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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제주도에 예멘 출신의 난민이 대거 입국하면서 우리 사회가 난민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다. 청원이 완료된 2018년 7월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는 난민법 폐지 청원이 역대 가장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

아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는 교

사들이 청소년들의 난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배타적 태도에 대해 호

소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

로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난민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소속

집단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문화적 공감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적 공감능력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화적 공감능력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하였다. 인지

적 공감은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그 차이에서 비롯된 차별 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정서적 공감은 해당 상황에서 그 사람이 느낄 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이루어진 문화적 공감 능력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인지, 정서, 행동의도의 

세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

지태도는 난민에 대한 생각이나 신념이 수용적인지를, 정서태도는 난민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행동의도는 대인관계를 맺는 행

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작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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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주가설 1.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인지태

도를 취할 것이다.

￮ 하위가설 1.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인

지태도를 취할 것이다.

￮ 하위가설 2.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인

지태도를 취할 것이다.

￭ 주가설 2.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정서태

도를 취할 것이다.

￮ 하위가설 1.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정

서태도를 취할 것이다.

￮ 하위가설 2.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정

서태도를 취할 것이다.

￭ 주가설 3.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행동의

도를 가질 것이다.

￮ 하위가설 1.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행

동의도를 가질 것이다.

￮ 하위가설 2.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행

동의도를 가질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19년 11월 인천‧경기 지역에 소재한 국제계

열 특수목적고등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적 공감능력의 인지적 영역은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반면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난민에 대한 정서적 인지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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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쳐 <가설 2-1>와 <가설 2-2> 모두 채택되었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인 행동

의도는 정서적 공감능력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설 3-1>은 기각되었

고,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의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인지적 공감과 달리 정서적 공감능력은 난민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의미하는 인지태도와 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난민에 대한 감정

반응을 의미하는 정서태도에는 문화적 공감능력의 인지, 정서적 요인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들의 처지에서 감정을 대리경험할 수 있어야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최근 사회적 이

슈가 된 난민을 주제로 한 교육을 할 때, 난민 집단의 감정을 경험해보는 

정서적 공감을 활용한 교육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이 다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난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때, 보다 객관적인 근거

를 검토하여 문화적 차이에서 생긴 차이를 인식하고 난민의 입장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주요어 : 문화적 공감능력, 난민, 수용적 태도,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학 번 : 2016-2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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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사태로 우리 사회가 난민과 관련된 

이슈로 뜨거워진 바 있다. 제주도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

는 외국인들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나, 이번에는 549명이라는 대규모의 예

멘 출신 난민들이 직업 등 주로 경제적 이유로 말레이시아를 거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에서는 대

규모의 난민지위 신청자의 체류에 찬성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

는 시민단체인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와 이슬람이라는 

이질적인 종교적 배경을 가진 무슬림 남성 예멘인들의 체류에 반대하는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만들어져 대립하였다.

  제주도 밖에서도 제주 예멘 난민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었다. 실제 인

터넷 검색엔진 중 하나인 구글에 “난민”을 검색하였을 때, 관련 검색어

로 ‘예멘 난민’, ‘제주도 난민’, ‘제주 난민’, ‘난민 협약’, ‘난

민 발생 국가’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대규모로 입국한 예멘 난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에 의해 

제주도 여성 국민이 성폭행 또는 살해를 당했다는 등의 가짜 뉴스(KBS뉴

스, 2018.8.7.)가 퍼졌던 사실은 우리 사회에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더 나아

가서 혐오가 팽배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2018년 6월 13일에 시작되어 한 달 만에 714,875명이 동의한 청와

대 국민청원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는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허위’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으로 인

해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문화 마찰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들었다. 나아가 난민 문제에 대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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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책임이 존재하는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난민 수용의 책임을 느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질문했다. 해당 

청원이 완료된 2018년 7월 기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글인 만큼 많

은 국민이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난민의 지위에 대한 협

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하였

으므로 제3조 무차별원칙과 제4조 종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종, 종교 또

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이 없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고, 난민에게 그의 종

교를 신봉하는 자유, 자녀의 종교교육에 대한 자유와 관련해 적어도 자국

민과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은 국제법적으

로 대한민국이 지는 의무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다른 종

교적 배경을 가진 난민 신청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슬람교를 믿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혐오의 정서에는 난민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이슬람

에 대한 혐오(Islamophobia)를 보여준다. ‘타하루시(taharrush gamea)’라

는 잘못된 번역어의 유행은 우리 사회의 이슬람 배경 난민 혐오 정서를 단

적으로 보여준다. ‘타하루시’는 집단 따돌림 혹은 괴롭힘을 의미하는 이

집트 사투리인데, 영문 매체를 거치며 ‘game’으로 오역되면서(KBS뉴스, 

2018.7.8.) 이슬람인들은 “강간놀이”를 즐긴다거나,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하며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둥의 가짜 뉴스가 퍼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듯 2018년 다수의 예멘 국적 난민지위 신청자들이 입국하면서 촉발

된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슬람이라는 낯선 종교, 예멘이라는 

낯선 국가의 문화와 집단과 우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감정을 대리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화적 공감능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미래사

회는 지금보다도 인종적, 민족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가 될 것

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들은 다양한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세계시민으로서, 문화적 공감능력을 갖추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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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구성원이 될 것이다.

  지역민, 국민, 세계시민의 다차원적 시민성을 지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외집단(out-group)에 대한 배타적 태도이자 본국

에서의 어려움을 겪은 사회적 약자인 난민에 대한 혐오는 결국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얻은 막연한 불안감(anxiety)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사회의 주역들을 길러내는 교육은 정작 다양한 미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현황이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수업시간에 난민을 다루지 않거나 활동 등을 통해 간단히 언급하고만 있

다. 2017년 교육부 검정을 받은 13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한 신문기사(경향

신문, 2019.6.18.)는 사회 교과서 분석을 통해 난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며 

따라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학교 교과서 8종 중 난민

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언급한 교과서는 단 1종으로, 국제법적 원칙 중 하

나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 교과서는 난민 문제

를 가장 상세하게 언급하였는데, 탐구활동 자료인 ‘꼬마 난민의 비극’을 

통해 3살 아이가 사망한 ‘알란 쿠르디 사망 사건’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난민 문제와 관련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와 각 행위 주체의 난민 

관련 활동을 찾아보는 내용으로 탐구활동을 구성하였다. 다른 교과서는 난

민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단순 언급하거나 지역별, 연도별 난민 발생 통

계자료를 언급하는 것에 그쳤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난민협약의 일부

를 설명하는데, 한 교과서에서는 ‘난민의 지위와 권리’에서 차별금지 원

칙과 난민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협

약에서 보장한 난민의 권리를 소개하고 대다수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

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현장에서 난민을 다룬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한 교

육청은 난민 등 국내의 소수집단과 관련한 사회갈등에 대한 방안으로 민주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

정하고 그에 걸맞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통해 <더불어 사는 민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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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교과서>를 제작한 바 있다. 시민과 가치, 시민과 제도의 총2부로 구성된 

교과서는 ‘인권, 노동, 평등, 다양성, 평화, 연대, 환경, 민주주의, 미디어, 

선거, 참여’와 같은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제1부의 Ⅲ단원인 「공감과 연대」의 소단원 5. ‘지구촌 시대의 공감과 

연대’는 ‘난민 보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와 같은 주제를 통

해 난민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소단원은 실제 난민의 

사례와 난민의 권리, 국내 난민 신청 현황, 쟁점 토론하기 활동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토론활동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균형 있게 서술하여 원

활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난민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국가가 자국민의 이

익을 위해 난민을 꺼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난민 문제에 대해 사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위의 교과서는 2017년 기준 경기도 내 초등, 중등학교를 통틀어 40개교에

서만 사용되는 등 활용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교육부가 2022년 민주시민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

성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사회과교육에서도 이를 대비하

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갈등에 대한 대처방법으로서 타자

에 대한 이해와 감정이입을 의미하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소수

자를 주제로 한 교육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난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는 반대로 오늘날 국제 사회는 독재 정권의 

정치적 압력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 등 이전에 비해 다

양한 이유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미래 청소년이 살아가게 될 사회는 지

금보다 많은 난민지위 신청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난민인정 신청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느낄 법한 감정을 대리 경험하는 문화적 공감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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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따라서 Adida, Lo & Platas(2017)가 불안감의 정서가 아닌 공감의 정서를 

갖게 된다면 시리아 난민에 대한 태도가 개선될 것이라 주장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은 학생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갖출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 연구 문제 : 국제고등학교 학생의 문화적 공감능력은 난민에 대한 태도

에 영향을 줄 것인가?

  Davis(1983), Hogan(1969) 등 많은 연구자가 정의한 일반적인 공감능력이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전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 대한 공감능력을 의미하는 문화적 공감능력(Wang, 

Davidson, Yakushko, Savoy, Tan, & Bleier, 2003)이 난민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갈수록 난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 상황 속에서, 난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는 국가 중 하나

인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세계시민으로서 청소년이 난민의 처지에 대해 인

식하고, 그들의 사고와 감정을 대리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난민 

수용을 둘러싼 국내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8년 예멘 출신의 난민 인정 신청자들이 제주도로 입국하면서 우리 사

회는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을 겪은 바가 있다. 그러나 ‘난민’개념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부에서는 난민들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며 낮은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으로 살기 어려운 본국을 떠나 온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난민 인정 신청자들은 정치적 문제 등으로 본국에서

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로, 

본국에서 고학력자이거나 중산층이었던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

들이 난민 인정 신청자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막연히 난민들은 가난

한 줄로 알다가, 예멘 난민 인정 신청자들이 아이폰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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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 모습에 이들을 ‘가짜 난민’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에

서 살아가는 이슬람 배경의 난민은 여성을 억압하고 국내 여성들을 위협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기도 한다. 자신과 다른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

진 집단에 대해 그들의 사고와 감정을 파악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적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면 이러한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연구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일반적 대상에 대한 공감능력이 

아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공감능력을 의미하는 문화적 공감능

력과 난민에 대한 태도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명료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독립 변

인인 문화적 공감능력을 문화적 공감능력의 상위개념인 공감능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난민에 대한 태도 개념을 선행 연구를 통해 밝히

고 난민에 대한 태도를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난민에 대한 태도를 보다 

수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과교육이 갖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

  또한 문화적 공감능력의 개념, 특성과 함께 사회과교육에서 문화적 공감

능력이 갖는 의미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

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느

낄 법한 감정을 인식하고 느껴보는 교육활동이 난민과 같은 소수집단에 대

한 태도를 수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과 

함께 연구 변인, 측정 도구와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Ⅳ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적 공감능력의 하위 요소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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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가설을 검증한다. 또한 수도권 소재 국

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문화적 공감능력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하위 요인인 인지태도, 정서태도, 행동의도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여 기존의 지나치게 부정적인 난민에 대한 

태도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과교육의 방향을 제

안하고자 한다.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문화적 공감능력을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나

누어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Davis(1980, 1994), Rogers(1957), 

Hoffman(1982), 박성희(1996) 등 많은 공감능력의 연구자가 일반적 공감능

력을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독

립변인인 문화적 공감능력은 개념적으로 인지와 정서, 의사소통적 차원으

로 구성되나(Wang et al., 2003) 박순희‧유지형(2017)의 연구와 같이 문화적 

공감능력의 하위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적 공감능력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

누고, 각 하위차원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Bengtsson & Johnson(1992)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검증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

더라도 정서적 공감이 낮아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타인을 도우려

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사회적 약자 중 난민에 적용하여,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각각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는 세계시민으로서 청소년을 육성할 책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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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과교육이 난민 주제 교육에서 어떤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고등학생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문화적 공감능력이 소수집단인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공감능력의 많

은 선행연구는 유아기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 

역시, 척도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에서 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수는 적다. 그

러나 인지능력과 공감능력이 함께 발달한다는 선행연구(Hoffman, 2000)는 

인지능력의 발달이 완성되어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등교육의 대상인 고등학생

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의 난민 주제 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학교에서 문화적 공감능력

을 높이는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사회과교육이 추구하는 민주 시민

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

이 갖추어야 할 가치와 태도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 사회정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은 국내

에 존재하는 소수집단 중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전

반적인 관심도가 낮고 아직까지는 난민에 대한 편견이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에 대한 태도가 개선된다면 학생들은 난민 역시 기본적인 권

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한 난민의 출신배경을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게 되면서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난민에 대한 무

조건적인 배타적 태도를 줄이고 보다 나아가서는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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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은 난민 문제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난

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슬림 가정에서 성장한 이란 출신의 

친구가 강제로 송환되었을 때 받게 될 종교적 핍박을 이해하고 그 친구가 

느끼는 공포와 좌절감을 이해하면서 난민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

하였다. 강제송환의 위기를 겪는 친구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집회, 인

터뷰 등의 적극적인 도움행동을 시작하였다(한겨레, 2019.9.3.). 이를 통해 

난민을 주제로 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의 난민 문제

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난민 인권뿐만 아니라 정치 과정에 자신의 의견

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 표출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을 갖춘 

