션에 능동적으
로 참여해야 하고 상상된 접촉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외집단과의
긍정적인 접촉을 상상하는 것은 자아로 하여금 외집단 접촉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 지향을 귀인하게 만들어 향후 접촉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Crisp & Husnu, 2011: 277).
간접접촉 이론 중 의사사회 접촉이론은 의사사회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에서 유래한다. 의사사회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는 1956년 호튼
Horton과 Wohl의 논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라디오, 텔레비
전, 영화와 같은 새로운 매스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랄만한 특징 가
운데 하나는 시청자나 청취자로 하여금 배우와 대면(face to face)의 관계
를 맺고 있다는 환상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커뮤니케
이션 미디어가 시청자나 청취자에게 주인공과의 친밀하면서도 대면적인 연
합을 제공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의사사회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를 만
들었다. 미디어 풍요의 시대에 사람들은 직접적인 대인관계적 접촉보다는
오히려 의사사회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Schiappa, Gregg,
& Hewes, 2005: 95). 사람들은 타인에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미디어 속의 주인공들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를 형성한다. 달리 말해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개인 간
반응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 유형의 의사사회적 반응과 관계를 만들어낸다.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을 연구한 학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개인 간 접촉과 의사사회적
접촉은 모두 타인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소 및 사회적 매력의 증가에 기여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근거하여 의사사회 접촉이론은 다수 집단
성원들이 소수 집단 성원들과의 개인 간 접촉을 위한 기회가 제한되어 있
을 때 편견을 감소시키는 모종의 경험을 제공한다고 했다(Schiappa, Gregg,
& Hewes, 200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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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사사회 접촉이론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상호 작용과 관
계를 긍정적으로 표시하는 미디어는 그것을 보는 내집단 성원들의 집단 간
지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내집단과 외집단의
상호 작용과 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미디어는 그것을 보는 내집단 성
원들로 하여금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집단 간 관계를 담은 미디어를 접한 학생들은 타인을 사회적으로 범주화하
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그들’과 ‘우리’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부터
우리들이라는 더욱 포괄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내집단
과 외집단 간의 규범 지식에 영향을 주고 미래의 집단 간 접촉에 대한 긍
정적인 기대를 촉진할 수 있다.

가. 다문화 수용성의 사회 문화적 기초
1) 간문화적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 발달 이론
Bennett & Bennett(2004)가 고안한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 이론’은 문
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 충격
이나 갈등 현상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문화 간
적응과 의사소통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이른바 문화 접촉
이론 중 하나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단계별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다. 간문화적
감수성이 둘 이상의 문화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반응하여
형성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나 행동 경향을 말한다. 그리고 ‘간 문화적
감수성 발달’이란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의식 구조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와 행동 성향들이
진전되고 세련화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Bennett & Bennett(2004)은 간문화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설명하는
분석틀로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이 여섯 가지 발달 단계를 거친다는
이른바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 이론을 제시했다.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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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단계 중 처음 세 단계는 자신의 문화가 현실에서 중심이라고 생각하
고 문화적 차이를 회피, 부정하거나 그 의미를 최소화하는 단계인 ‘자민족
중심적(ethnocentric) 단계’에 해당한다. 반면

다음 세 단계는 문화 차이

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거나 공감하는 ‘민족 상대주의적(ethnorelative) 단
계’에 해당한다.
<표Ⅱ-1> 간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 (Bennett, 1993).

(1) 문화적 차이 부정하기(Denial)
문화적 차이 부정 단계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않으며 각 문화 집
단을 외국인이나 이민자와 같이 특성이 없는 타자 집단으로 모호하게 인식
한다. 나아가 자신이 주류 집단의 성원 자격으로 우월하게 태어났다고 인
식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2) 문화적 차이 방어하기 (Defense)
방어의 단계에서는 자문화와 타문화들 간에 구분이 가능하나 여전히 타
집단의 문화가 자신의 문화처럼 개별적 독특성을 가진 문화로 보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자기 집단 내의 개별 성원
들은 각자가 고유성을 가진 존재로 보지만 외집단의 구성원들은 문화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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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동일한 ‘그들 집단’으로 고정 관념을 가지고 본다.
(3) 문화적 차이 경시하기 (Minimization)
경시 단계에서는 문화 차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소 복잡한 전략을 구사한
다. 에티켓이나 관습처럼 외견상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깊
이 들어가면 모두 같다.’ 라는 가정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류 집단 구
성원으로서 제도화된 특권을 행사하지만 자신들이 특권을 행사한다고 인정
하지는 않는다. 공통 문화의 존재에 대한 주류 집단의 주장은 비주류 집단
입장에서는 위선적인 것으로 보인다.
(4) 문화적 차이 수용하기 (Acceptance)
수용단계에서는 모든 가치, 신념, 행동들이 상호 구분되는 맥락적 범주
로 조직된다. 그렇지만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이 동의나 선호를 의미하
지는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타인의 타당한 관점을 강박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의 윤리
적 입장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가능한 입장 중 하나가 될 수 있
다고 본다.
(5) 문화적 차이 적응하기 (Adaptation)
적응 단계에서는 자신의 인지적 틀을 바꾸어 타문화의 맥락에서 사고하
고 행동할 수 있는 간문화적 능력을 갖게 된다.

(6) 문화적 차이 통합하기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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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단계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이 어느 특정 문화에 정박되지 않고 둘
또는 둘 이상의 문화의 주변에서 정의되는 이른바 ‘건설적인 주변성
(constructive marginality)’을 갖게 된다. 즉, 통합 단계에서는 문화적 맥
락의 안과 밖을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 이론’은 문화 차이에 대한 경험이 정교화 되면서
문화간 유능성이 점차 발달하고 있음을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심리적 특징
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이론은 간문화적 감수성이 발달하면 상
이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도 간문화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제 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성찰적 능력과 태도를 형성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 단계 중, 문화적 상대
주의 관점의 각 단계인 ‘차이에 대한 수용’,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
그리고 보다 상위의 보편적 가치, 즉 인권이나 정의와 같은 근본 가치에
따라 문화를 평가하는 ‘메타 이해’는 본 연구의 연구 주제인 다문화 수용
성의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측면과 개념적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화적 감수성의 주요 개념을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 요소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Ⅱ-2>다문화 수용성과 간문화적 감수성의 비교표
다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요소
문화 개방성

간문화적 감수성의 단계

양

국민 정체성

수용

성

고정 관념, 차별 배제

(Acceptance)

관

일방적 동화기대 탈피

계

거부 회피 정서 탈피

성

교류 행동 의지

보

공감, 간문화적 의사소통
적응

(Sympathy, Intercultural

(Adaptation)

communication)

이중적 평가 탈피

통합

간문화적 역량

세계시민행동의지

(Integration)

(Intercultural competence)

편
성

차이에 대한 존중(Respect)

2) 문화적응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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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1997)는 문화적 요인이 개인의 행동 발달과 표현에 미치는 영향
에 관심을 갖고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인종 정체성과 범주에 관련된 신
념 및 문화 적응 전략이 인종 간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했
다. Berry는 자신의 원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대한 선호인 ‘자기
집단 지향’과 다른 인종문화 집단과 함께 더 큰 사회에 참여하고 결합하려
는 선호인 ‘다른 집단 지향’이라는 두 개의 차원을 교차시켜 자기 문화 지
향과 집단 간 관계 형성에 둘 다 관심이 높을 때는 통합, 자기 문화 지향
은 높고 집단 간 관계 형성에 대한 관심이 낮을 때는 분리, 반대로 자기
분화 지향은 낮은 상태로 집단 간 관계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는 동
화, 둘 다 낮을 때는 주변화의 상태로 문화 적응 양상을 구분 했다. 이후
에 소수 집단의 입장에 다수 집단의 입장을 추가하여 다수 집단의 입장에
서는 어떤 다문화 수용의 전략을 취하는지에 따라 각각 소수 집단의 네 가
지 유형에 상응하는 유형이 있다고 보았다.
<표Ⅱ-3> Berry의 다문화 수용 전략 (Berry, et al., 2002: 354)

즉, ‘다문화주의’는 다수의 전통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소수 집단
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전략이고, 자국의 문화에 소수 문화
집단이 동일시하게 하는 방향의 전략은 ‘용광로(Melting Pot)’에 해당한다.
이는 소수 집단의 입장에서 ‘동화’에 해당한다. 또한 전통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소수 집단 문화와 교류하지 않도록 하는 ‘분리 전략’이 있고
‘배척 전략’은 소수 문화 집단의 고유성을 인정하거나 다수 문화 집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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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문화 말살의
입장이다. 소수 집단의 입장에서 ‘통합 전략’은 다문화적인 사회에서만 추
구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수용
되어야 하고 편견이 낮아야 하며 민족 문화 집단 간의 긍정적인 상호적 태
도와 통합된 사회에 대한 애착감과 동일시가 갖추어져야 한다.
Berry(2005)는 주류 집단 혹은 정부의 인종관계 정책이나 추구하는 이데
올로기에 따라 이민 집단의 적응 전략도 그에 상응하여 달라질 수 있다고 보
았다. Berry는 문화 적응 이론에서 문화 및 정체성 유지와 관련한 측면을
개념화할 때,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다양성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다
양성’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집단 간 관계 형성의 측면을 내외 집단 간 관
계 형성의 측면으로 보아 ‘관계성’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Berry 모형은
보편성의 측면이 배제되어 있어 상위의 가치로부터 다문화를 바라보는 간
문화적 메타 이해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3) 인종적 ․ 문화적 정체성 발달 이론
Sue & Sue(2008)가 고안한 인종적 ․ 문화적 정체성 이론은 다문화 사
회에서 이중 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소
수 집단 사람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고안된 여러 가지
이론들 중 하나이다. 이 이론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인종이나 문화적 정체
성 발달 단계별로 소속 집단인 소수 집단과 외집단인 다수 집단 사이의 관
계 속에서 개인과 개인이 속한 소수 집단, 그리고 다수 집단에 대한 태도
와 신념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Sue & Sue가 제안한
‘인종적·문화적 정체성 발달 이론’에서의 인종적 ․ 문화적 정체성이란 특정
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이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구성원이 자신이
나 타인에 대해 갖게 되는 독특한 가치, 신념, 태도 등을 말한다. Sue &
Sue는 자신들이 소속된 소수 집단의 문화와 다수 집단의 문화 사이의 관
계 속에서 소수 집단의 성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의
발달 단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인종적 ․ 문화적 정체성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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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섯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순응 단계’는 자신이 속한 소수 집
단 문화를 비하하고 지배 집단의 문화를 추앙하는 일종의 문화적 사대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부조화 단계’로서 소속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고 다수
집단의 문화를 경멸하는 자민족 중심적 신념 및 태도가 생겨나고, 세 번째
단계인 ‘저항 및 몰입 단계’에서는 이러한 신념 및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
을 보인다. 네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인 ‘자기 성찰 단계’와 ‘통합적
인식 단계’에서는 소속 집단 문화에 대한 존중과 다수 집단 문화의 장단점
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들 문화를 선택적으로 존중하게 되는 일종의 민족
상대주의적 신념 및 태도를 보이게 된다.
(1) 순응 (Conformity)
순응 단계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보다는 다수 집단 문화의
가치, 신념, 특성에 대해 강한 선호 의식을 보여준다. 그들은 다수 집단 문
화가 우월하다는 신념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은 자아, 자신이 속한 내집단,
그리고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는 반면 다
수 집단의 성원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추앙하는 태도를 갖는다.
(2) 부조화(Dissonance)
부조화 단계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문화적 가치나 신념과 충돌되는 정
보를 마주하게 된다. 예컨대 인종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고 있던 아시아계 미국인이 인종 차별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이
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 충돌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점차 순
응 단계에서 갖고 있었던 자신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즉 부조화
단계에서 개인은 자아, 자신이 속한 집단, 다른 소수 집단의 성원, 그리고
다수 집단 성원들에 대한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사이의 충돌이 존재
하게 됨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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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항과 몰입( Resistance & Immersion)
저항과 몰입 단계에서는 개인들이 방향을 전환하여 소수 집단의 관점을
채택하고 주류 문화를 거부하기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은 주류 집
단에 대한 분노, 불신, 혐오감을 갖게 되며 자신의 문화의 정체성을 발견
하려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강한 연대 의
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다른 소수 집단과의 관계는 일시적이
고 피상적인 경향이 있다.
(4) 자기 성찰(Introspect)
자기 성찰의 단계에서는 개인들이 주류 문화에 대한 강한 분노의 감정을
털어 버리고 그 대신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더 많이 이해하려는 열
정을 갖게 된다. 나아가 주류 집단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분하
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집단의 태도나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
하게 된다.
(5) 통합적 인식 (Intergrative Awareness)
통합적 인식 단계에서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문화 뿐 아니라 주류 문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에 대해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이 단계에
서 개인은 긍정적인 집단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집단이 추구하
는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유일한 개
인, 문화 집단의 성원, 그리고 더 큰 사회의 성원으로 바라보게 된다.
‘인종적 · 문화적 정체성 발달 이론’은 소수 집단 성원 입장에서 자신이
속한 소수 집단 문화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수 집단 문화 사이에서 각
집단 문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인식하며 어떠한 가치 지향적 신념과
태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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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지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의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자문화 및 타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이나 거부 태도에서 벗어나 자문화 및 타문화의 장단점을
성찰하여 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성찰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고찰한 Sue & Sue 의 ‘인종적 · 문화적 정체성 발달 이론’이 다문
화 사회에서 소수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정체성 발달을 심리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Banks(2008)의 ‘문화적 정체성 발달 이론’은 특히 민주
주의 사회에서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자유, 정의, 평등한 인류 사회의
건설을 위한 세계 시민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
다. Banks(2006)에 따르면 개인은 인종, 성, 지역, 성적 성향, 언어, 장애
등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하게 되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
여기서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적 집단과
의 연관 속에서 파악되는 개인의 주관적인 자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Banks(2006)는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한 개인이 다문화적 혹은 이중
문화적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발달시키게 되는 문화적 정체성 발달의 단
계를 제시했다. 문화적 정체성 발달의 여섯 단계 중, 첫 번째, 두 번째 단
계는 자신의 문화에 대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문화적 사대주의 단
계’이며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믿는 ‘자민족

중심주의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는 자문화와 타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1) 문화적 심리적 속박(Cultural psychology Captivity)단계
이 단계에서 개인은 사회 내에 제도화 되어 있는 자신의 문화집단에 대
해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어 자기 부정이나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나타
내며 타 문화 집단과 접촉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 특히 이 단계에
서는 주류 집단에 의해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소수 집단 성원들이 문
화적 심리적 속박을 경험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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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정박(Cultural Encapsulation)
문화적 정박 단계에서 개인은 자신의 문화 공동체 내에서만 참여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이 단계에서는 사회의 주류 집단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이 다른 문화 집단에 비해 우월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3) 문화적 정체성 명료화 (Cultural Identity Clarification) 단계
이 단계에서 개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분
명히 하고자 하며, 외부 문화 집단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
기수용을 배우게 되며 나아가 자신의 문화 집단에 갖고 있는 긍정적 속성
과 부정적 속성 모두를 수용하고 이해하게 된다.

(4) 이중 문화주의(Biculturalism) 단계
이중 문화주의 단계에서는 개인은 자신의 문화 공동체 뿐 아니라 타문화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건전한 문화적 정체감과 심리적 특
성 및 기능을 갖게 되어 두 문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
는 열망을 갖게 된다.
(5) 다문화주의 및 반성적 국가주의 (Multiculturalism and Reflective
Nationalism) 단계
‘다문화주의 및 반성적 국가주의 단계’에서 개인은 인간 존엄 및 정의의
측면에서 국가적 이상, 신념, 가치 등에 대해 반성적으로 숙고하고 이에
헌신하며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여러 하위문화들의 가치, 상징, 제도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공유하는 다문화적 관점과 감정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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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주의 및 세계적인 유능성(Globalism and Global Competency)
단계
세계주의 및 세계적인 유능성 단계에서 개인은 인류의 보편적, 윤리적
가치와 원리를 내면화하여 국가 내 하위문화 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 반성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문화적 정체성
을 갖게 된다. ‘문화적 정체성 발달 이론’은 자신이 속한 집단 문화와 자신
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 차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인식하며 어떠한 가치 지향적 신념과 태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이론 역시 다문화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의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 이들이 자문화 및 타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이나 편견, 거
부의 태도에서 벗어나 자문화 및 타문화의 장단점을 성찰하고 다문화 수용
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세계 시민의식
세계화란 고도의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긴
밀한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쟁이나 협동을 통해
삶의 터전을 전 세계로 확대해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시민 의
식은 일종의 우주적 의식 또는 보편적 인류애, 세계 동포주의 등의 형태로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장현근, 1997). 특히, 오늘날 세계화된 지구
공동체로서 국가 간, 민족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개인의 삶에서도 문화적
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서 세계 시민 의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우리
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에 대한 가
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기며 세계 평화에 관심을 갖고 지역,
국가, 세계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국가, 세계차원의 평화 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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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알고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참여의식을 가지고 이를 관용과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장주
혜, 2008).
이러한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이란 앞서 기술했듯이 다문화 교육이
목표로 삼고 있는 다문화적 인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
적 인간이란 간문화적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며 그의 인지, 정서, 행동의 특성은 특정 문화권에 제한되어 있기
보다는 그것을 초월하여 성장하고자 한다. 인지적 정서적으로 인류의 근본
적인 화합에 몰두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
는 차이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다문화적 인간의 특징은 자신의 문화적 고
정 관념에 도전해보고 자신의 세계관이 어떻게 자신의 문화에 의해 형성되
었는지를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며 자신의 자민족 중심주의의 근원을 인정
하고 동시에 타문화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문화간 접촉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 평가하고 두 문화 사이의 의사소통을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제 3의 관점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문화적 공감과 타자의 세계관
에 대한 상상적 참여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다(Gudykunst & William,
2003: 167-189).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표Ⅱ-4>과
같다.
<표Ⅱ-4>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안상수 외, 2010: 34)
구분
인간의 보편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적 문제에 대한

세부영역
인간존중, 정의, 평등, 인권, 협력, 이타주의, 감정이입,
갈등의 평화적 해결
우리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 문화상대주의적 의식
성향,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및 존중, 반편견의식
환경, 에너지, 인권, 평화, 테러, 전쟁, 기아 등의 세계적

흥미와 관심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세계 문제 해결에

인류 생존을 위한 환경 의식과 참여, 평등, 정의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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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참여의식
세계 지향적인 태도

보살핌, 아동이나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호,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 해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외
상호 협력, 상호 의존, 세계 문화 유산의 존중, 국제
기구와 국제 질서에 대한 신뢰 외.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정의는 다문화 수용성과 세계 시민
의식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연구
들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황정미, 2007: 152-272). 첫 번째 차원은
문화적 다양성의 차원으로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출신 문화를 유지할 수 있
도록 차이를 관용하는가, 아니면 주류 문화를 흡수하여 동화되기를 요구하
는가의 차원이라고 정리된다.
두 번째 차원은 관계성의 차원으로 다수자인 내국인들이 이주민이나 외
국인에 대해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그들에 대해 지니는 사

회적 거리감 혹은 공감과 이해의 요소이다.
세 번째 차원은 보편성으로서 세계 시민 행동의지와 보편적 인류애의 차
원이다. 세계 시민 의식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하며 특히 보편성 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문화 수용성의 보편성 차
원이란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및 세계 문제 해결
에 대한 참여 의식 및 세계 지향적인 태도와 관련이 깊으며, 인류가 연결
되어 있다는데 대한 인식, 인류 평등과 존중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그리
고 타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전제로 한다.
앞서 기술했던 다문화 수용성의 사회 문화적 내용 중 Berry의 ‘문화 적
응이론’은 다문화 수용성을 ‘다양성’과 ‘관계성’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다
문화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제도화된 차별이나 인종 차별과 같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행위에 대한 관심이나 보편적 가치로부터 다문화 현상
을 보는 메타 이해적 측면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교육에
대해 언급할 때 ‘정의(正義)’에 대한 전제 없이 다양성과 관계성만을 주제
로 삼는다면

다문화교육의 다양성만 언급하고 정작 보편성의 문제에 대해

서는 소홀하기 쉽다(Sleeter & Grant, 문승호 외 역, 2009).
Berlak과 Moyenda(2001)는 자유주의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의 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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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화된 인종 차별을 통해 백인의 특권을 강화한
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지내면 사회의 부정의
가 사라진다는 신념을 기조로 한다. 이 저자들은 비판적 다문화 정의 교육
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격려하고 편견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인종 차별과 다른 사회적 부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적극
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세계 시민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배려와 존
중’의 의미를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점이다. 문화의 다
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고유한 문화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기는 하되 ‘보편적 인권 존중’이라는 관점이 밑바탕에 전제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Isaiah Berlin식의 가치 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비록 다른 문화에 대
한 존중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되 모든 문화, 예컨대 인권을 심각할
정도로 위협하는 문화까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은 아
님을 역설한다. 이러한 관점은 “개별적 인간들 사이 혹은 사회 집단과 다
양한 문화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다양성이 바로 인간의 삶과
문화를 풍요롭게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점과 보편성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교육의 본질을 찾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는 정영근(2009)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정창우, 2011: 34).

