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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요어 : 대중매체 노출 정도, 청소년 다문화 수용도

학 번 : 2018-2310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대중매체 이용정도가 다문화 수용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보고 다문화 시대의 다문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수용

도는 대중매체 노출 정도에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의할 점은, 이것이 대중매체 속 다문화 콘텐츠

의 정책 효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 해석에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다문화 수용도

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이 보다 너그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셋째, 대중매체 노출 정도와 다문화 수용도가 맺는 관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자아 인식 개념, 사회자본 통제 시 달라졌다는 것은

대중매체 노출 수준이 자아 인식 개념과 사회자본 수준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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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에 발표한 청소년 종합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평일 방과 후 시간의 주 활동으로 텔레비전, 비디오 시청이 16.4%, 집에

서 인터넷(게임포함)하기가 12.9%로 1, 2순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청소년

의 생활 속에서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이용을 때어 놓기 어렵다. 이제 텔

레비전과 컴퓨터는 단순히 오락의 수단이 아닌 정보의 전달 및 학습의

도구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매체의 다양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청소년 계

층의 경우 생애 전 주기에서 매체에 대한 노출 및 이용 정도가 특히 높

다고 할 것이다. 그런 만큼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게임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폭력적인 행위들을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따라하여 발생한 사고

들에 대한 뉴스가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사회의 주

축이 될 세대인 청소년들이 어떤 매체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것으

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다문화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화는 우리나

라 사회 속 다문화의 증가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대중매체 이용이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

다.

2. 연구의 목적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필요도

가 증가하였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구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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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 가구로,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처럼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등장은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대한민국 사회에 유의미한 사회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보건대 사회 구성

원의 다문화 수용도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향후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계층의 다문화 수용도가 더

욱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는 현재 청소년 세대가 다문화 가정 2세

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해보는 연구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학년, 공동체의식

등이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대중매체의 이용이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대중매체 이용

정도가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보고 다문화 시대의

다문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그리고 산업구조의 개편, 생애

주기의 변화 등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다인종·다

민족·다문화사회로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가족의 변화, 교육 패러다임

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 등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만큼

다문화 가정을 단순히 대상이 아닌 사회의 공동주체로 보는 사회적 변환

(social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김영란,2013).

다문화 사회로의 변환은 우리 모두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이지만, 다문

화 가정 증가 추이와 2세들의 연령대를 고려해볼 때, 청소년 계층의 다

문화 수용성이 향후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계층으로 연구 범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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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청소년 계층의 다문화 수용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 계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

질 수 있다. 청소년 계층에 특히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여러 선

행연구들을 통해 보여 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청소년 시기에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한국 방송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송종길 경기대 언론미

디어학과 교수는 편향된 뉴스보도와 TV프로그램의 묘사가 외국인 당사

자들뿐만 아니라 한창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강조 하였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이는 외국인을 폄하하는 모습, 외국인을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지요. 청소년들이 자라면 더 개방화되고 국제화될

텐데 이런 맞지 않는 결과, 모순적인 가치 충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2011)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미디어의 영향이 중요하

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서봉언, 조현

미, 김민영(2015)의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

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해외방문, 그리고 외국인과의 접

촉이 다문화 수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중학

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중매

체를 통한 다문화 관련 미디어 접촉 경험이 청소년들의 문화 개방성과

이주민에 대한 포용력을 상승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세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은 생애주기를 함께하게 될 가장 가까운 세대인 청소년층

의 다문화 수용성이 향후 사회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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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18세 이하 자녀수를 보면 2009년 약 11만

명에서 2010년에는 12만명으로, 2011년에는 15만명, 2013년에는 19만명,

2015년에는 21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8).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결과 각 년도. 2018 국민다문화

수용성조사에서 발췌.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세대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들의 학교나 사회로의 진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교육기회

정보과에서 발표한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초·중·고등학

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다문화 학생은

2010년 31,788명에서 2017년 109,38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여성가

족부, 2018).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 외국인 주민 18세 이하 자녀 수 추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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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통계자료(https://nime.or.kr/?menuno=8)

전체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0년 이후 꾸준

히 증가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통계적 변화는 청소년 계층의 다문

화 수용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를 높이고 있다.

그림 3 연도별 전체 학생 수와 다문화 학생 수

자료 : 교육부 교육기회정보과. 2018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

그림 2 국내 다문화학생 현황



- 6 -

통계자료로도 알 수 있듯이, 현 시점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청소년 세대는 앞선 세대들보다도 다문화적 요소에 대한 노출이

큰 세대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에 1.1%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 100명 중 1명이 다문화 학생이라는 뜻이

다. 전체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과 달리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박영주, 이주은,2013). 따라서 청소년 계층의 다문

화 수용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높다 할 것이다.

2.연구의 방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 세대의 다문화 수용

성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

라 지표가 향후 사회통합의 지표로서 지니는 중요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세대와 달리, 현재 청소년 세대가 사회의 중추 세

대로서 자리 잡게 될 시기에는 ‘다문화’라는 것이 사회 균열의 한 축으로

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는 타국 및 타문화에 대한 이해나 수용도가 높지 않은

사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볼 때, 다양

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제고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양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당면 요구일 뿐만 아

니라 다문화시대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사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

는데 필요한 주요 자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청소년들이

사회인이 되어서 이끌어가야 할 우리 사회의 모습이 더 다양한 외국인

들과 더불어 생활해야 하고 다양한 인구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박영주,이주은 2013).

이에 따라 청소년 계층이 체험하는 대중매체 환경이 다문화 수용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

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자료에 기반을 두고 통계적 분석을 실

시하여 대중매체와 청소년 다문화 수용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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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이론적 검토

1.다문화와 관련된 논의

1) 다문화 주의

다문화주의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다문화적

지향적인 태도, 우리 문화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열린 사고이며, 공

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김경은,윤노아, 2012)다. 중요한 것은 동일

성이 아니라 차이, 주체가 아니라 타자, 단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닫힌

사고가 아니라 열린 사고이다. 과거의 제국주의가 타자를 전유하려 했다

면 다문화주의는 타자의 타자성을 환영하고 반기며 인정하는 태도를 지

니고 있다 (김종갑, 김슬기, 2014).

킴리카(Kymlicka)는 다문화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 국가적 수준에

서 법, 제도 등의 다문화주의 정책운용 뿐만 아니라 개별적 수준에서의

다문화적 스킬 역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

신념, 미덕, 습관 성향 등의 다문화적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영

란,201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 수용도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시민이 갖춰야 할 시민정신에 기본이 되어주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 사회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란 한 사회 내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종이 다양해지는 현상(한승준, 2011;심익섭, 남영

희, 2015)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이주민들에 의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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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한 사회에 유입되어 형성되는 사회(고병갑,2012 ; 심익섭, 남영희,

2015)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달리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들 중심의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단일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혼재되는 현상(정장엽,정순관,2014;심

익섭, 남영희2015)을 초래하였다.

3) 다문화 시민성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적

응능력을 요구하기 마련다. 킴리카(W. Kymlicka, 2010)의 견해에서 21세

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은 다문화 시민성이라고 밝혔다. 다

문화 시민성은 종족, 사회, 국가, 문화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다(이지현, 2013 ; 김수진, 윤은기, 황선영, 2018). 킴리카는 다양한 주

체가 소통과 교류하는 방식이 정립될 때 시민은 공동체의 이상을 실행할

수 잇게 되고, 다문화의 수용은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소수

자의 권리가 집단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집단 간의 평등한 관

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지현, 2014 김수진 등,2018). 킴리카의 다

문화 시민성은 정체성이 다른 문화 간에 존재하는 권력 차이의 인정과

소수문화 발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시민성이다(이지현, 2013 ; 김수진

등, 2018).