민주 시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연구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고등학생 전체에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대상은 수도권 소재 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국제고등학교 재학생은 난민을 

포함한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집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고등학생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고등학교학생들은 학업성취

가 높은 학생 집단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도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생 전체에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난민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

족한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 집단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난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한 뒤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구의 참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상대적으로 국제고등학교는 국제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

생이 다양하게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국제고등학교 재학생을 연

구대상으로 설정하면 문화적 공감능력과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 간의 관

계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할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이 난민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설문 분량이 많아져 학교의 동의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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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응답률과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

에서 Paulhus(1998) 등이 제작한 ‘PDS(Paulhus Deception Scale): 

BIDR-7(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7)’ 척도 등을 

활용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설문 구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난민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자기

기입식 설문의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실제보다 더 우호적으로 반응

하는 경향이 있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 중에서 특히 인지적 공감에 

해당하는 고정관념과 관련된 문항에서 솔직하게 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 점수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

다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종속변인인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적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난민에 대한 태도와 함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다룬 선

행연구를 검토하여 통제변인으로 성별, 정치적 성향, 해외거주 경험 여부와 

해외여행 경험 빈도, 주변의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 범위를 허용

하는지, 외국인과의 대화 빈도를 포함하는 다문화접촉 경험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연구모형의 설명

력이 13% 정도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설명하는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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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적 공감능력(Ethnocultural empathy)

1) 공감능력

  (1) 공감의 어원

  공감(empathy)은 19세기 말 미학 분야의 용어로서 처음 등장하였다. 들

어간다는 ‘ein’과 느낌이라는 ‘fühlung’의 합성어인 “Einfühlung”은 

‘들어가서 느낀다’라는 뜻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 체험하는 감상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예

술 작품의 감상이 공감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때 

공감은 “지각되는 대상의 특성과 지각하는 주체의 활동을 병합하려는 경

향”으로 정의되었다.

  이후 미학 용어이던 “Einfühlung”을 심리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

던 것은 Lipps(1903)와 Prandtl(1910)이었다. Lipps는 개인이 체험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물리적 지각대상과 연관된 여러 내면적 느낌에서 비

롯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Titchner(1909)는 미학에서 사용된 

“Einfühlung”을 그리스어인 Empatheia로 번역하였고, 이것이 'Empathy가 

되었다. Empatheia는 ‘em’(안)과 ‘pathos’(고통 또는 열정)의 합성어로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열정’이라는 뜻이며, 스스로를 자신이 지각하

는 대상에 투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Titchner가 

내적 행위에 중점을 둔 립스와는 달리 내용을 강조하면서 공감이란 타인의 

정서를 알아가는 방식으로서 점차 다른 사람의 내면(em)으로 들어가 그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체험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되었다(박성희, 20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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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공감은 상담학과 심리치료, 사회

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널리 연구되었다. 특히 상담학에서

는 타인의 상황에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공

감(empathy) 혹은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의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2) 공감의 정의

  공감에 대한 정의는 학문분야와 관점에 따라 공감 개념의 추상성만큼이

나 다양하게 나타난다. Cohen & Strayer(1996)는 공감을 타인의 입장에서 

경험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Rogers(1975)는 타인의 감정과 심리상태, 내적인 경험을 자신의 것이 아님

에도 마치 자신의 것과 같이 이해하고, 느끼며,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총칭

하는 복합적인 행동으로 보았다.

  사회심리학에서는 타인의 역할을 취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

는 인지적 능력을 강조해왔으나 정서적, 동기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Eisenberg & Strayer(1987)는 공감을 타인의 정서적 반응과 유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공감에 대해 다소 넓게 정의하기도 하였다. 

Hoffman(1987)은 공감을 타인의 정서나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 이와 일치하

거나 부합하는 정서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자신보다는 타인의 상황에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공감이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라는 인지적 요소와 타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감정적 변화

를 포함하는 관계성향의 복합적인 개념임을 내포한다. 

  상담‧임상 심리학 분야에서는 Bohart & Greenberg(1997)가 치료 과정에

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행동만을 공감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박성희(1993)가 공감의 특성과 이타행동 간의 관계를 밝힌 자신의 박사학

위논문에서 공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대리적으로 느껴

보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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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공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감은 크게 인지적 측면과 정서

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공감능력을 다룬 국내 논문의 다수에서 공감능

력척도로 사용된 대인관계반응척도(IRI)를 개발한 Davis(1994)는 공감의 다

요인설을 주장하며 공감능력이 타인의 경험과 입장을 이해하고 행동을 예

측하여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하는 인지적 요소와 타인의 정서를 대리적으

로 경험하는 정서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Davis(1980)는 공감을 관점

취하기(perspective-taking), 상상하기(fantasy)와 공감적 관심(empathic con-

cer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의 네 하위요소로 나누어 인지적 측면

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성된 공감의 다차원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Smith(2006)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은 타인의 역할을 취해보고 관점을 수

용(perspective taking)하는 것을, 정서적 측면은 타인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

고 수용하는 인지적 측면과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이 처한 상황

맥락에서 그 사람이 떠올렸을 법한 생각이나 감정을 느껴보는 정서적 측면

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성희(2004)는 다양한 공감능력의 정의에 나타나는 공통점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둘째, 그러한 정서반응은 공감 대상자의 정서와 반

드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부합하는 것 또는 대리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대리적’이라는 것은 공감관계에서 느끼는 공감자의 느낌이나 감정이 공

감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는 전제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감(empathy)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개념에는 동정(sympathy)이 있

다. 그러나 공감과 동정은 엄밀히 다른 개념으로, 박성희(2014)에 따르면 

동정(sym-pathy)의 ‘sym’은 ‘더불어’를 뜻하며 따라서 상대방으로 인

해 발생하게 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공감

(em-pathy)은 ‘안으로’를 의미하는 ‘em-’에서, 상대방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지각하여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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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지적 차원에서 앎의 방식으로서 정확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동정과 

구별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인지적 차원과 정서

적 차원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즉, 공감능력은 타인의 경

험과 관점, 그 상황에서 느낄 법한 내면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과 같거나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의미한다.

  (3) 공감능력의 구성

  공감 연구의 초기에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Dziobeck et 

al.(2008)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고 마음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으로 

공감을 파악하였고, DeKosky, Heilman, Bowers, & Valnestein(1980)은 타인

에 대한 정확한 지각을 강조하였다. 심리학에서는 Premack & 

Woodruff(1978)의 마음이론과 같이 지적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공감의 인지

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Dymond(1949)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능력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생각

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지적 공감능력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는 Mead(1934)이다. 사회심리학

자인 미드는 공감의 개념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더하여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처해 보

는’것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후 다양한 학자들은 미드의 역할 취하

기 또는 관점 취하기의 개념을 발전시켜 상상적 전위(imaginative trans-

posing), 일시적 가장(momentary pretending), 다른 사람을 내사하기

(introjection of the other), 다른 사람의 준거틀을 수용하기(adopting the 

other’s frame of reference)와 같은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Mead(1934)의 역할 취하기와 관점 취하기, 조망 취하기 등의 인지

적 공감은 사회적인 것으로서, 학습된 것으로 규정된다. 인간의 마음은 사

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아동은 타인의 역할을 취해봄으로써 사회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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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상징들을 동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모방과 동화의 과정을 거쳐 아동

은 자기(self) 또는 자아(ego)를 발전시켜 나간다. 아동은 부모를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상상과 공상과 같은 내면의 과정들을 통해 역할들을 실험

해보며 그 과정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이 발달한다.

  반면 정서적 접근은 이타행동과 같은 정서적 처리과정에 주목한다. 

Eisenberg & Miller(1987), Mehrabian & Epstein(1972)은 타인 정서의 대리 

경험이라는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Stotland(1969) 역시 공감을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정서적 공감

능력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지적 공감능력에 비해 보다 본능적인 정서

적인 반응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공감을 정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학자들의 경우에도 공감

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인지적 기능과 과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Feshbach(1978)는 인지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의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무

의미하다고 보았으나 인지적 과정이 공감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보

았다. Hoffman(1977) 역시 공감수준이 인지적 발달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감적 각성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인지적 매개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의 차이에 대해 Shamay-Tsoory, 

Aharon-Pretz, & Perry(2004)는 인지적 공감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를 의미한다면 정서적 공감은 적어도 쾌와 불쾌라는 정

서 수준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Bengtsson & Johnson(1992)은 공감능력의 두 하위요소인 인지적 공감과 정

서적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에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인지적 공감이 높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해도 정서적 공

감 수준이 낮다면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므로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

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Bohart & Greenberg(1997)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활동으로서의 

공감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해의 차원에 포함되는 내용을 공감적 이해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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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깊이, 초점으로 나누어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 중 공감적 이해의 초점

은 생각과 사고의 변화를 중시하는 인지적 입장과 정서적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정서적 입장으로 나뉜다.

  대체로 공감을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공감능력을 선천적인 

모방능력으로 보는 생물학적 입장을, 인지적 과정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학

습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공감능력이 복합적인 요

소로 구성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인 Feshbach(1978)는 공감능력이 사

회적 이해를 매개하는 정서적 반응과 사회적인 이해의 결과를 포괄하는 것

이라 주장하였다. 공감을 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특정한 인

지적 과정에 의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감의 3요소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Feshbach 3요소 모형의 두 요소는 인지적 공감에 해당하고, 나머

지 요소는 정서적 공감에 해당한다. Feshbach에 따르면 인지적 공감은 타

인의 정서적 상태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것과 더 나아가 타인의 관점과 역

할을 취해보는 능력이다. 정서적 공감에 해당하는 것은 정서적 감응성이다.

  (4) 공감능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성되나 두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두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Bengtsson & Johnson(1992)

은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공감의 두 

하위요소가 친사회적 행동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인지적 공감이 높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해도, 정서적 공감 수준

이 낮다면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므로 도움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실제로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외에도 공감을 다요소

적인 구성개념으로 본 Davis(1996)와 Jolliffe & Farrington(2006) 역시 인지

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독립적인 능력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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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감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

력의 선후관계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학자에 따라 인지적 공감능력이 

선행한다고 보는 경우도 존재하나(Jolliffe & Farrington, 2006; Hoffman, 

2000) 정서적 공감을 강조하는 경우 타인의 상황에 대한 정서적 감응을 통

해 공감능력이 성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영아기에 일어나는 모방

과 부모의 감정상태에 감응하는 정서적 공감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본 

것이다.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 간에 어떤 것이 선행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Staub(1987), Marshall et 

al.(1996)는 타인의 상황을 이해한 뒤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다고 

보아 인지적 공감이 정서적 공감에 선행한다고 주장하였다.

  Hoffman(2000)과 같이 인지능력과 공감능력의 발달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Hoffman은 도덕적 행동의 동기를 공감에서 찾고, 공감

을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에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황에 좀 더 적합하게 반응하는 대리적인 정서 반응”으로 

보았다(김홍일, 2006). 이혜경(1999) 역시 공감능력의 발달에 대한 Hoffman

의 견해에 동의해 상대방 내면의 심리적 과정에 참여하는 기제로서 공감을 

파악하였다.

  Hoffman은 공감능력이 각성되는 형식으로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각각 

동작적인 모방(motor mimicry), 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ing), 직접

적인 연상(direct association), 매개된 연상(mediated association), 역할 채택

(role-taking)이다. 이 중에서 발달의 초기 단계부터 일어나는 모방을 제외

한 나머지 네 가지 공감 각성 형식은 모두 최소한의 인지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어떤 상황에 처한 상대방이 느낄 법한 감정을 상상하는 목적적 행동

을 요구하는 역할 채택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인지적 발달 수준을 요구한

다. 따라서 Hoffman은 공감능력의 발달이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인

지능력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즉, 공감능력은 자아와 타자에 

대한 혼돈 상태에서의 공감(총체적 공감), 자기중심적 공감, 타인 중심적 

공감, 타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공감의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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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인지능력과 공감능력의 발달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공감능력 연구에는 개인의 공감능력이 개인을 이루는 집단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O’Hara(1997)는 공감이 문맥적, 비합리

적, 통찰적 앎의 방식으로 가능해야 하며 개인의 문화적, 집단적 정체성을 

포함하여 관계 속에서 개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감능력을 이해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대인관계,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 있어 개인은 여러 관

계들을 맺고 그 관계맺음의 과정에서 성장한다. 개인은 관계에 둘러싸인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감능력은 타인과 의미를 공유하고, 새롭게 의미

를 만들어나가기도 하며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상호 관계적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감능력은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개인의 내

밀한 심리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속한 집단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선후관계보다는 독립적인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두 요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알

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인지능력의 발달과 공감능력이 함께 발달한다는 

Hoffman(2000)의 논의를 적용하여 연구대상을 인지능력의 발달이 완성되어

가는 고등학생으로 정하였다. 또한 개인의 능력인 공감능력이 가지는 사회

적 의의를 측정할 수 있는 공감능력의 하위개념인 ‘문화적 공감능력’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5) 기존 공감능력 척도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공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만큼이나 

다수 존재한다. 이준(2017)이 공감 기반 수업 모형 및 공감 역량 측정 도구

를 개발하기 위해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다양한 공감수준 측정도구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다. 인지적 관점에서 공감을 측정한 Hogan(1969)의 공감척

도(empathy scale: EX)는 6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와 

‘아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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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인지적 측면과 공감적 측면이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므로 Hogan의 척도는 부적절하다.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 공감을 측정한 학자로는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타

인의 정서적 경험에 대해 응답자가 보이는 대리적 정서반응을 평가하는 

Bryant(1982)의 아동, 청소년 정서공감척도(Index of Empath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ECA) 등이 존재하며 Hogan(1969)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감의 하위요소 중 정서적 측면에 집중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에는 부

적절하다.