3.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
가. 다문화 수용성의 조작적 정의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이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
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
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는 태도
로 이해할 수 있다 (민무숙 외, 2010: 28-31). 다문화 수용성은 사회적 거리
감, 문화간 감수성, 문화간 유능성, 다문화 효능성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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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Laumann(1965)은 특정한 지위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사회적 거리감’이라고 했는데 한집단의 성원이 다른 집단
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 또는 주관적 거리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용 가능한 사회적 접촉 범위 혹은 행동 의사로 측정될 수 있다.
Westie(1959)는 사회적 거리감을 거주의 근접성 정도, 사회적 위세와 권
력에 차등적 지위를 허락하는 정도, 신체적 교섭의 허용 정도, 인간관계의
상호성에 있어서의 허용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Hammer와 그
의 동료들은 문화 간 감수성이란 문화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으며 이 개념을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비교 문
화 간 능력, 문화 간 효능성과 같은 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정석
원, 정진철, 2012: 51-68). 이외에 Bennett(2004)에 의하면 문화 간 유능
성이란 다른 문화의 사람과 만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다양
한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화 간 유능성에
는 마음가짐과 행동 기술이 포함된다. 여기서 마음가짐은 자신이 문화적
맥락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의식적 자각, 고정 관념에 빠지지 않고 문화적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사고,
문화 차이에 대한 호기심, 애매한 것에 대한 인내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행동 기술은 상호 작용을 분석하고 오해를 예측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 문화에서 적절한 행동과 타문화에서 적절한 대안적
인 행동에 대한 행동 목록을 포함한다.
Chen과 Starosta(1996)는 문화 간 유능성을 문화 간 의식, 문화 간 민
감성, 문화 간 숙련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문화간 의식은 문화
간 유능성의 인지적 차원으로 다른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
는 개인의 능력을 가리키며 문화적 자기 인식과 문화적 의식의 두 가지 요
소로 이루어진다. 문화 간 민감성은 문화 간 유능성의 정의적 차원으로 문
화 차이를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개인의 감정적 열망을 가리키며 자부
심, 자율점검, 감정이입, 개방성, 편견 없음, 사회적 긴장 완화의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문화 간 숙련성은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시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가리킨다. 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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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달기술, 적절한 자기 노출, 행동의 융통성, 상호 작용 관리 능력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Van der Zee와 Oudenhoven(2000)은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 상황을
조절하는 능력을 다문화 효능성으로 보고, 그 구성 요인으로는 개방성, 정
서적 안정성, 유연성, 사회적 주도성을 들었다. Cushner와 Brislin(2011)
은 다문화 효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타문화에서 온 사람들과의 상
호작용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주
류 문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 직무에 관한 의무가 성공
적으로 수행될 것, 문화접촉 스트레스에 의해 고통 받지 않을 것 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을 ‘다문화적 태도(multicultural attitude)’혹은 ‘다문화
주의에 관한 태도(attitude toward multiculturalism)’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Verkuyten & Martinovic(2011)은 ‘이주민들이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보
호하려는 시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주민 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
하기를 바랄 경우, 이러한 바람이 수용되어야 한다’, ‘다수집단의 구성원들
은 이주민들의 문화적 관습이나 배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 등의 문항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한 바 있다.
김미진(2010)은 다문화 수용성을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편견 없는 태
도를 나타내는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편견 없는 태도를 나타내는 인지
적 요인’,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며 다른 상
황에서 적절하게 상호 작용하는 행동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 관련 최근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
문화 수용성 개념과 관련한 연구들,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한 이론
들을 검증하거나 적용한 연구들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다문화 수용성 측
정과 관련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다문화 수용성 개념을 측정하는
주된 개념들은 사회적 거리감과 종족 배제주의, 국민 정체성과 시티즌쉽
및 보편적 권리 수용 및 보편적 가치 척도의 문항 등이 있다. 사회적 거리
감과 종족 배제주의는 타문화에 대해 얼마나 거리를 두고 배척하는가의 문
제라면 국민 정체성과 시티즌쉽 및 보편적 가치 척도 및 보편적 권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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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로간의 거리에서 더 나아가 심리적인 화합을 다루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국내 다문화 수용성 측정 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Ⅱ-5> 국내 다문화수용성 측정 개념들 (안상수 외, 2012: 38)
연구 논문
황정미 등(2007)

다문화 수용성 측정 개념들
사회적 거리감, 국민 정체성과 시티즌쉽,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종족적 배제주의

윤인진과 송영호(2007)

사회적 거리감

김혜숙, 이명진
오계택(2007)
맹진학(2009)
양계민(2009)
송미영(2010)
황정미(2010)
윤인진, 송영호(2011)

종족 배제주의 척도와 사회적 거리감 척도
다문화에 대한태도 척도(Multicultural Attitude Scale:
MS)를 이용하여 사회적 배제 태도 측정
종족 배제주의,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를 인지,정서,
행동으로 나눔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보편적 가치 척도 한문항으로 측정
보편적 권리 수용, 집합적 위협인지
다문화 사회로 변화에 대한태도( 다문화 지향성, 자민족
지향성)합법체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지적 위협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정리해보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개념적
틀로서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이며,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다문화 지향적 태도로서 우리 문화만이 옳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열린 사고로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공존의
대상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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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 요소10)

1) 다양성

다문화 수용성의 첫째 구성 영역으로서 ‘다양성’은 내집단의 정체성과
민족주의적 문화의 우수성을 고집하는 수준에서부터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외집단의 정체성과 문화 가치를 우리와 동등하
게 인정하는 수준까지의 분포를 뜻한다. 다양성은 나와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우리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혹은 그들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나아가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
는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Berry의 다문화 수용성의 첫 번째 개념
인 ‘자신의 원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대한 상대적인 선호’와 관련
이 있다(Berry, et al., 2002). 또한 한국인의 전통 문화 유지와 정체성 정도
및 상대 소수에 대한 관점을 포괄하여 다양성이라는 큰 개념 하에 관련된
고정 관념, 정체성 및 타문화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등을 포함한다(민무숙
외, 2010). 결국 다양성 차원은 다른 집단의 정체성이나 문화유산 등의 가
치를 우리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려는 태도에 기반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다양성 차원의 하위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 개방성
문화적 개방성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이를 받
아들이고 지역 사회나 이웃으로 외국 이주민과 공존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정도 또는 이러한 개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인지적 신념 작용을
중심으로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개방성 요소는 이웃이나 지
역 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서 외국 이주민의 유입 및 정주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측정하게 된다.
10)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 요소 및 하위 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여성 가족부의 ‘국민 다문화 수
용성 조사 연구’(2012)의 정의를 따른다(여성가족부, 2012: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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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정체성
국민 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국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민
또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엄격히 두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국민 정체성 요소는 국적, 한국어 능력, 전통적 음식의
선호 등, 생득적 지위가 다른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승인적 태도를 취하며
그 자격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하는가 등을 측정한다.
(3) 고정 관념 및 차별
고정 관념은 인종, 민족, 혹은 지역 범주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
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정도로 표현된다. 부정적 고정 관념의 내용은
차별과 편견의 원천이 되며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이고 특정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확한 지각을 낳는 원인이 된다. 편견은 집단 소
속이 다르거나 외집단으로 구분된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갖는 것을 말한다. 외국 이주민은 주류 집단과 구분되는 소수 집단의 지위
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과 다른 범주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과
편견은 사회적 거리를 두거나 차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편견 및 고정
관념 연구들에서는 편견은 정서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고정 관념은 인지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 관념 정도, 그리고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 경향성을 주로 측정한다.
2) 관계성
다문화 수용성의 두 번째 구성 영역인 관계성은 다른 인종문화집단과 함
께 더 큰 사회에 참여하고 결합하려는 데 대한 선호를 말한다(Berry,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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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2). 따라서 관계성은 주류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의 관계 설정 및 거
리감에 연관된 개념이다. 즉,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관계 속에 참여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지의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관계성 차원의 하위 영역에는 ‘일방적 동
화 기대’, ‘회피 거부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요소를 측정하는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일방적 동화 기대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다문화 수용성은 Berry의 문화 적응 모형
가운데 이주민의 관점이 아닌 주류 집단인 정주민으로서 한국의 다문화 수
용성이라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Berry가 사용한 동화(assimilation)는
비지배 집단이 자신이 속했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문화와
밀도가 높은 일상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개념화한 일방적 동화 기대는 비지배 집단의 자발적이고 자의적 동화
가 아니라 주류 집단에 의해 기대되어지고 요구되는 형태의 동화를 의미한
다. 다시 말해서 주류 집단의 입장에서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
와 정체성을 버리고 주류 집단의 문화, 우리나라의 외국 이주민이 자신들
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 문화라는 용광로(Melting pot) 속
에 용해되기를 일방적으로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
하고 있는 일방적 동화 기대 요소는 소수자인 외국 이주민이 한국인과 한
국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적 가족 풍습을 순응하며 한국어를
더 완벽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측정된다.
(2) 회피 거부 정서
회피 거부 정서 요소는 종족적 배경이 다르거나 이질적 문화권 출신 이
주민들과의 일상적 관계 형성에서 이들 집단이나 개인을 의도적으로 회피
하거나 이들과 조우하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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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경향성이나 정도를 측정하고자 설정된 개념이다. 다문화 수용성 진
단 도구에서는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이 다른 외국인이나 이주민들과 대중
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접촉을 꺼리거나 위협 불결함과 연관된 부정적 정
서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3)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외국인이나 외국 이주민과의 상호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차별
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교류 관계
를 맺고 실천하려는 의지로서 관계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보편성
다문화 수용성의 세 번째 하위 영역으로서 ‘보편성’은 Berry의 모형과는
별개로 설정된 개념이다(안상수 외, 2012). 다문화 사회의 전개에 있어서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수용성의 측면으로서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관계 뿐
아니라 외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기초로 보편적인 태도를
정립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보편성이란 경제발전수준이나 문화
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근거하지 않고, 외부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
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
이를 관대히 다루며,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정서, 행동적 자질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관계 뿐 아니라 외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기초로 보편적인
태도를 정립했는지 여부를 말한다.
세 번째 차원은 Berry의 모형의 한계를 벗어나 Bennett의 간문화적 감
수성 중 간문화적 문화 역량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관계 뿐 아니라 외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기초로 보편적
태도를 형성했느냐를 측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인들이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출신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과 문화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등급화, 차별화되어 왔다. 즉,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출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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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이주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전혀 다른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데 반해 개발도상국
에 대한 관심은 제한되어 있다. 외부인 또는 문화 다양성에 대해 주류 사
회가 보이는 개방성은 다문화 사회의 현실 보다는 세계화의 영향에 따라
경제 발전 수준과 문화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주민과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분화시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둔 보편성 차원의 구성 영역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경제 발
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근거하지 않고 문화적 경계
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규범에 따라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이를
관대히 다루며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정서, 행동적 자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편성 차원의 하위 영역에는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 의지’ 요소를 측정하는 하위 요소들로 구성
되었다.
(1) 이중적 평가
이중적 평가는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의 특징 중의 하나인 경제
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 흑인과 백인에 대한 평가에서 격차를 크게 두거나 이중적인 잣대로 이
들을 대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이다. 따라서 이중적 평
가 요소는 종족적,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상이한 외국인에 대
하여 집단별로 차이를 두는 이중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영어권 언어
의 선호, 출신 배경에 따라 업무 능력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 선별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성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2) 세계시민행동의지
다문화 수용성은 세계 시민 의식 가운데에도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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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
고 세계 지향적인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세계시민행동의지 요소는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공통된 세
계의 구성원으로서 빈곤이나 기아, 인권 문제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적 지
향성 또는 행동의지를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의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다문화수
용성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위의 세 차원 내에서 태도의 3대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1)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
인지적 영역은 주로 지식의 측면에서 해석된다. 이는 인종, 민족, 혹은 지
역 범주에 대한 일련의 특징들에 관한 신념이고 이러한 신념의 내용은 그 집
단에 속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한 집단에 대한 잘못된 정보
로 인하여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정도, 혹은 도식화된 지식 정
도로 표현된다. 부정적 고정관념의 내용은 차별과 편견의 원천이 되며, 차별
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이고, 특정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확한
지각을 낳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인지적 영역은 대상 집단에 대한 지식과
대상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다양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관계 의식으로 인하여 다문화 수용성이 저해되는지 여부를 말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문화에 대한 성찰적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성찰적 이해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자문화에 대한 성찰적 이해 능력이
높을 경우 특정 문화에 대해 강박되지 않고 유연성을 갖춘 인지 구조를 형성
하게 되어 자문화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문화의 장점에 대해서는 존중감을
갖고 단점에 대해서는 비판의식을 갖게 된다. 타문화에 대한 성찰적 이해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준거로 하여 타문화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말한다. 타문화에 대한 성찰적 이해 능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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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타문화의 장단점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타문화에 대한 선택적 수
용 의식을 갖게 된다.

(2) 정서적 영역(affective domain)
다문화 수용성의 정서적 측면은 자문화에 대한 자기 존중적 태도와 타문
화에 대한 선택적 존중 태도 등으로 구분된다. 자문화에 대한 자기 존중적
태도는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문화만을 중시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나
이와 반대로 내집단의 문화를 경시하는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내집단의 문화가 독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여 자문화에 대한 자긍
심이나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된다.
타문화에 대한 선택적인 존중 태도는 타문화가 자문화보다 우수하다고 생
각하여 자문화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문화를 경멸하는 태도, 혹은 타
문화가 자문화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여 타문화에 대한 본노감이나 타문화
를 경멸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타문화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이를 선택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다문화 수용성의 정서적 측면의 마지막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의 태도인데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자
문화나 타문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
대주의적 태도와 이로 인한 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 차별 의식을 배제하고
자문화 및 타문화를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영역에 대한 측정은

긍정과 부정의 두 방향이 있고,

편견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쪽
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부정적인 쪽에 초점을 둘 때 편견(prejudice)으로
명명된다. 다양성 차원에서는 자문화에 대한 국민정체성 측면이 정서적인 영
역으로 측정되었고, 관계성 차원에서는 거부/회피 감정이 정서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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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적 영역(behavioral domain)
다문화 수용성 연구에서 행동적 영역의 측정은 타문화에 대한 존중의 태
도 실천 능력과 다문화적 문제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참여 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타문화에 대한 선택적 존중의 태도 실천 능력은 타문화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 타문화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이 일상생활에서 문제
가 되는 것은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일상생활에서 타문화 집
단에 대한 차별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적 문제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참여 능력은 문화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 차별 현상 등 문제 상황에 발
생하거나 문화 집단 간 이해 관계대립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앞
서 제시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하는 능
력을 말한다. 특히 다문화 집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문화 정체
성이 다중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적 문제
나 갈등상황이 많이 발생하므로 다문화적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참여 능
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집단간 관계의 행동적 측면은
타문화에 대한 허용적 행동 의지,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계 행동 측면을
유추해볼 수 있는 쌍방향 관계 행동의 의지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다시 한 번 강조할 점이
있다. 그것은 본 척도는 ‘타문화 배척 척도’가 아닌 ‘다문화 수용성 척도’라는
점이다. 즉 편파 혹은 편견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설명
방향은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 차별적 행동에 기초하였지만, 이후에 기술
될 척도의 방향은 그러한 편파적인 태도가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방식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관계성, 행동적 영역과 관련하여 차별적 행동
이 낮을수록 상대 문화를 받아들이고 쌍방향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행동의
지가 높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역코딩으로 구현
된다. 다음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축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측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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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리한 표이다.
<표Ⅱ-6> 다문화 수용성의 차원 및 하위 영역별 주요 측정 내용
하위 영역
문화 개방성

주요 측정 내용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주민 유입 및 정주 인정

국민 정체성

국민 됨의 자격 기준에 대해 다양성 인정

고정관념, 차별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고정 관념과 차별

관
계
성

일방적 동화기대

이주민의 우리 문화 동화 및 순응기대

거부, 회피 정서

이주민 접촉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

교류행동의지

이주민과의 친교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

보
편
성

이중적 평가

경제 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둠

세계시민행동의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 추구 및 실천 의지

다
양
성

다. 다문화 수용성 국제 조사

1) 유로바로메터 조사(Eurobarometer Survey)
유로바로메터 조사는 1970년대 초반부터 유럽 각국의 비교 사회 연구를
위해 지속되어온 대표적인 조사이다. 대부분의 조사가 유럽에 거주하는 응
답자를 대상으로 15세 이상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일
년에 두 번 실시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국가는 유럽 연합 국가이다. 그런
데 경우에 따라 후보 국가가 포함된다.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로바로메터 조사는 1997년, 2000년, 2003년에 실시된 조사이다. 이 조
사에서는 각국에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주의를 포함한 소수 민족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인지와 관련된 변수가 포함되었다. 이 조사가 포함하고 있
는 대표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 어떠한 사회이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민들로 구성
되는 것이 좋다.

- 62 -

•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은 한 나라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있다.
② 다문화사회의 한계
• 한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나 인종 그리고 문화는 한계가 있다.
•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것이며 이는 한 국가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③ 합법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 EU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온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국내 시민으로서
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
• EU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온 합법적 이민자들은 직계 가족 성원을
데려올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④ 합법 이민자에 대한 정책
• 합법 이민자( ‘from outside the European Union’, 15 EU Member
States surveys 에 삽입된 문구)는 만약 비고용상태가 되었다면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져야 한다.
• 합법 이민자는 모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져야 한다.

2)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유럽 사회 조사는 유럽 과학 재단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가 시작
된 이유는 기존의 연구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럽인들의 태도 신념 및
다양한 인구의 행동 유형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
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2011년 현재 다섯 번째 조사가 진행되었
고 여섯 번째 조사가 준비되고 있다. 이 조사는 현재 30여 개 국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시작되어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
시된다. 유로 바로 미터가 정책적 목적이 우선이라면 유럽사회조사는 보다
학문적인 목적이 강하다. 조사 계획과 실행이 대학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책임 기관은 영국이고 협력 기관으로는 노르웨이, 독일, 네
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슬로베니아 등 6개가 있다.
ESS 설문은 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적 개입, 정치 사회적 가치, 도덕적

- 63 -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소외,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정체성,
복지, 건강, 안전 , 인구 분포, 교육과 직업, 재정적 환경, 주거환경 ,시민
권, 참정권, 민주주의, 이민 등의 핵심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 사회
조사에서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이 깊은 조사는 2002년에 실시된 round 1
이다. 이 조사는 시민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민을 핵심 주제로 하여 다
양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1주제인 시민권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확
산과 정치와 사회의 해방 문제, 지역 사회의 변화, 사회적 신뢰 문제, 사회
와 정치 참여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2주제인 이민은 수수 민족과 인종,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제 1차원은 이민 규모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다루고 있

다. 현재와 과거의 이민 규모, 다른 유럽 국가의 이민 규모, 명명자 규모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 정도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2차원은 이민
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한 영
향, 문화, 빈곤, 범죄율, 공공 예산에 대한 이민의 영향을 포함한다.

3)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 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종합 사회 조사는 시카고 대학의 전국 여론 조사 센터에서 거의 매년 수
행되고 있는 일종의 옴니버스 조사이다. 최초의 조사는 1972년에 시작되
었으며 조사 규모는 사회 과학 분야에서 최대 규모이다. 이 조사는 현재까
지 38,000명의 응답자와 3,260여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사회조
사는 기존의 사회 조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 사회 조사가 포함하고 있는 주제는 다양하다. 보건, 안전, 교
육과 직업, 그리고 가족 등 전통적인 사회 과학적인 주제 뿐 아니라 사회
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주제도 포함한다. 둘째, 조사틀은 되도록 비교
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셋째, 1982년도 이후의 일반 사회 조사는
본격적인 국제간 비교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1983년 이후의
조사는 호주, 영국, 서독, 미국 등 세계 34개 국가로 구성된 국제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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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수행되고 있다. ISSP의 기본적인 틀은 개별 국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합 사회 조사를 국제 비교 조사가 가능하도록 공
통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유사한 시기에 특정한 주
제를 연구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
지막으로 종합 사회 조사는 조사설계, 표집, 인터뷰, 문서처리에 있어 엄격
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각 항목들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 되고 조
사 과정에서도 각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ISSP에서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이 깊은 조사는 2003년 국민 정체성 조사와
2004년 시민성 조사이다. 2003년 국민 정체성 조사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정체
성, 국가 정체성, 민주주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 자유 무역에 대한 태도,
소수 민족과 이민자에 대한 정책, 소수 민족의 동화 정책,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이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04년 시민권 조사
는 바람직한 시민의 특징, 극단주의에 대한 태도, 소수 민족과 인종에 대한 편
견, 정치 참여, 사회적 신뢰, 공정성, 민주주의의 역할, 부패 인식, 사회적, 정치
적 관용도에 관한 각종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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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서울 지역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특성을 기
술한다. 이는 사회 과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학생들이 다문화 현상을 어
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 앞서 기술적 연구
에서 밝혔던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밝
히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한다. 이는 사회
과학 연구의 목적 중 설명적 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다문
화 수용성의 특성을 밝히고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
로는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향상시키는 교육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며 앞으로 보다 나은 다문화교육 연구의 시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차
후의 연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는 탐색적 성격의 연구
로 귀결될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투입 변인에
초점을 둔다. 여기에는 연령, 부모의 소득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성
별, 학교 성적 등이 있다. 반면, 또 다른 투입 변인이지만 과정 변인의 성
격이 더 큰 변인들로서 대중매체, 다문화 접촉 빈도 및 학교 및 기타 기관
에서의 다문화 경험 등의 요소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
변적인 요소이다. 학생들이 투입 변인 이외에 다문화와 관련하여 어떤 경
험을 했느냐는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정책적 대안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기본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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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다문화 수용성 분석틀
독립변인2

독립변인1(투입)
성별

다문화관련경험(과정)
대중매체

학년별

다문화 접촉 빈도

소득수준

교육 경험

부모의 학력 수준

위협 인식

성적

해외 체류 경험

종속변인
다문화수용성(산출)
다양성 (문화개방성, 정체성,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일방적동화기대, 거부 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보편성(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가. 연구 대상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표본 추출 방법
은

층화 임의 표본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로서, 각 부 그룹에

서 독립적으로 임의 표본을 추출하여 총 표본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의 장점은 1회의 조사로써 모집단에 대한 정보 외에 부(副)그룹(층
(層),stratum)에 대한 정보가 산출된다는 점과 보다 신뢰적인 모집단 추정
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허명회, 2009: 10-15).
층화 표집의 첫째 기준은 경제적 측면이다.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경
제적인 측면이 주요한 변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중학생을 모집
단으로 한 소득 수준 및 지역 사회의 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각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층화했다.11) 이에 따라 상(上)에 속하는
11) 재정 자립도란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
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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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8개와 중(中)에 속하는 9개, 하(下)에 속하는 그룹 8개로 나눈 후, 경
제적 변수에 의한 차이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 그룹을 빼고 상(上)
․ 하(下) 각 그룹에 속한 중학교들 중, 남녀 공학 학교를 대상으로 단순 무
작위 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에 따라 상(上) 그룹에 속한 송파
구의 O중학교와 하(下)에 속하는 중랑구의 M중학교가 우선적으로 표집되
었다.
둘째, 서울시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중 1, 2, 3위를 선
정했다.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재학 중인 학교는 은평구의 S중학교였
으나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로서 종교 교리상, 정책적으로 다문화
배경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학교였다. 따라서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수
용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2, 3, 4위인 광진구의 K 중학교, 영등포구의 D중학
교, 구로구의 Y중학교가 선정되었다.
셋째, 중랑구의 J중학교는 다문화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다문화 정
책연구학교이므로 앞서 밝혔듯이 다문화 수용성에 학교 교육이 미치는 영

산출식= {(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전금)/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100
재정 자립도는 지역경제력의 핵심 지표로서 이는 지역의 소득수준, 인력기반 뿐 아니라 현대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되는 산업발전, 혁신역량, 사회간접자본, 재정력 등이 포함된 지역경제력
의 실제적인 역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는 각 지역 경제활동의 역량을 살펴보는
지표로 유용하다. 이는 서울시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입과 무관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교육여
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자치구별 재정 자립도 현황 (행정자치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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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표본이 될 수 있다.12)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되
는 서울 지역의 중학교 중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학교는 1개교에 불과해
일반화된 결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표집된 학
교는 총 6개교이며 각 학교의 1, 2, 3학년 1반 학생들이 대상이 되었고 1
개교 당 약 100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대상 학교와 참여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Ⅲ-2> 조사 대상 학교 및 학생 수(명)
K중학교

D중학교

M중학교

Y중학교

O중학교

J중학교

합계

1학년

34

36

29

31

34

31

195

2학년

27

28

34

33

33

31

186

3학년

34

30

30

35

30

34

193

합계

95

94

93

99

97

96

574

나.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2년 여성 가족부에서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 : Korea
Multi-Cultural Inventory)’를 이용했다. 이 조사는 다문화 수용성 조사 중 가
장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시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로서 측정도구
는 3개 차원, 8개의 하위 영역별로 이루어져 있다.13) 이 측정 도구가 신뢰
116) 서울특별시 다문화 정책 연구학교 명단, 2012년, 교육 과학 기술부 자료.
교육

학교

청

명

배려와 소통의 어울림 활동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남부

S초

초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강남

K고

고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강동

S초

초

동부

J중

중

추진 연구 과제명

체험 중심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문화 사회
적응능력 신장

급

재원
지방비
(자자체)
국고
(교과부)
국고
(교과부)
국고
(교과부)

13) 16개 광역시도 19-74세 연령범위의 일반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월 25일까지 무선비례표본추출에 의한 조사구 및 조사 선정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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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고 유용하지만 조사 대상이 19세~ 74세의 성인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중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용어와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일부
문항의 용어와 표현을 수정함에 따라, 이미 입증된 KMCI진단도구의 신뢰
도와 타당도에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을 다시 실시했
다. 이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8.0(PASW)을 이용했다.
우선, 기초적 통계분석을 통해 설문지 모든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 편
차, 편포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등을 분석했다.14) 이는 설문 데이
터들이 편향성 없이 적절히 수집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한 분산도 측정
(measures of dispersion)의 기본적인 항목들이다. 분산도 측정은 대상 통
계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의 경우, 분석 결과 왜도(歪度)는 모든 문항에서 절대값 1이
하를, 첨도는 절대값 1.1이 나온 한 문항을 뺀 모든 문항에서 절대값 1 이
하를 나타냈다. 이는 정규분포의 일반적 임계치인 절대값 2보다 작은 수치
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응답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표준편차는 문항별
로 1.146~1.504에 분포했다. 본 연구보다 표본이 훨씬 큰 선행연구에서의
표준편차의 최대치가 1.3 정도에서 형성된 것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성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4) 통계 분석에 대한 기술적 설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함. 서울대학교 교육 행정 연수원(2010)의
‘교사를 위한 교육 연구 및 통계 분석’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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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 기술통계량15)
N

평균

표준편차

왜도16)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_1
2_2
2_3
2_4
2_5
2_6
2_7
2_8
2_9
2_10
2_11
3_1
3_2
3_3
3_4
3_5
3_6
3_7
3_8
3_9
유효수
(목록별)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574

3.59
3.96
4.17
2.44
4.41
4.34
4.59
4.29
4.56
4.78
4.70
4.46
4.60
4.47
4.39
3.90
3.70
4.14
3.66
4.59
4.09
4.34
3.83
3.65
3.82
4.11
3.51
3.98
3.93
4.10
4.41
4.12
4.20
4.16
3.70

1.336
1.281
1.341
1.287
1.339
1.316
1.309
1.324
1.306
1.245
1.238
1.363
1.342
1.315
1.339
1.393
1.302
1.272
1.271
1.305
1.504
1.378
1.261
1.302
1.252
1.342
1.379
1.276
1.258
1.257
1.179
1.284
1.361
1.146
1.491

-.210
-.376
-.514
.803
-.523
-.424
-.714
-.388
-.760
-.957
-.854
-.661
-.836
-.675
-.585
-.203
-.020
-.338
.034
-.688
-.176
-.445
-.172
-.036
-.186
-.499
.232
-.033
.042
-.129
-.623
-.454
-.507
-.289
-.273