4) 다문화 정책

다문화 정책이란 본래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통칭

하는 것을 의미한다(원숙연,박진경,2009;심익섭,남영희,2015).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의 이론적 모형들은 차별적 배제모형, 동

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차별적 배제모형

은 내국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주민을 수용

하는 정책모형이다. 동화모형은 이주민 자신의 문화, 언어, 종교 등을 포

기하고 자신들을 받아들인 국가의 문화와 언어 등에 흡수되어 동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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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형이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이주민들의 고유문화를 인정하고 주류

사회와 공존하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정책모형이다(김수진 등, 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2년에 발표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심층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정주 이주민 사회통합 지

원과 국제결혼 가족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정주 이주민 사회통합의 성격을 지니는 정책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주된 구성내용일 것이다. 이렇듯 다문화 정

책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정책의 구성요소

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다문

화 가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자.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이주 노동자, 유학생, 난민, 동포 새터민 등 기존의 사회구성

원과는 다른 민족 혹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

칭한다(김명성, 2009).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

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

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즉 법적인 의미에서 규정된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감사원,2018).

위와 같이 정의된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가정의 형성배경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크게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으로 분

류될 수 있다(김명성,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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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일곤, 2009

이러한 다문화 가족의 증가추세는 괄목할 많 한 수준이데, 2016년

11월 기준 한국의 다문화 가구는 약 31만 가구, 가구원은 약 95만명 이

상으로 전체 가구 대비 1.6%, 가구원을 기준으로는 전체 가구원 중

1.9%를 차지한다고 한다(감사원,2018).

(단위: 가구, %)

주: 외국인+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외국인 등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부문-다문화가구), 2016년

합계 내국인

(출생)+
결혼이민자

내국인

(출생)+
귀화자

귀화자+
귀화자

내국인

(출생)+
다문화자녀

귀화자+
결혼이민자

기타주)

316,067 111 5,786 77,702 47,000 4 33,059 14,387 28,129

구성비 36.6 24.6 14.9 10.5 4.6 8.9

표 2 다문화 가구 기초 통계(2016)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

진 가정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

진 가정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

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

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

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

하는 가정

-탈북자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

진 가정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

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

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

정

-탈북자출신으로 결혼하

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표 1 다문화 가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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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은 외국인(foreigner) 또는 외국 태생(foreign

origin)의 절대 규모나 전체 인구 중 비중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이

적은 국가에 포함되지만, 2000년대 이후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국제이주에 있어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과 비교해볼 때 한국사회의 외국인

증가추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 것이다(여성가족부,2018).

주 : 한국, 일본은 외국인

자료 :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p.24.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2007년부터 연도별 귀화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귀화 사유 중에서도 결혼 귀화자의 비중이 높음을 감안

할 때 한국 사회 내 이주민 자녀 세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귀화자

결혼 38,991 23,839
41,41

7

56,58

4

69,80

4

76,47

3

83,92

9

90,43

9

92,31

6
기타

사유

15,06

0

41,67

2

32,30

8

39,87

7

41,30

6

47,04

0

49,77

5

55,63

9

65,74

8

표 3 귀화자 추이(명)

그림 4 OECD 회원국의 전체 인구 대비 외국 태생*인구 비중

: 2016/2010-2015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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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각년도. 2018 국민다문화수용성조

사 자료에서 발췌 후 재구성.

다음으로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초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은 주로 결혼 이주 여성의 생애주

기에 따른 정착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양상

이 외부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로 인한 분화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급증했던 시기인 1990년대 중반으로부터 20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는 우리 사회가 접하는 다문화 양상

은 달라지고 있다. 국제결혼의 배우자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 현상보다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의한 다문화 사

회로 이행이 두드러진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 속 다문화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양상의 변화는

결혼이민자로 대표되던 때 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요구한다.

연도 주요 추진 경과

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발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21개)

2007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제정 및 시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및 시행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발표(보건복지부)

2009

「다문화가족지원개선종합대책(안)」 발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규정」시행 및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
2010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10~2012년) 수립 및 추진
2011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으로 다문화가족정의 확대

20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결혼중개업체 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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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17년 11월) 재구

성.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다문화가족정책은 2006년 4월 대통령

자문 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12개 부처가 공

동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을 시초로

본격 추진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기구인 ‘다문화가족지원센

터’가 2006년에 21개 시·군·구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초창기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결혼이민자, 그 중에서도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2008년 3월「다문화가족지

원법」의 제정과 함께 다문화 정책의 대상이 여성결혼이민자 위주에서

다문화가족 전체로 확대되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유

관 기관 역시 매우 다양하다. 2018년 감사원 발표자료를 보면 다문화가

족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총괄·조정하고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집행하는 구조

를 띄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및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성제고와 한국어교재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 정책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만큼 개별 정책들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 계획을 살펴보는 것으로 개별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를 갈음하기로 한다.

①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수립 및 추진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발표

표 4 다문화 정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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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다문화가족의 삶의질 향상 및 안정

적인 정착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

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경론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

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

해제고를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는 대중매체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제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이 함께 하는 문화·생활체육 프로그램 활

성화를 위해 영화 공동제작, 연극단 구성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다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국민들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미디어 홍보

강화 방편으로서 다문화 특집기사, 아리랑TV활용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드라마 제작 지원, 공익광고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②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 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

하는 다문화사회를 비전으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계

획에서는 86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정책과제는 다양

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의 6가지 하위범주

로 구분되어 진다.

제 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

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방송 등 콘텐츠 제작 관계자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 및 활용하는 방편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 관련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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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EBS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계획하

고 있다.

다문화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과 더불어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활용해 다문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인식 유도를 위

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역시 계획하고 있다.

③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음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

화 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를 목표로 5개의 세부 항목에 대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3차 다

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항목은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이다. 2018년부터 새

롭게 추진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계획에서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

적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 미디어 모

니터링단 운영 및 개선 사례 발굴,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다각화를 추진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에 대해 학계에서는 다음의 시각이 존재한다. 우

리나라의 이주·사회통합정책은 다양성과 차이에 관한 인정보다는 이주민

이 우리 국민으로서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크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내 이주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갈등 없이 공존하기를 바라

지만,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

주·사회 통합정책은 이주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국인과의 통합정책

을 의미하며, 국내생활 적응 및 안정적 정착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이주외국인과 내국인 간 가치존중을 위하여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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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함양 등도 이주·사회통합정책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미비한 편이라고 한다. 새로운 이민자들의 유입과 이들의 민족

적·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

기 위해서는 기회 균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자리 제공, 언어

교육,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성미, 2012 ; 송민혜, 양승범 , 2017).

정주민과 이주민 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민과

정주민 쌍방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란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한 사회에서 제한 없이 평등한 공동체로 진입시키는 과정을 이

른다(김영란,2013). 따라서 다문화정책을 위해서는 단순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에 함께 거주하게 될 정주민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다문화 사회에서 살

아가게 될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도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할 것이

다.