  공감능력을 다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복합적인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는 Davis(1980, 1983)의 대인관계반응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가 있다. Davis(1983)의 대인관계반응 척도는 국내 다

수의 논문에서 공감능력척도로 활용되었다. Davis의 척도는 공감(Empathy)

을 인지적 요소(9개 문항)와 정서적 요소(11개 문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

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Davis의 IRI를 활용한 국내의 많은 논문에서 연

구대상으로 초등학생을 설정하고 있어 고등학생에 맞는 수준의 척도인지 

검증이 필요하며, 번안된 내용이 ‘동정(Sympathy)’과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이승연, 최소영, 최은지, 2018)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박성희(1993)는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atson, et al.(1983), Toi & 

Batson(1982)이 개발한 14개로 구성된 7점 척도의 형용사 목록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14개의 형용사 중에서 공감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동정

이 가는’, ‘마음 쓰이는’, ‘불쌍한’, ‘상냥한’, ‘따뜻한’, ‘부드

러운’의 6개의 형용사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감을 

복합적으로 파악한 Jolliffe & Farrington(2006)이 개발한 기본 공감 척도

(Basic Empathy Scale: BES)은 5점 척도의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강정희‧이은희(2009)의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요인구조가 확인되

었고, 타인과의 정서적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준(2017)은 공감 기반 수업 모형과 공감 역량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학교생활 공감척도(School Life Empathy Scale: SLES)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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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친구관계와 교사관계에 대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4개 요

인으로 구성되어 친구관계에 대한 인지적 공감 9개 문항, 정서적 공감 4개 

문항과 교사관계에 대한 인지적 공감 5개 문항, 정서적 공감 4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한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는 모두 일반적인 공감성

향을 의미하는 특성공감(trait empathy)을 측정하는 도구로, 난민이라는 특

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태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일부 도구의 경우 “나는 슬픈 드라마의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난다.”와 같

은 감정반응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감능력의 정

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문화적 공감능력(Ethnocultural empathy)

  (1) 문화적 공감능력의 정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공감능력은 지나치게 일반적인 대상이

나 상황을 가정하여 측정하고 있어, 소수집단 중 하나에 속하는 난민집단

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공감능력보다는 자신과 다른 문

화와 인종적 배경을 가진 개인과 집단에 대한 공감능력을 의미하는 문화적 

공감(Ethnocultural Empathy)능력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박성희(1993)가 성인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이나 장면에서의 공감인 

상황공감(state empathy)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인 공감성향을 의

미하는 특성공감(trait empathy)을 측정한 선행 연구를 비교하여 얻은 결론

을 참고한 것이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은 특성공감과 달리 

상황공감과 일관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특정 상황에서의 공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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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화적 공감능력이 일반적인 공감성향을 의미하는 공감능력보다 적합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적 공감능력(Ethnocultural empathy)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여 척도화한 Wang, et al.(2003)는 다원화되고 있는 미국사

회에서 다른 인종, 민족집단에 대한 태도에 주목할 필요를 주장하면서 자

신과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공감능력을 의미하는 문화적 공감능력을 제안

하였다. 일반적인 공감능력은 억압받는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태도를 변화

시키고 타인의 행복감에 부여하는 가치를 높이는 능력으로 Batson, et al. 

(1997)에 의해 정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문화’의 다양성이

라는 현실을 포함하여 공감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한 연구자들은 ‘문화적 공감cultural empathy’, 

‘공감적 문화인식empathetic multicultural awareness’, ‘문화적 역할 취

하기cultural role taking’ 등의 개념을 통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공감능

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중에서도 Wang, et al.(2003)는 문화적 공감

(Ethnocultural Empathy)의 개념을 조작화하고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하였

다.

  (2) 문화적 공감능력의 구성

  Wang, et al.(2003)은 문화나 인종이 다른 집단 간 상호 이해에 있어 공

감과 감정이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 Ridley & Lingle(1996)의 이론을 수

용하여 문화적 공감을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이 두 가지 구성요소와

의 의사소통적 차원”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조작화하였다. 일반

적인 공감능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공감능력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

감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표현’을 중시

하여 의사소통적 공감의 차원을 포함하기도 하여 의사소통적 차원을 포함

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공감능력의 하위요소로서 ‘인지적 공감능력’은 자신과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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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 구성원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

다. 이는 다른 민족,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가 다

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서적 공감능력’은 자신

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이들이 표출한 

감정적 표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구성된다.

  (3) 문화적 공감능력 척도

  Wang et al.(2003)가 제작한 문화적 공감능력 척도(SEE)는 총 31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전체의 신

뢰도는 Cronbach’α=.91로 보고되고 있으며, 하위차원 역시 .73 ~ .89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적 공감능력은 공감적 감정

과 표현(Empathic feeling and expression), 공감적 관점 취하기(Empathic 

perspective taking), 문화적 차이 수용(Acceptance of cultural difference), 

공감적 인식(Empathic awareness)의 <표 Ⅱ-1>과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된다.

  첫째, ‘공감적 감정과 표현’은 자신과 다른 인종적 혹은 민족적 집단

의 구성원의 감정과 경험에 대한 감정적 또는 정서적 반응에 주목하여 차

별적이거나 편견을 내재한 태도나 신념에 대한 관심에 주목한다. 둘째, 

‘공감적 관점 취하기’는 다른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관점

에서 사회를 파악하여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적 차이의 수용’은 타집단 구성원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이해하

고, 수용하며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공감적 인식’은 다

른 문화를 가진 집단 구성원의 경험 중에서도 특히 차별적이거나 불공평한 

처우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 또는 지식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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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위요소를 두 가지의 공감능력으로 정리하자면 인지적 공감과 정서

적 공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인지적 공감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 구성원에 대한 민족적, 문화적 사고능력을 나타내며 정서적 공

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 속한 개

인이 표출하는 감정적 표현에 대해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김정연(2013)은 요인분석을 통해 Wang et al.(2003)의 문화적 공감능력 

척도(SEE)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두 요인으로 나눈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감능력을 인지와 정서의 두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개념으로 보아 김정연(2013)이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 번안한 문화적 공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즉, 문화적 공감능력의 인지

적 영역은 공감적 관점을 취하기 위한 이해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서적 영역은 정서적 감정과 표현에 반응하는 능력으로 보고 척도의 요인구

조를 재구성하였다. 

공감적 감정과 표현

(Empathic feeling and 

expression)

타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반응

공감적 관점취하기

(Empathic perspective 

taking)

타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 구성원의 관점에서 사회를 파악하려는 노력

문화적 차이수용

(Acceptance of 

cultural difference)

타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 구성원의 문화적 전통, 관습 수용

공감적 인식

(Empathic awareness)

타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 구성원의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

<표 Ⅱ-2> 문화적 공감능력 척도의 구성(Wang 등, 2003; 김정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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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에 대한 태도

  위의 내용에서 살펴본 공감능력과 문화적 공감능력의 개념과 요소는 다

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감응을 의미한다는 점

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난민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난민에 대한 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 난민의 정의와 국내 난민

관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난민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하였다.

1) 난민의 지위와 인권

  대한민국은 1951년에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가입하였다.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린 협약이라

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지만 국회 비준을 거쳤기 때문에 국내 법률과 동등

한 지위를 가진다. 난민협약에서는 난민을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

한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

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

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

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난민법(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제2조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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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

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

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을 때 보장받

을 수 있는 권리로는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

등 교육 및 필요한 교육 지원, 본국에서의 학력 및 자격의 인정 등이 있으

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내의 난민인정 신청자들은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에 대한 태도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고, 보호주

의적이라는 점이다. 연구자가 2019년 10월 31일, 서울대 인권센터의 사람

책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태국 출신의 난민인정자 와리트사라 룽통

씨는 자신이 겪은 난민인정 신청과정을 설명하면서 본인이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던 점은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고, 5‧18기념재단과 인권변호사

들의 도움을 받아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2018년 예멘인들이 입국하면서 우리 사회는 난민의 존재에 대해 인

식하게 되었으나 특히 이슬람계 난민에 대한 불안 혹은 혐오가 팽배해있

다. 이슬람계 난민에 대한 거부반응은 국회에서도 나타났는데, 2018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난민신청 남용방지법’ 법안 발의, 7

월 6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 법안 발의, 

12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난민법 폐지’ 법안 발의에 더해 13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난민법’ 개정안 발의 등 야당뿐만 아니라 여

당에서도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법무부와 우리 국민의 배타적 태도와는 상반되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판

례를 통해 난민인정 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난민심사 과정을 거

쳐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칙적으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

거 있는 공포’의 증명책임이 난민 인정 신청자에게 있으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 공포, 신청인의 

이전 거주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 및 그 지역의 일반인이 느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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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포 정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적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도

록 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난민인정불

허결정취소]).

  그러나 대한민국의 낮은 난민인정률을 고려하면 대다수의 난민인정 신청

자는 인도적 체류자의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된다. 난민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인도적 체류자는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등으로 생

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난민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는 난민협약 상

의 난민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국제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에 해당하는 준準난민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법 제3조에 따라 본국으로의 강제송환이 되

지 않을 권리와 제39조에 따른 임시체류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

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2015)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가 발급받게 되는 G-1-6 비자 유형은 임시 

비자인 G-1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 인도적 체류자들이 실질적으로 국내

에 체류하면서 취업하기 어렵다. G-1 비자는 본국으로 송환될 외국인이지

만 산업재해 보상, 체불임금 소송, 질병 치료, 난민 심사 소송 등의 문제로 

체류할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발급된다.

  따라서 인도적 체류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권

리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취

업이 어렵고 고용이 된 이후에도 임금의 차별을 겪게 된다. 본국에서 전문

직 종사자나 고학력자였다 하더라도 해당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하게 된다(문경란, 2017).

  또한 구직이 어렵다는 문제는 건강에 대한 위협과도 직결된다. 직장건강

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다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

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다수의 인

도적 체류자들은 치료를 포기한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도적 체류자에게 지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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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뿐만 아니라 난민인정 신청자들은 

모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문경란(2017)이 인터뷰

한 7명의 난민 여성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도권 주변부에 살 수 밖

에 없는 주거환경에 처해있으며 본국에서의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한국인과

의 교류가 거의 없이 단순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난민들이 게으르고 우리나라의 복지혜택에 의존하여 살아간다는 편

견과는 달리 이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국내 난민 현황

  (1)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예멘의 상황

  대규모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를 통해 입국하게 된 것은 제주도가 실

시한 무사증(無VISA) 제도로 인한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

러지원국을 제외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한해 입국 시 비자를 받지 않아

도 되는 무비자 입국 제도 즉,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여 예멘인들이 쉽게 

입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예멘인 549명이 제주도를 통해 입국하

여 난민신청을 하면서 우리사회에 혼란을 가져왔다. 유럽의 대규모 난민으

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정부의 출도제한 조치로 인한 이슈화, 이슬람이라

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멘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가짜뉴스(fake 

news)의 확산 등으로 인해 난민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논란은 기존 난민법

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2018년 6월, 예멘 난민신청자가 스마

트폰을 사용하여 SNS상의 정보를 토대로 국내에 입국한 것에 대해 이들을 

“가짜난민”으로 보는 국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2018.07.01.).

  그러나 예멘의 상황은 실제 내전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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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아랍의 봄으로 33년간 집권한 살레(Ali Abdullah Saleh)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서, 새로운 대통령인 하디(Abd Rabbu Mansour Hadi) 대통령

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에 대해 살레 전 대통령은 후

티(Houthi) 반군과 결합하여 2014년 9월 수도 사나(Sanna)를 점령하고, 2015

년 하디의 요청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습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내

전이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내전이 일어난 

이후 후티 반군은 일반 국민에게도 참전을 강요하였고, 예멘인의 이동이 

증가하였다.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제주도를 잇는 직항 항공 

노선이 신설되면서부터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도로 입국하는 예멘인의 수

가 크게 증가하였다. 