첨도17)
표준오
차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통계량
-.564
-.204
-.464
-.022
-.653
-.669
-.279
-.662
-.153
.297
.149
-.402
-.072
-.337
-.422
-.804
-.617
-.450
-.538
-.350
-1.100
-.709
-.342
-.469
-.304
-.359
-.725
-.714
-.739
-.634
.120
-.240
-.333
-.066
-.865

표준오
차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574

15) 왜도(歪度)와 첨도(尖度)는 통계적 표본이 얼마나 정규 분포와 가까운 지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통계량이다. 수학적으로 완전한 정규 분포일 경우 왜도(歪度)와 첨도(尖度)는 각각 0이다. 통계학
에서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 분포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표본 수가 적을 경우에는 이 수치를 더 높여 3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16) 편포도는 편향된 정도로서, 왜도(歪度)라고도 한다. 이는 정규분포곡선에 비해 오른쪽 또는 왼쪽
으로 얼마나 치우쳐 있는가를 말한다. 측정값이 곡선의 오른쪽에 위치하면 그 값은 부(負)(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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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MCI의 일부 문항 표현을 수정한, 본 연구의 측정 도구인 다문화
수용성 설문지의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재분석했다. 신뢰
도 분석에 대해서는 크론바흐(Cronbach)의 계수(⍺)가 널리 쓰인다. 내적
합치도란, 검사의 일부분이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데 과연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이론적 구인(구성 요인)들을 이 도구(설문 문항들)가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사회과학적 통계분석에서는 일반적으
로 계수가 0.7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0.7 이상을 신뢰할만
한(reliable) 구간으로 보고, 0.6 ~ 0.7을 허용할 만(acceptible)한 것으로
본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0.902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4>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902

35

크론바흐의 계수는 전체 뿐 아니라, 하위요소별 또는 각 문항별로도 세
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문항별 크론바흐의 계수는, 만약 해당 문항이
설문에서 제거될 경우 전체 크론바흐 계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여준
다. 만약 설문 전체의 크론바흐의 계수가 낮은 상태에서 특정 문항(들)만
이 계수가 높다면, 해당 문항(들)을 빼는 것이 전체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
여 준다는 의미다(나영, 박영규, 2009). 분석 결과 문항별 크론바흐의 계수
가 크게 치솟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모든 문항에 대해 크론바흐
의 계수가 거의 편차 없이 고르게 나왔다. 이는 35개의 문항 모두가 전체
설문을 구성하는 데 빠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전체 설문지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의 값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측정값이 곡선의 왼쪽에 위치하면 정(正)의 값을 가지게 된다.
17) 첨도(尖度)는 정규분포곡선과 비교해 얼마다 더 뾰족하거나 둥근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표준 분
포 곡선에 비해 뾰족할수록 정(正)의 값을 가지며, 완만할수록 부(負)의 값을 갖는 것으로 수학적
으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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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5> 항목 총계 통계량
문항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_1
2_2
2_3
2_4
2_5
2_6
2_7
2_8
2_9
2_10
2_11
3_1
3_2
3_3
3_4
3_5
3_6
3_7
3_8
3_9

140.10
139.73
139.51
141.24
139.27
139.34
139.10
139.39
139.12
138.91
138.98
139.23
139.08
139.21
139.29
139.78
139.98
139.55
140.03
139.10
139.60
139.34
139.85
140.03
139.87
139.57
140.18
139.71
139.75
139.58
139.28
139.56
139.49
139.52
139.98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472.568
464.080
462.072
523.133
452.042
455.631
447.778
455.475
452.034
454.302
452.387
450.644
453.138
453.544
451.782
458.819
462.865
454.552
461.928
449.767
449.770
447.939
462.998
463.343
462.803
458.343
470.248
466.253
461.460
463.884
465.678
464.836
459.671
460.393
4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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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210
.377
.393
-.650
.575
.520
.669
.519
.591
.578
.619
.588
.553
.558
.579
.432
.392
.560
.421
.634
.541
.629
.405
.384
.412
.459
.241
.339
.435
.389
.383
.362
.429
.505
.221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903
.900
.900
.915
.897
.898
.895
.898
.897
.897
.896
.897
.897
.897
.897
.899
.900
.897
.899
.896
.897
.896
.900
.900
.899
.899
.902
.901
.899
.900
.900
.900
.899
.898
.903

다문화 수용성 척도는 리커트 (Likert) 6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약간 그렇지 않다.-3, 약간 그렇다.-4, 그렇다.-5, 매우
그렇다.-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 수용성은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
으로 계산된다.18) 다음은 다문화 수용성 측정 도구의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표Ⅲ-6> 다문화 수용성 설문 문항의 구성과 내용19)
영역

다양성

관계성

구인요소

문항 번호

문화 개방성

1-①, 1-②, 1-③, 1-④

국민 정체성

1-⑤, 1-⑥, 1-⑦, 1-⑧

고정관념 및 차별

1-⑨, 1-⑩ ,1-⑪, 1-⑫, 1-⑬, 1-⑭, 1-⑮

일방적 동화기대

2-①, 2-②, 2-③, 2-④

거부,회피 정서

2-⑤, 2-⑥, 2-⑦

상호 교류 행동 의지

2-⑧, 2-⑨, 2-⑩, 2-⑪

이중적 평가

3-①, 3-②, 3-③, 3-④

세계 시민 행동 의지

3-⑤, 3-⑥, 3-⑦, 3-⑧, 3-⑨

보편성

중학생 대상의 다문화 수용성 측정 도구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18) 랜시스 리커트가 사회 조사에서 측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합성 측정의 유형으로 표준
화된 응답 범주를 사용하여 설문지에서 문항들이 갖는 상대적인 강도를 결정한다. 리커트 문항은
대개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와 같은 범주들을 사용한다. 리커트 문항 방식은 현재 설문
지 설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 하나이다. 이 형식을 사용하면 지수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다. 각 응답자는 개별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를 부여받는다.
19) 국민 정체성(1-⑤ , 1-⑥ , 1-⑦, 1-⑧) , 고정 관념 및 차별(1-⑨ ,1-⑩ ,1-⑪, 1-⑫ ,1-⑬ ,1-⑭ , 1-⑮) , 일방
적 동화 기대(2-①,2-② ,2-③ ,2-④), 거부 회피 정서(2-⑤ ,2-⑥ ,2-⑦) , 이중적 평가 항목(3-①,3-② ,3③,3-④ )은 역코딩(역부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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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중학생 수준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은 설문지의 구
체적 내용과 3차원 9개 하위 요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표이다.
<표Ⅲ-7> 다문화 수용성 측정 도구
하위척도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다양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 방 적
동화기대
관 계 성
차원
거부,회피
정서

문항
1-①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1-②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1-③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
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1-④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다른 문화를 가진 다문화
가정 학생이 사는 것은 싫다.
1-⑤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을 취득했거나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도 진
정한 한국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⑥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외국인은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
기 어렵다.
♠1-⑦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우리 학교의 학생회장이 되는 것은 받
아들이기 힘들다.
1-⑧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이주민을 한국인
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1-⑨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
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좋지 않다고 비판하겠다.
♠1-⑩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
를 즐긴다면 좋게 보기 힘들다.
1-⑪ 나는 한국에 사는 다문화 주민들이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
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1-⑫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
신들의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1-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나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일을 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1-⑭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왕따가 된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일 것이다.
♠1-⑮ 다문화 가정의 학생보다 내가 능력상 우월하다고 느낀다.
2-①한국 학생이 다문화 학생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 보다는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학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② 다문화 학생이라 하더라도 부모나라 언어 보다는 한국어를 완벽
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2-③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다문화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를 버
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 한다.
2-④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여성은 한국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2-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문화학생의 옆자리에 앉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싶다.
2-⑥ 버스에서 옆자리에 백인이 앉았을 때보다 흑인이 앉았을 때 더
무서운 생각이 든다.
2-⑦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함께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에 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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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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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동

꺼려진다.
♠2-⑧ 나는 기회가 된다면 다문화 학생과 같은 동아리나 커뮤니티에
서 활동하고 싶다.
2-⑨ 학교에서 연변출신 조선족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2-⑩ 다문화 가정 학생이 우리 반에 있다면 점심시간에 급식을 함
께 먹을 것이다.
♠2-⑪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하면 기꺼이 갈
것이다.
3-①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3-② 선진국 출신 학생들이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에 비해 공부를
잘 할 것이다.
3-③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가능한 선진국 출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
3-④ 개발도상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비해 열등하다.
3-⑤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3-⑥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 보다는 세계 시민이 되고 싶다.
3-⑦ 기아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3-⑧ 왕따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3-⑨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낸 적이 있다.

♠: 성인용 다문화 수용성 설문의 내용을 중학생 수준에 맞추어 바꾼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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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수용성 설문지 중 1-④, 1-⑥, 1-⑦, 1-⑩, 1-⑭, 1-⑮, 2-⑧,
2-⑩, 2-⑪, 3-⑧ 문항이 변경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Ⅲ-8> 다문화 수용성 측정 도구 수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④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다른 문화
를 가진 다문화 가정 학생이 사는 것은 싫다
문화를 가진 외국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1-⑥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외국인은 진정한 한
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기 어렵다.
1-⑦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이주민에게 투표
권을 인정하더라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우리 학교의 학생회장
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1-⑩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긴다면 호의적으로 보 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긴다면 좋게 보기 힘
들다
기 힘들다.
1-⑭ 국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
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일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왕따가 된다면 그들에
게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것이다.
1-⑮ 개발 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에게는 일 다문화 가정의 학생보다 내가 능력상 우월하
다고 느낀다.
을 믿고 맡기기 어렵다.
2-⑧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나는 기회가 된다면 다문화 학생과 같은 동
아리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싶다.
친목 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2-⑩ 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우리 반에 있다면 점심
시간에 급식을 함께 먹을 것이다.
있는 식당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2-⑪ 내가 만약에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 없이 기꺼이 데이트를 하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하면 기꺼이 갈 것이다.

겠다.
3-⑧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 왕따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면 돕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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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의 방법 및 절차
1) 예비 조사
예비 조사의 목적은 첫째, 성인용으로 제작된 설문 문항이 중학생의 수
준에 맞지 않거나 어려운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변경된 문항이 다
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데 타당한지 등 문항 양호도를 확인하고 중학생용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최종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예비 조사
는 송파구 S중학교 1, 2, 3학년 1반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6
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었다.
2) 본조사
조사 방식은 우편 조사(mail survey) 방식으로 조사자가 우편으로 설문
지를 전달하고 회송했다. 설문 기간은 중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난 후인
2012년 9월 15일~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표집 개체수는 1학교당
102개(34×3)씩 6개교 612개를 발송했으며 회송 개체수는 574개로서 약
93.8%의 응답률을 보였다.

2. 다문화 수용성 지수(KMAI)
가. 다문화 수용성 지수 산출의 필요성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KMCI : Korea Multi-Cultural Inventory)의
개발은 다문화 수용성에 포함된 구성 개념의 실체를 탐색하는 과정이라면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KMAI : Korea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를 산출하는 것은 진단 도구 혹은 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활용
성을 높이는 유용한 방법이다. 지수 산출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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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간편성을 높이고 의미의 전달력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인
구 통계학적 특성 관련 집단 간 혹은 여러 집단들 간의 상대적 비교가 용
이하며 구성 개념들 간 상대적 가중치를 파악함으로써 각 구성 개념의 중요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이효미 외, 2011: 493-521).
수용성 지수를 만들지 않고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의 답변 평균만을 수
치로 나타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 수치가 소숫점 이하 자리를
포함한 6.0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고 집단 또는 항목
간 비교도 쉽지 않다. 둘째, 여러 항목이 묶여 이뤄지는 8개의 하위 구성
요소와, 하위 구성요소가 2~3개씩 모인 차원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다. 6.0 이하의 수치를 더해서 표현하거나, 이를 다시 평균을 내도 복잡함
은 여전해 이해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을 최대 수치로 하는 지수를 고안한다.
100은 점수 100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백분율의 의미로 사용해도 무방
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지수를 점수로 표현했다. 지수를 이용하면 직관
적으로 이해가 쉽고, 다양한 조사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데에도 유리하
다. 또한 하위 구성요소가 지수 전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이해하기 용
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 다문화 수용성 지수 산출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의 경우 35개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은 ‘1. 전혀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다’의 6점 척도 중 하나로 나온다. 한편, 35개
의 문항은 8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이루며, 이는 다시 3개의 차원으로 표현
된다. 앞서 기술했듯이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개
의 차원(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으로 이뤄졌으며 3개의 차원은 다시 모두
합해 8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이뤄진다. 따라서 하위 구성요소와 이들이 모
인 3개 차원별 점수를 합산한 것이 다문화 수용성 지수이므로, 측정값을
살펴보면 어떤 하위 구성요소나 차원이 수용성 지수에 더 큰 영향을 주었
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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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100점으로 했을 때 각 항목의 값을 지수값으로
환산하고 이 때 8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하위 영역별들의 합인 3개의 차원
이 전체 지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중치를 설정할 필
요가 있다. 8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정확히 같은 정도로 지수에 영향을 줬
다면 가중치는 모든 하위 구성요소에 대해 12.5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로는 하위 구성요소별로 전체 지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사용된 가중치 산정
방식을 그대로 이용했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구조 방정식 측
정 모형을 가중치 도출 방법으로 채택하여 잠재 변수를 다문화 수용성으로
하고 다문화 수용성의 8개 하위 영역별들을 측정 변수로 가정하였다. 즉,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간의 관계를
가정한 2차 요인의 구조 방정식 측정 모형을 통해 8개 하위 영역별에 대
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8개의 하위구성요소들은 요소별로 11~14씩의 가중치를 부여
받았다. 그 결과 모든 하위구성요소들의 가중치의 합은 100이 되었다.
다음은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가중치를 나타낸 수식이다.

국민다문화수용성지수(KMAI:Korea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는 0〜100까지의 점수 범위를 갖는 지수로 산출하게 되며, 이러한 지수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에 포함된 다문화수용성진단도구의 35개 문항척도는 ‘1.
전혀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다’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
로 다문화수용성진단도구를 통해 얻은 원점수 평균을 곧바로 적용하면, 최
하점수가 0이 아닌 지수 값을 갖게 되므로 상대적 비교가 불가능하다. 즉,
모든 항목에 1이라고 한 응답이 있다면 이것이 최하 점수가 되는 데,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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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하면 0이 아닌 값이 나온다. 최하 점수가 0이 되지 않으면 지수
100이 100점 혹은 100%라는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지수로서
의 가치를 잃게 된다. 따라서 아래의 수식에 따라 지수를 산출해야 한다.
다문화수용성 지수(KMAI: Korea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산출방정식

위의 수식에서 
  는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측정 변수  의 평균값이고 
은 측정 변수의 Likert척도의 범위로서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에서는 6
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므로 ‘  =6’이 된다.   는 측정 변수  의 비율로 환산
된 가중치이다. 따라서 위의 수식에 나타난 8개 하위 영역별의 가중치의


합

 은

 



100이 된다. 이 방정식을 활용하면 최소값( 
  =1인 경우)은 0

이 되며, 최대값( 
  =6인 경우)은 1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 중학생 다문화 수용성 지수 결과
서울 지역 중학생들의 평균 다문화 수용성 지수 = 61.75 (표준편차 : 12.78)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범위 = 22.64~91.8 (100점 만점)
상위 20% 지수: 80.1점, 하위 20% 지수: 44.68점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의 하위 구성요소별로 부여된 가중치를 반영하
여 수식에 의해 계산된 서울 지역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평균
은 61.75 점이었다. 다문화 수용성 조사 응답자 574명에 대해 산출된 다
문화 수용성 지수의 범위는 최하 지수값이 22.64점, 최대 지수값은 91.8점
이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20%의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 지수는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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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점 , 44.68점으로

2) 국민 전체 다문화 수용성 지수
국민 평균 다문화 수용성 지수 = 51.14 (표준편차 : 14.00)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범위 =

11.07~97.00 (100점 만점)

상위 20% 지수: 70.89점, 하위 20% 지수: 30.91점

이 조사에서 나타난 서울 지역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특징은
성인에 비해 약 10점 정도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았으며, 범위도 성인
보다 고르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는 앞서 기술했듯이 다양성, 보편성, 관계성이
라는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KMAI지수를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체 지수값을 통해 중학생
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전반적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별 세부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하위 영역
별이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고, 이 점은 다문화 수용
성 지수의 설명력을 높여줄 수 있다. <표Ⅲ-9>는 하위 차원별 다문화 수
용성 지수를 나타낸 표이다.
<표Ⅲ-9> 전체 응답자의 KMAI 차원별 비교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생들은 다양성 영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시민의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치의 영역인 보
편성 영역에서는 낮은 지수를 보였다. 이들 3개 차원들은 하위 영역별이
합산된 결과이므로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는 것이 이들 3개 차원의 어떤
요소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설명력이 큰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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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줄 수 있다.
<표Ⅲ-10> 전체 응답자의 KMAI 하위 영역별 비교

참고) ① 다문화 수용성 차원별로 나타낸 가중치는 해당 차원내 하위 영역별들의 가중치의 합이다.
따라서 하위영역 차원의 100점 환산 점수의 평균의 KMAI의 지수값의 근사치일 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② 국민 정체성, 고정 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회치 거부 정서, 이중적평가 항목은 모
두 역부호화한 것으로 높은 값일수록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8개 하위 영역으로 세분해서 살펴본 결과 수용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하
는 요소는 고정 관념 및 차별이고 다음으로 국민 정체성, 거부 회피 정서,
세계 시민 행동 의지 순으로 높고 전체 평균 지수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가장 낮은 요소는 일방적 동화 기대,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문화 개방성의 순으로 전체 평균 보다 낮은 지수값을 나타냈다. 이
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 요소들을 비교했을 때 외국
인에 대한 고정 관념 및 차별과 회피 거부 정서는 상대적으로 덜 심한 편
이고 이주민들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편파적
으로 동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서로 상호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들의 출신 국가나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나 피부색으로 차등을 두는 경향인 이중적 평가도 상대적으로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 개방성, 일방적 동화 기대 등의 수용성 지수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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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은 중학생들이 다양한 민족, 종교,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부정적이
며 혈통이나 피부색 전통적 음식, 한국어 사용 등을 근거로 이주민에게 일
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우리의 것에 순응할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용성 지수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고정
관념 및 편견, 국민 정체성, 거부 회피 정서 등의 요소들의 장점을 지속적
으로 살려나가고 상대적으로 지체된 요소들이 나타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사회 문화, 제도 및 정책 부문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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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의 분석
1. 투입 변인별 분석
가. 성별 비교
<표Ⅳ-1> 남학생과 여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비교
하위구성요소

차원

문화개방성

국민정
체성

고정관
념및차
별

일방적
동화기
대

거부,회
피정서

상호교
류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
민
행동의
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수용성(
KMAI)

남성

59.63

67.46

69.26

55.87

65.05

55.39

55.63

59.10

65.45

58.77

57.37

60.29

여성

58.33

68.91

73.45

58.11

68.61

58.79

59.64

65.75

66.90

61.84

62.70

63.27

58.99

68.17

전체

71.31

56.97

66.79

57.06

57.60

62.36

66.16

60.27

59.98

61.75

<표Ⅳ-2> 남녀 학생별KMAI 하위 영역별 비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KMAI 지수를 비교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지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개방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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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보편성 영역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5점 이상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하위 영역별로는 세계시민 행동의지
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고정관념 및 차별, 이중적
평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일방적 동화기대, 국민정체성 순으
로 차이가 나타났다.

나. 학년별 비교
<표Ⅳ-3> 학년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비교
하위구성요소

차원

사례
수

비율

문화
개방
성

국민
정체
성

고정
관념
및차
별

일방
적동
화기
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이중
적평
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다양
성

관계
성

보편
성

수용
성(K
MAI)

1학년

195

34.0%

59.72

67.95

72.35

58.41

67.66

58.56

57.59

62.24

66.67

61.54

59.91

62.43

2학년

186

32.4%

57.46

67.45

68.39

54.62

64.34

53.12

57.45

60.24

64.43

57.36

58.84

59.67

3학년

193

33.6%

59.74

69.09

73.09

57.77

68.29

59.33

57.75

64.52

67.31

61.80

61.13

63.06

전체

574

100%

58.99

68.17

71.31

56.97

66.79

57.06

57.60

62.36

66.16

60.27

59.98

61.75

<표Ⅳ-4> 학년별 KMAI 차원별 비교

학년별 KMAI 지수의 경우, 3학년, 1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특기
할 만 한 점은 학년 순으로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2학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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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역에서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특히, 관계성 영역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하위 영역별로 볼 때도 대부분 평균 보다 낮은 지
수값을 보였으며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 등의 영역에서 특
히 낮은 지수값을 보였다. 반면 1학년의 경우, 2학년보다 높은 지수값을
나타냈으며 ‘일방적 동화기대’ 영역에서는 전 학년 중 가장 높은 지수값을
나타냈다.

다. 학업 성적별 다문화 수용성
<표Ⅳ-5> 성적 수준별 다문화 수용성
범주

사례
수

비율

문화
개방
성

국민
정체
성

고정
관념
및
차별

일방
적동
화기
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이중
적평
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다양
성

관계
성

보편
성

다문
화수
용성
지수

성적
상

123

21.47
%

57.08

68.13

71.45

58.98

66.07

56.18

57.32

64.16

65.55

60.41

60.74

61.68

성적
중

308

53.75
%

59.94

68.72

72.31

56.74

67.68

57.50

57.52

62.62

66.99

60.64

60.07

62.26

성적
하

142

24.78
%

58.89

67.01

68.99

55.67

65.63

56.90

57.96

60.20

64.96

59.40

59.08

60.72

573

100.0
0%

58.99

68.17

71.31

56.97

66.79

57.06

57.60

62.36

66.16

60.27

59.98

61.75

전체

<표Ⅳ-6> 성적 수준별 KMAI 차원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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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7> 성적 수준별 KMAI 하위 영역별 비교

학교 성적 수준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성적 수준이 중위권인 학생들이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뒤를 이었
으며 하위권 학생들의 지수값이 가장 낮았다. 이를 차원별로 살펴보면 성
적 하위권 학생들의 수용성 지수는 전 차원에서 가장 낮았고, 중위권 학생
들은 다양성과 관계성에서 높았으며 상위권 학생들은 보편성 차원에서 높
은 지수값을 나타냈다. 이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상위권 학생
들은 세계시민 행동의지나 일방적 동화 기대 항목에서는 높은 지수를 보였
으나 문화 개방성, 상호교류 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항목에서는 하위권보
다 오히려 낮은 지수를 나타냈다. 중위권은 보편성의 항목인 세계 시민 행
동 의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지수를 보였다. 특이할만한 점
은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은 선진국과 후진국 출신 이주민을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이중적 평가 항목에서 다른 두 부류의 학생들보다 높은 지수값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후술할 M중학교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흥미
로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은 문화 개방성,
이중적 평가 등 의 항목에서 낮은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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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모의 학력 수준별 다문화 수용성
<표Ⅳ-8> 부모의 학력 수준별 다문화 수용성
부모 학력
수준

사례
수

비율

문화
개방
성

국민
정체
성

고정
관념
및
차별

일방
적동
화기
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이중
적평
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다양
성

관계
성

보편
성

다문
화수
용성
지수

대졸 이상

257

44.77
%

59.48

68.83

72.13

57.08

67.55

57.14

57.94

63.44

66.82

60.59

60.69

62.31

대졸미만
(무응답
포함)

317

55.23
%

58.60

67.63

70.65

56.88

66.18

56.99

57.32

61.48

65.63

60.02

59.40

61.29

전체

574

100.0
0%

58.99

68.17

71.31

56.97

66.79

57.06

57.60

62.36

66.16

60.27

59.98

61.75

<표Ⅳ-9> 부모의 학력 수준별 KMAI 차원별 비교

<표Ⅳ-10> 부모의 학력 수준별 KMAI 하위 영역별 비교

이 영역의 조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는 학
생들의 부모의 학력 수준을 대졸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100점 만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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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된 KMAI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Ⅳ-8>,<표Ⅳ-9>,<표
Ⅳ-10>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지
수값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KMAI 전체 지수에서는 대졸 이상과 이
하로 나누어 봤을 때 1.02 차이로 대졸 이상인 경우가 더 높았다. 다문화
수용성의 3개 차원과 하위 영역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차원별
로는 보편성 지수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수
용성 지수의 모든 차원과 영역에서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경우,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았는데 특히, 세계시민 행동의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
타냈다. 반면 이중적 평가 측면은 부모의 학력 수준이 낮은 경우와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 경제적 수준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표Ⅳ-11> 경제적 수준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하위구성요소
일방
적동
화기
대