김영란(2013)은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다문화 주의 정

책이 소수집단의 서열화와 차별 은폐, 탈정치화 및 소수집단 분열을 야

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소수집단을 보호하고 섣부르게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내세운 다문화주의 정책이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분리

및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고립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다양한 이주 집단

에 대한 차별철폐와 평등한 권리보장, 소수자 권리 강화조체 등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더불어 정주민과 이주민들의 일상적인 문화

의 다양성을 공유하고 경험함으로써 서로 간에 우호적이고 교차적인 사

회성을 만드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 다문화 수용도

(1) 개념

다문화수용성이라는 태도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접근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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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인다. 이영하(2014)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은 다양성과 이질성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요하는 동시에 공존과 조

화라는 가치의 수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다문화사회로의 이해를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민족인종과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로 규정하거나, 서로 다른 인종

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이해하기도 한다.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을 채택하는 연구들은 외국인이

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회적 거리감, 국민정체성 등 기존 연구

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들을 하위요소로 포함시키면서 더 나아가 다문화

적 가치에 수용적인 태도를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정립하려는 접근을

취한다. 넓은 의미의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

의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

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과의 공존이라는 사

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를 다문화 수용성으로 폭넓게 정의하기도 한

다.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 개념이 사용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 태도를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에 대한

수용 태도로 접근하는 경우(윤상우, 김상돈, 2010) , 자신과 다른 구성원

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적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

하는 태도로 정의하는 경우(황정미,2010),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화공존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며 이주민에게 시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려

는 태도(윤인진, 송영호,2011) 등이 있다.

한편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다문화사

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다른 문화에 대하

여 집단별 편견(인종, 국가 등)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

정(상호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 설정(공존의 방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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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및 노력하며,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대할 때 출신지역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차등을 두지 않으면서 세계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

에 입각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의미의 태도를 뜻한다고 하

였다(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김금미, 이면진, 2012; 국민다문화수용성조

사연구,2015). 위와 같은 개념정의에 입각하여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

는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을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 등의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의 개념을

준용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차례에서 국민다문화수용성에서 정의한 다문

화수용도의 하위 구성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2) 구성요소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수용성지수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3개의 차원은 8개의 하위 구성요

소를 지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 다문화수용성지수 소개

자료: 여성가족부,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2018.

하위 구성요소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 개방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주민 유입과 정주를 인정하는 정도를 뜻한다.

국민 정체성의 경우 국적, 한국어 능력, 전통적 음식 선호, 생득적 지위

가 다른 것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며, 국민 자격을 부여하

는 것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측정하고 있다. 고정관념/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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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 정도를 측정하며

외국인 이주민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개념화한 일방적 동화기대는 비주류문화집

단의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동화가 아니라 주류문화집단에 의해 기대되어

지고 요구되는 형태의 동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방적 동화기대는 주류

문화집단 입장에서 소수자인 이주민이 우리문화에 동화 및 순응할 것을

기대하는 정도를 뜻한다. 거부·회피정서는 이주민 접촉상황에서 비합리

적인 부정적인 정서가 이는 정도를 측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부색이

나 출신지역이 다른 외국인이나 이주민들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접촉을 꺼리거나 위협, 불결함과 연관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상호교류행동의지는 이주민과의 친교관계를 맺고자 하

는 의지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외국인이나 외국 이주민을 차

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들과 상호 호혜적이고 적극적인 교

류관계를 맺으려는 태도를 뜻한다. 이중적 평가는 경제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두는 정도 측정한다. 세계시민 행동의지는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추구 및 실천의지를 가진 정도를 측정하였다.

2. 대중매체와 관련된 논의

사람들이 세계를 파악할 때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범주화

이다.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투, 외모, 종교,

인종, 국적, 성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분류하고, 같은 범주에 속한 사람

들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

의 범주에 속한 특성을 그 구성원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시킬 때 고정

관념을 적용한다고 설명한다(다문화인권프로그램,2011 ; 이상희, 김진숙,

한기호, 2011). 이처럼 고정관념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용도 역시 이러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결혼 이주민의 삶을 부정적으로 다룬 내용과 긍정적으로 다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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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정연구,송현주, 윤태일, 심훈,2011)를 살펴보면

내용 구성 방식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에 대

한 기억은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쳤는데,

긍정적 뉴스에 대한 기억이 많을수록 부정적 고정관념은 약해지는 반면

부정적 뉴스에 대한 기억이 많을수록 부정적 고정관념은 강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최재우, 강운선,2015). 이처럼 매체 콘텐츠 소비가 생각 및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 있

다.

1)미디어의 고정관념 강화 효과

미디어와 이용자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에 집중하는 관점과 이용자의 능동성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다.

강력한 미디어의 힘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텔레비전의 시청이 소비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기고,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시민적 참여

(civic participation)를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배상률, 이재연

2012). 특히 시청자들로 하여금 편향된 시각을 고취시킬 가능성이 있다

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그 이면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미디어 속 콘텐츠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기초하고 있음과 동시에 소비자

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므로 소비자들이 선호할만한 특정한 외적인 조건

에 치중될 가능성이 높다. 즉 “최소한의 거부 프로그래밍(least

objectional programming)”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프로

듀서들로 하여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거부감이

나 불편함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Croteau,

Hoynes&Milan, 2012). 이는 결국 프로그램의 시청이 특정한 스테레오타

입(stereotype)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청자

들이 경계심을 풀고 텔레비전을 시청할 경우, 남존여비 사상, 여성의 외

모 우선주의, 유색인종과 백인인종의 차별적 묘사, 정치적 중립주의 등

사회 엘리트 그룹의 이데올로기를 내재(internalization)하고 기존의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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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타입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배상률,이재연 2012).

이에 대하여 해당 연구들이 기원한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오래도록 사회의 균열로서 자리 잡아 왔던 만큼 그러한 스테레

오타입의 강화나 양산이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

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사회 역시

다문화 사회로 이행단계에 접어 들고 있음은 여러 통계적 사실들로 보

여 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사회에서도 인종적 차이나 외관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균열과 사회적 편견이 양산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게다가 우리사회의 타 국가와 외국인에 대한 뉴스를 보면 ‘형평성’에서

벗어난 보도 행태를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박기순,이남표,2008). 뉴

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방송 드라마나 오락/코미디

프로그램들에서도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편향된 묘사가 많음을 쉽게 찾

아볼 수 있다고 한다(배상률,이재연2012). 이에 대중매체에 대한 노출이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실증적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청소년 계층의 경우 대중매체에

대한 노출이 특히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

다고 생각된다.

2)간접 접촉 이론

대중매체라는 것이 일종의 간접 경험의 수단임을 생각할 때, 간접경

험이 의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이론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접 접촉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간접접촉이론 소개

대리 접촉이론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을 집단 간 접촉 연구에 적용한 
이론

확대된 접촉이
론

내집단 구성원의 인식에 따라 편견이 감소한다는 이론

상상접촉이론 상상만으로 실제 경험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는 이론
의사사회 접촉 미디어의 등장인물과의 의사사회 작용이 대상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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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영권, 2018. 재구성.