  (2) 난민 심사절차와 난민 현황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자는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서 1차 심사를 거치고, 난민지위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

을 통해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차 심사에서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

하면,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난민인권센터(2018)가 법무부에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얻은 

자료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

민국 난민인정자의 55%가 법무부의 2차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

았다.

  법무부가 진행하는 난민 심사 중 1차 심사는 전국의 담당공무원 37명이 

존재하여 작년 기준 1인당 269명의 난민신청자를 심사해야 했으며, 2차 심

사는 법무부 차관 등 15명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2017년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4542명의 난민신청자를 심사하였다. 이는 회

의 한 번에 평균 757명의 난민신청자를 심사한 것으로 난민신청 심사를 담

당하는 행정인력이 부족하여 수준 높은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신청자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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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면서도 ‘가짜 난민’을 가리고자 하는 국민의 감정에 부합하지 않

는 상황이다.

  난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는 인권단체인 난민인권센터

(2018)가 법무부 난민과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률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난민법 시행 전후

의 인정률을 비교하였을 때 난민법 시행 연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 전인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최저 인정률은 2009년의 6.7%로 항상 

5%를 초과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8년 간 평균 난민인정률은 3.2%1)로 오

히려 난민법 시행 이후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하였다.

  또한 난민 수용 반대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변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이 강화”될 

것이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약속하였다. 또한 제주 무사증 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증가하

는 문제를 인정하면서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해 관광 활성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국가인 감비아, 소말리아 등의 12개 국가를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난민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난민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난민심사를 법무부

가 담당하는 사실에 대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내재한 것이라는 비판(이

용승, 2018)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부처에서 난민

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3) 난민 인정 신청 현황 및 난민인정률

  법무부(2018)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난민 인정 신청자의 국

적은 총 93개국으로,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 2495명(15%)이 가장 많았고,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0명(7%), 인도 1120명

1) 2014년 6.6%, 2015년 3.9%, 2016년 1%, 2017년 1.5%, 2018년 3%, (난민인권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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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키스탄 1120명(7%) 순으로 앞의 6개국 출신자가 전체 난민 인정 신

청자의 56%를 차지하였다. 이중 상위 3개국인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

시아는 대한민국과의 사증(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여 입국과정이 상대적

으로 쉬워 이들 국가 출신의 난민 인정 신청자가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

도로 다수이다. 또한 2/3에 해당하는 다수가 대한민국에 합법체류 중 난민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인정 신청 결과 2018년을 기준으로 3879명의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이 중 난민 인정자는 144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작년 난민인정률은 3.7%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14명은 인도적 사유로 인한 체류허가를 받

은 인도적 체류자(humanitarian status)로서 총 658명이 난민으로 인정되거

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전체 난민

지위 신청자 중 차지하는 비율인 난민보호율은 17%이다. 이는 전 세계 난

민인정률인 38%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7개 회원국 중에서 2000~2017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3.5%로 

OECD 국가 중 35위를 차지하였고,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하는 난민보호율 

역시 10.7%로 35위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

였으나 OECD 가입국 중 멕시코(55.7%)나 칠레(40.9%)와 비교하면 매우 낮

은 난민인정률을 보이고 있다(법무부, 2018).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인도적 지위는 폭력, 국내 소요, 대규모 

인권 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국적국으

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파

리 테러 이전인 2014년에는 시리아 난민에게 일괄적으로 인도적 지위를 부

여하였으나 파리 테러 이후에는 시리아 난민을 공항의 송환대기실에서 머

무르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콩고 출신의 루렌도씨 가족이 9

개월 간 인천공항에서 머물다가 입국하게 되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2019년 1월 18일 

기준으로 이렇듯 인천공항에 억류된 난민이 총 74명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

혔다. 송환대기실 31명, 탑승동 37명, 여객동 6명에 해당하며 한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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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을 거부당한 난민에 대한 관리 책임을 항공사에 물어, 난민에 대한 식

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5평 남짓한 송환대기실에 난민 인정 신청자들을 

사실상 방치하여 타국으로의 이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대한변호사협

회, 2019).

  대한변호사협회와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19년 11월 21일에 개최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는 난민법 개정안의 내용이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도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강제

송환금지의 원칙’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법무

부의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 제도와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제도를 신설하여 약식절차를 확대하고 있

다. 이는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예외사유와 난민 불인정 사유를 

확대하여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며 불복 제소기간을 

축소하고 있어 난민 인정 신청자의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를 위협할 수 있

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난민협약 상의 좁은 의미의 난민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전쟁으

로 인한 난민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 2016)

는 난민보고서를 통해 201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분에 24명꼴로 난

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 113명당 1명이 난민임을 밝히고 있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핍박 등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인권침해

가 일어나는 곳에서 언제든 난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출신의 난민도 존재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서는 2008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자의적 구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난민‧무국적자보호사무국(OFPRA)은 2013년 대한민국 

출신의 병역거부자에 대해 난민 인정을 받아들였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로부터 성소수자이자 병역거부자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한

겨레, 2013.10.22.).

  역사적으로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피난민들 역시 난민에 해

당한다. 피난민들은 국경을 넘지 않았으나 거주지를 탈출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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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향민’에 해당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는 국내 실향민 역

시 난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 전쟁 당시 UN은 유엔한국재건단

(UNKRA)을 통해 긴급 구호와 원조를 제공하고, 난민 구호 활동을 실시하

였다(임다은, 2019).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원조를 제공한 국가에는 

미얀마, 라이베리아, 이라크, 스리랑카, 시리아가 있다. 게다가 현재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시리아의 한 의사는 한국 전쟁고아 2명을 입양하기

도 하였다. 1953년 세계보건기구(WHO) 직원으로 한국에 근무하던 시리아

인 의사 파살아르드 박사가 2명의 국내실향민을 입양한 것이다. 또한 군사

정권 당시 미국으로 망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 핍박으로 인한 

난민에 해당한다(문경란, 2017).

  이처럼 난민은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한국은 난

민 구호활동의 수혜자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홍콩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국토가 사

라지고 있는 투발루 등의 국가에서 계속해서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세계적

인 상황을 고려하면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난민에 대해 주관

적인 생각과 감정만을 가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난민을 주제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난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난민 집단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대리경

험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난민 대상 국내연구

  난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의 다수는 난민법과 난민의 법적지위에 대

한 법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이었다. 노동영(2019)은 난민 수용의 문제가 국

가의 재량의 문제이기도 한 동시에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보편적 규율을 고

려해야 하는 문제임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난민문제를 

국가주권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난민법 개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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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종현‧황승종(2019)은 현행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검

토하였다. 인도적 체류자의 자격인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고문

방지협약의 보호대상이거나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보호대상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

체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

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현행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에서 요구하는 ‘합

리적 근거’가 사실상 난민인정 요건과 동일한 개념이며 인도적 체류 허가

가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인도적 체류자와 배우자, 그 

자녀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와 가족결합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적 체

류 허가의 요건과 비호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난민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난민의 인권의식수준을 

파악하고 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박미숙, 

손영화(2019)의 사례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 체류 경험이 있는 6명의 

난민들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체류를 위해 

참고 있었으며, 비슷한 처지의 이주민에 공감하고 이방인으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민족적 배경이 같은 난민들은 공

동체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방향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상담, 난민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4) 난민에 대한 태도

  난민과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일부분인 편견과 소수집단과의 갈

등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에는 권위주의 성격이론, 현실적 갈등이론, 사회정

체감 이론이 있다. 각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갈등을 설명하는 요인으

로 권위주의 성격, 상대적 박탈감, 집단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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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편견과 같은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반응

과 같은 정서적 측면과 행동의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태도의 구조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Allport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고자 한다. Allport는 

태도에 대해 경험을 통해 조직되어 특정한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영향을 주는 정신적, 심리적 준비상태로 보았

다. 이후 태도의 구성은 인지, 정서, 행동의 세 요인으로 이루어진다는 3요

인설이 일반화되었다.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 생각, 

신념 등을, 정서적 요소는 느낌의 측면에서 호오(好惡)의 평가를, 행동적 

요소는 행동을 하려는 마음가짐, 경향을 의미한다(김상학, 2004).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난민에 대한 태도는 난민이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준비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구성

하는 인지, 정서, 행동의도의 요소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먼

저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는 난민에 대한 생각이나 신념이 수용적인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덜 형성하고 있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난민에 대한 수용적 정서태도는 난민에 대한 좋고 싫음

의 평가에서 난민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는 사회적 거리감 개념으로 측정하여, 

난민과의 대인관계를 맺으려는 마음가짐으로 볼 수 있다.

  난민에 대한 태도를 다룬 기존 선행연구(Adida, Lo, & Platas, 2017; 

Turner & Brown, 2008; Schweitzer et al., 2005)에서는 난민에 대한 태도 

중 인지적 측면에 해당하는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른 소수집단

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또는 인종, 종

교 등을 설정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상황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척도

화하여 측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국내 소수집

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난민집단에 적용하였다. 태도

를 인지, 정서, 행동적 요인으로 나눈 3요인설에 따라 난민에 대한 수용적 



- 35 -

태도를 측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난민에 대한 태도를 보았다.

  Adida, Lo, & Platas(2017)는 5,400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난민

에 대한 설득(persuasion)이 시리아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연구하였다. 설득(persuasion)의 방법으로는 공감(empathy)과 객관적 정

보(information)를 활용하였고, 두 방법으로 인한 변화가 지지정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였다. 난민에 대한 공감(empathy)의 처치로 

“내전으로 고통 받는 국가 출신의 난민이라면 어느 국가로 갈 것인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한정적이라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갈 것인가?” 

등과 같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난민의 관점을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

을 난민신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가정하고 가상의 난민 사례를 

주고, 어느 유형의 난민을 수용할 것인지의 정도를 7점 척도를 통해 질문

하였다.

  Turner & Brown(2008)은 다문화교육 접근(Multicultural approach)과 반인

종주의적 접근(Anti-racist perspective)이 활용된 “The Friendship 

Project”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난민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는지

를 측정하였다. 난민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의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문항은 “나는 난민들을 좋아한다.”, “난민들은 매우 

착하다.”, “난민들이 같은 반에 있는 것이 좋다.”, “나는 난민들과 운

동장에서 함께 놀고 싶다.”, “나는 난민과 동등하다.”, “난민들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와 같다.

  Schweitzer et al.(2005)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에 대한 편견 문제를 지

적하면서, 난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편견 태도 척도(Prejudicial Attitude Survey)를 활용하였다. 난민에 대한 편

견을 가진 태도를 0점부터 9점까지로 나누어 여러 감정반응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감정반응의 측정으로 난민에 대한 편견 정도를 보았다

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태도를 편견적 태도, 긍정태도, 

부정태도, 현실적 위협, 상징적 위협으로 나누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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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척도는 주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한 목적에서 개발된 것이거나 요인탐색을 통해 난민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

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종속변수의 척도로 사용

하기에 다소 부적합하다. 따라서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의 보고서와 후속연구로 진행된 양계민

(2009)의 척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양계민(2009)은 국내에 존재하는 외국인노동자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중국조선족 등 여러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계민(2009)의 

연구를 국내 난민 집단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atz & Stotland(1959) 

등 태도의 구조에 관하여 가장 널리 받아들여져 왔던 인지, 감정, 행동의 3

요인설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종속 변인인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인

지와 정서, 행동의 세 차원과 난민 문제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는 주로 고정관념과 관련된 

것이고, 정서태도는 난민 집단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행동의도는 

‘사회적 관계맺음을 허용하는 정도(김상학, 2004)’를 의미한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는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3. 선행 연구 검토

1) 공감능력 관련 연구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다룬 국내연구는 주로 공감능력과 이타행동 간, 공

감능력과 친사회행동 간 관계를 다루고 있다. 교육 분야의 연구는 주로 공

감능력이 집단따돌림, 또래괴롭힘과 같은 교실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

제를 줄일 수 있는가, 역으로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가와 관련되

어 있다. 이승연, 최소영, 최은지(2018)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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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남녀 모두 인지적 공감이 높을 때 또래 괴롭힘 방어행동이 증가하였

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교사가 또래괴롭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

지와 능력이 있다고 지각할 때에만 인지적 공감과 방어행동의 정적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정서적 공감은 성별과 관계없이 방어행동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이

러한 결과는 중학생에게서도 나타났는데(이승연, 2014), 연구자는 정서적 

공감이 동정(sympathy)을 촉발하기는 하지만 공감능력을 측정할 때 타인이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걱정과 슬픔을 경험하는 동정적 요소를 

분리한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개인적 고통을 더 높게 판단하

는 초기 청소년이 자신의 고통에 압도되어 또래괴롭힘 방어행동을 보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임정란, 오오현(2014)은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적 태도를 

가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적인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

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2회의 학

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1개월 간 실시한 결과 공감능력의 향상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최미경, 이서영(2015)의 연구 

역시 선도처분을 받아 단기위탁 교육기관에 특별교육을 받은 학교부적응청

소년을 대상으로 공감중심의 고등 8회기의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인식과 태도변화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외에도 도덕교육에서 공감능력의 향상을 통해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홍일, 2006). 이는 이타적 행동의 동

기를 공감능력의 발현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이타적 행동은 다른 사람

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공감능력이 발현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타적 행동의 동기는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

으로 인한 나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이기적 동기로 설명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여 그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행동하는 이타적 동기에

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공감능력의 발현은 행동의 동기가 이기적

이든, 이타적이든 이타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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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에 대한 태도 관련 연구

  난민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해외 연구물의 경우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

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난민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었는지를 분석

하는 연구가 많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난민에 대한 태도를 변수로 하

는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국내 연구로는 난민보다 더 넓은 의미에

서 외집단(outgroup)으로 분류되는 집단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집단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다

룬 국내연구를 살펴보고, 난민에 대한 태도를 다룬 해외의 선행연구를 검

토하였다.