차원

사례
수

비율

문화개
방성

국민정
체성

고정
관념
및차
별

거부,
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송파구
O중학교

97

16.9%

58.63

70.77

75.14

56.65

69.69

59.85

56.29

65.90

68.18

62.06

61.09

63.50

중랑구
M중학교

93

16.2%

62.23

69.84

70.88

56.72

67.38

59.14

59.19

61.16

67.65

61.08

60.18

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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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적평
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다양
성

관계
성

보편
성

수용
성(KM
AI)

<표Ⅳ-12> 경제수준별KMAI 차원별 비교

<표Ⅳ-13> 경제수준별KMAI 하위 영역별 비교

재정 자립도에 따른 경제적 수준과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는 송파구의
O중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하(下)에 속
하는 M중학교 역시 62.73으로 중학교 전체의 다문화 평균 지수인 61.75
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다문화 수용성 간에 유의미한 관
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위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면 ‘문화 개방성’
과 선진국 이주민과 후진국의 이주민을 차별하는 ‘이중적 평가항목’에서는
오히려 M중학교의 다문화 지수가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문화 수
용성 지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고정 관념 및 차별 의식이었는
데 이 점은 해외여행 및 체류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고정 관념 및 차별 의
식 항목의 지수가 높다는 측면과 공통점이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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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여행 경험이나 어학연수 등 체류 경험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 과정 변인별 분석
가. 다문화 가정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표Ⅳ-14> 서울시 다문화 학생수가 많은 학교별 KMAI 비교
하위구성요소

사례
수

차원

문화개
방성

국민
정체
성

고정
관념
및차
별

일방
적동
화기
대

거부
,회
피정
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이중
적평
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다양
성

관계
성

보편
성

수용성
(K M A I)

K중학교

1

95

57.76

73.47

75.07

60.05

71.44

60.00

56.00

68.88

68.77

63.83

62.44

64.68

D중학교

2

94

57.67

56.54

58.75

50.80

55.60

47.82

54.20

54.55

57.65

51.41

54.38

53.60

Y중학교

4

99

58.29

67.83

73.07

58.43

66.26

54.39

59.75

58.99

66.40

59.70

59.37

61.52

<표Ⅳ-15> 서울시 다문화 학생수가 많은 학교별 KMAI 차원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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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6> 서울시 다문화 학생수가 많은 학교별 KMAI차원별 비교

1) 광진구 K 중학교 사례
광진구의 K 중학교는

다문화 학생이 39명 다니고 있는 학교로서 조사

대상 학교 중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이다. 이 학교의 다문화 수용
성 지수는 모든 차원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이 학교는 다른 두 학교와는
다르게 선진국 출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이었다. 특히 7명
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일본계였고 14명의 외국인 가정 자녀들도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외국계 회사 직원의 자녀들이었다. K
중학교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살펴보면 국민 정체성 부분에서 좀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고정 관념 및 차별, 거부 회피 정서 등의 영역
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문화 개방성 및 이중적 평가 항목에서는
다른 항목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2) 영등포구 D 중학교 사례
영등포구 D중학교는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 수가 조사 대상 학교 중 두
번째로 많은 학교이다. 특이한 점은 이 학교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서울
시 중학생들의 평균 다문화 수용성 지수보다 8.15나 낮은 수치를 보인다
는 점이다. 차원별로 보면 관계성 지수가 가장 낮고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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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방적 동화 기대와 상호 교류 행동 의지가 특히 낮은 걸로 나타난다.
3) Y중학교 사례
Y중학교는 구로구에 위치한 학교로서 영등포구 D중학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중학생 전체 평
균과 모든 차원과 항목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Y중학교는 물리적 거리
는 D중학교와 가깝고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이어서 D중
학교와 비슷한 여건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D중학교와는
경제적, 문화적 계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Y중학교는 아파
트촌으로 둘러싸인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권이 다
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과 겹치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 영역 역시
이주민과 달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고는 볼 수 없었다.

나.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학교의 다문화 수용성
<표Ⅳ-17> 서울시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학교의 KMAI
하위구성요소

사례
수

J중학교

전체

96

574

차원

문화개방
성

국민
정체
성

고정
관념
및차
별

일방
적동
화기
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이중
적평
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다양
성

관계
성

보편
성

수용성
(KMAI)

16.7
%

59.46

70.42

74.64

59.01

70.21

61.09

60.05

64.58

68.17

63.44

62.32

64.32

100.0
%

58.94

68.11

71.06

56.70

66.58

56.84

57.32

62.23

66.04

60.04

59.78

61.56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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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8> 서울시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학교의 KMAI 차원별 비교

<표Ⅳ-19> 서울시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학교의 KMAI 하위 영역별 비교

중랑구의 J중학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학교
로서 다문화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는 목적으로 체험 중심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학교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전체 평균
의 보다 2.76높았으며 차원별로도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등 전 영역에
걸쳐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하위 영역별로 보면 J중학교 학생들은

고정 관념

및 차별, 거부 회피 정서, 교류 행동 의지 등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지
수를 보였다. 따라서 J중학교의 체험 중심 다문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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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다. 다문화 접촉 경험 및 접촉 유형별 비교
<표Ⅳ-20> 다문화 이주민 목격 경험별 다문화 수용성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직적
본 경험

사례
수

비율

문화
개방
성

국민
정체
성

고정
관념
및
차별

일방
적동
화기
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이중
적평
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다양
성

관계
성

보편
성

다문
화수
용성
지수

목격 경험 있음

457

79.62%

59.14

68.45

71.65

57.22

67.50

57.21

57.81

63.17

66.41

60.64

60.49

62.11

목격 경험 없음

95

16.55%

58.68

66.63

69.17

55.37

63.09

57.00

56.84

61.14

64.83

58.49

58.99

60.26

무응답

22

3.83%

57.01

63.64

65.32

52.73

64.85

54.09

56.82

51.64

61.99

57.22

54.23

57.62

574

100.00
%

58.99

68.17

71.31

56.97

66.79

57.06

57.60

62.36

66.16

60.27

59.98

61.75

전체

<표Ⅳ-21> 다문화 이주민 목격 경험별 KMAI차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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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2> 다문화 이주민 목격 경험별 KMAI 하위 영역별 비교

다음은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 접촉 경험, 대화 빈도, 해외 여행, 경험
빈도, 해외 거주 경험 유무, 그리고 접촉 유형별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설문지에서는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본적이 있습니까? (목격 경험
유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있습니까? (대
화 경험 유무),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해외 경험 유무), 외국에
갔을 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기간은? (외국 체류 경험 및 기간) 등을 알아
보았다. 이와 같이 외국인 및 이주민 목격 경험 유무, 대화 경험 유무, 해
외여행 경험 유무, 체류 경험 및 기간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
차원, 하위 영역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주민 목격 경험 유무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살펴보면 목격 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1.85 정도 높았다. 차원별로 보면 관계성
측면에서 목격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지수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별로
보면 거부 회피 정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상호 교류 행동 의지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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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주민과의 대화 경험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표Ⅳ-23> 다문화 이주민과의 대화 경험별 KMAI 하위 영역별 비교
대화
경험유
무

사례
수

비율

문화
개방
성

국민
정체
성

고정
관념
및
차별

일방
적동
화기
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이중
적평
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다문화
수용성
지수

대화
경험있
음

183

31.88
%

58.42

72.13

74.07

56.42

71.07

59.81

57.38

66.01

68.21

62.43

61.69

63.80

대화
경험없
음

283

49.30
%

60.03

65.67

69.59

56.98

64.71

56.22

57.92

60.95

65.10

59.30

59.43

60.82

무응답

108

18.82
%

59.89

66.54

68.95

56.96

66.23

57.38

56.82

60.45

65.13

60.19

58.64

60.99

전체

574

100.0
0%

58.99

68.17

71.31

56.97

66.79

57.06

57.60

62.36

66.16

60.27

59.98

61.75

<표Ⅲ-24> 다문화 이주민과의 대화 경험별 KMAI 차원별 비교

<표Ⅳ-25> 다문화 이주민과의 대화 경험별 KMAI 하위 영역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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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의 대화 경험 역시 목격 경험과 마찬가지로 대화 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화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2.98점 높아서 대화 경험이
목격 경험보다 다문화 수용성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주민과의 대화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하위 영역별
로 살펴보면 이주민 단순 목격 경험 유무의 경우와는 다르게 ‘문화 개방
성’이나 ‘일방적 동화기대’, ‘이중적 평가’ 항목에서는 대화 경험이 없는 경
우보다 오히려 지수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화 경험이 없는 경
우는 대화 경험이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국민 정체성 항목’과 ‘세계시
민 행동의지’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마. 해외 체류 경험 유무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표Ⅳ-26> 해외 체류 경험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사례
수

비율

문화
개방
성

국민
정체
성

고정
관념
및
차별

일방
적동
화기
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이중
적평
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다양
성

관계
성

보편
성

다문화
수용성
지수

237

41.29
%

59.25

69.24

73.25

58.12

67.48

58.92

56.79

64.52

67.25

61.51

60.66

62.79

309

53.83
%

59.09

67.57

70.49

55.78

66.15

56.38

57.98

61.22

65.72

59.43

59.60

61.17

무응답

28

4.88
%

60.42

76.61

74.59

65.89

73.57

59.46

68.93

62.14

70.54

66.31

65.54

67.15

전체

574

100.0
0%

58.99

68.17

71.31

56.97

66.79

57.06

57.60

62.36

66.16

60.27

59.98

61.75

해외
체류
경험
해외
경험
있음
해외
경험
없음

<표Ⅳ-27> 해외 체류 경험별 KMAI 차원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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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8> 해외 체류 경험별 KMAI 하위 구성 영역별 지수

중학생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전체 표본 중 41.29%는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해외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 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해외체류 경험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 지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 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1.62높았다. 해외 체류 경험 유무별 지수값의
차이를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국민 정체성’, ‘고정 관
념 및 차별’, ‘거부․회피 정서’,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KMAI 지수가 높았으나 ‘문화 개방성’ 항목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이중적 평가’ 영역은 해외 체류 경험이 없는 경우, 지
수값이 높았다. 이는 단순 목격 빈도 유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해외
체류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 접촉에 따른 효과
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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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외 체류 기간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표Ⅳ-29> 해외 체류 기간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해외체류
기간별

사례
수

비율

문화
개방
성

국민
정체
성

고정
관념
및
차별

일방
적동
화기
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이중
적평
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다양
성

관계
성

보편
성

다문
화수
용성
지수

장기(1개
월이상)

81

14.11
%

60.49

73.27

74.89

60.93

69.05

60.43

56.79

66.22

69.55

63.47

61.51

64.65

단기(1개
월 미만,
무응답
포함)

493

85.89
%

58.75

67.33

70.73

56.32

66.42

56.50

57.73

61.72

65.60

59.75

59.72

61.27

전체

574

100.0
0%

58.99

68.17

71.31

56.97

66.79

57.06

57.60

62.36

66.16

60.27

59.98

61.75

<표Ⅳ-30> 해외 체류 기간별 KMAI 차원별 비교

<표Ⅳ-31> 해외 체류 기간별 KMAI 하위 영역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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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해외체류 경험은 외국의 문화에 대한 표면적인 접촉 형태인 해
외여행 경험과 다르고, 거주에 따른 다문화 체험과 이주민으로서 소수자들
의 정체성 혼란과 위협을 사전에 경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외체류 경험
이 있는 사람은 다문화 수용성 지수 분석에서 의미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위 체류 기간의 분석 단위를 장기(1개월 이상)와
단기(1개월 이하)로 나누었다. 1개월 이하인 경우 여행에 가깝고 해외 체
류국가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 체류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 봤을 때, 다문화 수용성 지수 차이는 3.38
로, 해외 장기 체류 경험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 해외체류를 변수로 놓고 봤을 때 전
항목에서 단기해외체류 기간보다 전 영역에서 높은 다문화 수용성 지수값
을 나타냈다. 특기할 만 한 점은 해외장기 체류자들의 ‘이중적 평가항목’지
수값은 56.79로 전체 평균인 57.6보다 오히려 낮은 지수를 보였다.
<표Ⅳ-32>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와 해외체류 기간별 KMAI 비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다문화교육 정책 시범학교인 J 중학교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와 해외 체류 기간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비교이다. 다
문화 수용성 지수 평균은 J중은 64.32이고 해외 장기 체류 학생들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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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4.65로 거의 비슷했다. 또한 차원별 수용성 지수와 경향성을 살펴보더
라도 위의 표와 같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장기간 해외
에서 거주하며 다문화 경험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
주며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담당해야 할 교육의 역할과 책
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 위협 인식 정도와 다문화 수용성
외국 이주민의 유입은 국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체성, 일자리 등의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범죄, 사회 문제, 복지비용의 지출과 같은 여러 형
태의 사회적 위협 요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일반 국민의 안녕감을 위협하는 요인
들을 이주민의 존재 때문으로 그 원인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부의 유출(4-①), 일자리 위협(4-②), 고유문화 위협(4③), 범죄율 증가(4-④),인종적 순수성 감소(4-⑤), 임금저하(4-⑥),사회문
제 증가(4-⑦), 복지비용 지출(4-⑧)의 항목으로 다문화 위협 인지를 분류
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위협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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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 정도를 항목별로 정리한 <표Ⅳ-33>, <표Ⅳ
-34>이다.
<표Ⅳ-33>
Q4-1
Q4-2
Q4-3
Q4-4
Q4-5
Q4-6

Q4-7
Q4-8

서울시 중학생들의 이주민 위협 인식 정도

항 목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많을 것이다.
한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한국의 고유 문화가 위협 받을 것이다.
범죄율이 올라가는 등 공공질서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한국인과의 결혼이 증가하여 인종적
순수성이 감소할 것이다.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외국인이
차지하여 한국인의 임금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증가하여 사회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 증가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질 것이다.

평균

표준편차

3.18

1.26

3.41
3.05

1.35
1.38

3.34

1.38

3.30

1.35

3.26

1.38

3.10

1.33

3.42

1.35

<표Ⅳ-34> 서울시 중학생들의 이주민 위협 인식 질문 항목별 비교

각 항목별로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을 살펴보면 중학생들은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범죄율의
증가 등 공공질서나 안전에 관한 우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 증가로
인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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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고유문화가 위협 받는다거나 다문화 가정 자녀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즉, 중학생들은 이주민의 유입에 대하여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 안전
등 물리적 측면에서 위협 인식을 강하게 느끼는 반면 문화적 측면 등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협 인식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Ⅳ-35>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이주
민에
대한
위협
인지(
평균
이상:
고)

사례
수

비율

문화개방성

위협
인지
고

286

49.83%

57.42

위협
인지
저

288

50.17%

전체

574

100.00%

고정
관념
및
차별

일방
적동
화기
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이중
적평
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다양
성

관계
성

보편
성

61.15

64.20

49.64

58.54

53.63

52.38

60.39

60.92

53.94

56.38

56.32

60.58

75.24

78.48

64.35

75.10

60.51

62.85

64.34

71.43

66.66

63.59

67.21

58.99

68.17

71.31

56.97

66.79

57.06

57.60

62.36

66.16

60.27

59.98

61.75

국민정
체성

<표Ⅳ-36>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과 KMAI 차원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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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수용성
지수

<표Ⅳ-37>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과 KMAI 하위 영역별 비교

전체 학생들의 이주민에 위협 인지의 평균은 3.26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위협 인지를 고(高)와 저(底)로 나누어 다문화 수용성 지수
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협 인
지 정도와 다문화 수용성 정도는 매우 높은 부(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차원별 및 하위 영역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위협 인지를 크게 느끼는 집단은 8개 하위 요소 모두에서 위협 인지를
낮게 느끼는 집단 뿐 아니라 전체 평균 수용성 지수와 비교해 볼 때도 큰
격차로 낮게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지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차원별로 비교해 보면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의 순으로 수용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위협 인지 수준과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관계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거부 회피 정서(-16.56), 일방적 동화 기대(-14.71), 고정 관념
및 차별(-14.71), 국민 정체성(-14.09), 이중적 평가(-10.47), 상호 교류
행동 의지(-6.88), 세계 시민 행동 의지(-3.95), 문화 개방성(-3.16)의 순
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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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8> D중학교의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 항목별 비교

이주민 위협 인지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한 가지 더 살펴 본 것은 조
사 대상 학생 중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가장 낮았던 영등포구 D중학교의
위협 인지 정도이다. D중학교의 위협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앞서 기술했듯
이 다문화 수용성 지수와 높은 부(負)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D중학교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평균 보다 낮은 반면,
위협 인식 수준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항목별로 살
펴보면 D중학교는 4-②, 4-④, 4-⑦ 항목에서 높은 위협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② (이주민들이 늘어나면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4-④ (이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가는 등 공공질서
나 안전에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 4-⑦ (다문화 가정 자녀가 증가하여 사
회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의 항목에서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
중학생들의 위협 인식 항목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경제적, 사회적 안
전에 대한 위협 인식 뿐 아니라 다문화 자녀에 대한 위협 인식까지 드러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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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중매체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표Ⅳ-39> 대중매체 접촉별 다문화 수용성
대중
매체
시청

사례
수

비율

문화
개방
성

국민
정체
성

고정
관념
및
차별

일방
적동
화기
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이중
적평
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다양
성

관계
성

보편
성

다문
화수
용성
지수

시청
경험
있음

426

74.22%

59.25

69.42

73.24

58.06

68.50

59.26

58.02

63.73

67.31

61.94

60.87

63.05

시청
경험
없음

127

22.13%

58.86

64.09

65.80

52.68

59.95

51.10

55.71

59.06

62.92

54.58

57.38

57.65

무응
답

21

3.66%

54.56

67.38

65.58

60.71

73.65

48.33

60.48

54.48

62.51

60.90

57.48

60.04

전체

574

100%

58.99

68.17

71.31

56.97

66.79

57.06

57.60

62.36

66.16

60.27

59.98

61.75

<표Ⅳ-40> 대중매체 접촉에 따른 KMAI 차원별 비교

<표Ⅳ-41>대중매체 접촉에 따른 KMAI 하위 영역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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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학생들의 대다수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중학생들의 74.22%에 달하는 대다수
의 학생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주민들의 삶을 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의 접촉 경험 정도에 따라 유무를 구분하여 다
문화 수용성 지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Ⅳ-37>,<표Ⅳ-3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매체를 통한 접촉 경험 유무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
전체 및 각 차원, 하위 영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다문화 관련 대중매체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은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63.05로 나타났고 다문화 관련 대중매체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의 지수는
57.65였다. 이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대중매체 접촉 경험이 있었을 때
하위 영역별 중 어떤 요소가 크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분석에 따르면 차원별로는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의 순으로 차이를 나
타냈고, 하위 영역별로 보면 대중매체 접촉 경험 유무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거부 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순이었고

고정 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국민 정체성, 세계 시민 행동의지, 이중적 평
가 등의 요소가 뒤를 이었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다문화 관련 내용을
많이 접한 학생이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거부 회피 정서가 적고, 상호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으며 다양한 인종 및 문화에 대한 차별의식이
나 고정 관념이 적고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경향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 관련 내용의 접촉은 외
국 이주민과의 상호 교류와 관계를 촉진하고 문화개방성이나 다양성을 인
식시킬 수 있으며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성을 길러주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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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문화 관련 교육과 다문화 수용성
<표Ⅳ-42> 다문화교육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다문
화교
육
경험

사례
수

비율

문화개방성

국민
정체
성

고정
관념
및
차별

일방
적동
화기
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이중
적평
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다양
성

관계
성

보편성

다문화수용성지
수

교육
경험
있음

160

27.87%

59.69

70.13

75.48

59.53

70.54

59.06

58.66

64.88

68.43

63.05

61.77

64.16

교육
경험
없음

380

66.20%

58.70

67.21

69.56

55.57

64.86

56.42

56.96

61.87

65.15

58.95

59.42

60.69

무응
답

34

5.92%

59.07

69.71

71.34

60.59

70.78

54.71

59.71

55.88

66.71

62.03

57.79

62.21

전체

574

100.00%

58.99

68.17

71.31

56.97

66.79

57.06

57.60

62.36

66.16

60.27

59.98

61.75

<표Ⅲ-43> 다문화교육 경험 따른 KMAI 차원별 비교

<표Ⅳ-44>다문화교육 경험 따른 KMAI 하위 영역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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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관련 교육이나 활동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 지수KMAI와 어떤 관
련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66.20%, 있
는 경우가 27.87%로 다문화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했
다.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은 전체 지수 뿐
아니라 차원별, 하위 영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며 차이를
나타냈다.
<표Ⅲ-43>, <표Ⅲ-44>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교육 경험과 활동이 있
는 경우,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64.16,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의 지수는
60.69였다. 차원별로 보면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 순으로 차이를 나타
냈고 하위 영역별로는 ‘고정 관념 및 차별’, ‘거부․회피 정서’, ‘세계시민 행
동의지’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에 따른 효과는 다
른 문화에 대한 고정 관념과 차별 의식을 배제시키고, 이주민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정서를 완화시켜 세계 시민으로서 행동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고양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한 학
생이 66.69%에 이른다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문
화 관련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적극적
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Ⅳ-45> 학교에서 경험한 다문화 관련 교육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
관련교육
자원봉사관련
교육
자원봉사경험
시민단체 활동
경험
다문화행사
참여 경험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무응답

7.83%
6.09%

24.35%
24.00%

50.78%
50.96%

12.00%
14.09%

5.04%
4.87%

7.83%

26.96%

48.70%

11.65%

4.87%

5.39%

19.30%

51.83%

18.96%

4.52%

5.91%

17.57%

49.39%

22.43%

4.70%

26.78%

37.04%

24.17%

6.61%

5.39%

27.65%

29.74%

28.87%

8.17%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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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경험한 다문화 관련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 관련 교육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간 있다.’ 혹은 ‘많이 있다.’ 등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자원 봉사의 경험이 있다.’고 한 학생이 71.82% , ‘자원
봉사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70.79%를 차지하여 자원 봉사 관
련 교육 경험이 가장 높았다. 이는 중학교에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자원 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인권 교육이 62.78%, 양성 평등 교육이
62.78%, 다문화교육이 60.35%, 다문화 행사 참여 경험이 37.04%를 차지
하여 학교 차원의 직접적인 다문화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Ⅳ-46> 다문화 관련 학교 교육 과정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무응답

국어

25.04%

30.26%

25.57%

8.70%

10.43%

도덕

13.04%

18.96%

36.52%

23.48%

8.00%

사회(역사)

21.57%

28.87%

30.43%

9.22%

9.91%

영어

36.17%

29.22%

16.35%

7.13%

11.13%

창체

21.74%

23.30%

31.13%

14.43%

9.39%

기타 행사

17.04%

24.52%

32.70%

15.30%

10.43%

교육 과정별로 살펴보면 ‘약간 있다.’와 ‘많이 있다.’ 등 ‘있다.’는 응답비
율은 도덕(60%), 기타 행사(48%), 창체(45.56%), 사회(39.65%), 국어
(33.64%) 영어(23.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 교과에서는 도덕 교과에
서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배운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양적으로도
‘많이 있다.’의 비율이 다른 교과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학교에
서 도덕 교과를 제외하고 기타 행사나 창체 시간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배
운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다문화 관련 교육이 체계성을 지니지 못하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성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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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중학생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표Ⅳ-47>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다문화교육이 한국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
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필요

17.04%

어느정도 필요

47.13%

보통

25.91%

별로 불필요

3.30%

전혀 불필요

1.74%

무응답

4.87%

비율

<표Ⅳ-48>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
앞으로 다문화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

19.83%

어느정도 필요

38.43%

보통

31.65%

별로 불필요

3.65%

전혀 불필요

1.91%

무응답

4.52%

비율

<표Ⅳ-49> 다문화교육 참여 여부
앞으로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실시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꼭 참여

9.91%

가능한 참여

33.22%

잘 모름

45.39%

가능한 불참

3.48%

절대 불참

3.48%

무응답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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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표Ⅳ-47>, <표Ⅳ-48>, <표Ⅳ-49>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중
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 가지 표에서 알 수 있
듯이 중학생들은 다문화교육이 한국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
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대다수(64.17%)가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다문
화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58.26%의 학생들
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의 대상자로서 자신의 일로 다가서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다른 견해를 보인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꼭 참여’
혹은 ‘되도록 참여’ 등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위의 두 가지 질문과 달리
43.13%로 낮아졌다. 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45.39%) ‘잘 모름’ 으로 응
답하여 실천의 측면에서는 주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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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문화 수용성 연구 분석 결과
1. 인구 통계학적 환경
가. 성별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인구 통계학적 특성
중 남녀 학생별 차이를 살펴보면 보편성, 관계성, 다양성의 순으로 여학생
의 수용성 지수값이 높았다. 특히 보편성의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5점 이상의 낮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차별이나 권
위주의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 지향적이고 진보적이
며 수평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Gilligan, 1982 ;
Noddings, 1984).
남녀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차이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세계 시민 행동 의지’, ‘고정 관념 및 차별’, ‘이중적 평가’, ‘거부․회피 정
서’, ‘상호교류 행동 의지’, ‘국민 정체성’의 순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
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 정체성’ 측면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오히
려 지수가 높았고 ‘일방적 동화 기대’ 역시 남녀 학생별 지수값에 거의 차
이가 없었다. 이는 이주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엄격
한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우리나라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 혹은 적응하
도록 기대하는 부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관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하위 영역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보편성’ 차원 중 ‘세계시민 행동의지’영역은
6.65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보편성’ 영역은 보편적
가치인 도덕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시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
지 발달 및 도덕성 발달 수준이 앞선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다문화 수용성
발달의 차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0) 따라서 다문화 수용
20) Lloyd Lueptow(1985)는 그가 실시한 청소년들의 성별 성취도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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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성장이라는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수준별로 접근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안상수, 이수연 외, 2008).