이러한 간접접촉이론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디어 시청이나 관찰로

획득된 간접 접촉경험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험이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현영권,2018). 이렇듯 간접

경험으로도 충분히 인식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청소년

들의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들이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 질문 1. 대중매체는 다문화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가?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1) 자아개념

청소년 계층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들을 검토해보면, 교육학이나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영미, 김진석(2015)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

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과 정적인 관계

를 갖는지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나며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

이론 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

표 5 간접접촉이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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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해

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김혜진, 홍혜영(2018)의 연구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청소년의 인지심리적 측면의 연구는

교육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체계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 박애선(2017)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개

인수준, 가족수준, 학교수준, 지역사회수준의 요인들 중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상태, 자아탄력성,

양육방식(방임), 교우관계, 교사관계,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등이

다문화 수용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아탄

력성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강할수록 다

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2) 학업

이정우(2008), 김경근과 황여정(2012) 등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다양성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라고 나타났다(최재우,

강운선 2015). 이형하(2014)의 연구에서도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구 총소득이 높아질수록 사회자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찬가지로 남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학력이 높아질수

록, 가구 총소득이 높아질수록 다문화 수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사회 자본

푸트남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쓰이는

사적 재산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협

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

이다(김기홍, 허태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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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다

문화 수용성 관계를 연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사회적 자본 요인 중 ‘신뢰’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형하,2014).

서울특별시 시민을 대상으로 서베이(2011) 분서결과, 사회신뢰, 호혜

성의 규범, 교량형 연결망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회자본과 지역사회통합(community integration)에 대한 연구결

과,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하

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핵심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사회자본은 다

문화 수용성이나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이형하, 2014).

한편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시민

의식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Torny-Purta, 2001 ; 김태준·김안나·김남

희·이병준·한준, 2003 ; 원미순, 박혜숙, 2010). 아동에서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출 때, 그것은 사회발전을 위한 지속적

이고 잠재적인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은 한 국가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시민 의식은

그 특성상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가변적인 속성을 갖

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지

지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존재하며 이러한 기본 가치들은 시민의식을 구

성하는 내적 요소가 되고 있다(모경환·김명정·송성민, 2010 ; 원미순·박

혜숙 2010).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시민의식의 구성요인

들을 정리해볼 수 있다.

연구자(연도) 시민의식 구성요소

Cogan(2000)
국가정체성, 권리 및 자격의식, 책임
과 의무감, 참여의식, 사회적 가치 수
용

IEA(2001)
민주주의 시민자질, 국가정체성·국가
적 관계, 사회통합·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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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은림·선광식, 2007 ; 모경환 외. 2010 ; 원미순·박혜숙2010 재인용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민의식이 다문화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초등 및 중학생의 다문화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박혜숙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구정화(2015)

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초등학교 5,6학년

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초등학교 5학년에 비해 6학년이 보다 더 낮은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지니고 있으며 두 변인 모두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

을 ‘시민성 지체현상’으로 보고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공동체의식과 다

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성 교육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

하였다.

4)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관심이 조절변수로서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 현영권(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심을 사회 공동체

에서의 소속감, 타인에 대한 관심과 흥미, 사회적 협력을 표현하는 능력

이라고 규정하고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다

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심이 조절효과를 지닌다는 것

을 보였다.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개념이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김태준 외(2003)
국가정체성, 신뢰 및 가치공유, 권리 
및 책임의식, 참여의식

지은림·선광식(2007)
준법의식, 사회정의 의식, 책임의식, 
참여의식, 봉사의식, 평등의식 

표 6 시민의식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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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도 있다. 사회적 거리감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친밀감의 정도를 의미하며,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대해 얼마만큼 사회적

거리를 느끼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김영란,2013). 서울지역 5개 초등학

교 6학년들을 대상으로 인종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조

사한 이상희 등 (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고정관념과 감정보다는 사회적

거리감이 다문화적 가치와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 즉 사회적 거리

감이 가까워질수록 다문화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이거나 외국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사회적 거리감을 줄일 때 다문화적 가

치도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김영란(2013)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정체감, 인종차별, 편견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리감, 문화다양성 수용에 한계가 있으며 이주민들

역시 한국인의 시선과 차별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 유색인종은 한국에 대해 인종을 차별하는 사회로 보고 있으며 부정적

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동훈과 윤홍식(2008)의 연구에서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 거리감이 드러났다.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

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국민정체성 문제를 직접 설

문조사 하였는데, 국제결혼가족(혼혈) 자녀들을 ‘한국인’또는 ‘한민족’으로

보는가 여부를 놓고 일반인, 대학생, 그리고 결혼이민자 부모들의 응답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한

국인인 동시에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은 반면, 한국인들은 그

러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정미,2007;정석원,정

진철,2012).

위의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

회적 거리감은 여러 차례 관찰된 바 있다. 이러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

식은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

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김영란,2013). 따라서 사회적 거

리감을 감소시키고 다문화 수용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다문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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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배양하여 사회 자본을 축적할 때, 다문화 수용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 (다문화 교육, 해외방문 경험 등)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란 다양한 문화, 민족, 성, 그

리고 사회계층의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얻고, 긍정적인 문화교

류 태도와 인식 그리고 행동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정석원·정진철,2012).

김선애, 한종화(2017)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교육이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활동은 유아의 인종

편견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토리텔링을 활

용한 다문화 교육활동은 유아의 다문화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구광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다문화교육경험

과 다문화 수용성 태도간의 관계를 연구한 강운선(2014)의 연구에 따르

면, 다문화 교육경험은 사회적 거리감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더불어 다문화 교육경험 유형별로 다문화 수용성 유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정석원(2014)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다 직접적인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

구 역시 존재한다. 심미영, 이둘녀(2015)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인식 개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타문화에 대한 편견 및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

화경험이 고정관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다문화인식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수

용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 김상태(2016)는 다문화가

정 학생들과 함께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서공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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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연구 결과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 경력이 많을수록 다문화적 개방성 수준 역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외에도 학년에 따른 다문화 수용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 역시 존

재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

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

로 다문화교육을 통해 외모와 피부색,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 그들의 긍

정적인 부분이 왜곡되거나 차별받지 않게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바

른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타민족에 대하여 교

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이진옥,2011;이상희 등, 2011).

이렇듯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하

여는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다. 종합해보면, 성별, 부모 학력, 성적, 해외

경험, 다문화 교육 경험 등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위의 요인들 모두 청소년 개개인이 지닐 수 있는

특성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에

서 밝혀진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다문화

수용도와 대중매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것이

다.

2.대중매체와 다문화 수용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문화에 대한 대중매체 경험이 많을수록, 교사의

다문화적 인식이 높을수록, 친구 중 다문화가정의 친구가 있을수록, 남학

생 보다는 여학생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일반청소년들의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옥, 2011; 이상희 등, 2011). 사

회적 거리감이란, 1920년대 미국사회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인종문제의

갈등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Bogardus(1925)가 처음 사용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개인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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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을 측정하는 것으로 태도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이상희, 김진숙, 한기호, 2011).

현영권(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간접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간접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때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다문화 간접

접촉경험은 외국출신자에 대한 부정적 표현한 미디어 접촉이었는데, 이

는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묘사가 부정적인 내용에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간

접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의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민무숙·안상수·김이선·김금미·조영기·류정아(2010)의 연구에서 외국출

신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한 미디어 접촉이 많을수록 다문화수용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외국 출신자에 대해 부정적

으로 묘사한 콘텐츠에 노출될수록 다문화 수용도는 낮아진다고 밝혔다.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연구한 이지영

(2013)의 연구에서도 역시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간접 접촉이 다문화 수

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최재우, 강운선(2015)의 연

구에 따르면 대중매체는 콘텐츠 내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수용자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콘텐츠 내용

은 수용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차별적인 효과를 미친다

고 밝혀졌다.