  

  (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관련 국내 연구

  이희창(2018)은 Diop et al.(2017), Fangen(2010)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

주민에 대한 태도를 개인적 배타성과 집단적 배타성으로 구분하였다. 개인

적 차원에서의 편견과 배타성은 이주민과 자신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

한다고 믿는 부정적 감정이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감정이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과정에서 비롯되어 개인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집단적 차원에서의 

편견과 배타성은 제도적 차원에서 설명되는 거부감으로, 본래 외집단이었

던 이주민들이 국내에 편입되어 그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에 대한 거부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거부감은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것인 사회 내의 자원과 권리를 이주민에게 나누어주어야 하기 때문

에 생겨나는 것으로, 결국 두 차원의 편견과 배타성은 주류사회 구성원이 

갖는 국민 정체감에 기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일반적인 이주민과

는 이주의 사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주민에 해당하는 난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봉민(2011)은 일반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외집단

(outgroup)으로 인식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간접 접촉 중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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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집단괴롭힘 현상이 

줄어들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는 다수 집단의 학생에 있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같이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난민 집단에 대한 다수자 학생의 

태도가 수용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적 처치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척도인 다문화수용성을 활용

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수용성 척도는 다문화가족

의 청소년 혹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한다. 다문화수용성 

척도에서 활용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를 고려해볼 

때, 다문화수용성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가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이주배

경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9세에서 24세 사이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문화 적응 및 언어 학습 등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한국여성정책연

구원, 2016)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2)에 따

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

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한다. 난

민 청소년 역시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문화 적응 및 언어 학습 

등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수용성을 다룬 기존 선행연구를 난민 집단을 대상으

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난민을 포함하지 않는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 교사의 태

도를 측정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양계민(2009)의 연구 역시 주목할 만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

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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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의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에

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여러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인지와 정서, 행동적 

측면의 세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한 바 있다. 이는 태도의 구조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으로 측정한 선행 연구의 맥락

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 있는 여러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

들의 태도를 측정하여 다문화교육의 초점이 되는 대상이 외국인노동자나 

국제결혼가정 자녀보다도 새터민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

사하였다.

  양계민(2009)의 연구에서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인지적 태도는 각 집단

에 대한 고정관념을, 정서적 태도는 난민 집단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감정

을, 태도의 행동적 영역은 ‘사회적 관계맺음을 허용하는 정도’(김상학, 

2004)를 의미하는 사회적 거리감을 통해 측정하였다. 다만 사회적 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태도의 행

동적 측면은 직접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행동의도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인지

태도, 정서태도, 행동의도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Paulhus(1998)의 PDS(Paulhus Deception Scale)와 같은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을 함께 측정하여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분량으

로 인해 응답률과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2) 난민에 대한 태도 관련 외국 연구

  직접적으로 난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중요한 변수로 다루는 선행연

구는 외국의 연구에서 일부 발견되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

하는데 사용한 척도가 타당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Turner & Brown(2008)은 다문화적 접근(multicultural ap-

proach)과 반인종주의적 접근(anti-racist perspective)이 활용된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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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hip Project”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난민에 대한 태도를 향

상시키는지를 측정하였다. 난민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의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난민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어

떠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목적에 맞는 단

순한 처치의 사전, 사후 태도점수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태도의 구조에 

대한 엄밀한 사고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고 타당화를 거친 척도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Adida, Lo, & Platas(2017)는 난민의 성별과 국적, 종교에 따른 태도

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자신을 난민신청심사를 담당하

는 공무원이라고 가정하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였다. 난민 인정 신청자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과 정보를 포함한 가상의 난민 사례를 주고, 연구 참여

자가 수용가능한 정도를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이는 난민의 인종, 성별, 

종교와 같은 특성에 따라 난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보았으며 그림과 함께 제시하여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러나 태도 개념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성된 척도로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선행연구를 

수정하여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Adida, Lo, 

& Platas(2017)의 연구에서 지지정당에 따라 교육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었

다는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통제변인으로 정치적 성향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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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감능력과 난민에 대한 태도

  난민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적으로 공감능력과 난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매우 

적다. 그 중에서 난민에 대한 설득(persuasion)이 시리아 난민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Adida, Lo, & Platas(2017)의 연구를 살펴볼

만 하다. Galinsky & Moskowitz(2000)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소 ‘관점취하

기’에 해당하는 처치가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킨다는 결론

을 도출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하여 Adida, Lo, & Platas(2017)는 설득의 방

법으로 ‘공감(empathy)’과 ‘정보(information)’를 사용하여 난민에 대

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처치효과는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민주당

과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지지정당이 없는(independents) 경우에 ‘공감’ 

처치의 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의 입장이 되어보는 ‘공

감’ 처치 이후 통제집단(4.42/7.0)에 비해 난민 척도(refugee ratings)가 평

균 4.68로 증가하여 공화당 지지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민주당 지지자와 유

사한 수준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와 미국의 난민 수용 정도

를 비교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처치로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인 경우, 난민에 대

한 반발(backlash)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의 성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감이 난민에 대한 

태도를 보다 수용적(inclusive)으로 변화시킨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라 볼 수 

있다. Adida, Lo, & Platas(2017)의 연구는 연구대상이 미국 성인이고, 공감

능력 중에서도 인지적 공감능력이 미치는 효과만 측정한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 난민의 처지

에 공감해보는 것이 난민에 대한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로서 의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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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Cundiff, Nadler, & Swan(2009)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민족‧문화적 공감능력(ethnic/cultural empathy)이 높을수록 기관 내 다양성

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행동의도가 높으며,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이 다

르기는 하지만 이는 문화적 공감능력(ethnocultural empathy)이 높을수록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지적, 행동의도적 영역의 태도가 우호적일 것을 시사

한다.

  마지막으로 공감능력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감능력과 이타적 행동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박성희, 1993; 전병성, 2003; 조효진, 

2006; 정은진, 홍혜영, 2014). 공감능력과 이타적 행동 간 정적인 관계는 공

감능력의 발현이 이기적 동기에서 의한 것인지, 이타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설명하는 ‘공감-이기주의 가설’과 ‘공감-이타주의 가설’이 

존재할 정도로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대상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공감능력과 이타적 행동 간의 정적 관계는 문화적 공감능력과 난민에 대

한 수용적 태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적 공감능력이 뛰

어날수록 우리와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난민 집단에 대한 태도가 수

용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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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본 연구의 주 연구 문제는 ‘국제고등학교 학생의 문화적 공감능력은 난

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인가?’이다. 문화적 공감능력은 인

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으로,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인지태

도, 정서태도, 행동의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학생의 문화적 공감능력을 측정하고,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주가설과 하위가설은 

다음과 같다.

￭ 주가설 1.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인지태

도를 취할 것이다.

￮ 하위가설 1.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인

지태도를 취할 것이다.

￮ 하위가설 2.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인

지태도를 취할 것이다.

  대학 운동선수에 대한 고정관념의 형성 정도에 문화적 공감능력이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한 Karafantis(2011)의 연구는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학교 학부생들이 운동선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덜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는 결론을 내렸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고정관념을 덜 형성

하여 수용적 인지태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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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설 2.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정서태

도를 취할 것이다.

￮ 하위가설 1.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정

서태도를 취할 것이다.

￮ 하위가설 2.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정

서태도를 취할 것이다.

  공감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의 

선후관계가 밝혀진 바는 없다. 학자에 따라 인지적 공감능력이 선행한다고 

보는 경우도 존재하지만(Jolliffe & Farrington, 2006; Hoffman, 2000) 역으

로 정서적 공감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황에 대한 정서적 감응을 

통해 공감능력이 성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감응을 의미하는 정서적 공감능력

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한 즉각적인 감정반응으로 측정한 정서적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인 정서태도의 하위요인으로는 긍정적인 정서, 부정

적인 정서, 연민 정서가 존재하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능력과 이들에 대한 정서적 감응을 의미하는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한 감정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줄어들어 난

민에 대한 수용적 정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 주가설 3.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행동의

도를 가질 것이다.

￮ 하위가설 1.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행

동의도를 가질 것이다.

￮ 하위가설 2.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행

동의도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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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능력은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 

친사회적 행동이란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자발적이고 의

도적인 행동(Dawkins, 1976; Eisenberg, 1986; Wilson, 1975; 박성희, 2004에

서 재인용)으로, Eisenberg & Miller(1987)은 친사회행동의 구체적인 예시로 

도와주기, 나누기, 기부하기, 위로하기, 협동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실험연

구에서 설정한 친사회행동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아동은 기부

행동과 나누기를, 성인은 구체적인 도움행동 혹은 도움의지로 측정하고 있

다.

  유아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혼란스러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Eisenberg(1986), 

Krebs(1975), Sterling & Gaertner(1984)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국내 연구 중 임주

희(2011)의 연구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구성원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

을수록 난민과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행동의도도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는 난민 집단과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통

해 측정하였다. 이는 난민 집단을 개인의 어느 범위의 집단에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것으로,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한 사

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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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국제고등학교 세 

곳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2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서울, 경기, 인

천 각각 1개교를 목표로 하였으나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연구 수행이 가능

한 경기 소재 2개교와 인천 소재 1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을 수도권 소재 국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Hoffman(1977)은 공감능력이 인지발달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보았다. 자신과 타인을 구분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발달하면서 인지적 

매개 과정을 통해 타인의 상황이나 조건을 통해 유발된 정서적 각성 상태

를 의미하는 공감적 각성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화적 공감능

력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공감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었음직한 중고등학생이 적

합하다. Hoffman에 따르면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는 자아와 타자에 대해 

인식하는 단계로서, 타인의 삶의 조건, 계층, 미래와 같은 추상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객관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Davis(1983)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감능력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 비해 인지적으로 성숙한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할 때 인지적 차원의 공감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여, 공감능력이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측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청소년들 사이에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낮아 대상

의 처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문화적 공감능력의 인지적 능력이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 중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을 언급하는 교과서가 중학교에서는 1

종, 고등학교의 경우 2종에 그쳐 교과서에 따라 난민에 대해 아예 언급이 

안 되기도 하며 교과서에서 난민이 언급되더라도 해당 단원이 후반부에 위

치3)하여 고등학교 입시가 끝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영교육과정(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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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으로서 제대로 교육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통합사회 과목은 난민 문제와 같은 

세계적인 이슈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난민 문제를 접할 기회가 비

교적 많은 편이다. 