나. 학년별
문화권과 시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정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만 오늘날 청소년기를 연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청소년기
동안 많은 심리적, 사회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 청소
년기를 초기(11-14세),중기(15-18세), 후기 청소년기(18-21세)로 구분하
고 있다(Kagan & Coles, 1972 ; Keniston, 1970: 639-641 ; Lipsitz,
1977). 이러한 구분은 우리 교육 제도에서 학년 구분과 일치하는데 초기
청소년기는 중학교, 중기 청소년기는 고등학교, 후기 청소년기는 대학생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Marcia(1991)이 지적했듯이 청소년 전기는 ‘정체감
형성의 탈구조화 시기’로서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인지적․사회적 변화
로 인해 그들의 아동기적 가치와 동일시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청소
년들에게는 이러한 탈구조화 단계가 매우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우며 절망적
인 상황이지만 어떤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가 혹은 부모나
친구로부터 얼마나 유용한 지지를 받아 왔는가의 여부와 그들이 심리․사회
적 발달 과제들을 점진적이고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도에 따라 정체
감이 개인별로 다르게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Chisholm, 1980).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 통계학적 측면 중, 연령별, 즉 학년별 특성은 교육 연한별로 순차
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2학년에서 특히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중학교 2학년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소위 ‘중2병’과 관련지어 보면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중학교 2학년은 앞서 Marcia(1991)
가 지적했듯이 ‘자아의 탈구조화’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서 내적 충동의
청소년 남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취도-가치 지향성과 더욱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취도를 나
타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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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양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사춘기의 시작과 더불어
신체 발달과 성적 성숙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양적 변화와 함
께 신체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시기의 청소
년들은 자아의 힘이 부족하고 자아구조를 통합할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청
소년들은 상충적인 사회적 요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아이도 성인도 아
닌 이른바 주변인으로서의 존재적 특징 때문에 많은 양가적인 상황
(ambivalent situation)에 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인지능력에 있어
서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발달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사고가 현실적 구속에서 벗어나 가능성의 세계로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으
로 ‘조합적 사고’로 명명할 수 있다(임영식, 한상철, 2000: 48).
이와 같은 인지능력의 발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 과정, 자신의 위
치, 역할, 가능성, 가치 및 이념 등을 검토하고 재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
게 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자아의 존
재성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경험한다. Erikson(1968)이 지적했듯
이 정체감 위기를 해결하여 높은 차원으로의 통합 즉, 성실성(Fiedelity)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위기 해결이 실패한다면 계속적인 정체감의 혼
미로 나타나고 이정표를 찾지 못한 채, 자기 탐색을 위해 끊임없이 방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청소년 상담원의 조사는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의 비율은 중학교 2학년이 1.3%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학년(1.2%), 고등
학교 2학년 (1.1%), 중학교 3학년(1.1%) 고등학교 3학년(1.0%)의 순으로
나타났다.21) 이에 대해 해당 조사를 총괄한 배주미(2010)는 “상담 사례로
미뤄볼 때 남자는 중2~3학년, 여자는 중1~2학년에 신체적인 성장이 일어
나면서 충동성과 공격성이 강해지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짙어지면서 ‘질
풍노도의 시기’가 된다고 분석했다. 중1때는 학교 적응에 바쁘고 중3때는
고교 진학 등 진로준비에 신경을 써야 하는 반면 중2때는 상대적으로 스
트레스가 없는 것도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으로 학생들이 잇달아 자살
21) 배주미 외(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 한국 청소년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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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운데,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가장 많고 양상도 가장 심각한 학년
이 중학교 2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22)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담 결과
를 종합해보면 남녀 모두 신진 대사와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2차
성징이 일어나는데다 ‘자신은 남과 다르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춘기의
이른바 ‘중2병’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
그로 인한 자살 등이 주로 중학교 2학년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는 점 역
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23) 2012년부터 교육 과학 기술부에서
‘학교 폭력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복수 담임제’ 역시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복수 담임제란

학생 수 30명 이상인 중학교 2학

년 학급에 우선적으로 두 명의 담임을 배치하는 제도로서 교육 당국 역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수용
성 조사에서 드러난 중학교 시기의 특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
이 다문화 수용성 향상 뿐 아니라 정체감 혼미라는 인간적 가능성을 슬기
롭게 극복하고 도덕적 판단 능력 및 사회적 유능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심리학적 측면의 심도 깊은 연구와 적극적인 교육정책
상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성적 수준별
학교 성적 수준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중간 정도의 성적 분포를 나타
내는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가장 높고, 상위권 학생들이 뒤를 이
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 5~6월 전국 16개 시·도 300여 개 초·중·고교 학생 874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2043명(23.4%)이었다. 자살을 생각한 2043
명 중 초등생은 533명, 고교생은 635명인 데 비해 중학생이 875명으로 월등히 많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최인재 연구위원은 “청소년기의 특성은 충동적·즉각적인데 초등학생은 아직 이런 특성
이 발현되기 전이고 고교생은 성장하면서 이런 것을 관리할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기는데 중학생은
그렇지 못하다”며 “학업 스트레스가 중학교부터 시작되고 왕따(집단따돌림) 같은 게 증가하면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중2병’이라고 불렀다. (중앙일보.2012.12.25.)
23) 대구, 광주, 영주 등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까지 사회적 이슈가 된 중학생 자살은 대부분 2
학년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2012.4.18.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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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하위권 학생들의 수용성 지수가 가장 낮았다. 이를 차원별로 살펴
보면 하위권 학생들은 전 차원에서 낮은 수용성을 나타냈고, 중위권 학생
들은 다양성과 관계성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보편성 차원에서 높은 수용성
을 보였다. 하위 구성요소별로는 상위권 학생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다
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으로
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인 ‘세계시민 행동의지’와 주류 집단의 입장에서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 문화 속에 용
해되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방적 동화기대’ 항목에서는 높은 수용성
을 나타냈다. 반면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이주민
과의 공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 개방성’, 외국 이주민과 상호 관
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
로 긍정적 관계를 맺고 실천하려는 의지로서 ‘상호 교류 행동의지’ 그리고
경제 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따라 이중적 잣대로
이주민들을 대하는 ‘이중적 평가’ 항목에서는 하위권보다 오히려 낮은 지
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적인 상위권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의 특성이 한쪽에 치우쳐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소위 ‘엘리트주의’ 혹
은 ‘선민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즉,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문화
적으로 폐쇄적인 경향이 있고, 선진국 출신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민과의 관계 형성은 소극적인 경향을 나
타내며 이는 차별적 의식 및 태도로 발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적이 중위권인 학생들은 ‘보편성’의 하위 항목인 ‘세계시민 행동의지’
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높은 지수를 보였다. 특기할 만 한 점은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 선진국과 후진국 출신 이주민을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이중적 평가항목’에서 다른 두 부류의 학생들보다 높은 지수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자료의 분석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M중학교가 ‘이중적 평
가 항목’의 지수가 높고 ‘세계시민행동의지’ 영역의 지수가 낮았던 점, 경
제 수준이 높은 O중학교가 ‘이중적 평가 항목’은 낮고 ‘세계시민 행동의지’
의 영역 지수가 높았던 점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도덕적 판단력 혹은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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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성적별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사실을 고려하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 및 교육 과정에서 차별화되고 섬세한 구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 문화․경제적 환경
가. 경제수준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적 문화․경제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재정 자립도에 따른 경제 수준,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다문화교육 정책 시범 연구학교, 부모의 교육 수준별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재정 자립도에 따른 경제 수준
의 차이에 따라 송파구의 O중학교와 중랑구의 M중학교를 살펴보았다. 두
학교를 비교해볼 때 송파구의 O중학교가 M중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M중학교 역시 중학교 전체의 다문화 평균지수보다는 높
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수준과 다문화 수용성 간에 유의
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두 학교 간에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
차원 중, ‘다양성’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보편성’ 측면에서 차
이를 나타냈다. 특히 하위 영역별로 보면 ‘세계시민 행동의지’와 ‘고정관념
및 차별’ 영역에서 M중학교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랑구의 M 중학교
의 경우, ‘문화 개방성’, ‘이중적 평가’항목에서는 송파구의 O중학교보다 오
히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일방적 동화기대’ 역시 O중학교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중랑구의 M중학교는 다문화 출신 이주민들을 접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다수로서, 주변에 다문화 이주민 출신들의 거주지나 일터
가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문화 이주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현실감 있는 구체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막연하고 감상적
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들의 처지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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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동정심, 차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현실에서는 실제로 접해보지 못한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비
교적 열린 마음으로 대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주민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의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고정관념 및 차별의
식’과 ‘세계시민 행동의지’였는데 해외여행 및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고
정관념 및 차별의식’, ‘세계시민 행동의지’의 항목 지수가 높다는 조사 결
과와 공통점이 있었다. 이 점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해외여행 경험이나
어학연수 등 체류 경험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송파구의 O중학교의 ‘세계시민 행동의지’ 영역과 ‘고정관념 및 차별의식’
부분은 지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이중적 평가’, ‘문화 개방성’영역은 수용
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의 다
문화 수용성의 경향과 비슷한 것이다. 즉, ‘그들만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
로 보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폐쇄성을 보인다는 점, 후진국 출신 이주민
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취약점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교육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다문화 학생수
다문화 학생수와 다문화 수용성 지수와의 관계는 사회 심리학적 요인의
측면에서 접촉 이론과 관련이 깊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적절하게 구조화된
집단 간 접촉은 집단 간 긴장을 완화하고 편견을 감소시키며 집단 간 관계
를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Davidio, Eller. & Hewstone, 2011, 14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조사 대상 학교 중 광진구의 K중학교
와 구로구의 Y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전체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평균보다
높거나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D중학교는 평균보다 8.15 낮
은 수치를 나타냈다. 각 학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중학교의 경우 다문화 학생이 39명 다니고 있는 학교로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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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교 중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이 재학 중이었다. 이 학교는 D중학교
및 Y중학교와는 달리,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출신 다문화 가정 학생
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다. 이 학교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살펴보면 전체
지수, 3가지 차원별 지수 등 다문화 출신 학생수가 많은 다른 두 학교와
비교해 볼 때 모든 영역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세계시민 행동의지’, ‘거부․회피 정서’, ‘고정관념 및 차
별’, ‘국민 정체성’ 측면에서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았다. 다만 ‘문화 개
방성’ 및 ‘이중적 평가’ 항목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점은 K중학교 학생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선진국과 후진국 이주민들을 이중적 잣대로 평가하는 차별 의식
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은 소득 수준이 높은 송파구의
O중학교와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왜냐하면 O중학
교 역시 ‘세계시민 행동의지’와 ‘고정 관념 및 차별’ 항목은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문화 개방성’과 ‘이중적 평가’ 항목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기 때
문이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고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의 취약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소수자에 대
한 편견 및 우월 의식과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
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등포구의 D중학교의 경우는 앞서 기술했다시피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중학교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관계성’ 지
수가 낮고 ‘일방적 동화 기대’와 ‘상호교류 행동의지’ 영역에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최근 다문화 이주민의 유입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에 따
라 주변 지역이 물리적으로 다문화 지역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이 그들과 비슷한 형편의 이주민에 대해서 경쟁
의식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지역 중학생
들의 부모들은 구로 공단 지역 배후를 경제 활동의 근거지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 출신 학생들의 부모들과 노동 시장이 중첩되어 경제적으로 경
쟁 관계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근래에 급격히 늘어난 다문화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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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출현은 이 지역 상권에 또 하나의 경제적 경쟁 구도를 만들
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앞서 기술한 접촉 이론을 좀 더 살펴보면 단순하
게 접촉을 심화시키는 것으로는 편견 및 갈등의 해소를 가져 오지 못한다
고 한다. 효과적인 접촉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동등한
지위에서 장기적으로 접촉해야 하고, 두 집단 성원 간의 관계가 상호 협조
적이고 의존적이어야 한다. 두 집단 사람들이 만날 기회는 있지만 긴밀하
지 못할 경우 접촉은 오히려 기존의 편견을 재확인시켜주고 심화시켜 줄
뿐이기 때문이다(Tredoux & Finchilescu, 2007). 따라서 D중학교의 사례
는 다문화 출신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간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지 못하
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라는 점에서 접촉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D중학교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학부모의 경쟁의식 및 위기
감이 직접적인 경제 활동 인구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Watson(1950)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특정한 가치관을 갖도
록 강요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자녀들은 어른들과의 동일시 과
정에서 그들이 가진 가치관을 자기의 것으로 내재화 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모델링하는 성인이 특정 지역민이나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해 편견을
지닐 경우, 청소년들은 무비판적으로 편견적 가치관을 전승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 질문에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
나는데 D중학교는 위협 인식 수준에서 중학생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
냈다. 항목별로 살펴보아도 이주민이 늘어나면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 범죄율이 올라가는 등 공공질서나 안전에 문제가 많아질 것, 다문화
가정 자녀가 증가하여 사회 문제가 많아질 것이라는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보임으로서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위기감과 고통의 원인
을 이주민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D중학교의 교사(현, 연구부
부장)와 인터뷰를 실시한 내용이다.

- 123 -

영등포구 D 중학교

교사 인터뷰

“아이들의 경제적 수준은 대체로 어려운 편이죠. 소득 편차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높아봤자 중간 정도이고 대부분 하(下)로 분류될 수 있어요.
주변에 값싼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이라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학교 뿐
아니라 집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생활권이 중복된다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구로 공단이 가까우니까 부모 직업은 그 쪽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죠. 다문화 아이들의 부모도 공단 노동자로 일하거나 가
게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작은 자영업을 해요. 다문화 아이들 중에서 적응
을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는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못하는 애들은 좀 어렵죠.
특별히 커다란 폭력 사안이나 그런 건 아직 없는데 아이들이 다문화 출신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부쩍 소규모
의 다문화 상점이나 식당 등이 많이 생겨서 다문화 거리가 조성되면서 동
네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애들이 싫어하더라구요. 이 지
역에 초등학교는 3개 정도 되는데 중학교는 1개 밖에 없으니까 다들 우리
학교에 와요”
지역 상인들과의 인터뷰
“이 지역에 다문화 거리가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7,8년 전 쯤 부터일 거
에요. 여기 사는 이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방
한 칸 보증금이 200만원, 월세 30만 원 정도에 사는데 온 식구들이 모여
살죠. 처음에는 혼자 왔다가 나중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때문에 주
인과 갈등이 빚어져요. 공중도덕에 대한 의식도 낮아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침도 길에다 막 뱉기도 하고요. 역시 후진국에서 와서 그런 것 같
아요. 동네에서 큰소리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어른들끼리 싸우면 애들한
테도 같이 놀지 말라고 하죠. 게다가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안 그래도 먹
고 살기 힘든데 저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다고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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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상황은 ‘투사(Projection)’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투
사란 좌절이 한 집단으로 향하게 되는 주요한 과정으로서 Allport(1979)는
투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나 특성 혹은 우리 자신의 것을 설명하거
나 정당화하는 일종의 방법으로 다른 이에게 그릇되게 그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자신 안에 있는 특성이나 충동 혹은 우리 삶의 요인
들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 혹은 불안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투사의
주체는 자신들의 두려움을 어떤 소외 집단에 투사하며 그 집단은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소수 집단으로서, 대상 집단은 희생양이 된다. 인터뷰 및 현
장 실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D중학교 근처 지역은, 물리적으로 급격하게
다문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이
그들과 비슷한 형편의 이주민에 대해서 경쟁의식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
고, 특히 다문화 이주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성인 대상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도 나
타난 바와 같이 임시 및 일용 근로자(48.50), 무급 가족 종사자(49.88), 고
용원이 없는 자영업자(50.68)를 중심으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국민 전체
의 평균(51.14)보다 낮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지역
학생들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다문화 출신 이주민들이 그들의 생존
에 위협을 주는 존재라는 위기의식의 또 다른 표현임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Y중학교는 D중학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에도 불구
하고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중학생 전체 평균과 모든 차원과 항목에서 비
슷한 수치를 보였다. Y중학교는 D중학교와 2km 정도 떨어져 있어 물리적
으로 매우 가깝고 후진 국 출신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
이어서 D중학교와 비슷한 여건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D중학교와는 경제
적, 문화적 수준이 상이했다.
현장 실사 결과, Y중학교는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인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권이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과 겹치지 않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활동 영역 역시 주변의 벤처 타운을 주 근거지로 하고
있어 다문화 이주민들과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었
다. 따라서 D중학교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원인이 되었던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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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동인이 Y중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시범학교인 중랑구의 J중학교는 서울특
별시 교육청 지정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학교로서 ‘다문화 사회 적응 능력
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 중심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13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재학 중이었는데 주변에
몽골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 몽골 노동자의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수의 이주민 자녀들이 이 학교로 배정되고 있었
다. 또한 주변에 소규모 공장이 많이 위치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유입
되고 있어 다문화 가정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이 학
교의 경우, 다문화 학생이 많을 경우, 30명에 달한 적도 있어 학급마다 다
문화 출신 학생이 1명씩 속했던 시기도 있었다.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 보
니 사소한 의사소통의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학교생활 적응 문제, 학습 능
력 문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집단 충돌 문제, 학업 보다는 경제적 활동
에 주력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학교에서는 예전부터 다문
화 이해도를 높이고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
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2학년도부터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문화 학생 뿐 아니라 일
반 학생들에게 다문화 사회 적응 능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몽골 이중 언어 강사 배치 및 활용, 다문화 교실 마련 등 환
경 및 여건을 조성, 전 교과차원의 교육 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행사 및 자치 적응 시간을 통한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세계
문화 체험반, 다문화 학생 요리 교실, 함께 하는 봉사 활동, 현장 문화 체
험, 다문화 진로 드림 캠프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 뿐 아니라 토요 특기
적성 교육 프로그램인 ‘노래와 함께 하는 기타 교실’, 이중 언어로 배워보
는 컴퓨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서울 특별시 교육청 지정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학교 1차년도 보고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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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서울 지역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전체 평균보다 2.76정도 높았으며 차원별, 하위 영역별로도 모든 영
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학교의 사례에서 중요한 시사
점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이 학교가 속한 물리적 환경 및 여
건은, 주변에 소규모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서 이주민
들과 생활권과 경제권이 겹치는 측면, 후진군 출신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
하는 점 등 앞서 기술했던 영등포구 D중학교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흡사
한 면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과의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각도로 다문화 관련 프로
그램과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그 결과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24)

J중학교의 사례는 효율적인 다

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파악하고, 각 지역의 사회․문화․경제적 특성에 맞는 세심한 교육
과정 및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앞서 자료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기간을 두고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J중학교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를 장기 해외 체류 학생들의 지수와 비교해 보면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절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수용
성 향상에 있어서 경제적 비용 대비 효율성의 측면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며 다문화 경험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J중학교의 사례는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과 더 나아가 다문화 현상이 가져올 지역
사회의 갈등 해결, 그리고 교육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학교
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4) 위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다문화교육 전후 검사 결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교육 전보다
좋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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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은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변수이다. Bronfenbrenner(1986)는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또한 가정은 지역 사회, 경제적
조건, 사회적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청소년이 직면하는 사회적 맥락
의 차이는 청소년들에게 기대되는 특징을 변화시키고 결국 청소년들의 발
달에도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하고
엄하며 편견적인 환경의 아이들이 소수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s, 1976). 물론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아동기보다는
부모에게 덜 의존적이며 부모의 가치나 의견에 대해 절대적인 복종을 하지
는 않는다하더라도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
성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 문화적-경제적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인 부모의 학력 수준을 변수로 삼은 것은 중학생들
의 다문화 수용성 측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의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의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는 부
모의 학력 수준을 대졸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살
펴보면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차원별로 보면 3개 차원 중 ‘보편성’ 지수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고정관념 및 차별’, ‘거부․회피 정서’, ‘세계시민 행동의지’
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이중적 평가’, ‘상호교류 행동의지’, ‘일방적
동화기대’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 수
준이 높은 학생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주민들을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호 교류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송
파구의 O중학교나 비교적 선진국 출신 이주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K중학교
의 학생들과 비슷한 다문화 수용성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모들의 가치관은 학생들에게 전수되는 측면이 강하
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적 태도를 함양하고 편견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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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미 형성된 편견적 태도를 교정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다문화 교육
도 필요하지만, 피교육자들인 부모가 양육과 교육의 초기 단계부터 수용적
태도의 형성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모
차원의 다문화 교육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학력층 대상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비롯해 다문화 이해의 장(場)을 다변화함
으로써 그 실질적 효과가 취약 계층까지 미쳐 다문화 수용성의 증진 효과
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이주민 접촉 경험과 위협 인식
가. 이주민 접촉 경험 유형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외국인 및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 유무, 대화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차이를 살펴보았
다. 우선 단순 목격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목격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다문화 수용성 지수에서 1.85 높았다. 특히 관계성 지
수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하위 영역별로는 ‘거부․회피 정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주민
을 단순 목격하거나 접촉하는 것이 정서적 거부감을 다소 줄여줄 수는 있
으나, 적극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행동 의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주민과의 대화 경험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살펴보면 31%의 학생들
이 이주민과 대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경험이 있는 학생들
의 경우, 대화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2.98 높았으며
단순 목격한 경우와 비교해도 1.69 높았다. 이는 대화 경험이 있는 경험이
단순 목격 경험보다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화 경험이 있는 경우, ‘관계성’ 지수가 크게 향
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화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화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약화되는 다문화 수용성의 항목은 ‘문화 개방성’, ‘일방적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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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중적 평가’ 항목이었다. 대화 상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화의 상
대가 대부분 영어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 등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선진국
출신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화
경험이 없는 경우는 대화 경험이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국민 정체성
항목’과 ‘세계 시민 행동 의지’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 수용성 지수 향상을 위해
중요한 것은 목격과 같은 접촉의 양적 증가라는 단순한 접근법보다는 관계
의 질적 측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과의 단순 접촉 혹은
피상적인 형태의 양적인 접촉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문화 수용성
의 향상이 나타나겠지만 현재보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넓어지게 되면 관계의 질적인 측면
이 중요해질 것이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들은 사회
적 관계에서 또래 집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소속감과 우리의식이 강렬해
지며 집단의 여론이나 규범에 대한 동조가 강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right(1997)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집단 성원이 외집단 성원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여타의 내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외집
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게 된다. 즉, 확대된 접촉의 효
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단 간 접촉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고 있는 내집단 성원을 관찰함으로써 대리적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대리적 접촉 이론은 다문화 이주민과의 긍정적 상호 작용이 집단 내의 다
른 성원들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관계 형성의 기능을 가르
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Pettigrew(1958)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이 한 집단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면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문화에 대한 편견도 낮아짐으로써 전반적으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아
지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다문화 이주민과의 접촉 및 관계 형성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거나 상대의 정체성에 대한 불인정, 상호의
존적인 목표 설정이 어렵거나 그 목표가 공동의 유인가를 지니지 못할 때
는 접촉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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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두 집단 간에 만날 기회는 있지만 긴밀하지 못할 경우, 접촉은
오히려 기존의 편견을 재확인시켜줄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
이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과의 접촉의 종류나 질에 따라 다문화 수
용성 제고 혹은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의 방식이 분화되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외국 이주민의 유입은 국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체성, 일자리 등의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범죄, 사회 문제, 복지비용의 지출 같은 여러 형태
의 사회적 위협 요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사
회적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일반 국민의 안녕감을 위협하는 요인들
을 이주민의 존재 때문으로 원인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들에 대한 위협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중학생들은 이주민의 유입
으로 인해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범죄율의 증가
등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 증가로 인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고유문화가 위협을 받는다거나 다문화 가정 자녀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해
서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학생들은 이
주민의 유입에 대해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 안전 등 물리적 측면에서 위협
인식을 강하게 느끼는 반면, 문화적 측면 등 눈에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
측면에 대해서는 위협 인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중학생들의 위협
인식 수준은 다문화 수용성과 높은 부(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 인식을 크게 느끼는 집단은 8개 하위 요소에서 모두 위협
인식을 낮게 느끼는 집단 뿐 아니라 해당 요소의 전체 평균 수용성 지수와
비교해 볼 때 큰 격차를 보였다.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별 다문화 수용
성 지수를 차원별로 비교해보면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의 순으로 수용성
이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위기감이 클수록 이주민과의 관계 형성이나 교류에서 거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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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정서가 높고 한국인의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주민들이 이에 일방
적으로 순응하기를 바라는 기대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현재 D중학
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위기감과 고통의
원인을 이주민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위협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앞서 기술한 D중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통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다문화 경험과 간문화적 이해
가. 해외 체류 경험
중학생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표본 중 41.29%는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해외 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해
외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해외 체류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았다. 국민 정체성, 고정 관념 및 차별, 거부 회피 정서, 세계 시
민 행동 의지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았으나 문화 개방성 항목은 거의 비슷했고 이중적 평가
부분은 오히려 해외 체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수용성 지수가 높았다. 이는
이주민 단순 목격 경험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해외 체류 경험이 다
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는 이주민 단순 접촉에 따른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 중 1달 이상 장기 체류한 경험은 외국
문화에 대한 표면적인 접촉형태인 해외여행 경험과 다르고 거주에 따른 다
문화 체험과 이주민으로서 소수자들의 정체성 혼란과 차별을 사전에 경험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다문화 수용성 지
수 분석에서 의미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체류 기간을 1개월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차이는 3.38로, 해외 장기 체류 경험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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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장기 해외 체류 기간은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요소 중 전 항목에서
높은 수용성을 보이고 있으나 특이할 만 한 점은 이중적 평가 항목에서는
오히려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장기 체류 경험이 대체로 선진국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 인식이 선진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선진국과 후진국을 차별하는 의식으로 발전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나. 대중매체의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중학생의 대다수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직
접적인 대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다문화에
관한 내용을 접하는 중요한 창구라고 할 수 있다. 대중매체는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과 차별 의식의 확산과 재생산의 매개체로서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 영향력과 파급력으로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과 차별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대중매체는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과 차별 의식 확산, 재생산
의 주범으로 책임론이 따르기도 하지만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과 차
별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주체로서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서도 중요한 대상으로 거론된다(안상수 외,
2007). 대중매체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사사회 접촉 이론
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의사사회 접촉이론은 의사사회 상호
작용(parasocial interaction)에서 유래한다. 의사사회 상호작용이란 라디
오,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매체는 시청자나 청취자로 하여금 주인공과 친
밀하면서도 대면적인 연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 풍요의 시대에
사람들은 직접적 대면접촉 보다는 의사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
게 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의사사회적 반응과 관계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장기적인 개인 간 접촉과 의사 사회적 접촉은 타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
소시켜주고 사회적 매력의 증가에 기여한다. 또한 의사 사회 접촉 이론은
다수 집단 성원들이 소수 집단 성원들과의 접촉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때 편견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Schippa, Gregg & Hew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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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의 접촉경험 정
도를 변수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 경험 유무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전체 혹은 각