아동의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미디어

경험(Chang&Lee 2010 ; 박재옥, 이완정, 2013)이 많을수록 다문화 인식

이 긍정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청소년인 만큼 유아와 여러 부분에 다른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시

사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다문화와 대중매체 경험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된 콘텐츠를 소비할 때 다문화 수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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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

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 콘텐츠의 내용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콘텐츠 내용에 대한 선행 연구 역시 존재한다. 허찬행, 심영섭

(2015)의 연구에서는 텔레비전이 재현하는 다문화사회의 모습에 대해

FGI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텔레비전에서 재현되는 다문화 사회의 모

습이 동화주의적인 경향과 문화적 열등감, 편견 양산에 기여한다는 비판

을 제기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다문화 관련 내

용들이 지향해야 할 점을 사회통합으로 제시하고, 이주민 자녀세대를 위

한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써 방송의 역할을 조망하였다.

이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외 에도 대중매체 속 다문화 콘텐츠에 대

한 연구는 영화 등 다문화 관련 대중문화물에 대하여도 이루어졌다. 이

기형, 정준, 구승우, 전솔비, 이승중, 박민(2014)의 연구에서는 영화 『완

득이』의 서사부석과 장르분석 그리고 주요 캐릭터들이 형상화되는 방식

을 복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해당 작품이 지닌 다문화

사회의 현실과 다문화인에 대한 시각이 지닌 한계점에 대해 논하고 있

다. 작품 『완득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에 대해 분석한 연

구는 허정(2012)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작

품의 성공이 다수중심의 틀을 해체하기보다는 확장해가는 방편으로서 기

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대중매체가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향에 대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 정의철(2013)의 연구를 보면

미디어를 교육과 사회화의 중요 도구로 파악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시행

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과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정책 관계자, 미디어 활동가 및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디어에서 제공해야할

프로그램의 방향과 다문화·미디어 교육 홍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 은지

용(2007)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다문화적 인성 발달을 위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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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강의법과 자료들을 활용하여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컴퓨터 활용 및 인터넷,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해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3.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앞선 선행연구 소개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문화 수

용도와 대중매체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다문화 콘텐츠를 소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문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간접 경험이 다문화 수

용도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인과관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다문화

수용도가 애초에 높거나, 높아질 여지가 있었던 개체가 다문화 콘텐츠도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문화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사람일수

록 다문화 관련된 콘텐츠 소비 역시 거부감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만

약 다문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사람이라면, 콘텐츠 소비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대중매체 경험을 다문화 콘텐츠 소비로 한정하게 될 때 인

과관계의 내생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경험을 다문화 콘텐츠 소

비로 한정하지 않고 대중매체 경험 전반과 다문화 수용도의 관계를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앞서 여성가족부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의 생활은 대중매체

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

중에 비하여 대중매체가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청소년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대중매체

경험 전반으로 확대하게 될 때,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어온 다문화

관련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보면, 대중매체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다문화

수용도에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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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질문 2.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에 어떤 영향을 끼

치는가?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주 ㅇ기타 요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대중매체

경험이 청소년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

용도에 대중매체 경험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존재해왔으

나 단독으로 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만큼 본 연구에서 그 영

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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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 이용 정도를 독립변수, 청소년 다문화 수

용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제변

수로는 자아 인식, 사회자본, 학생 개인 특성, 가정환경, 학교 특성을 선

정하였다. 각 통제변수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언급된 것들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대중매체 이용 정도의 경우 대중매체 이용시간을 통해 측정할 예

정이다. 모든 대중매체 수단에 대한 이용시간 측정이 힘들기 때문에 대

중매체 중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이용시간을 더해 대중매체 이용시간을

산정하도록 하겠다.

학생 개인 특성과 가정환경, 학교 특성은 항상 통제되는 인적사항

으로 모든 모델에서 동일하게 통제될 예정이다. 자아 인식 개념과 사회

그림 7 연구 모형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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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개념의 경우 각 구성 요소별로 모델을 구성해 분석할 예정이며, 두

구성요소를 모두 포괄한 자아 인식 통제 모델, 사회자본 통제모델을 사

용해 분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통제변수들을 전부 통제한 상태

에서의 모델을 구성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탐구해보려 한

다.

제2절 연구가설

1. 대중매체 이용이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앞서 연구 질문에서 소개한대로 대중매체의 이용이 다문화 수용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연구 질문으로부

터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

연구가설 1-1. 컴퓨터 이용정도는 다문화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텔레비전·비디오 이용정도는 다문화 수용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대중매체 이용정도와 다문화 수용도의 관계

대중매체의 이용이 다문화 수용도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고 할 때,

그 방향 역시 중요할 것이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다문화 관련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다문화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에서 묘사되는 내용이 다문화에 긍정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 노출 경험이 다문화 관련 콘텐츠에 한

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하는 콘텐츠 내용 전반

이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방향일지 고려해 봐야 한다. 지

금까지 다문화 콘텐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콘

텐츠에서는 아직 편향된 묘사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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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대중매체 노출 경험이 다문화 수용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

을 것이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2-1. 컴퓨터 이용정도는 다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텔레비전·비디오 이용정도는 다문화 수용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아 인식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대중매체 이용정도와 다문화

수용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독립변수가 다문화 콘텐츠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대중매체 이용을 통해 영향을 받는 개인의 인식 측면은 다양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의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만큼 청소년들의 대중매체 경험이 자아 인식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 인식 관련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대중매체 이용 정도가 다문화 수용도와 유

의미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가설 3-1. 자아 존중감이 통제되어도 컴퓨터 이용정도는 다

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3-2. 자아 존중감이 통제되어도 텔레비전·비디오 이용정

도는 다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3-3. 자아 정체감이 통제되어도 컴퓨터 이용정도는 다문

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3-4. 자아 정체감이 통제되어도 텔레비전·비디오 이용정

도는 다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5. 자아 관련 인식이 통제되어도 컴퓨터 이용정도는 다

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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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3-6. 자아 관련 인식이 통제되어도 텔레비전·비디오 이

용정도는 다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회자본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대중매체 이용정도와 다문화

수용도의 관계

다문화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법과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개별적 수준에서 다문화적 시민이 지녀야할 지식·신념·미

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다른 민족의 신념과 차이 그 자체를 인정

하는 시민 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김영란, 2013).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

화 수용도는 시민 정신의 일부라고 보여진다.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를

살펴본다는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서 ‘나’라는 존재와 전혀

다른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다문화의식에서 뿐만 아니라 공

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인식에서도 조사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인식을 통제한 후에도 대중매체 이용정도와 다문화 수용도 간

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사된다면 보다 엄밀한 수준에서

둘 사이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인식을 사회자본의 일부로 보고, 이를 통제한

후에도 대중매체 이용정도가 다문화 수용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3-1. 지역사회 인식이 통제되어도 컴퓨터 이용정도는 다

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 지역사회 인식이 통제되어도 텔레비전·비디오 이용

정도는 다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3. 공동체의식이 통제되어도 컴퓨터 이용정도는 다문

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4. 공동체의식이 통제되어도 텔레비전·비디오 이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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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다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5. 사회자본이 통제되어도 컴퓨터 이용정도는 다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6. 사회자본이 통제되어도 텔레비전·비디오 이용정도

는 다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법

1. 종속변수 : 다문화 수용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다문화 수용도항목은 총 5가지 항목으로 조

사되었으며, 제 2차 조사인 2011년부터 2016년 마지막 조사까지 진행되

었다. 다만 마지막 조사 시기에는 해당 청소년이 이미 성인이 된 후에

측정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된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매우 
그렇
다

그런 
편이
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
한 단짝이 될 수 있다.