  셋째, 2018년 예멘 난민 이슈와 관련하여 형성된 전반적인 국민의 여론

이 난민에 우호적이지 않고, 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난민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낮을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난민 문제를 비롯한 

국제문제에 관심이 많은 집단인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비교적 난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일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 정

도는 지지정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자유한

국당(41.1%)과 바른미래당(39.0%) 지지자에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2018.8.6.).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는 모의유엔

(Model United Nations) 등 학생들이 국제문제에 대해 숙고해볼 기회가 많

으며 따라서 국제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난민 개념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난민 집단에 대한 문화적 공감능력의 인

지적 영역이 난민에 대한 태도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가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고등학생 중에서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1년 남은 2학년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는 요인이 결정

적으로 작용하여 연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3학년을 대상으로 하더

라도 상관관계가 더 크거나 작게 측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고

등학교 1학년은 주제중심의 통합적 접근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통합사

회 교과목을 학습하고 있어 해당 학생들이 사회문제 중 하나인 난민 문제

3) ‘소수자 인권’ 가르치지 않는 중·고등학교. 2019.06.18 16:3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618163700

1#csidxe27ba2bcff7f27586c4110ff8f399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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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업시간에 다룰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설문을 통해 학생들이 난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

자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이외에도 공감능력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생(박성

희, 1996; 남혜진‧박승희, 2014; 유수진, 2018; 이승연, 최소영, 최은지, 

2018), 중학생과 같은 연령이 낮은 청소년 혹은 성인이 된 대학생(조한익‧

이미화, 2010)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

행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수도권 소재 국제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한 것은 연구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국제고등학교는 서울특

별시 1개교, 경기도 3개교, 인천광역시 1개교, 부산광역시 1개교, 세종특별

자치시 1개교로 총 7개교이다. 전국에 소재한 국제고등학교의 수가 적고 

모두 광역시급의 행정구에 존재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차이가 크

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소재 국제고등학교 5개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전체 816명을 연구대상으로 보았다. 학교장

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경기, 인천 소재 국제고등학교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7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사전에 남자고등학

교 1~2학년 재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표현 중 어색하거나 의미

가 불분명한 문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설문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배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쇄된 설문지를 배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학교 담당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쇄본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웹 검색엔진인 구글의 설문지 양식을 활용하기도 하

였다. 설문지 URL과 함께 QR코드를 첨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와 함께 학

생들에게 배부하였다. 2019년 11월 넷째 주인 29일까지 설문지의 배부와 

수거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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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A학교,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하는 B학교, 인

천광역시에 소재하는 C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A학교의 경우 총 206명의 1학년 학생이 재학 중이나 담당교사의 허가를 

구할 수 있었던 103명의 학생이 연구 참여에 응하였다. B학교는 1학년 재

학생 전체에 해당하는 105명의 학생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C학교의 경우 

총 14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나 절반에 가까운 67명의 학생이 설문에 응하

여 낮은 수집율을 보였다. 이는 C학교의 경우 담당교사의 요청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응답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한 문항

이 많은 케이스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측정

된 응답자는 271명이다. 이 중 여학생은 186명(약 70%)이고, 남학생은 83명

(약 30%)이며 성별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명의 학생이 존재하였다. 일부 

학생은 정치적 성향이나 해외거주경험 등 개인에 따라 예민하게 느낀 문항

에 대해서만 무응답으로 반응하기도 하였다.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학생 83 30.9

여학생 186 69.1

<표 Ⅲ-1> 연구 대상의 배경정보

  

  수도권 내 국제고등학교는 서울 1개교, 인천 1개교, 경기 3개교로 총 5개

교가 존재한다. 또한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

시된 수도권 소재 국제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의 수는 남학생 231명(약 

28%), 여학생 585명(약 72%)으로 총 816명이므로 국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27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비 역시 연구 

대상인 수도권 소재 국제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남:여=28:72)과 같다는 특

징을 보인다. 연구대상의 배경정보는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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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변인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공감능력의 두 하위요소인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이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 변인으

로 난민에 대한 태도를 세 하위요소인 인지, 정서, 행동의도로 나누어 설정

하였다. 독립 변인은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나뉘는 문화적 공감

능력이다. 통제변인은 성별, 정치적 성향, 다문화접촉경험이다. 다문화접촉

경험의 경우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여행경험은 

횟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주변에 외국인이 가족, 친구, 이웃 등 얼마나 가

까운 범위에 존재하는가와 실제 대화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 지를 물었

다. 연구에 활용한 분석 모형은 <그림 Ⅲ-1>와 같다.

독립 변인

⇨

종속 변인

문화적 

공감능력

인지적 공감

난민에 대한 

태도

인지적 영역
정서적 공감

통제변인
정서적 영역

성별

행동의도

(사회적 거리감)

정치적 성향

다문화접촉경험

<그림 Ⅲ-1>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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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 변인 :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

  난민에 대한 태도는 태도의 3요소설에 따라 인지, 정서, 행동의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태도의 인지적 영역은 ‘신뢰할 수 있다.’, ‘친절하다.’와 같은 긍정

적 6개 문항과 ‘거부감이 든다.’, ‘게으르다.’와 같은 부정적인 6개 문

항으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한 것이다.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척도를 활

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인지적 측면은 소

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포함한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태도

에는 유능성, 도덕성, 성실성, 공격성, 신뢰성, 공손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태도의 정서적 영역은 난민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

로,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연민정

서의 세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

적 정서는 ‘호기심이 생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 

정서에는 ‘피하고 싶다.’, 연민정서는 ‘불쌍하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태도의 행동의도 영역은 Bogardus(1925)의 사회적 거리감 개념을 활용하

였으며 이는 난민과 어떤 관계까지 맺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이웃주민, 같은 반 친구, 가장 친한 단짝, 연인, 배우자와 같은 다섯 단계

의 범위를 제시하여 어느 단계까지 관계를 맺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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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에 대한 태도 중 인지적 측면의 요인분석 결과와 난민에 대한 태도

의 하위 영역인 인지적 태도의 두 요인인 긍정적 태도(.842), 부정적 태도

(.758)의 신뢰도는 <표 Ⅲ-2>와 같다.

(*표시된 문항은 역코딩 문항)

  선행연구를 활용한 척도의 베리맥스(VariMax) 요인분석 결과, 난민에 대

한 수용적 인지태도는 2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

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를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정서태도의 요인분석 결과와 정서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연민

(.838), 긍정적 태도(.827), 부정적 태도(.652)의 신뢰도는 <표 Ⅲ-3>과 같다.

요인 문항
요인

α
1 2

긍정적

3. 친절 .779 -.135

.842

7. 도덕적 .765 -.150

11. 평화적 .762 -.118

9. 합리적 .720 .007

5. 유능 .716 -.084

1. 신뢰 .635 -.247

부정적

*8. 게으름 -.032 .793

.758

*4. 거만 -.020 .714

*6. 똑똑하지 못함 -.268 .648

*12. 폭력적 -.281 .647

*10. 감정적 .012 .553

*2. 거부감 -.422 .541

<표 Ⅲ-2>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의 설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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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요인

α
1 2 3

연민

6. 안되보인다 .893 .164 -.016

.8385. 가엾다 .891 .105 .023

2. 불쌍하다 .794 .034 .109

부정적

*7. 싫다 -.022 .848 -.197

.827*9. 두렵다 .225 .828 -.043

*3. 피하고 싶다 .133 .822 -.312

긍정적

8. 좋다 -.056 -.205 .764

.6524. 호기심 .190 -.010 .746

1. 정이 간다 -.009 -.282 .742

<표 Ⅲ-3> 난민에 대한 수용적 정서태도의 설문 구성

(*표시된 문항은 역코딩 문항)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는 아래 <표 Ⅲ-4>의 요인분석의 결과 2요

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양계민(2009)이 국내 거주 소수집단인 외국인노동

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중국조선족 집단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을 때 행동이 1요인으로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

를 통해 난민집단에 대한 행동의도가 국내 다른 소수집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인 국제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들이 난민을 이웃주민, 같은 반 친구, 가장 친한 단짝으로는 받아들

일 수 있지만 연인이 되거나 결혼을 하기는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2요인으로 나뉜 영역에 대해 각각 ‘원거리’(.814)와 ‘근거

리’(.926)로 명명하여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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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요인

α
1 2

원거리

2. 같은 반 친구 .910 .071

.8141. 이웃주민 .831 .210

3. 가장 친한 단짝 .724 .461

근거리
5. 결혼 .125 .956

.926
4. 연인 .288 .920

<표 Ⅲ-4>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의 설문 구성

(*표시된 문항은 역코딩 문항)

2) 독립 변인 : 문화적 공감능력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인 문화적 공감능력은 자신과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공감능력을 의미한다. 문화적 공감능력의 상위개념인 공감능력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의 두 차원(Eisenberg & Strayer, 

1987; Davis, 1994)으로 나누고 있으며, 일부 학자(Wang, et al., 2003; 

Rogers, 1975; Ridley & Lingle, 1996)의 경우 의사소통적 차원을 포함한 세 

차원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Wang, et al.(2003)이 개발한 문화적 공감능력 척

도(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 SEE)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 번안

한 김정연(2013)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김정연

(2013)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공감능력을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

거나 다른 인종집단 사람들의 상황이나 처지에 대한 이해 정도를 의미하는 

인지적 영역과 다른 문화적 배경 혹은 인종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감정을 

대리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정서적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분

석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12개 문항과 정서적 영

역에 해당하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총 24문항의 질문으로 설문지를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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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변인인 문화적 공감능력의 하위 영역인 인지적 공감의 경우 전체 

상관관계가 낮은 편인 20번 문항을 제외한 11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문항

내적일관성신뢰도)는 .830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공감 역시 전체 상관

관계가 낮은 7번과 24번 문항을 제외한 10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816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김정연(2013)이 나눈 문화적 공감능력의 인지, 정서적 차원과 기존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척도를 참고하여 수정한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인지태도와 정서태도는 서로 다른 영역을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지

적 공감이 ‘나는 다른 인종 사람들이 그들의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으로 

인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우리사회에서 다른 인종 사람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지

를 이해하고 있다.’와 같이 타인의 처지에 대한 이해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는 ‘난민은 도덕적이다.’와 같은 

난민에 대한 생각과 신념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3) 통제 변인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로부터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추

출하여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 변인은 성별, 

정치적 성향, 다문화접촉경험이다.

(1) 성별

  성별은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통계적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

나 이승연, 최소영, 최은지(2018)의 연구를 포함한 많은 연구들에서 성별에 

따라 공감능력의 하위요소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청소년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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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감능

력의 다요인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Davis(1983) 역시 남성보다 여

성의 공감능력의 정도가 높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Wang, et al.(2003), 

Rasoal, et al.(2011)도 성별에 따라 문화적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박성희(2004)가 수집하여 분석한 13개의 공감능력 연구 중 11개의 연구

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공감점수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대체로 많

은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감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국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 사이에서도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성별을 통제 

변인에 포함시켰다.

(2) 정치적 성향

  정치적 성향은 매우 진보적(1)부터 매우 보수적(7)까지의 7점 척도 중 자

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정치적 성향의 영향을 분석한 Adida, Lo, & Platas(2017)의 미국 유권자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공화당일수록 지지정당이 없

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에 비해 난민에 대한 태도가 배타적인 비율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언론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지

정당에 따른 난민에 대한 지지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지정당에 따라 난민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우호적, 적대적, 모름의 세 가지 응답을 통해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난민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답변은 표본수가 적은 민주평화당 지지자

를 제외하면 정당별로 정의당(69.6%), 더불어민주당(53.8%), 자유한국당

(41.1%), 바른미래당(39.0%)로, 지지정당에 따라 난민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 바 있다. 이슬람계 난민에 대한 의식으로는 적대적이라고 답한 비

율이 역전되어, 바른미래당(80.6%), 한국당(75.1%), 민주당(67.2%),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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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18.8.6.).

(3)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접촉경험은 해외거주경험과 해외여행경험을 분리하여 해외거주경

험의 여부와 기간을, 해외여행경험은 해외여행의 횟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주변에 외국인이 가족, 친구, 학교와 같이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지와 학교 

밖에서 외국인과 얼마나 대화하는지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Narvaez & Patrick(2010)는 대학생의 다문화접촉경험점수가 높을수록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에서 후인습적 수준이라는 높은 단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낮은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개인적 이해관심, 규범의 유

지)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다양한 문화를 

접촉할 때, 보다 도덕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보여주어 간접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촉할수록 난민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

를 참고하여 다문화접촉경험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는 접촉이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Allport(1979)는 지배집단과 소수집단 간 평등한 지위에

서 접촉한다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동등한 

집단 지위, 공동 목표, 집단 간 협동, 권위 법 혹은 관습의 지원이라는 조

건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집단 간의 접촉이 이루어질 때 집단 간 접촉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추병완, 2011). 이봉민(2012) 

역시 ‘상상접촉’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일반 청소년의 편견이 감

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문화접촉경험을 통제하기 위해 해외여행경험과 주변 외국인 또

는 이주민과의 접촉, 대화가 이루어지는 빈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해외거주경험의 유무

를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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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oal, et al.(2011)의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된 성장한 지역의 규모

와 학령이나 성적은 변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을 수도권 소

재 국제고등학교 1학년으로 선정하여 연구대상의 성장지역이 규모가 큰 도

시지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대상이 모두 1학년이고 전반적으

로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학령과 성적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

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 기타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는 별개로 난민을 포함한 세계문제에 대한 의

견을 물었다. 이는 고등학생의 세계문제에 대한 인식과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018년 다문화수용성 조

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에서 활용된 4개의 문항을 활용하여 난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난민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는 ‘우리 정부는 난민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제 난민을 수용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난민 자격

을 신청 중인 사람까지도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등의 혜

택을 제공해야 한다.’가 있다. 또한 ‘기아, 재해, 재난으로 고통 받는 다

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데 한국 사회가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와 같

이 일반적인 세계 문제에 관한 주장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포함시

켜 ‘전혀 아니다(1)’부터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

록 하였다.