차원, 그리

고 하위 영역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중매체를 통
해 다문화 관련 내용을 많이 접한 학생들은 이주민에 대한 거부, 회피 정
서가 적고 상호 교류의 의지가 높으며 다양한 인종 및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보편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 관련 내용의 접촉을 통해 이주민과의 상호 교류와
관계를 촉진하고 문화 개방성이나 다양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세계 시민으로
서 보편성을 길러주는데 대중매체가 긍정적 영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즉, 대중매체가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상호 작용과 관계를 긍정적으
로 표시한다면 그것을 보는 내집단 성원들의 집단 간 지향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집단 간 관계를 담은 대중매체를 접한
학생들은 타인을 사회적으로 범주화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들’과 ‘우리’ 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부터 ‘우리들’ 이라는 포괄적 관점을
습득하게 된다.

다.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 및 실천 의지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을 위해 다문화 관
련 경험이나 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과
활동을 경험한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3.47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66.69%에 달함으
로서 그 효과에 비해 학생들에게 다문화 관련 교육이나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행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
다. 학교에서 받은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
생들이 자원 봉사 교육 및 경험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중학교에서 상
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일정 시간을 의무적으로 자원 봉사를 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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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이것을 점수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 과정별로 보면
정규 교과 시간에는 도덕 교과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배운다는 응답이
대다수였고 기타 및 창체 시간에도 다문화교육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
는 정규 교과 시간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보강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다문화 관련 교육이 체계성을 지니지 못하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
트성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을 위해서 다문화교육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중학생들의 의식조사 내용을 살펴
보면 중학생들은 다문화교육이 한국 사회를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
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
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의 대상자로서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다른 두 영역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측면
에서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
나 실천의지 면에서는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머리로 알고는
있으나 실천의 차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다. 이는 학교 및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이 피상적인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거나 실천 의지를 고양시키는 차원까지는 도달하
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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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문화 수용성의 도덕교육적 함의
1. 도덕과 형식적 교육 과정에서의 다문화 수용성
가. 도덕과 교육목표로서의 다문화 수용성
우리 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중이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이 비약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문화 집단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모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학
교 교육의 목표, 철학, 실천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새
로운 사회에 적절하게 부합되는 인간상에 대한 요구라고 할 것이다. 이러
한 인간상의 기본적인 모습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배려하는 것이며 이질적 존재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고유
성과 가치를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이 사회 구
성원들의 인간적 잠재력을 실현해주고 사회 발전에 창조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측면은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본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
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
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하
는 사람이다(교육과학기술부, 제 2012-14호, 별책6: 3).
Banks(2008)는 다문화적 소양을 육성하는 개혁적 교육 과정의 주요 목
표는 모든 집단이 문화적 민주주의와 문화적 자긍심을 체감할 수 있는 민
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이 ‘알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행동’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지적
영역은 다문화 수용성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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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확보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마치 도덕과 교육에서 인지적 영역만으
로 도덕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다문화교
육에서는 인지적 영역 뿐 아니라 공감과 배려, 그리고 참여, 실천의지의
함양은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가 된다. 학생들이 다문화적 가치에 대해 알
고,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는 다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도덕과 교수․
학습의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다문화 사회는 시민들의 다양성을 반영
하는 동시에 모든 시민이 헌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 이상, 목표를 보
유하는 국민 국가에 헌신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권, 정의 및 평
등과 같은 민주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가 통합될 때 다양한
문화, 인종, 종교 집단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문화적 민주주의와 자유
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사회적인 변화에 부합하는
도덕과 교육의 내용과 목표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을 주요한 구성 요소
로 하는 다문화 수용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특정 문화권을 초월한
인지, 정의, 행동적 특성을 지니는 다문화적 인간은 결국 간문화적 인간으
로 성장해 나간다. 다문화적 인간은 문화적 복수성과 대등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차원이라면 간문화적 인간은 그러한 차이의 맥락을 소통할 수 있
는 상호적 의사소통의 기능이 발달한 인간이다(Bennett, 2009). 이러한 간
문화적 의사소통의 발달은 결국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다
문화 수용성의 첫 번째 차원에서 ‘타문화와 관계 맺기’라는 두 번째 차원
으로의 발달,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준거의 틀을 포착’하는 보편성이라는 세 번째 차원으로의 성장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Endicott, Bock & Navaez(2009)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와 윤리는 모두
신념, 인식론적 지향성, 그리고 기대 수준 등의 다차원적 차원에 개입하고
도덕 발달과 간문화적 발달은 경직된 사고로부터 유연한 사고로의 중대한
이행이라는 공통된 요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도덕적 차원과 간문화적 차원
은 서로 복잡하게 뒤엉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영근(2009)은
글로벌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의 교육은 다문화교육을 다문화적 사람됨을

- 137 -

지향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창우, 2011: 22 재인용). 즉, 다문화교육은 인종과 문화적 차이
를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다양성이야말로 인간이 본원적으
로 처한 상태요, 그 안에서 비로소 사람됨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을 도덕성 혹은 사람됨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정창
우, 2011: 22) 결국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이라는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도덕
교육 간에는 교육 목표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는 다문화교육과 도덕 교육
은 이질적 타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인격과 능력을 기르는데 강조점을
둔다. 따라서 두 교육 형태 모두 ‘만남’, ‘공감’, ‘소통’이라는 목표를 공유
한다. 타인 존중과 타인을 향한 의무는 도덕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다
문화교육의 필수 덕목이 된다. 또한 다문화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 형성을 통해 낯설게 느껴지는 타인을 이해하
고 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도덕 교육과 다문화교
육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의 측면에서 공유되는 측면이 강하다.
둘째, 다문화교육과 도덕 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 간에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연대감과 결속력을 증대시킨다는데 공통점이 있
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지구적 차원의 환경
위기에 상응하는 도덕적·정신적 성숙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도덕과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다원화와 세계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개인의 가치관 및 국
가 정체성 확립,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 기반의 공고화를 그 중점 과제로
부여받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제 2012-14호). 이는 인간의 보편성을 전
제로 한 교육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다문화 교육과 도덕교육의 성격이 중
첩되는 부분이다.
셋째, 다문화 교육과 도덕과 교육은 다양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Bennett(2004)이 제시한 다문화교육
의 핵심적 가치로서 ‘문화의 다양성 수용과 인정’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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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존중’,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등은 도덕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와 일치한다. 실제로 다문화교육에서 추구하는 다른 문화를 통한 자기 성
찰, 다양성의 존중과 고정 관념 및 편견의 탈피, 정의와 인권 등의 주제는
이미 도덕과의 교육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측면이 노정되는 이유는 다문화교육이 문화 상대론적 입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인류학 수업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권리에 대한 반성적 성찰,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윤리적, 철학적 기
반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 본질적 모습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Kimlicka와 Rosaldo(1995)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대로
민주 사회에서 민족 집단들과 이민자 집단들이 보편적인 시민 문화에 참여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다양성과

보편성의

측면을

아우르는

것이다.

Kimlicka는 이러한 개념을 ‘다문화적 시민성’으로 Rosaldo는 ‘문화적 시민
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처럼 다양성과 통일성 간에 정교한 균형을 이루
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핵심 목표인 동시에 교수-학습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도덕 교육의 목적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다른 문화적 유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 모든 문화의 개인들을
존중하는 것, 사람들 간에 그리고 다양한 문화 집단의 경험 간에 긍정적이
고 생산적인 상호 작용을 발전시키는 것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도덕
교육의 목적은 다문화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 교육은 다양성, 인권, 공평, 사회 정의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들과
대안적인

삶의

선택

가능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개념이며(ASCD

Multicultural Education Commision.1977.3)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
동시에 학교 교육의 모든 측면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할 기본 교육이기 때
문이다(Nieto,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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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덕과 내용 구성을 위한 다문화 수용성
도덕과는 인류 보편의 도덕적 가치 덕목들을 본질적인 교육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교과이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 역량을 계발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교
육 내용으로 삼고 있는 핵심 가치들인 존중, 책임, 정의, 배려 등은 다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다양
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인 것이다. 존중과 배려는 우리의 것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며
타자의 존재 역시 존중받고 배려해야 할 대상임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다
름을 인정하되 다르다고 해서 특별대우를 하지 않는 자세는 사회 구성원으
로서 책임과 정의의 덕목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 덕목은 다문화 사회에서
편견 및 차별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이질적 집단 간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의 가치 및 내용은 다문화
교육의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역으로 다문화교육의 본질을 밝히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도덕과 교육이 기여할 수 있다.
사회 구성주의자 Vygotsky(1978)에 따르면 학생 개개인의 발달적 변화
는 사회와 문화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은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1세 이전에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점차 자기 자신과 분리된 타인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 학령기가 되면 자
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특성과 정체성, 삶의 역사와 미래를 가지
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한 개인 내부의 문화에 대한 태도의 발달
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인은 자국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
어 간다. 따라서 개인의 문화에 대한 태도 역시 다문화와 세계 문화, 더
나아가 미래 사회 문화로 확장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Sleeter(2008)는 한국의 다문화 교육 과정을 위한 그의 제안에서
다양성과 공평․정의의 세로축과 국내적 입장과 국제적 입장의 가로축을 격
자로 하는 4개 영역의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즉 국내적 다양성과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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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국내적 공평․정의와 국제적 공평․정의로 구분하여 각각의 교육 과
정이 가정하는 바와 교수 전략, 그리고 관련 집단의 득실에 대한 담론을
펼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다문화 교육이 중
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학생들의 사회 인지 발달과 다문화에 대한 태
도 발달 등을 고려하여 학생 자신의 정체성, 학생이 속한 크고 작은 사회
에서의 다양성, 평등, 정의, 세계 시민성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한 창조성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에 적용 가능한 도덕과의 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에서는 가치 덕목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특히, 주요한 덕목인 자율, 성실, 절제 등은 다문화 교육
의 가치와 관련이 깊다. 즉,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
로 행동하고, 편견이나 거부․ 회피 정서 등 감정적 편향성을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일방적인 동화주의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우리, 타인, 사회와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가치 덕목인 효
도, 예절, 협동 등은 다문화 교육의 도덕적 가치 덕목으로 볼 수 있다. 이
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지
혜를 터득하며 이웃을 배려하는 실천 방법을 익히는 것, 타인과 더불어 살
아가면서 상호 협동하기 등에서 다문화 관련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생활과 도덕 및 친구 관계와 도덕’ 부분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상
에 맞도록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

상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다문화 이주민들
이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
등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학교생활 영역에
서도 다문화 출신의 학생들을 접촉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와 관련
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과 청소년 문화와 윤리 부분은
앞서 밝혔던 중학생들의 인지 발달적 특성과 맞물려 있고 이질적인 타자에
대한 관용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이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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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적합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은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의 주요 가치 덕목인 준법,
공익, 애국심, 통일의지, 인류애 등은 다문화교육의 도덕적 가치 덕목이라
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주요한 내용은 인간 존
엄성과 인권, 문화적 다양성과 도덕,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사회 정의와
도덕,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
세,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 등이다. 이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보편
적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소외 받는 이에 대해 배려하는 것,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태도를 갖는 것,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하여 문화적 편견
및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인성 역량인 역할 채택, 배려, 관용, 공감적 이
해의 태도를 지니는 것,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을 기반으로 타문화 및
자문화를 성찰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과 남북한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
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도덕적으로 성찰하면서 통일 준
비,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유추해보는 것, 사
회관계 속에서의 공정성인 사회 정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공정하지 못
한 제도는 개개인의 삶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뿐 아니라 세계 속의 일원으로 활동
하는 세계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등이다. 이는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다문화적 가치로서 외집
단을 수용함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기초로 보편적 태도를 정립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깊다. 특히 경제적, 문화적 수준에 따라 차별하고 평가하는
경향성인 ‘이중적 평가’의 배제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 및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 지향적인 태도로서 ‘세계 시민 의식’ 등의 가치 덕목이 요
구된다. 세계 시민 행동 의지 요소는 외부 세계에 대해 다양한 경계를 초
월하여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빈곤이나 기아, 인권 문제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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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포
함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도덕과의 내용 영역 및 주요 가치 덕목과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영역과 의 관련성을 나타낸 표이다.
<표Ⅵ-1> 도덕과 교육 과정과 다문화 수용성과의 연계성
내용
영역

주요 가치 덕목
전체
영역별
지향
자율

도덕적

성실

주체로

절제

서의 나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중학교1-3학년

영역
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및 편견의
배제.

가)도덕의 의미

마)인간 존재의 특성♠

나)삶의 목적과 도덕

바)자율과 도덕♠

다)도덕적 성찰♠

사)도덕적 자아상

라)도덕적 실천♠

아)공부와 진로
자)도덕적 탐구♠
마)타인 존중의 태도♠

효도

거부․회피

가)가정생활과 도덕♠

우리타인과의

예절

정서의 교정.

나)친구관계와 도덕♠

바)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관계

협동

상호교류

다)사이버윤리와 예절

사)청소년 문화와 윤리♠

행동의지.

라)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

존중
책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와의

준법

정의

공익

국민 정체성.

배려

애국심

이중적 평가

관

계

통일

배제.

의지

세계시민

인류애

행동의지.

가)인간 존엄성과 인권♠

마)사회 정의와 도덕♠

나)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바)개인의 도덕과 국가의 관계

다)분단의 배경과

사)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통일의 필요성 ♠
라)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자세♠
아)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

자연애

가)환경친화적인 삶

마)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

자연 초월적 존

생명

나)삶의 소중함과 도덕

바)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재와의 관계

존중

다)과학기술과 도덕

평화

라)문화와 도덕

참고: ♠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다문화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 및 내용임.
♠♠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다문화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 및 내용으로서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요소.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도덕과 내용 구성면에 적용시켜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다문화 주
제를 집중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술했듯이 중학교 2학년
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다른 학년에 비해 현저히 낮고, 특히 ‘고정
관념 및 차별 의식’과 ‘상호 교류 행동 의지’영역에서 낮은 지수를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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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인지적으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해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고, 편견
및 고정관념이 심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서 및 행동적 측면에서도 이주민
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내용 편성면에서 이러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성별, 연령별, 경제적,
문화적 환경별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 과정
안에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재에 제시된 다양한 주제와 내용
중 자신이 속한 학교의 특수한 상황과 담당 학생들에게 취약한 다문화 수
용성 영역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덕과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영역을 살펴볼
때, 다문화 교육과 도덕교과가 가장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은 민주
시민 교육과 통일 교육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1) 다문화 수용성과 민주 시민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이란, 시민이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고 사회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적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학습적 노력이
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체득하여 반민주적 퇴행에 맞서고 문제 사
태를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결정하여 민주적 제도와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시민적 활기를 창출하는 시민 능력을 발휘하도록 각 시민이 평행 수행
하는 ‘자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심성보, 2011: 192). 따라서 민주 시민 교육
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민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공적 책임을 자각하고 인간
의 삶의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여 제반 문제들에 대한 자주적
판단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협조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홍순, 2010: 166). 이러한 민주 시민 교육은 다문화교육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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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및 내용, 방법면에서 깊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민주 시민 교육은 인권과
평등, 사회 정의에 대해 공부하도록 고무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여 타인과 함께 하는 상호 의존의 경험을 갖도록 하고, 공공의 문
제에 대해 토의하고 논의하고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
는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격려하기 때문이다(Sehr,
1997).
다문화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존재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
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나는 누구인가, 누가 어디에서 이러한 일을 결정하는가?
그것은 시민으로서 나 자신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
발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모두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심성보, 2011: 196). 다시 말해 민주 시민 교육이 다문화교
육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사회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바
탕으로 자신이 처한 다문화적 일상의 현실을 맥락화하고 공동으로 해석하며 의사소
통과 문제 해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민주 시민 교육의 영역으로서 시민적 태도란 시민적 가치, 마음의 습관,
성향, 자질의 교육으로서 책임지는 능력, 양보하는 능력, 결정에 참여하는 능력,
책임통감, 인간관계, 그리고 나아가 사회에서의 관용, 존중, 책임, 연대, 차이의
인정과 수용 등의 태도 함양, 공동선에 대한 관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
한 믿음, 갈등 해결에 대한 관심, 상호 존중, 타인과 함께 해결하는 공감적 이
해, 관용의 실천, 이타적 마음 태도를 가지는 노력, 도덕적 규범에 의한 실천,
관점을 변호할 용기, 공정하게 행동할 자세, 근거와 증거, 그리고 논의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용기, 적극적이고 비억압적인 인간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 예의와 법의 준수,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임, 자발적 봉
사활동, 정치 현안의 능동적 참여, 무임승차 의식의 극복, 내 종족 중심적 태도
극복, 공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 등으로 구성된다. (심성보, 2011: 195)
민주 시민 교육의 두 번째 측면은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성 차원과 관련이 깊
은데 민주적 가치, 태도, 마음의 습관, 성향, 자질의 교육으로서 개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공동의 선에 대한 개인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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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의사 소통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열린 의사 소통 구조’는 차이를 인정하
고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 실현의 윤리를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적 민주 시민 교육은 그 방식에 있어서 지성
(비판적 사고력, 논리력)과 감성(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민, 공동체의식,
마음 다스리기) 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 학습 과정 자체가 몸과 마음이 함
께 하는 공동체적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교육의 실천적 측면으로서 민주 시민적 기술, 능력, 기능의 교육
이란 분석하고 소통하는 기능으로서 지적 기술, 의사 소통 기술, 문제 해결력,
사회적 기술, 정보 매체 사용 능력과 비판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민주 사회에서 비판적 탐구를 하고 숙지된 결정을 내리는 능력 등이다(심성보,
2011: 198). 이는 시민적 지식과 의식, 시민적 가치와 기능들을 바탕으로 각종
공적 쟁점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교류하며 경제적으로 합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정치적으로 연대하여 공적 활동에 참여하며 국가와 시장에서
공동 책임을 질수 있는 앙가주망의 형태를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시민적 활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홍윤기, 2010).
이는 다문화 사회 정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로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에 강조점을 둔다. 즉, 정치적 권리(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사회적 권리(빈곤탈피, 인종주의 폐지와 차별의 철폐, 다양성 등), 평화적 권리
(집단적 연대의 권리, 환경의 보호 등) 등 인권을 중심 가치로 두는 민주 시민
교육은 사회 정의와 사회적 참여를 소중히 여기며 일반적 시민 뿐 아니라 소수
자의 권리 등 한 공동체 안에서 인간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그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다문화 사회 정의 교육과 맥락
을 같이한다(Yvonne, 1997). 이러한 기능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양하는데서 시작하는데 현실의 구조적, 절차적, 법적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학습자의 자력화(empowerment) 등 자치 능력을 신장시킨다. 즉, 일상생
활의 정치적 차원을 드러냄으로써 참여의 수준을 고양시켜 사람들의 자력화를
통해 권력의 부조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더
나아가 여러 사회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도하고 자주적 판단과 반대의 의
견을 표현하며 권위에 도전하는 시민적 용기를 권장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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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권을 소지한 시민이며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때 민주
시민 교육은 민주적 발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다문화교육의 입장에서 민주 시민 교육은 다
양성에 관한 권리로서 편견과 인종주의를 소멸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
며 이를 통해 갈등 해결함으로써 권리(인권)과 책임(의무)의 균형을 잡고자 한
다. 따라서 민주 시민 교육은 정치적 소양 뿐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책임과 공
동체 참여를 포함한다(심성보, 2011: 200).
다문화교육적 관점에서 민주 시민 교육은 시민들의 시민 활동 참여와 정치 참
여를 증대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교육 통하여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득
을 획득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학습자 자신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교육해야 한다. 이는 민주 시민 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문제의
발견과 해결이라는 독특한 교육의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시민이 자신이 살아
가고 있는 다문화적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
며 그것에 기초하여 실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2) 다문화 수용성과 통일 교육
현재 청소년들은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의 파고를 온몸
으로 경험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고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다. 거대한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체성의 변화는 통일 문제에 있어서
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며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민하면서 당위로서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데 비교적 솔직하다. 청소년들을 미래 통일 사회의 주역이라고 하지만 실
제로 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층이 상당수에 이른다. ‘통일은 민족의 숙
원’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기성세대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25)
25)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은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회에서 배포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22~26일 13개 시·도 19세 이하 청소년 4,355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에 관심 없다는 응답 비율이 43.3%에 달했다. 또, 통일이 꼭 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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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정답’을 이야기하
기도 하지만 실제 그들과 이야기할 때 통일은 실제적인 자신의 문제가 아
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사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추상
적인 담론일 뿐, 먼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지금까지 통일은 정치적, 제
도적 차원의 문제로 국한되어 논의되었고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또한 분단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와 너희를 나누고 적과 동지를 나누
는 이분법적 논리와 배타성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다. 생존을 위해 ‘너와
나’의 대립을 설정하고 ‘적과 동지’의 이분법을 작동시켜 왔던 것이 분단사
회의 조건이었다.26) 현실적으로 이러한 통일 담론은 학생들에게 큰 설득력
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 교육은 ‘패러다임의 전환’ 이
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의 전환이란,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측면,
즉 일상의 문제로 통일문제를 정치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의미한다. 통일
문제를 일상의 문제와 연관시킬 때,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가
통일의 문제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쟁과 학교 폭력, 왕따 문제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의 문
제 등은 동질성에 대한 강박관념과 위계에 대한 집착이라는 사회 과정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미 탈북자 문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출신 학
생 문제 등에서 드러난 바 있는 것처럼 타문화 혹은 타자와의 관계 형성 능
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는 현실적인 문제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에 대한 포용과 이해, 그
리고 소통하는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문제의 해결은 북한
이라는 거대한 타자를 만나고 소통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다문화 수
용성의 향상이라는 다문화교육의 목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나라는 질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46.3%에 그칠 뿐, 지금 이대로가 좋다거나 모르겠
다는 응답이 각각 24.8%, 2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통일 교육은 다시금 냉전 시대의
편향적, 대결적 대북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9년 발간된 ‘통일 교육 지침서’에서는
이전까지 중시되어 왔던 ‘평화 의식의 함양과 상호 존중의 자세 확립’이 삭제된 것이다.(한겨레 신
문 2009.7.22.) 현 정부는 통일 문제를 정치, 경제 등 체제 중심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북한의 실
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추병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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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일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문
적 논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오기성, 2008: 135-163; 추병완, 2009:
21-44). 통일은 단순한 지리적, 제도적 통일을 넘어서 문화 통합의 차원으
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을 강조하는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신의 문화를 기초로 다른 사회와 문화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문화 이해의 관점을 통하여 북한 사
회와 통일 문제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오기성, 2008).
학교 통일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갖는 의미는 분단 사회에서 습
득된 규율을 해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분단 사회의
이분법적 사회 논리를 해체하고 한국 사회의 형성 원리 자체를 문제 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전효관, 2002).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서 다문
화교육이 미래 한국 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이 급격히 진행되
고 있고 통일이 실현될 시점이 언제가 되든 통일 한국의 다문화 수준은 현
재보다 훨씬 심화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지금까지의 남북
한 주민의 공존이라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다문화 사회가 아니라 복합적 다
문화 사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인종이 공존하
는 사회이며 특히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
민들은 현재 남한의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이 민족 소수자집단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김국현, 2011: 157-184).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통일 교육을 통해 남한의 통일 역량을 높이는 것은 통일을 준비
하는 과정 및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는 단순히 각종 이질 집단들의 단순한
모자이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용
하며 더 나아가 상호 간의 만남, 즉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여
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를 관통하는 가치인 보편성에 대한 합의이
다.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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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남