1 2 3 4

이성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
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귈 수 있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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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KCYPS) 중1패널 제 1-7

차 조사표 (2017)

해당 조사에서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족과는 다른 문화

적 배경(출신 국가, 인종 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대대로 한국에서

살아온 가정의 청소년과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 새터민(탈

북자) 가정, 중국 조선족 가정 등의 청소년은 “서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위 설문 항목에 대해 1점에서 4점 척도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각

점수별로 ‘매우 그런 편이다-그런 편이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

지 않다’의 값이 부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역코

딩을 통해 점수를 계산하였다.

본 조사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 측정을 목표로 실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 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에 해당 조사표에서 질문하고 있는 질문의 취지와 내용들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KMCI)의 구성개념 및 가중치를 기준에 비춰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
할 수 있다.

1 2 3 4

표 7 다문화 수용도 조사 문항

차원 하위 구성요소 
일반 KMCI 가
중치

청소년 KMCI-A
가중치

국민다문화수용
성(KMCI)

소계 100 100

다양성
문화개방성 12 11
국민정체성 13 13
고정관념/차별 14 16

관계성 일방적동화기대 12 11
거부/회피정서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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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연구(2015.11.)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KMCI)의 구성개념 및 가중치재구성

위 문항들을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의 구성개념에 비춰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 다양성 차원과 관계성 차원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다양성

중에서도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 정도를 측정하며

외국인 이주민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고정관념·차별이라는 하위 구성요소와 연관된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 관계성차원의 경우 하위 구성요소 중 상호교류행동의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하위 구성요소가 이주민과의 친교관계를 맺

고자 하는 의지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외국인이나 외국 이

주민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들과 상호 호혜적이고 적

극적인 교류관계를 맺으려는 태도를 뜻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한국아

동·청소년패널 조사표에서 다문화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질문

들은 관계성 중에서도 상호교류행동의지를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

어진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다문화 수용도를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앞

서 언급되었다시피 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는 다문화 수용도를 중

점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닌 만큼 다문화 수용도를 측정하는 질문들이 국

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 측정되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하위 차원을 모

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데이터의 한계

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다문화 수용성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위 차원의 가중치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본 연구 데

이터의 다문화 수용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구성

교류행동의지 12 13

보편성
이중적 평가 12 11
세계시민행동의
지 

11 10

표 8 다문화 수용성 하위 구성요소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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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따르면 다양성과 관계성은 각각 40과 39의 가중치를 지닌다. 그

중에서도 본 조사표의 질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위차원들의

가중치를 비교해보면, 고정관념·차별의 경우 16, 상호교류행동의지의 경

우 13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받고 있다. 고정관념·차별이 지니는 가중치

가 상호교류행동의 가중치보다 약 1.2배 크지만 차원의 개념에서 볼 때

다양성과 관계성이 큰 가중치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하위 문항들의 가중치를 모두 동일한 것으로 계산하고자 한다.

2. 독립변수 : 대중매체 이용 정도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 이용 정도를 컴퓨터 이용정도, 텔레비전 이용

정도를 통해 측정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 이용정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컴퓨터 이용정도는 ‘하루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되고 있다.

위 질문에 대하여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하루 평균 약 몇 시간 몇 분을

이용하는지 조사되었다. 여기서 주중이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를 이르

며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데이터의 단위를 분단위로 통일한 후 다시 시간

단위로 변환하여 1주일에 학생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컴퓨터 이용에

사용하는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텔레비전 이용 정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텔레비전 이용정도는 ‘휴식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DVD를 시청하는 시간’이라는 항목을

통해 조사되고 있다. 위 항목 역시 학교 가는 날과 학교 가지 않는 날로

나누어 하루 평균 약 몇 시간 몇 분을 해당 활동에 이용하는지 조사되었

다. 여기서 학교 가는 날이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를 이르며 학교 가

지 않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데이터의 단위를 분단위로 통일한 후 다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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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변환하여 1주일에 학생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TV 시청과 비

디오·DVD 이용에 사용하는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1) 학생 개인 특성 : 성별, 해외방문 경험, 사회성, 학업 스트레스

(1) 성별 :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성별에 따라 다문화 수용

도가 달라진다는 논의가 있어 본 연구에서도 역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통제하고자 성별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2) 해외방문 경험 : 사회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적절한

구조화가 이루어진 집단 간 접촉은 집단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시키며 편견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이론을 접

촉 가설(집단 간 접촉)이라 하며 집단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해 집단 간

편견 감소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Dovidio, Eller & Hewstone, 2011 ;

현영권, 2018). 해외방문 경험 역시 집단 간의 접촉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해외방문 경험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직접 체험의 기회

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역시 앞선 연구들에서 다문화 수용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논의들이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의

노출 정도와 다문화 수용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자 해외 방문

경험을 통제하였다. 해외방문 경험은 ‘지난 1년 동안 외국에 가 본 경험

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해당 항목에 대한 대압은 있

다/없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 경험 있음을 0으로 방문 경

험 없음을 1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3) 사회성 : 다문화 수용도라는 개념이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시민 정신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

는 사회성 정도가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 통

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성은 사회적 위축 정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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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축 정도는 다음의 5가지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나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ƒ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나는 수줍어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위 질문들에 대하여 1점에서 4점 적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점수별로

‘매우 그런편이다-그런 편이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값이 부여되었다. 위의 설문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느낄수록 사회적

위축 정도가 적고, 사회성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4)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 학생의 성적에 따라 다문화 수용

도가 다르다는 것은 앞선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밝혀진 변인이다. 본 연

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점수가 높지 않아도 성적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 학

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객관적

인 성적의 수준이 아닌 성적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통제하기로 하였

다.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아질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수준을 통제함으로써 학

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다문화 수용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한다.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학생은

자신의 학교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1점에

서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점수별로 ‘매우 만족한다-만족하는 편이

다-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부여되었다. 본 분석

을 위해서 역코딩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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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 환경 : 부모 학력, 부모 직업 여부, 가구 소득, 다문화 가

정 여부

(1) 부모 학력 :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 수준이 높아질

수록 다문화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청소년의 경우 보통 주위의 보

호자에게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 등의 부분에서 가르침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학력 수준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과 관련

한 이자형과 김경근(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 부모 학력, 성적, 다문화가

정 여부 등의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최재우·강운

선,2015). 이에 조사 대상인 학생들의 부모 학력 수준을 통제변수로 선정

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부모님(또는 보호자)의 교육수준을 1

에서 6의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척도별로 중졸이하-고졸-전문대 졸-

대졸-대학원 졸-해당사항 없음의 값이 부여되었다. 데이터 클리닝 작업

을 통해 해당사항 없음 항목을 0으로 코딩하여 점수가 높아질수록 학력

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부모 직업 여부 : 부모가 근로하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 역시 상이할 것으로

생각되어 부모 직업 여부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

된 자료조사에서는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현재 일(직업)을 하고 계십니

까?’라는 질문을 통해 부모의 근로 여부를 조사했으며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해당사항 없음’의 3가지 항목으로 답안을 구성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근로 여부를 통제하고자 한 것이기에 ‘해당

사항 없음’과 ‘일을 하고 있지 않음’을 같은 값으로 처리하였다.