  <표 Ⅲ-5>는 설문지의 전체 문항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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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종류

변인

내용
세부측정내용 구성문항 문항수

종속

변인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

인지적 측면

유능성 2

도덕성 2

성실성 2

공격성 2

신뢰성 2

공손함 2

정서적 측면

긍정적 정서 3

부정적 정서 3

연민정서 3

행동적 측면 사회적 거리감 5

난민 문제에 대한 의견 4

총 문항 수 30

독립

변인

문화적 

공감

인지적 공감
2, 4, 5, 9, 10, 11, 14,

15, 17, 18, 19, 20
12

정서적 공감

1(R), 3(R), 6(R), 7, 8(R), 12(R), 

13(R), 16(R), 21(R), 22(R), 

23(R), 24

12

총 문항 수 24

통제

변인

정치적

성향 
‘매우 진보(1)’부터 ‘매우 보수(7)’까지 7점 척도 1

해외

거주

경험

해외거주경험의 유무 1

다문화

접촉

경험

해외여행빈도 1

주변 외국인/이주민과의 접촉, 대화 빈도 2

성별 여성/남성 1

<표 Ⅲ-5> 변인에 따른 설문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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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코딩 문항은 (R)로 표기하였음.

4. 분석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23.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요인분석, 문항 간 내적신뢰성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전에 설문지에 숫자를 부여하여 설문

지에 개별학생의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고 구분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문화적 공감능력 척도의 경우 이전 단계에서 요인분석

과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국내 소수집단

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선행연구에서 그 틀을 참고하여 다른 집단을 대

상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주축요인방식으로 분석하여 직각회전법인 베리

맥스(VariMax) 회전을 통해 난민 집단을 대상으로도 하위요인이 나누어지

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문화적 공감능력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과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세 하위 요인인 

인지, 정서, 행동의도에서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 선형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파악

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진단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하였다.

  넷째, 다른 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문화적 공감능력의 인지

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이 종속변수인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총 문항 수 6

전체 문항 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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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는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은 문화적 공감능력의 하위요소인 

인지적 공감능력을, 는 정서적 공감능력을 나타낸다. 다중회귀분석 시,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는 일괄 투입법(ENTER)을 적용하였다. 

각 가설의 분석결과에서 각 변수의 회귀계수( ,  ,  ,  ,  , )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면 가설을 채택하였다.

  :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

 :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 난민에 대한 수용적 정서태도(연민,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사회적 거리감)

  a : 상수

 : 인지적 문화적 공감능력

 : 정서적 문화적 공감능력

 : 성별(0=남성, 1=여성)

 : 정치적 성향

 : 해외거주경험

 : 다문화접촉경험

   :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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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문화적 공감능력과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특성

  연구 대상의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 변인은 인

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사회적 거리감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동의도 영역

으로 나뉜다. 또한 독립 변인은 문화적 공감능력의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으로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전 기술적 특

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술 통계를 통해 수도권 소재 국제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문화적 공감능력의 수준은 어떠하며, 난민

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의도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국제고 재학생의 문화적 공감능력

  조사에 참여한 271명의 국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문화적 공감능력의 

기술통계 값은 <표 Ⅳ-1>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문화적 공감능력은 인지적 영역(M=4.00)보다 정서적 영

역(M=4.23)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영역 간 평균치의 차이가 작기도 하

문화적 공감능력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지적 공감능력 262 4.00 .57 2.09 5.00

정서적 공감능력 269 4.23 .58 1.80 5.00

전체 271

<표 Ⅳ-1> 국제고 재학생의 문화적 공감능력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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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정서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대부분이 역코딩 문항이었기 때

문에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다.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비대칭적 인지행

태로 인해 역코딩 문항의 평균이 정코딩 문항의 평균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고길곤‧탁현우‧강세진(2014)의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

  수도권 소재 국제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하위

의 세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

계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인지적 태도는 부정적(M=2.43) 문항과 비교

하였을 때 긍정적(M=3.04) 문항에 대해 더욱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

서적 태도의 경우 연민정서(M=3.44)에 가장 동의하고 있었으며, ‘싫다’와 

같은 부정적 정서(M=2.42)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정서

적 태도의 세 하위요인에서 표준편차가 모두 0.7 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

나 개인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로 측정한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의 경우 평균

이 3.40으로 연인과 가족을 포함한 문항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지
긍정 271 3.04 .61 1.00 5.00

부정 270 2.43 .64 1.00 4.83

정서

연민 271 3.44 .90 1.00 5.00

긍정 271 3.02 .71 1.00 5.00

부정 270 2.42 .92 1.00 5.00

행동의도 271 3.40 .84 1.00 5.00

전체 269

<표 Ⅳ-2>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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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높

아(0.84) 개인 간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 난민 문제를 포함한 세계 문제에 대한 의견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더하여 난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난민 문제에 대해 다수자에 해당하는 국제

고등학교 학생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전체 4개의 문항 중에서 앞의 2개 문항은 난민 문제와 관련된 주장에, 

뒤의 2개 문항은 전반적인 세계 문제와 관련된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난민 문제와 관련된 질문은 “우리 정부는 난민 인

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제 난민을 수용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

라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난민 자격을 신청 중인 사람까지도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이다. 

또한 전반적인 세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아, 재해, 재난으로 고통 받

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데 한국 사회가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세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지구 공동의 문제(전쟁, 기아, 

재난, 환경오염 등)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와 같다.

  난민 문제와 세계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연

구대상자인 국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난민 문제와 관련된 주장에 동의

하는 정도(M=3.31)가 세계 문제에 관련된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M=4.02)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난민 문제 270 3.3148 1.0023 1.00 5.00

세계 문제 270 4.0185 0.0921 1.00 5.00

전체 270

<표 Ⅳ-3> 난민 문제와 세계 문제에 대한 의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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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공감능력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문화적 공감능력이 난민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잠정적 결론으로 보고 실행되었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수집된 데이터가 회귀분석의 통계적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통제 변인을 포함한 독립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난민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서 부정적 태도와 정서

적 태도에서의 부정적 정서는 역코딩하여 평균을 낸 것을 활용하였다.

  <표 Ⅳ-4>에서 볼 수 있는 본 연구의 통제 변인을 포함한 독립 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대체로 .5 이내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산팽창인

            상관계수 
유의확률 1 2 3 4 5 6 7 8 9

문화적 

공감

능력

1. 인지 1 .477*** .272*** .320** .275*** .186** -.310*** .032 .163**

2. 정서 .000*** 1 .420*** .277*** .384*** .164** -.162** .052 .134*

난민에 

대한 

태도

3. 인지 .000*** .000*** 1 .509*** .507*** .015 -.134* .057 .063

4. 정서 .000** .000*** .000*** 1 .343*** .019 -.201** .084 .059

5. 행동

   의도
.000*** .000*** .000*** .000*** 1 .027 -.166** .047 .102

6. 성별(여성=1, 남성=0) .003** .007** .810 .762 .657 1 -.178** -.091 -.093

7. 정치성향 .000*** .008** .029* .001** .007** .004** 1 .103 -.010

8. 해외거주경험여부 .606 .402 .356 .447 .047 .141 .095 1 .318***

9. 다문화접촉경험 .009** .029* .306 .096 .102 .127 .868 .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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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4> 연구 독립 변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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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VIF)가 1.5 미만의 수치를 보여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

였다.

1) 문화적 공감능력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문화적 공감능력이 난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인지태도를 취할 것이다.”라는 주가설 1을 검증하였다. 

문화적 공감능력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두 요인으로 나뉜다. 인

지적 공감능력, 정서적 공감능력, 성별, 정치적 성향, 해외거주경험여부와 

다문화접촉경험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VIF

B ß

(상수) 1.330 .311 4.273 .000

문화적 

공감(인지)
.077 .064 .083 1.216 .225 1.411

문화적 

공감(정서)
.329 .060 .362 5.494 .000 1.309

성별 -.112 .067 -.099 -1.661 .098 1.076

정치성향 -.035 .026 -.081 -1.327 .186 1.135

해외거주경험여부 .036 .071 .031 .502 .616 1.125

다문화접촉경험 -.013 .041 -.019 -.314 .754 1.157

<표 Ⅳ-5>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25 .181 .161 .47939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2.521 6 2.087 9.080 .000***

잔차 56.765 247 .230

합계 69.286 253

* p < .05,  ** p <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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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중공선성의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5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난

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를 18.1%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

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Cohen(1988)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자주 

이용되는 R-squared의 중간 효과(medium effect)의 기준으로 0.13 이상을 

제시한 바 있어 기준은 충족하나 비교적 낮은 설명량이다. 이는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와는 별개로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유의미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난민 집단에 대한 태도가 

특수한 성질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검증 결과,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문화적 공감능력의 정서적 공감으로 나타났다. 난민

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에 문화적 공감능력의 인지적 공감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83, 

p=.225). 따라서 주가설 1의 하위가설 1을 기각한다.

  또한 정서적 공감능력은 유의수준 0.001에서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29, p=.000). 따라서 주가

설 1의 하위가설 2를 채택하였다.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면 정서적 공감능력이 1단위 높아질수록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가 

0.329점 높아진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에 통제변인인 성별(B=-.112, p=.098), 정치

성향(B=-.035, p=.186), 해외거주경험여부(B=.036, p=.616), 다문화접촉경험

(B=-.013, p=.754)이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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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공감능력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정서태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두 번째 주 가설은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

하여 수용적인 정서태도를 취할 것이다.”이다. <표 Ⅳ-6>은 인지적 공감능

력, 정서적 공감능력, 성별, 정치적 성향, 해외거주경험여부와 다문화접촉

경험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정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VIF

B ß

(상수) 2.038 .304 6.701 .000

문화적 공감(인지) .125 .062 .136 2.007 .046 1.415

문화적 공감(정서) .258 .058 .289 4.417 .000 1.311

성별 -.125 .066 -.113 -1.903 .058 1.079

정치성향 -.069 .025 -.165 -2.709 .007 1.136

해외거주경험여부 .048 .070 .042 .692 .489 1.133

다문화접촉경험 .004 .040 .006 .096 .923 1.169

<표 Ⅳ-6> 난민에 대한 수용적 정서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40 .193 .174 .46893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3.011 6 2.169 9.862 .000***

잔차 54.315 247 .220

합계 67.326 253

* p < .05,  ** p <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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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중공선성의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5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난

민에 대한 수용적인 정서태도를 19.3%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

명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검증 결과, 난민에 대한 수용적 정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문화적 공감능력의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과 통

제변인인 정치적 성향으로 나타났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 정서태도에 인지

적 공감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25, p=.046). 따라서 주가설 2의 하위가설 1을 채

택하였다.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지적 공감능력이 1

단위 높아질수록 난민에 대한 수용적 정서태도가 0.125점 높아진다.

  또한 정서적 공감능력은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B=.258, p=.000). 따라서 주가설 2의 하위가설 2를 채택하였다.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정서적 공감능력이 1단위 높아

질수록 난민에 대한 수용적 정서태도가 0.258점 높아진다.

  난민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의미하는 정서태도에서 통제변인인 성별

(B=-.125, p=.058), 해외거주경험여부(B=.048, p=.489), 다문화접촉경험

(B=.004, p=.92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

치성향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B=-.069, p=.007), 이는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할수록 난민에 대한 태

도가 우호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Adida, Lo, & Platas(2017)의 선행연구와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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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공감능력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세 번째 주 가설은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

하여 수용적인 행동의도를 가질 것이다.”이다. 아래의 <표 Ⅳ-7>은 인지적 

공감능력, 정서적 공감능력, 성별, 정치적 성향, 해외거주경험여부와 다문

화접촉경험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VIF

B Beta

(상수) .988 .503 1.963 .051

문화적 

공감(인지)
.164 .103 .109 1.592 .113 1.411

문화적 

공감(정서)
.460 .097 .314 4.752 .000 1.310

성별 -.112 .109 -.062 -1.027 .305 1.079

정치성향 -.073 .042 -.106 -1.728 .085 1.135

해외거주경험여부 .022 .116 .011 .187 .852 1.134

다문화접촉경험 .042 .066 .040 .637 .525 1.170

<표 Ⅳ-7>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18 .175 .155 .77699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31.681 6 5.280 8.746 .000***

잔차 149.719 248

합계 181.400 254

* p < .05,  ** p <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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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7>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중공선성의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5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난

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를 17.5%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

량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검증 결과,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문화적 공감능력의 정서적 공감으로 나

타났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에 독립 변인인 문화적 공감능력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B=.164, p=.113). 따라서 주가설 3의 하위가설 1을 기각하였다.

  또한 정서적 공감능력은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B=.460, p=.000). 따라서 주가설 3의 하위가설 2를 채택하였다.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정서적 공감능력이 1단위 높아

질수록 난민과의 어느 정도의 관계까지 맺을 수 있는지를 측정한 행동의도

가 0.460점 높아진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통해 측정한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에 통제

변인인 성별(B=-.112, p=.305), 정치적 성향(B=-.073, p=.085), 해외거주경험

여부(B=.022, p=.852), 다문화접촉경험(B=.042, p=.525)이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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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논의를 전개한 후 후속 연

구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한다.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적 공감능력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때 문화적 공감능력은 인지적‧정

서적 측면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하였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인지태도, 정서태도, 행동의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주가설 1.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인지태

도를 취할 것이다.

￮ 하위가설 1.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인

지태도를 취할 것이다.