북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존적
삶의 중시이다. 그러므로 학교 통일 교육의 기초로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다름의 인정(다양성 존중)과 공존(관계성)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의 존중(보편성)하는 다문화 수용성의 확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2012 학교 통일 교육 지침서’에 나타난 열린 민족주의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 지침서에 따르면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민족 공동
체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통일 교육은 북한 주민을 동정심이나 우월적 시
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같은 민족이자 상생, 공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통일 교육은 민족 우
월주의와 민족 지상주의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
야 하며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다른 민족과 그
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열린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학교 통일 교육은 개방성과 포용성,
연대성과 유대감을 갖추고 북한 주민과 외국인 북한 문화와 외국 문화를
존중하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성을 증진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또한
‘다름’을 배제의 조건이 아닌 소통의 통로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
닐 것을 강조한다. 열린 민족주의에 기반한 학교 통일 교육은 다양성을 수
용하면서도 전체로서의 조화를 이룰 수 있기 위해 사랑과 관용, 절제의 자
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세계 시민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규범
을 수용하여 실천할 것을 중시한다(추병완, 2007).
이상에서 살펴본 통일 교육의 목표는 ‘보편성에 기반한 다양성의 추구’,
‘공감과 배려에 기반한 관계성의 향상’ 등을 목표로 삼고 있는 다문화 교
육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 교육의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해서 학교 통일 교육은 학생들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유형의 다문화 접촉 경험을 가졌느냐의 여부는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다문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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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느 한 문화에 정박시키지 않고 한층 넓어진 경험 세
계를 포괄하기 위해 자아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하는 경우를 경험한다. 이
는 자아 개념과 자아 경험이 서로 다른 문화적 세계관 사이의 이동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확장되는 것인데 이 경우 한 개인은 어떤 문화에서도 주변적
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자아 정체성의 맥락과 경계가 없어지는 것은
때로는 역기능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극적 주변성을 가진
사람은 문화적 맥락을 알면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즉, 상황을 메타 수준인 보편성의 차원에서 내려다보면서 의도적으
로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추병완, 2007).
한편, 다문화 사회 정의 교육의 측면을 통일 교육의 방법에 적용해 보면
앞서 기술한 다문화 경험의 또 다른 측면을 도출할 수 있다.
Grant와 Sleeter(2009)에 의하면 다문화교육은 정의에 대한 언급 없이 다
양성을 전제로 논의가 시작될 경우, 다양성만 언급하고 정작 정의의 문제
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존 롤스
의 로고스적인 순수 절차적 정의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Antonio Gramsci
의 헤게모니, Johan Galtung의 구조적 폭력, 혹은 Delpit의 권력의 속성
(culture of power)으로부터 개념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이는 사회
속에서 실재(實在)하는 사회 부정의의 댓구적 개념이다. 다양한 불평등은
다양한 인종적, 성적(gender), 언어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부조화
를 통하여 드러난다. Young은 주류 사회의 자문화 중심적인 문화 제국주
의는 지배 계급의 경험과 문화 그리고 규범을 확산시키는 것과 관련이 깊
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정의(grounded justice)는 문
화적 맥락에서, 정의 뿐 아니라 부정의의 문제를 동등한 차원으로 다루게
된다. 그들에게 사회 정의는 쟁취해야 할 목표이자 과정이 된다(Tyson &
Park, 2008)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 사회 정의 교육은 억압이나 인종, 계층,
성, 장애와 같은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를 재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Freire(1985)는 정치적 문해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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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침으로써 사회 정의에 대한 비전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의식화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민중이 사회에 대해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이들에게 불평등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인지하는 법을 가르
침으로써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Sleeter
(1997)는 사람들에게는 이론적인 의식과 공존하는 실제적인 의식이 있다
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적인 의식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운영을 알며 우리가 처해있는 인종, 계급, 성, 그리고 다른 갈등
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일컫는다.
학교의 역할이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실제
적인 의식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발달시키기 위
해 자신의 삶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따라서 이
러한 다문화 사회 정의 교육적 측면에서 통일 교육을 살펴보면 북한 국가
와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은 이원화될 필요가 있다. 통일 교육 담당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침해의 문제를 타자의 문제
로 환치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학생들에게 북한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
를 알리고, 억압받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 그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적
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적극
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통일 교육의 담당자들은 Aronowitz와 Giroux가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
들이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비전에 몰임함으로
써 희망과 행동가(agent)의 영역으로, 그리고 역경과 실행의 공간으로 이
동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Tyson & Park, 2008).

다.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도덕과 교수 학습 방법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몇 가지 측
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학생들은 다문화 이주민들이 우리의 문
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고 문화 개방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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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이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나 피부색으로 차등을 두는 인종주의적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도덕과가 다문화 수용성 향상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문화 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접촉․교류할 수 있는 직접,
간접적 체험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뿐 아니라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했던 접촉 이론에
따르면 외집단 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접촉하는 것은 다문화 수용
성 향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교사는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다문화 출신 이주민 및 다양한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되
도록 많이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
문화 교수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협동학습
협동학습이란 소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어진 학습 과제나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수업 방법이다. Slavin(1978)은 ‘전체는 개인을 위
하여,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하에 학습 능력이 각기 다른 이
질적 학생들이 동일한 수업 목표를 향하여 소집단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 방법이라고 했으며 Cohen(1994)은 모든 학습자가 명확하게 할당된 공
동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소집단에서 함께 학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협동 학습은 수업 목표가 구체적이며 학습 목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으로, 학습 구성원들은 모두 상호간에 도움이 된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습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고 상호간에 긍정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이다.

또한 다양한 상호 작용 및 접촉을 통해 대면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

기 때문에 성취력이 높은 학습자는 낮은 학습자를 자발적으로 돕는 효과를
갖게 되며 모든 구성원들이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받게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직접 접촉과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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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상호 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학습은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가
정출신의 학생이 학급에 존재한다면 협동 학습을 통하여 일반 학생들과 직
접 접촉하고 공동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동료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
문화 교육에서 협동학습은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도 큰 도움
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학생들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배려와 협동
심을 키우고, 다문화 학생을 ‘우리’라고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외
집단의 구성원을 내집단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학습을 통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출신 이주민 학
생 뿐 아니라 일반 학생 개개인들에게도 긍정적 자아를 인식하게 하고, 긍
정적 상호 의존성을 형성해줌으로써 민주적 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표현에 효과적이고 소속에 대한 욕
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잠재적 재능을 개발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협동 학습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모든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유도해야 하며 집단 활동의 규칙을 지키도록 독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좋다. 둘째, 집단 구
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가진 이질적 학생으로 집단을 구성
할 때 협동 학습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구성원 개개인에게
소집단 내의 역할을 배정해주고 공동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자들에
게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학급자
간에는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대화하도록 격려하며 구성원 개개인의 역
할을 세분화하여 자신의 임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학생들은 이러한 협동 학습의 과정27)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
27) 협동학습의 구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과제중심: Jigsaw모형, Co-op-Co-op모형, GI모형
2. 보상중심: STAD 모형, TGT모형, Jigsaw2모형,Jigsaw3모형
3. 교과중심: TAI모형, CIRC모형, DME모형
4. 기타-LT모형, Pro-con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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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역할모델의 활용
교사는 다문화 배경 이주민들과 친밀한 우정 및 배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 모델들을 발굴,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자주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외집단 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역할 모델들을 자주 제시하되 그 역할 모델들이 학생들과 친
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교사는 도덕 수업
시간 및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들에게 다문화 관용적 태도와 배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사 자신이 역할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
사는 확대된 접촉의 사례로서 소수 집단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나 사례를
이야기해주거나 교내외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친밀하고 배려적인 행동
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관찰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 모범적인 역할 모델을 찾도록 하고
이를 수업 시간에 발표해본다거나 다문화 출신의 이주민과 친구 관계를 맺
고 있는 학생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
은 일반 학생들에게 확대된 접촉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발표하는 학생
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승인을 얻고 확언하는 기회를 갖는 도덕 교
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역할채택 및 공감의 기회 제공
다문화 이주민들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학생들의 태도를 개선시켜주고
편견과 차별 행위를 감소시켜 준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집단에 대한 공감
활동 역시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Shih, 2009: 566). 교사는 도덕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소수 집단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느껴 보도록 인
도할 수 있다. 소수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느껴보고 그들
의 삶에 공감하도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역할 놀이를 시연

- 155 -

함으로써 풍부한 관점 채택과 공감의 기회를 갖게 됨과 동시에 역할 시연
과정에서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다문화 가정 출
신 학생과 갈등의 겪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역할을 시
연하게 해봄으로써 그는 이전의 부정적 태도와 감정 사이에서 모순을 경험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공감능력의 향상과 관련하여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감의 뿌

리(Root of Empathy)프로그램28)이나 비폭력 대화 프로그램29) 등도 도덕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4) 멀티리터러시 교육의 활용
전술한 의사사회 접촉 이론은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매체를 활용한 의사
소통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다문화 가정 출신 이주민들을 접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해 다문화 이주민에 대해 접해본 경우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멀티리터러시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은 전통
적인 방식의 인쇄 매체를 활용한 교육에서 벗어나 매체의 발전에 따른 다
중 양식의 텍스트를 수용하고 해석하며 비판하고 제작하여 유통하는 의사
28) ‘공감의 뿌리’는 캐나다의 교육자인 메리 고든에 의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캐나다와 오스트레
일리아, 뉴질랜드에서는 ‘학교 폭력 0%’를 목표로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란 교육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메리 고든은 지역에 사는 갓난아기를 초 중등학교에 초대해 아이들로 하여
금 한 학년 동안 성장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는 공감 능력을 높이는 심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갓난아기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보고 사회 편견이나 고정 관념에
노출되지 않는 아기를 만나면서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감정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캐나다 전역의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현상이 90%
이상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으며 학습 능력도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비교 집단에 비해 감성적 이해와 사회적 이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
며 발달 과정에서 사회적 정서적 지식이 달라지면서 공격 행동이 줄고 돕기, 나누기, 협력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크게 늘어났다.
29)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NVC)는 미국의 마셜 로젠버그 박사에 의해 최초로
제창되었다. 비폭력대화의 목적은 공감에 바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나에게 욕구와 필요가 있
듯이 상대 역시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 156 -

소통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기호체계를 이해
하고 조작하며 기호 작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비판하고 디자
인하며 유통하는 실천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김양은(2007)과 정
현선(2007)은 전통적인 개념의 인쇄 매체 중심의 리터러시는 개인의 심리
적 능력을 의미한다면 확장된 멀티리터러시는 쌍방향의 사회적, 실천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권성호(1997)는 매체 환경의 변화로 학습자들은 문
자, 이미지, 소리, 움직임 같은 다양한 상징체계의 선용과 창의적인 텍스트
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MP3, 스캐너, 컴퓨터와 같은 하드웨어의 사용이 가져온 현상일 뿐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변화 즉, ‘의사소통양식의 혁명’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멀티리터러시 교육이 도덕과의 다문화 교육에서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멀티리터러시 교육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통용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반을 문자나 언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상징체계의 선용과 창의적인 텍스
트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둘째, 현대 사회는 다양한 매
체를 선용하여 자신의 앎, 생각, 느낌들을 소통하는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
구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중 양식의 언어를 통해 사
고하게 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글로벌 시
대의 문화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줄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의 텍스트에서 다른 텍스트로의 전이 즉, 말이 이미지로, 이미지
가 글로, 글이 말로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멀티리터러시의 속성상 학생들
은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해석하고 자유롭게 옮겨다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틀에 박히지 않는 개방적 마인드를 형성하게 함
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의 기본 토양을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과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멀티리터러시 교육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문화 관련 주제들
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다. 교사는 매체를 통하여 매개된 삶이
실제 삶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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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집단 간 관계를 다루고 있는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
션, 영화 등을 도덕 수업시간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사사회 접촉 기
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 다문화와 관련된 소재를 다룬 작품들을 접함으
로써 주인공의 인식과 태도, 그로 인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결과
와 그 이유에 대해 마치 자신이 직면한 상황인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판단 및 결정해봄으로써 편견이나 고정 관념의 문제
점을 인지하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탐구할 수 있다.
둘째, 미래 사회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 수용하는 일이 필수
적이다. 메시지는 텍스트를 통하여 소통되는데 멀티리터러시의 텍스트는
이미지, 소리, 몸짓, 그림,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사는 멀티
리터러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토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기존의 인쇄 매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각종 매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휴대폰, 사진기, 컴퓨터, 스캐너, 비디오,
인터넷 등 각종 디지털 매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탐구, 발견, 조사, 제작하고 표현한다. 예를 들면 다문화관련 공
익 광고 만들기, 만화 그리기, 다문화 출신 이주민과 인터뷰하기, 다큐멘터
리 제작하기, 영화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실행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고 자신의 내면을 평가하도록
자극받으며 다문화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타자와의 조화로
운 공존을 지향하는 다문화 교육에서 이러한 활동은 인간의 삶과 행복, 슬
픔에 대해 정서적이고 심미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현
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데 요구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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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과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의 다문화 수용성
가.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실 환경30)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문화 수용성은 학교 뿐 아니라 가
정,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 대중매체 등 다양한 영역의 영향을 받으며 향
상되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며 심지어 퇴보하기도 한다.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도덕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교육 과정, 교과서의 개선,
교사의 전문성 향상 수업 시수 확대 등 교과 내적인 개선책들도 중요하지
만 이러한 형식적인 교육 과정 뿐 아니라 교실이나 학교의 분위기, 친구들
의 문화와 같은 잠재적 교육 과정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도덕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교과 내실화 방안 뿐 아니라 교과 외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덕 교육의 역할은 교육 과정의 형식
적 측면 뿐 아니라 잠재적 교육 과정을 다문화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개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
으로는 Kohlberg의 ‘정의 공동체 접근법’을 들 수 있다(콜버그, 김민남 역,
1985 ; 콜버그, 레빈, 휴어, 문용린 역, 2000). Kohlberg는 1958년 피아
제의 이론을 수용, 확대시킨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하여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인지 도덕 발달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도덕성을 도덕적 딜레마를 해
결하는데 사용하는 판단의 근거나 이유 즉, 도덕 판단 능력인 도덕성을 내
용이 아니라 형식으로 정의하였다. Kohlberg는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 교
육을 통해서 도덕 판단 단계의 발달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치
나 덕목의 주입이 아닌 도덕적 판단 능력의 발달을 촉진하는 촉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30) 도덕과의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는 박병춘(2008). 교실 도덕 공동체를 통한 도덕 교육의
방법. 도덕 윤리과 교육 제26호. 배한동, 은종태(2010). 콜버그 정의 공동체 학교 모형의 학교 도
덕 교육에의 적용 과제. 중등교육연구 58(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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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ohlberg의 이러한 입장은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이 교실 토론
수업을 벗어난 학교나 제도적 환경 또는 도덕적 분위기를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변화되었다. 그는 학생들의 도덕적 발달을 촉
진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의 공동체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러한 시도의 첫 번째가 클러스터 학교였는데 그는 이 학교에서 자신이 고
안한 ‘정의 공동체적 접근’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환경은
구체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보다는 학교 전체의 도덕적 환경이었다.
즉, Kohlberg가 정의 공동체 접근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주된 목적은 공
정성, 정의, 공동체, 배려와 같은 쟁점들이 민주적으로 토의되고 해결되는
환경을 창출하거나 제공해주려는데 있었다(Brabeck, 1989).
또한 Kohlberg는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학교를 운영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로서 공동체 회의, 의제 위원회, 조언 집단, 규율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러한 제도에 기초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체 문
제 뿐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들 역시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해결하려고 시
도했다. 전술했듯이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도덕 교육의 내용
으로서 ‘민주 시민성’을 육성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상기해볼 때,
‘정의 공동체적 접근 방식’은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민주
주의의 절차와 방식을 교육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ohlberg는 학교를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장 뿐 아니라
교사 교직원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이 학생들에게 도덕적 모델이
될 뿐 아니라 학교의 비합리적, 비민주적, 비도덕적 요소들을 개선하고 전
문성과 지혜, 존경에 기초한 권위를 행사한다면 학교의 도덕적 분위기 및
학생들의 도덕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Kurtines & Gewirtz , 문
용린 역, 2004).
이는 앞서 밝혔듯이 다문화 연구 정책 학교가 다문화 수용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과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 도덕성의 발달을 위해 학교 공동체의 역할과 기
능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Kohlberg는 동료 집단의 힘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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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 도덕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시도했는데 그는 학내의 중요한 문제
뿐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의 의견과 목소리를 크게 중시했다. Kohlberg는 학생들 스스로 정
의로운 공동체 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 애착을
점차 발달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동료 집단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래
집단이 자신의 친구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도덕적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학교는 민주적이고 도덕적이며 다문화 수용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래 집단의 분위기나 문화의 개선에도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배려하고 수용하는 긍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이는 다문화 수용성
이 향상되는 밑바탕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도덕성을 발전
시키기 위한 잠재적 교육 과정은 학교의 민주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정의
로운 학교 공동체 건설, 도덕적 자발성을 갖게 하는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
확대, 배려와 보살핌의 학교 공동체 건설, 도덕적 담론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학교 공동체 건설 등을 필요조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문화 수용성과 통합적 인격 교육
다문화 수용성은 올바른 인성의 육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훌륭한 인성
은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다문화 수용성 교육과 인격 교육은 사실상 이음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이 인지, 정서, 행동의 통합적 성격을 띠고 있듯이 인성에
대한 통합적 이해는 인격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타난 ‘통합적 인격 교육’
이라고 할 수 있다(토마스 리코나 저, 박장호 역, 1998).
인성 교육의 핵심을 차지하는 통합적 인격 교육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
적 차원, 즉, 인간의 어느 한 부분을 특화시킨 분절적 접근이 아니라 총체
적 인간상을 설정하여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통합적 인격 교육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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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혹은 상대주의적 경향을 넘어 통합적 행위 주체로서 인격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격이란 살아 숨쉬는 가치들, 행동으로 드러나
는 가치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즉 주어진 상황에 도덕적으로 좋은 방식
으로 반응하려는 믿을 만한 내적 경향성이 되었을 때 인격 발달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박명기, 추병완, 1996: 72).
도덕 교육에서 인격 교육이 갖는 의의가 크지만 서양 도덕 교육의 입장
에서는 교화적 성격을 갖는다고 비판되어 왔다. 학생에게 특정한 인격을
주입하려는 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유발하여 교육적인 효과가 적다는 주
장으로서 각종 덕목과 규칙, 그리고 가치들로 이루어진 덕목의 보따리를
아동에게 설교하거나 부과하려는 품성 교육, 혹은 인격 교육은 주입식 도
덕 교육의 강제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입식 도덕 교육을 신보수
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Pupel & Ryan, 197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시 인격 교육이 재부상하는 것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르
치지 않고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에 의존함으로써 가치의 공동화를 초래했
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느 사회이든 도덕적 가치의 전수가 도덕 교
육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따지는
도덕’에서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도덕’으로의 전환이 도모되고 있는 것
이다(심성보, 2010).
인격의 본질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체득시키는 인격 교육을 구현하려면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을 포괄해야 한다. 훌륭한 인격이란 선을 아
는 것, 선을 바라는 마음, 선을 행하는 것 즉, 사고의 습관, 심정의 습관,
행동의 습관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리코나는 이렇듯 인격이 도덕적 지
정 행의 세부분으로 통합되어 구성됨을 전제한 후 이러한 인격을 육성하기
위해 각 측면에서 인격 교육이 목표로 해야 하는 구성 요소를 밝혔다(토마
스 리코나, 1998). 이는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지, 정의,
행동 영역의 고른 발달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관련이 깊다. 또한 본 연구에
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다문화교육이 한국 사회를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낮았다. 이 점은 다문화교육에 대해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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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 의지와 행동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다
문화 인성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기술했듯이 토마스 리코나
(1998)는 인지․정의․행동이라는 인격의 세 가지 기능은 도덕적 삶을 영
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이 기능들이 고루 발휘되어야 성숙된 도덕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통합적 인격 교육은 도덕적으로 알고, 느
끼고, 행동하도록 교육하는 세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은 선
에 관해 알고 그것을 지향하며 행동으로 생활상에서 실천하며 습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측면을 다문화교육에 적용시켜 본다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천되며 습관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합적 인격 교육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된다(토마스 리코나, 1999: 74-86).
첫째, 통합적 인격은 ‘인지적 요소’로 구성된다. 도덕적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올
바른 행동인가를 주의 깊게 사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성과 지성을 사용
하여 알고자 애쓴다. 리코나는 철학자 오르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아동들에
게 도덕적 결함은 도덕적 추론의 미성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맹목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도덕적 인식이란 문제 상황에서 언제 도덕
적 판단이 요구되는지 또 옳은 행위의 노선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숙고하
기 위해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적 지식과 정보를 갖추는 것이다. 만약 다문화 가정 출
신의 학생이 반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문제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모른다면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도덕적 행동도 할
수 없다. 도덕적 앎의 형태로서 ‘도덕적 추론’은 도덕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지를 이해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도덕적 추론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의 위계를 설
정하는 것을 돕고 가치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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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원리들을 구성하도록 돕는다. 통합적 인격의 인격적 요소는 인격 발
달을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서 문제 상황의 도덕적 측면을 아는 것, 균형
있는 관점을 취하는 능력, 도덕적 추론의 능력, 사려 깊은 의사 결정 능력,
그리고 도덕적 자아 인식의 능력을 말한다.
둘째, 통합적 인격 교육은 ‘정의적 요소’로 구성된다. 정의적 요소는 아
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우리 자신과 타인들 그리고
선 자체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은 도덕적 동기화의 근원을 이루기 위해 도
덕적인 앎과 결합하게 된다. 아무리 옳고 그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느
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지적으로 파악하는 인지적
능력이란 여전히 앎 자체에만 머물 수 있다. 정서적 요소는 무엇이 옳은지
를 아는 인지적 측면을 넘어 옳은 것을 행하려는 의무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행하는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걱정하
고 아파하는 양심과 공감적 태도는 도덕적 감정의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가난한 나라 출신의 다문화 학생이 낯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는 측은
한 마음이 없고 동정심과 정의감이 부족한 학생이다. 이러한 학생에게는
자아 존중, 감정 이입, 선에 대한 사랑, 자기 통제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고 고치는 겸허한 자세가 몸에 배도록 가르쳐야 한다.
셋째, 통합적 인격 교육은 ‘행동적 요소’로 구성된다. 인격교육은 행동과
실천의 교육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느끼면서도
이와 같은 도덕적 판단과 감정을 효과적인 실행의 영역으로 옮기는데 실패
하곤 한다. 여기에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도덕적 에너지
인 ‘의지(will)’가 요청된다. 의지는 우리의 판단과 정신적, 육체적 힘을 동
원하고 추진하는 힘이다. 또한 의지력을 가지려면 도덕적 습관을 체득해야
한다. 도덕적 습관은 문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길을 택해 나아가는
내적 성향 또는 기질을 가지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도덕적 해결 능력을 갖
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격적 능력은 ‘사실을 아는 앎’에 머물지 않고 ‘도
덕적 실천을 하는 행위’를 동시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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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행동은 본질적인 가치를 지향하며 ‘안이한 거짓말’ 보다는 ‘불편
한 진실’을 감수할 줄 안다. 다문화 이주 학생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설혹 일상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일, 혹은 또래 집단으로
부터 소외되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일일 지라도 옳은 일에 침묵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실천이 진정한 도덕적 실천
인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갖춤으로써 사태와 행위를 사려 깊
게 판단하며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을 아끼지 않는 성향과 이타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한편, 통합적 인격 교육은 인권의 기본적 자각을 일깨우는 보편적 인권
교육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양보와 인정의 덕이 부정의의 시정과
정당한 분배의 권리의 요청과 조화를 이루는 교육, 시비지심이나 공정성에
대한 요구와 측은지심이나 양보와 인정이 공존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렇
게 통합적 인격 교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
의 변혁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한 공동체
가 원칙을 준수하고 배려하는 구성원이나 사회 정의의 지지자로 성장하도
록 돕는다.
결국 인격을 함양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덕 교육의 실
천 방향은 개인적으로는 학생 한 사람 한사람이 인지, 정의, 행동적 측면
에서 도덕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인격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집
단적으로는 도덕적 삶을 실천하는 인격 주체들의 자발성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구성원간의 배려와 연대감, 그리고
비판적 참여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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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한국의 근대화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용어 중의 하나가 ‘압축성’이다. ‘압축성’이
라는 특징만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지극히 근대적인 현상일 것이
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다문화 문제는 서구나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압축적
이고 비약적으로 경험되고 있기 때문이다(오경석 외, 2007). 1988년 올림픽 개최
를 계기로 아시아의 주요한 이주 노동력 유입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된 한국
은 현재 전 인구의 2.3%가 다문화 이주민으로 구성된 국가가 되었다. 단기간에
이뤄진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유입국으로의 변화는 국내외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코리안 드
림’의 목적지로 제고되었으며 이주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저임
금의 3D업종에 종사함으로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지
금과 같은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을 수입하는 것
은 불가피한 일이고 결혼 이주자 및 탈북한 새터민들의 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다문화 출신 이주민의 비율은 계속 증가
할 전망이므로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다문
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들도
노정되고 있다. 내․외국인 간에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고 집단 간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인종, 민족, 문화적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
해서 사회 통합을 유지하느냐의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민자들을 일찍부터 받아들이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경험했던 서구 사회
와는 달리 한국 사회는 인구 구성면에서 외국인 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은 편이고, 일반 한국인 가운데서도 이주민과 실제 접촉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자에 대
한 인식은 피상적인 수준이며 외국인에 대한 태도도 다분히 배타적이거나
온정적으로 치우치는 등 감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이주민들
의 수가 증가하고 경제권, 생활권이 겹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갈등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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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다가오는 국면이 된다면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급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동체의 통합 및 발전 뿐 아니라 다
문화 이주민 및 일반 한국인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2007년 버지니아텍에서 발생한 조승희의 총기 난사 사건에서 보여주었
던 미국 사회의 차분한 대응을 우리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 다문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의 복잡성과 상호의존
성이 증가하고 문화 집단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획기적으로 드러나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순혈주의와 단일 민족 문화의 논리는 더 이상 다양화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문화 집단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효율적
기제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
언론 및 시민 사회 등 다각도의 노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은 2006년 국정 회의에서 ‘다인종․다문
화 사회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정부
를 중심으로 미디어 및 학계, 교육계를 포함하는 공론의 장에서 가히 ‘붐’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개진되어 왔다. 한국이 전 세계 184개국 가운
데 아이슬랜드와 함께 유일하게 단일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
‘한 핏줄-한 민족-한 문화’ 신화를 대표하는 나라라는 점과 압축적인 근대화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사회로의 압축적인 변화 역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와 모순
을 동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다문화에 대한 이러한 논의와 관심은 긍정적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Kimlycka, 1995).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
한 연구는 1990년대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이래, 사회 과학적인 차원에
서 심층적으로 검토하려는 작업은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이상길, 안지현,
2007). 특히 교육적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는 대부분 다문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주류 사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
화 교육은 당위적인 수준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뿐 정작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하는 실제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깊은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교육적 측면의 실제 변화를 위한 과정으로서 한국 사회의 특수한 다문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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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로 하는 정확한 탐색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 다문화 교육 과정의 개발
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교육에 대한 비전,
철학, 실천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즉,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인간상을 향한 기본 요구이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
이 높은 인간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모든 문화의 가치와 고유성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문화들이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선에 기여하고 사회 발전에 창조적으로 원
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 향
상을 위한 학교 교육의 목적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다른
문화적 유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 모든 문화의 개인을 존중하고 다
양한 문화 집단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 등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앞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사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초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의 실태를 살펴보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왜냐하면 다문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만
이 다문화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성인 대상의 ‘2012년 여성 정책 개발부’에서 실시한 국민 다문
화 수용성 조사에 근거한 연구로서 본 연구는 KMCI (Korea Multi-Cultural
Inventory)를 활용한 최초의 중학생 대상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로서 의의
가 있다. 연구 대상인 중학생들은 청소년 시기 중 전기(前期)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정체감 형성의 탈구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신체적․
인지적․사회적으로 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된다. 이 시기
에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켜보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편견의 틀을 깨보
는 풍부한 다문화적 경험은 ‘정체감 혼미’라는 인간적 가능성을 극복하고
도덕적 판단 능력 및 사회적 유능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미래의 사회 통합의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학생
대상의 다문화 교육 연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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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조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들은 성
별 및 성장 단계별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남학생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거나 성적이 하위권인 경우, 부모의 학
력 수준이 낮은 경우, 다문화에 대한 위협 인식이 높은 변수에서 보편성
영역, 특히 ‘세계시민 행동의지’ 항목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 이 점은 보편적 가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 교과의 역할과 과제
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대상 학생들을 위한 도덕 판단 능력 및 추론 능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본격적인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학
교 2학년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의 모든 차원과 하위 영역에서 낮은 다문
화 수용성을 나타낸다. 소위 ‘중2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을 심층적인 발
달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 이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과정과 정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접촉 빈도를 고려하여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있어서 ‘접촉’은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적절하게 구조화된 집단 간의 접촉은 집단 간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고 편견을 감소하며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해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단
순히 접촉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편견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화 및 긍정적 상호 관계 등 상호 관계의 질(質)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
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 접촉 빈도가 높은 지역과 대화 빈도가
높은 지역 간에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한 양적
접촉의 증가, 즉 이벤트성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시행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주민과의 관계에서
좀 더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다문화적 태도를 함양하려면 관계의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상호 작용의 질적 차원까지 고려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사회 문화적-경제적 계층
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성적 수준이 상위권인 경우,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경우, 선진국
의 이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경우, 해외 체류 경험이 많은 경우 등의 변수
조건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주민을 차별하여 평가하는 ‘문화 개방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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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평가’ 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즉, 사회 문화적, 경제적 여건이 상대
적으로 좋은 지역의 청소년들은 후진국 이주민에 대해서 편견 및 차별 의
식을 나타내며 이질적 문화에 대해 이중적 잣대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학생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보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폐쇄성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폐쇄성이 후진
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학생들이 가진
다문화 수용성의 또 다른 취약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계층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계층과 여건
을 고려한 세분화된 교육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민과 노동
시장이 중첩되거나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다
문화 수용성이 크게 약화되고 위협 인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향후 다문화 사회가 진전될 때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양상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함께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
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앞서 밝혔듯
이 영등포구의 D중학교와 중랑구의 J중학교는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여건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수용성에서 큰 차이가 났다. J중학
교의 경우 다문화정책 연구학교로서 교과 뿐 아니라 교과 외 영역에서도
다각도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고, 그 결과 다문화 수용성의 모
든 차원과 하위 영역에서 수용성 지수가 높았다. 특히, 이 학교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장기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
성 지수와 비교해 볼 때, 전체 수치상으로나 하위 영역별지수에서 거의 일
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할 다문화교육의 역
할과