(3) 가구 소득 : 앞선 연구들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문

화 수용도 수준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밝힌바 있다. 이에 가정환경의 통

제 변수 중 하나로써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선정하였다. 가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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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수준은 청소년이 아닌 보호자용 조사표에서 각 학생의 보호자에게 해

당 가구의 지난 1년간 가구 소득의 대략적인 수준을 묻는 것으로 측정되

었다. 가구 소득 수준은 만원 단위로 측정되었다.

(4) 다문화 가정 여부 :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

소년은 비(非)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이므로 다문화 가정에 속하는 청소

년들의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정의를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 새터민(탈북

자) 가정, 중국 조선족 가정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3) 학교 특성 : 학교 지역, 학교 분류

(1) 학교 지역 : 지역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분포 정도가 다르고,

다문화에 대한 노출의 정도 역시 다르므로,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는 지

역을 통제하였다. 다문화 가정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일수록 같은 반 학

급의 친구로서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학교 지역에 대한 통제는 청소년의 다문화 직접경험 수준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학교 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각 도로 구분되어 코딩되

어 있었다. 2018년 인구 총조사 다문화 가구 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

통계에 따르면 서울 특별시와 경기도가 전국 주요 도시 중 가장 많은 다

문화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특별시와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지역을 지방으로 분류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학교 분류 : 중학생 수준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 상이한 교육과

정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들이 설립되어 있다.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하느

냐에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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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종류를 통제하였다.

고등학교 종류는 2013년에 실시된 4차 조사에서 처음으로 포함되었으

며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15년까지 조사 되었다. 해당 조사 결

과는 학교정보 보호를 위해 응답결과가 리코드되어 공개되었다. 리코드

된 항목을 살펴보면 1에 일반 고등학교 2에 자율형 고등학교, 3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예술·체육계열 4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학·외국어계열 5

번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6번에 특성화 고등학교 7번에 기

타 학교로 분류되었다. 본 분석에는 해당 코드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4) 자아인식 :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1) 자아 존중감 :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osenberg, 1965;이수경,전선미, 2014). 본 연구에

서 살펴보고자 하는 자아 존중감은 다음의 10가지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ƒ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대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ˆ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Š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이 태도를 지니고 있다.

위 문항들은 각각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점수 별로 ‘매우

그런편이다-그런 편이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값이

부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측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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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끔 문항별로 필요한 경우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Bennett(2007)은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를 발달시

키기 이전에는 다른 인종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긍

정적 자아 개념이 다문화적 지식과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수경·진선미,2014).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통제하는 것이 대중매체

이용정도와 다문화 수용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2) 자아 정체성 : 자아정체성이란 우리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비

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행동, 사고 그리고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갖는 일관성을 의미한다(Erikson,1968;김혜진,홍혜영,2018).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자아 정체성 개념은 다음의 8가지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나는 뚜렷하나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ƒ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느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ˆ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다

위 문항들은 각각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점수 별로 ‘매우

그런편이다-그런 편이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값이

부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 정체성이 높을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필요한 문항에 대해 역코딩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Veditz와 Zahrran(2007)의 연구에 의하면 정체성은 다문화 수용성

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김혜진,홍혜영,2018). 이에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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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아정체성 인식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통제변수

로 선정하였다.

5) 사회자본: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인식

시민의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생활공간과 삶의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구촌으로 확대되는 세계화시

대에는 개인이 지방과 국가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서 시

민성이 확장되는 ‘글로벌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민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도 타인과의 차이, 타인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공

감의 능력을 갖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히터(Heater, 1996)는 세계화

시대의 시민의식은 �인류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 ‚세계정부를 건설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ƒ국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에 의해 개

인이 구속될 것 „개인이 세계적 책임감을 갖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보았

다. 이런 시민의식으로 인류공동의 문제인 기아, 질병, 인종차별, 환경문

제 등에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대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세계시민

의식의 일환으로 지구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지은림·신광석

2007;박혜숙,2014). 세계화 시대의 시민의식의 구성요소를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 조사된 공동체의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김수진 등(2018)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

고 있는 만큼 한국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요소인 시민성

과 사회적 자본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신뢰, 네

트워크, 규범, 참여를 사회적 사본의 핵심 구성요소를 주목하고 이 네 요

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첫째, 신뢰란 자신과 상대방의 사회적 관계에서 호혜적 혹은 자신

의 이해를 맞도록 상대가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이다.

Barber(1983)는 신뢰를 “타인이 행위를 할 때 나의 이해관심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신뢰는 사회의 결속을 위해 필수조건이

며,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약한 사회 결속력으로 사회통합이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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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조권중, 2010).

둘째, 네트워크는 행위주체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밀접한 관계

를 유지하며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필요할 때 상호협력의 조직형태를

말한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개인 행위자가 다른

사람들과 갖는 연결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서혜숙 2007;김수진 등,

2018). 그리고 네트워크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전반적인 연결 형태를 의

미하며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에 관한 관계구조를 말

한다.

셋째, 규범이란 어떤 사회나 집단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법칙이나 원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구성

원들이 함께 만든 약속을 지켜야만 서로간의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고 이

것을 통해 예측 가능한 상황을 확대하여 조직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수단인 것이다.

네 번째, 참여는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함께 사고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Putnam(1993)의 연구에서 참여는 사회적 자본

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김정훈,임안나, 2010). 참여는 필요한 요구를 나

타내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특정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

동이라는 협의의 개념과 취업활동지역 사회조직 및 단체 활동이라는 광

의의 개념도 포함된다(김나영, 2007 ; 김수진 등,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조사된 지역사회 인식의 질문 내용을 살

펴보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와 네트워크 개념과 일치하는 측면

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지

역사회 인식으로 조사된 항목을 사회자본 측정 문항이라고 간주하도록

하겠다.

최근 들어 시민의식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자본으로 포괄하는

논의가 있는 만큼(Torny-Purta, 2001 ; 김태준,김안나,김남희,이병준,한준,

2003 ; 원미순, 박혜숙, 201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측정하고 있는 공동체의식 문항들과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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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문항을 묶어 사회자본이라고 지칭하겠다.

(1) 공동체 의식 : 공동체의식이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

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

낌, 구성원의 욕구가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역사, 시간,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MaMillan & Chavis

1986 ; 최형임,문영경 2013;박혜숙2014)이다. 공동체의식은 이웃이나 특정

지역과 같은 지리적 개념의 공동체 의식과 인관관계의 특성에 관계되는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MaMillan& Chavis 1986 ; 박혜숙 2014).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은 설문지에서 다음의 4문항으

로 조사되고 있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

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ƒ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 문항들에 대해 1점부터 4점척도로 조사되었으며, 각 척도별로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값

을 가졌다. 박혜숙(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에 본 분석을 위해 해당

문항을 역코딩하였고,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낸다고 상

정하였다.

(2) 지역사회 인식 :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지역사회 인식

은 다음의 6문항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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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ƒ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 한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위 문항들에 대해 1점부터 4점척도로 조사되었으며, 각 척도별로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값

을 가졌다. ƒ번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에 대하여는 역코딩을 하였고, 위

여섯 문항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상정하였

다.