￮ 하위가설 2.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인

지태도를 취할 것이다.

￭ 주가설 2.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정서태

도를 취할 것이다.

￮ 하위가설 1.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정

서태도를 취할 것이다.

￮ 하위가설 2.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정

서태도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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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설 3. 문화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행동의

도를 가질 것이다.

￮ 하위가설 1.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행

동의도를 가질 것이다.

￮ 하위가설 2.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하여 수용적인 행

동의도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 가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하는 국제고등학교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문지에 불

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케이스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측정된 총 271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문화적 공감능력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독립 변인으로,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하위 세 요인인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의도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공감능력의 인지적 영역은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문화적 배경이 달라 개

인이 겪게 되는 감정에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정서적 공감능력이 뛰어

날수록 난민에 대한 인지태도가 보다 수용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문화적 공감능력 중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에 대한 정서적 감응성을 의미하는 정서적 공감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

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인지적 공

감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나타내는 데

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수용적 인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난민집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가 다

른 집단에 대한 태도와 달리 특수성을 갖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앞서 

<표 Ⅳ-3>과 같이 난민 문제에 대한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와 세계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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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문화적 공감능력의 두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

두 난민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의미하는 정서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능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난민에 

대한 수용적 정서태도가 난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진행되는 기

존 수업방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할 때 문화적 공감능력의 정서적 영

역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시사한다.

  셋째, 문화적 공감능력 중에서도 정서적 공감능력은 난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난민에 수용적 행동의도는 난민과 어

떤 단계의 사회적 관계까지 맺을 수 있는가를 측정한 것으로 인지적 공감

능력의 경우 난민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정서적 공감능력이 뛰어날수록 난민과 보다 깊은 단계의 사회

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개인 간 교류의 깊이는 넓어지지 않으며, 문화적 배경이 다른 타인의 감정

을 경험해보는 정서적 공감능력이 발휘될 때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과의 교

류에 있어 보다 깊은 관계를 맺을 의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llport(1979)는 지배집단과 소수집단 간 평등한 지위에서 접촉한다는 조건

이 충족될 경우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난민에 

대한 수용적인 행동의도가 높을수록 실제로 난민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져 난민 집단에 대한 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독립 변인인 문화적 공감능력 이외에 통제 변인인 성별, 정치적 성

향, 해외거주경험여부, 마지막으로 해외여행빈도와 주변 외국인과 맺고 있

는 관계의 깊이, 대화빈도로 측정한 다문화접촉경험은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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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치적 성향은 난민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의미하는 수용적 정서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논

의하고자 한다.

  첫째, 난민 집단의 감정을 경험해보는 정서적 공감을 활용한 교육이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난민을 주제로 국제고등

학교 1학년 학생이 난민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함께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인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를 의미하는 문화적 공감능력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국내 

연구 중에서 난민을 연구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난민법 상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권리, 난민 심사 과정을 다루는 연구가 다수이고, 

난민을 대하는 내국민의 태도에 대해 다루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

서 갈수록 난민의 수가 증가하는 세계를 살아갈 세계시민으로서 난민을 접

할 기회가 더 많아질 청소년의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문화적 공감능

력의 정서적 측면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문화적 공감교육을 통해 난민에 대한 현재의 부정적으로 치우친 

태도를 보다 객관적 근거에 의해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내국민

의 난민에 대한 태도가 가짜뉴스(Fake news)를 통해 형성되어 지나치게 부

정적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우려하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중시하는 

공감을 강조하였다. 박성희(2014)에 따르면 공감은 앎의 방식으로서 정확성

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동정과 구별된다.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난민

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의미하는 난민에 대한 수용적 정서태도가 높게 나

타난 것은 청소년들이 문화적 차이와 그 차이에서 비롯된 차이, 실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록 난민에 

대한 태도가 보다 수용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측정한 선행연구의 척도를 

난민 집단에 활용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수정한 척도를 청소년에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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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선행연구와 같이 난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 척도에서도 인지적 측면이 

긍정과 부정의 2요인으로, 정서적 측면이 긍정과 부정, 연민의 3요인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감 척도로 측정한 관계맺음의 허용범위가 2

개 요인으로 나타나 1개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아 난민

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2.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해 몇 가

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난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난민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으나 난민 자체의 지위와 권리, 처우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내국민의 난민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 중

에서도 특히 난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추가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독립 변인인 문화적 공감능력을 포함하여 

통제 변인으로 성별, 정치적 성향, 해외거주경험여부, 다문화접촉경험을 설

정하였으나 연구 모형의 설명력이 20%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이는 난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변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독립 변인인 문화적 공감능력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는 일반적 상황과 일반대상을 가정하여 공감능력을 측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문화적 배경의 영향과 의미는 점

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한다. 문화적 공감능력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교육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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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또한 공감능력은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도 사회과 핵심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

역량과 깊은 연관되어 있다. 공감을 통한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에는 의

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도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요소로서 문화적 공감능력이 작용하기 때

문이다.

  셋째, 교육현장에서 문화적 공감능력의 두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과 정

서적 공감을 활용하여 난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

요가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난민에 대한 교육은 토론과 같은 

수행평가의 형태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난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더라도 난민이 처한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며 난민이 느

낄 법한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학습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 난민에 대한 정서적 접근을 의미하는 정서적 공감능

력의 처치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난민을 주제로 하는 교육의 방

향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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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여러분의 다른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가진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이해와 

반응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주세요.

◈ 문항의 ①, ②, ③, ④, ⑤는 연속선상에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하나의 번호에 빠짐없이 (V)표시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 정의 규정은 난민을 “인

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

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

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문화적 공감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면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동질적인 집단구성원 사이에서 나 혼자만 

인종이 다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그들이 한국말을 하는 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때 답

답함이 밀려온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인종 사람들이 그들의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으로 

인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이해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와 다른 인종에 대해 차별을 하는 제도적인 장벽(예를 

들어 제한된 구직 기회)을 인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왜 다른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의 전통복장(예: 히잡)을 굳이 입으려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과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기회를 찾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주변에서 다른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종적 배경 때문에 부당하

게 대우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을 위해 강력하게 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사를 당한 사람들을 알게 되면 화가 치민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심란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인종차별적인 농담의 영향력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모든 인종적 배경의 사람들을 위한

동등한 권리 증진 행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와는 다른 인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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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공감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는 우리사회에서 다른 인종 사람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지를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사람들이 다른 인종집단을 두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억압이나 고통을,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언론이나 대중매체가 자주 인종적 또는 민족적 고정관

념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사회가 어떻게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하

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부당한 처사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분노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왜 주류사회에 맞추기 보다는 자

신들의 고유한 민족문화적 전통을 지키려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2*
인종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은 

내겐 참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주변에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사람들이 다른 인종 사람들에 대해 인종적 농담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듣기 거북하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한국에 살고 있는 난민에 대한 여러분의 주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주세요.

◈ 문항의 ①, ②, ③, ④, ⑤는 연속선상에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하나의 번호에 빠짐없이 (V)표시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난민에 대한 생각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거부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거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유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똑똑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도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게으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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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생각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감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평화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폭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난민에 대한 느낌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정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14 불쌍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호기심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7 가엾다. ① ②　 ③ ④ ⑤

18 안되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9 싫다. ① ②　 ③ ④ ⑤

20 좋다. ① ②　 ③ ④ ⑤

21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난민과 어떤 관계까지 
맺을 수 있는지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연인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결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난민을 포함한 
세계 문제에 대한 의견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정부는 난민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제 난민을 수용해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난민 

자격을 신청 중인 사람까지도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

보험 및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아, 재해, 재난으로 고통 받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데 한국 사회가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세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지구 공동

의 문제(전쟁, 기아, 재난, 환경오염 등)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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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지금까지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
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3.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진보 진보 약한 진보 중도 약한 보수 보수 매우 보수

4.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행 목적인 경우 제외) 

있다면 어느 나라에 얼마 동안 거주하셨습니까?

① 거주 경험이 없다.

② 거주 경험이 있다.    약 (       )년  (         )개월, 거주 국가:

5. 현재까지 몇 번의 해외여행을 하셨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2회     ③ 3~5회     ④ 6~10회     ⑤ 11회 이상

6. 주변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① 가까운 가족이나 인척 중에 있다.

② 가까운 친구 중에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가 있다.

③ 학교나 직장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있다.

④ 이웃 중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살고 있어 때때로 본다.

⑤ 주변에 거의 없다.

7. 학교 밖에서 외국인과 대화하는 일이 있습니까?

① 매우 자주 대화한다. ② 자주 대화한다. ③ 가끔 대화한다.

④ 거의 대화한 적이 없다. ⑤ 전혀 대화한 적이 없다.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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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Ethnocultural Empathy 

on Global High School Students’ 

Acceptive Attitudes toward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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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 Kyung-Hwan, Mo, Ph. D.

  Our society is in conflict with refugees as many refugees from Yemen 

came to Jeju Island recently. The petition about the abolition of 

‘Refugee law’ drew the Minister of Justice response in the 

Cheongwadae petition board as the largest number of people agreed in 

July 2018. Moreover, teachers are appealing for prejudice, stereotypes and 

exclusivity of students in the school field.

  As considering the increasing number of refugee claimants, our society, 

which youths will face, will be a society where they live with a small 

group such as refugees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Therefore, as a 

member of society, young people will live in a society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contexts. They should be members of the society by us-

ing their ethnocultural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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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 of ethnocultural em-

pathy on the students’ acceptive attitudes toward refugees and utilize 

the effect for education. This study categorized ethnocultural empathy as 

‘cognitive empathy’ which can recognize differences in cultural back-

grounds and discrimination from those differences and ‘affective em-

pathy’ which can feel the person's feelings in that discriminative 

situation. Also, this study examined ethnocultural empathy’s effect on 

the acceptive attitude toward refugees.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acceptive attitude toward refugees was 

divided into three areas of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and defined as follows. Acceptive cognitive attitude means whether 

thoughts and beliefs about refugees are acceptable. Also, acceptive affec-

tive attitude means whether people form a favorable feeling for refugees. 

Finally, acceptive behavioral intention means the intention to engag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o verify this, hypotheses were set as follows.

￭ Hypothesis 1. The higher the ethnocultural empathy, the more likely 

global high school students will accept a cognitive atti-

tude toward refugees.

￮ Sub-hypothesis 1. The higher the cognitive empathy, the more likely 

global high school students will accept a cognitive 

attitude toward refugees.

￮ Sub-hypothesis 2. The higher the affective empathy, the more likely 

global high school students will accept a cognitive 

attitude toward refugees.

￭ Hypothesis 2. The higher the ethnocultural empathy, the more likely 

global high school students will accept an affective a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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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e toward refugees.

￮ Sub-hypothesis 1. The higher the cognitive empathy, the more likely 

global high school students will accept an affective 

attitude toward refugees.

￮ Sub-hypothesis 2. The higher the affective empathy, the more likely 

global high school students will accept an affective 

attitude toward refugees.

￭ Hypothesis 3. The higher the ethnocultural empathy, the more likely 

global high school students will accept a behavioral in-

tention toward refugees.

￮ Sub-hypothesis 1. The higher the cognitive empathy, the more likely 

global high school students will accept a behavioral 

intention toward refugees.

￮ Sub-hypothesis 2. The higher the affective empathy, the more likely 

global high school students will accept a behavioral 

intention toward refugees.

  To verify the hypotheses above, this study surveyed 275 first-year stu-

dents in three ‘International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located in 

Incheon and Gyeonggi in November 201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Hypothesis 1-1> was rejected as 

the cognitive factors of ethnocultural empath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acceptive cognitive attitude toward refugees. 

However, the <Hypothesis 1-2> was adopted as it is shown that the high-

er the affective empathy, the more likely global high school students will 

accept a cognitive attitude toward refugees. Both <Hypothesis 2-1> and 

<Hypothesis 2-2> were adopted as the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acceptive affective attitud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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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d refugees. The <Hypothesis 3-1> was rejected and the <Hypothesis 

3-2> was adopted as only the affective empathy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behavioral intention toward refugees.

  From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possible.

  First, affective empathy rather than cognitive empathy affects cognitive 

attitude, which implies prejudice and stereotypes for refugees. Second, 

both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s of ethnocultural empathy have pos-

itive effects on the affective attitude, which means emotional response to 

refugees. Third, it is not enough to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only 

when students can have vicarious experience of feeling in refugees’ sit-

uation can they have a degree of acceptive behavioral intention toward 

refuge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have the following educational implications. 

First, in education on refugees, it is necessary to use an educational 

method that utilizes emotional empathy to experience the feelings of ref-

ugee groups. Second, when students form attitudes toward refugees as 

members of a large group, the education is needed to allow students to 

examine more objective evidence to recognize differences from cultural 

differences and to understand refugees from their perspective. 

Key words : Ethnocultural Empathy, Refugees, Cognitive Empathy, 

Affective Empathy

Student Number : 2016-2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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