그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앞서 주지했듯이 현재 한국 사회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모든 연구
와 정책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심지어는 ‘다문화 피로 증후군’ 이라는 용어
마저 등장하는 실정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개별 학교 평가에서 다문화교육
을 실시했느냐의 여부가 학교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는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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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다문화 열풍으로 들끓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27.8%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
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다문화교육이 우리 사
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이므로 앞으로 다문화교육이 확대될 필
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정작 다문화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는
별로 없다고 말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위의 결과는 교육의 현장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이 실질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적다는 점, 정작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피교육자들의 흥미를 끄는데
실패했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별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교육이
실시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보
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공적 기관인 학교가 다양하고 효율성 있는 다문화교
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사적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갈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부모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가정교육,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 다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 질 때 다문화
교육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덕 교과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
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목은 도덕 교과이다. 이를 확인하고 긍정

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정확
히 파악하고 그 추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대규모의 정밀화된 다문화
수용성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적인 통계 조
사의 내용이 도덕과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데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우선 다문화교육의 근본 원리와 철학적 기초를 도덕과 교육을 통해 마련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원적으로 처한 상태인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종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됨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 교육의 목표인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인간이란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수용성의 첫 번째 차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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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타문화와 관계 맺기’의 두 번째 차원으로의 발달,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준거의 틀을 포착’하는 ‘보편성’으
로 성장하는 인간이다. 이는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
하는 도덕과가 추구하는 인간상에 부합한다.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아이디어는 도덕과의 형식적
교육 과정인 교육 목표 및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
다. 다문화 수용성의 각 차원 및 하위 영역에서 추구되는 가치는 도덕과
교육 과정 구성과 연계성을 갖고 각 내용 영역에서 의미있는 가치 덕목으
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의 차원에서도 다문화 수용성
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상호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모
색될 수 있는데 협동학습, 역할 모델의 활용, 역할 채택 및 공감을 위한
다양한 기회의 제공, 멀티리터러시 활용 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형식
적인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형성과 사회-문화
적 환경의 조성 등 잠재적 교육 과정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문화
수용성은 학교 뿐 아니라 가정,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 대중매체, 다문화
접촉 정도 등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의 형식적 측면 뿐 아니라 학교의 민주
적 분위기의 형성, 도덕적 자발성을 갖게 하는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 확
대, 보살핌의 학교 공동체 건설, 도덕적 담론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
소통의 지역 공동체 형성 등 학생들이 접하는 환경을 다문화 친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다문화 수용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서
균형 잡힌 ‘다문화 역량(Multicultural Competence)’를 갖춘, 수준 높은 세
계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
게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됨은 물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장 큰 밑거름이자 성장의 동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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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문화 수용성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은 다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문 화 란 사 회 를 이 루 고 사 는 사 람 들 이 만 들 어 낸 생 활 방 식 이 나 의 식 주 ,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문화라는
말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해주세요. 시험이 아니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또 한 여 러 분 의 답 변 은 통 계 법 제 33조 에 의 거 하 여 연 구 목 적 으 로 만 사
용되며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조사 이외의 목적 등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곳의 번호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고 빠짐없이 표시해준다면 연구의 중
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박사과정 이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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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학생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전혀
약간
그렇
약간
매우
그렇
그렇
그렇
지
그렇
그렇
다
지
지
않다
다
다
않다
않다

분

①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
어올수록 좋다.
②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③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④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다른 문화
를 가진 다문화 가정 학생이 사는 것은 싫다.
⑤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을 취득했거나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도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인정하
기 어렵다.
⑥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외국인은 진정한 한
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⑦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우리 학교의 학생회장
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⑧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
국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
이 내키지 않는다.
⑨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좋지 않다고 비판하겠다.
⑩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
들의 고유 요리를 즐긴다면 좋게 보기 힘들
다.
⑪ 나는 한국에 사는 다문화 주민들이 따로 모여
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⑫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
리 따로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나 탈북자들은
일을 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⑭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왕따가 된다면 그들에
게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⑮ 다문화 가정의 학생보다 내가 능력상 우월하
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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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세요.
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혀
약간
그렇지
약간
매우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분

한국 학생이 다문화 학생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 보다는 다
문화 학생들이 한국 학생을 이해하려고 도 노력해야 한다.
다문화 학생이라 하더라도 부모나라 언어 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다문화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여성은 한국의 풍습과 예
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문화학생의 옆자리에 앉는 것을 되
도록 피하고 싶다.
버스에서 옆자리에 백인이 앉았을 때보다 흑인이 앉았을 때
더 무서운 생각이 든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함께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에 가는
것은 꺼려진다.
나는 기회가 된다면 다문화 학생과 같은 동아리나 커뮤니티
에서 활동하고 싶다.
학교에서 연변출신 조선족이나 탈북자들을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우리 반에 있다면 점심시간에 급식을
함께 먹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하면 기꺼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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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의견에 해당되는 정도에 표시하
여 주십시오.
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혀
약간
그렇지
약간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않다
그렇다
않다
않다

분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우
는 것이 좋다.
선진국 출신 학생들이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에 비해
공부를 잘 할 것이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가능한 선진국 출신 친구를 사
귀는 것이 좋다.
개발도상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비해 열등하다.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 보다는 세계 시민이 되고 싶
다.
기아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
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왕따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문화 가정 친구
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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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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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다음은 다른 나라 출신의 이주민이 증가할 때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의견에
해당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약간
그렇
약간
그렇
그렇
그렇
지
그렇
다
지
지
않다
다
않다
않다

만일 선진국 출신의 이주민이 많이 늘어난다면

①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② 한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③ 한국의 고유문화가 위협받을 것이다
④ 범죄율이 올라가는 등 공공질서나 안전에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
⑤ 한국인과의 결혼이 증가하여 인종적 순수성이 감소될 것
이다
⑥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외국인이 차지하여 한국인의
임금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⑦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많아질 것이다
⑧ 외국인에 대한 지원 증가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커질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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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성별은?

(

)① 남 (

2) 학년은? (

)② 여

) 학년

3) 학교에서의 평균 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상

(

)②중

(

)③하

4)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

)① 아주 어렵다.

(

)② 어려운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사는 편이다.

(

)⑤ 아주 잘산다.

5)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아래의 번호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괄호안에 써주세요.
아버지(

)

어머니(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5-1 )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 없으면 6) 으로 가세요.)
(

)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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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니오

5-2)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있습니까?
(☞ 없으면 6) 으로
(

가세요.)

)① 예

(

)②아니오

5-3) 이들과는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

)① 매일

(

)② 일주일에 3-4회

(

)③ 일주일에 1회

(

)④ 한달에 2회

(

)⑤ 한달에 1회

(

)⑥ 어쩌다가 가끔씩

6)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 없으면 7) 으로 가세요.)
(

)① 예

(

)② 아니오

6-1) 외국에 갔을 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기간은?
(
) ① 1-7일 (1주일 이내)
(
) ② 8-14일 (2주 이내)
(
) ③ 15-30일(2주-1달이내)
(
) ④ 1개월-3개월
(
) ⑤ 3개월-6월
(
) ⑥ 6개월-1년
(
) ⑦ 1년 이상
7)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 결혼한 여성들, 국제 결혼 가정의 어린이, 탈북자 등에 대한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없으면 8)으로 가세요)

7-1)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 개 골라도 됩니다.)
(

)①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내용

(

)②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내용

(

)③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내용

(

)④ 그 사람들이 자신있고 당당하게 열심히 사는 내용

(

)⑤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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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이 다문화교육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잘 읽고 여러분의
의견을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하세요.
8) 다음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 가지 교육과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교육
과 활동에 대해 귀하가 얼마나 경험하였는지 해당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학교에서 받은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1
1
1
1
1
1
1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 관련 교육
자원봉사 관련 교육
자원봉사 경험
시민단체 활동 경험
다문화 행사 참여 경험 (예. 다문화 축제, 백일장 등)

2
2
2
2
2
2
2

3
3
3
3
3
3
3

4
4
4
4
4
4
4

9) 8)에서 경험한 교육과 활동은 주로 어떤 시간에 이루어집니까?

학교에서 받은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1
1
1
1
1
1
1

국어시간
도덕시간
사회시간(역사 포함)
영어시간
창체시간
기타
거의 배우지 않는다.

2
2
2
2
2
2
2

3
3
3
3
3
3
3

10) 학교나 지역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다문화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아니오 (없으면 11)으로 가세요.)

10-1)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① 다른 나라의 의상 소개, 노래 부르기, 공예품 소개, 음식 만들어보기 등 문화 알기.

(

)② 국제 언어 배우기 교실

(

)③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

)④ 외국인을 보았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

)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

)⑥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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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4
4
4

11. 위와 같은 다문화교육이 한국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크게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 앞으로 다문화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어느 정도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크게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 앞으로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실시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꼭 참여할 것이다.

(

)② 가능한 참여할 것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가능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⑤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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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서울시 다문화 가족 현황 자료
(‘11. 5월말 현재, 단위 : 명) : 서울시 행정 자치부 2011년 자료.
성인
결혼이민자
계

소계

69,694

한국국적

한국국적

미취득자

취득자

31,913

17,111

49,024

다문화가족

기타 사유

자녀

국적 취득자
20,670

24,084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 10. 5 시행)에 의해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기타 사유 국적 취득자 추가)
서울시 다문화 가족 성인 국적별 현황
구분
총계
여

결혼이민자

성
남
성
소
계
여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베트
남

필리핀

69,694 55,192 4,408
40,157 29,492 4,273

총계

성
남
성
소
계

8,867

중국

6,160

58

49,024 35,652 4,331

태
국

러시
아

인도네
시아

미국

기타

1,340

561 551 2,464 434

341

91

1,020

3,292

1,221

227 502 2,051 402

298

75

304

1,312

73

13

22

9

581

1,559

300 523 2,358 415

320

84

885

2,871

64
1,285

대
몽골 일본
만

21

307

12,062 11,378

58

47

131

17

48

14

10

4

61

294

8,608

8,162

19

8

130

11

58

5

11

3

74

127

20,670 19,540

77

55

261

28

106

19

21

7

135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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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문화 가족 자녀 국적별 현황
구분

총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몽골

일본

태국

러시아

인도네시
아

미국

기타

총계

24,084

14,502

2,574

1,211

292

360

2,264

232

217

73

473

1,886

남성

12,161

7,311

1,305

613

159

189

1,123

114

108

31

239

969

여성

11,923

7,191

1,269

598

133

171

1,141

118

109

42

234

917

서울시자치구별 결혼 이민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자치구별
결혼이민자

기타사유
국적취득

다문화가족자녀

총 계

총계

49,024

20,670

24,084

93,778

종로

1,084

357

428

1,869

중구

1,030

373

395

1,798

용산

1,507

562

773

2,842

성동

1,523

688

783

2,994

광진

2,306

965

927

4,198

동대문

1,999

991

712

3,702

중랑

2,029

370

1,063

3,462

성북

1,711

292

941

2,944

강북

1,572

243

756

2,571

도봉

1,173

145

747

2,065

노원

1,552

175

986

2,713

은평

1,860

283

1,200

3,343

서대문

1,196

358

697

2,251

마포

1,413

467

827

2,707

양천

1,642

658

1,127

3,427

강서

2,277

548

1,434

4,259

구로

3,806

3,341

1,649

8,796

금천

2,672

2,196

1,052

5,920

영등포

5,650

3,626

1,987

11,263

동작

2,003

756

821

3,580

관악

3,157

1,806

1,485

6,448

서초

796

205

450

1,451

강남

1,010

356

577

1,943

송파

2,104

592

1,116

3,812

강동

1,952

317

1,15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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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문화 가족 자녀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총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24,084 14,502 2,574
428
210
59
395
216
55
773
232
35
783
444
136
927
644
93
712
475
69
1,063
592
161
941
482
129
756
412
122
747
395
108
986
494
131
1,200
580
172
697
299
75
827
403
82
1,127
661
111
1,434
857
165
1,649 1,358 130
1,052
806
91
1,987 1,644
98
821
511
80
1,485 1,023 155
450
188
24
577
263
37
1,116
662
106
1,151
651
150

1,211
17
10
49
35
25
53
71
52
63
45
64
70
36
36
89
87
67
44
61
32
60
23
15
47
60

대만

몽골

292
6
10
7
9
3
1
7
10
6
5
11
24
49
27
16
12
11
4
9
9
5
13
20
7
11

360
5
16
7
19
6
16
25
36
16
23
12
24
14
15
13
17
4
14
11
5
12
9
9
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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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국 러시아

2,264 232
34
2
39
6
112
6
40
13
59
4
44
5
102
18
91
1
75
6
76
13
161
4
191
11
96
17
111
15
129
17
145
22
25
8
37
8
51
8
110
9
96
13
48
6
109
3
135
7
148
10

217
3
8
41
6
14
2
8
10
1
1
5
4
15
6
11
19
5
5
3
4
6
6
11
15
8

미국 기타
인도네시아
73
473 1,886
21
71
7
28
4
65
215
1
13
67
12
67
4
4
39
4
8
67
5
19
106
5
50
2
7
72
4
30
70
8
12
104
1
26
69
6
15
111
3
15
62
3
10
97
3
3
35
2
4
37
6
17
79
2
12
47
3
9
103
59
74
63
47
8
27
89
4
1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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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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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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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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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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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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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조사대상학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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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중앙
오세
몽 필리베트 태 인도
네시아시아시 미 러시 유 아프아니기타
골 핀 남 국 아 아 아 국 아 럽 리카 아

외국인가정자녀

- 1

-

중 중국
_조 대
국 선족 만

- 1

- 42 42 41

- 1

합 외국
인근재외 기 국가 일
계 로자동포 타 합 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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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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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다문화 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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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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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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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필리베트 태 인도
네시아시아시 미 시 유 아프아니기타
골 핀 남 국 아 아 아 국 아 럽 리카 아

외국인가정자녀

- 1

-

중 중국
_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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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Lee, Ji-Young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growing increase of immigrants from various countries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 rapid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hat people need to change
their perceptions of and attitudes toward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There

is

an

interest

in

the

need

of

understanding and accepting diversity in order to cope with dynamic
cultural changes and build a harmonious society in Korea.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investigat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provide a descriptive analysis of
their multicultural attitudes, and find educational implications to the
field

of

Moral

Education.

The

main

concep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s defined as essential attitudes and skills for all
members in a multicultural and diverse society. However, compared
with

a

growing

body

of

research

on

adul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t is notable there is lack of research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is study aims to find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by researching young generations who will
live in more multicultural society in near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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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which researchers
and educators can discuss important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that can make influences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the basis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curricula

and

programs.

In

addition,

educators

can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Moral Education that cover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r public schools guided by the national curriculum.
Based on literature review on the topic, this study covers an
extensive theoretical backgrounds i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researcher employs a quantitative
study with 574 middle school students in six middle schools that
have various socio-econimic differences in Seoul. The survey for
this research was revised based on the Korea Multi Cultural
Inventory(KMCI)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researche

also

adds

qualitative

components

to

quantitative data from surveys.
The major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emale
students shows a higher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an that
of males. Second, second graders in middle schools or 8th graders
reveals a lower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all areas
compared with that of first and third graders in middle schools.
Third, students' experiences of meeting different cultural groups of
people

influence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frequency of exposure to different cultural environment corelates
with the level of acceptability. Fourth, socio-economic status plays
an important role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ecause it relates to
other educatonal capabilities and opportunities such as parents'
income, students' GPA score, overseas experience, etc. Howev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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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nteresting that people with better socio-economic status show
two different kinds of attitudes toward people from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While

they

show

higher

level

of

acceptability to people from developed countries, they also showed
lower

level

of

acceptability

to

people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Fifth, participants from lower level of socio-economic
status show lower level of acceptability in overall areas in the
survey, which indicates that they have lower

level of awareness

about universal values and global democratic citizenship. Sixth,
participants who live in the same areas with many immigrants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show very lower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is may be the result of competing job opportunities
with immingrants or facing social issues caused by foreign workers.
Based on the findings discussed above, educators need to develop
more specific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each componen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t is espeically for students from low
socio-economic status where current residents and new immigrants
live in the same community.
This study also proves that the role of school is important in
enhanc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wo

schools

with

similar

socio-economic status show different level of acceptability based on
different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One school that has
implemented various multicultural edcation programs in and out of
school shows higher level of acceptability. Students in this school
show similar characteristics that are found in students in a different
school

with higher

socio-economic resources.

This

study

also

implies the importance of Moral Education that has many contents
on value of multi-culturalism, democratic citizenship and unification
issues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context, the study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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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ystematic and specific educational programs especially through
Moral Education are in need of being developed for enhancing
middle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Key

W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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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ducation, Ethics Education.
Student Number : 2001-30783

- 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