제4절 분석데이터 소개 및 분석 방법

1. 자료소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이다. 해당 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조사 대상은 조사시작년도 기준 초등학교 1학

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제1차
(2010)

제2차
(2011)

제3차
(2012)

제4차
(2013)

제5차
(2014)

제6차
(2015)

제7차
(2016)

초1 코호트 초1

초4 코호트 초4 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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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개

요 참고 및 재구성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03~2008년)

의 후속 연구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

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2010년에 초1, 초4, 중1, 총 3개 코

호트 7071명의 청소년을 대상을 2016년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조사표가 청소년용, 보호자용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이 정확히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 또는 청소년이 이

해하기 어려운 문항 (초1 패널 제1차~제3차 조사의 경우)은 보호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계층에 초점을

맞춘 만큼 중1패녈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되었던 다

문화 가정의 가구 수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비율 변화를 고려해볼

때1), 2010년 당시 중1이이었던 조사 대상자를 본 연구의 대상자로 삼기

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의 표본은 2010년 전국의 초1, 초4, 중

1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층화집락표집방식으로 추출되었다. 자

세한 표본 추출과정은 아래의 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 그림3 참고.

중1코호트 중1 초5 초3

중2 초6 초4

중3 중1 초5

고1 중2 초6

고2 중3 중1

고3 고1

대1

그림 8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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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개요 참고 및 재구성

위 조사를 통해 아동의 개인발달과 발달 환경 영역에 대한 여러

데이터들이 축적되었는데, 다문화 인식은 그 중에서도 아동의 발달 환경

에 속하는 데이터로 조사되었다.

단계 세부 사항

목표표본 할당

목표표본은 6600명으로 2010년 16개 광역시·도의 
초1, 초4, 중1의 학생수에 비례하여 지역별로 표본
수를 할당함. 조사 대상 학교 수는 한 학교 당 한 
학급씩 학급 학생 전원을 조사하되 조사 성공률을 
80%로 예상하여 산출

표본 학교 추출
16개 광역시·도와 도시규모(대도시/중소도시/군지
역)을 교차하여 추출한 27개 집락별로 확률비례추출
법(PPS)에 의거하여 조사대상학교 선정

표본학급 추출
학교별 해당 학년의 학급 수와 학급별 학생 수에 대
한 정보를 확인한 뒤 무작위로 표본학급 선정

대체 표본 추출
공문을 통해 조사대상 학교 확정. 조사를 거절한 학
교에 대해서는 학교 목록상의 인접한 다른 학교로 
대체함

표 9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 표본 소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개인발달

신체발달 체격, 신체변화, 건강, 건강문제
지적발달 성적, 학습습관
사 회 정 서 
발달

정서문제, 자아인식, 삶의 목표·만족도

비행 비행, 비행 피해, 비행 친구
생활시간 수면 시간, 학업관련 시간, 여가 시간

발달환경

가정환경 가족구성, 양육방식, 보호자부재, 용돈
친구관계 또래애착, 부모·친구관계, 이성 친구

교육환경 전학·결석 경험, 학교생활 적응, 방과 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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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개

요 참고 및 재구성

KCYPS 2010은 생활·행동·의식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문항 수가 많고 복잡한 만큼, 매년 모든 문항을 조사하기 보다는 문항별

특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문항별로 조사 주기를 달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대중매체 이용 정도는 TV/비디

오 시청시간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되었고, 컴퓨터 사용시

간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되었다. 종속변수인 다문화수

용도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패널이 중학교 2학년 시점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되었다. 각 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상세

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KCYPS 2010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초

1~중1(초1코호트), 초4~고1(초4코호트), 중1~대1(중1코호트)에 이르는 아

동·청소년기의 성장·발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KCYPS

2010은 단기간의 조사이고 표본 이탈(sample attention)이 적음을 고려하

여 표본 대체가 없는 동일 표본설계 방식을 채택하였고, 표본 이탈로 인

한 대표성의 문제를 데이터 가중치(weight) 설정을 통해 보정하였다.

구분 전체 중1코호트
제 1차 조사 원표본(명) 7071 2351

지 역 사 회 
환경

지역사회, 다문화인식

매체환경 컴퓨터, 휴대전화, 사이버비행, 성인용 매체
활 동 · 문 화 
환경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여행·문화 활동, 해외방문 경
험, 종교 활동, 팬덤 활동

기타 배경변인, 패널 관리 변인 등

표 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영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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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개

요 참고 및 재구성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중1 코호트의 경우 2010년

조사에서 2016년 조사에 이르기까지 매년 80%이상의 원표본 유지율을

보였으며, 특히 다문화 인식에 대한 문항이 처음으로 조사표에 삽입된

2011년부터, 패널이 20세가 되기 이전인 2015년 조사까지 87%가 넘는

원표본 유지율을 보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아동패널조사(KCYPS) 2010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 통계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1) 상관분석

상관분석이란 두 변수가 등간 또는 비율척도로 측정되었을 경우

관련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상관분석은 두 변수가 선형관계에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 계층의 대중매체를 통한 콘텐츠 소비정도와 다문화

(2010)

제2차 조사(2011) 조사성공 표본(명) 6808 2280
원표본 유지율(%) 96.3% 97.0%

제3차 조사(2012) 조사성공 표본(명) 6678 2259
원표본 유지율(%) 94.4% 96.1%

제4차 조사(2013) 조사성공 표본(명) 6319 2108
원표본 유지율(%) 89.4% 89.7%

제5차 조사(2014) 조사성공 표본(명) 6271 2091
원표본 유지율(%) 88.7% 88.9%

제6차 조사(2015) 조사성공 표본(명) 6184 2056
원표본 유지율(%) 87.5% 87.5%

제7차 조사(2016) 조사성공 표본(명) 5862 1881
원표본 유지율(%) 82.9% 80.0%

표 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별 표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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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의 관계 유·무를 상관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상관계수는 다음의 식을 통해 추정한다.

이때 독립변수()는 대중매체 이용정도, 종속변수()는 다문화수

용도이다.

2) 패널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패널 데이터인 만큼 패널 회귀분

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패널회귀분석이란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

으로 패널 데이터의 경우 여러 개체에 대하여 여러 시점에 걸쳐 조사한

데이터로 개체(i)별로, 시간(t)별로 변량이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패널 데이터의 기본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때 오차항은 개체(i)와 시간(t)에 따라 변량을 가지므로 오차항

을 개체(i)가 특수한 속성을 나타내는 오차항()과 그 나머지 부분()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패널데이터의 이러한 특성은 일반 회귀분

석을 시행하기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들을 위배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에는 독립변수가 외생적으로 주어졌음

을 뜻하는 독립변수와 오차의 독립성과 오차의 분산이 독립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오차항의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가정,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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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들의 독립성 등이 있다. 그러나 패널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가정들

이 모두 위배되어 일반적인 회귀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패널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는 개체가 지닌 특수한 속성

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

과 모형(Fixed Effect)과 임의효과 모형(Random Effect)을 사용하였다.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의 경우  를 고정된(fixed) 모수로

가정하는 것으로 이 때 가 독립변수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모형이

다.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를 추정하여 통제하거나 (Least

Square Dummy Variable) , 를 제거하여 통제(Within-Grop variance)

한다.

임의 효과 모형(Random Effect)의 경우 를 임의로(random) 주

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가 독립변수들과 상관되어 있지 않다고 본

다. 즉,   라는 강한 가정이 만족되어야 임의효과 모형을 사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이를

판단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STATA MP 1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연구를 위한 기초통계 분석

회귀분석의 가정 패널 데이터의 특징
    

      

       

≠0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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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위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조사 대상자의 다문화 수용도는

조사가 거듭될수록 증가되는 추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주요 독립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

선 텔레비전·비디오 시청시간의 연도별 변화는 아래와 같다.

그림 9 연도별 다문화 수용도 변화추이



- 58 -

컴퓨터 이용시간의 연도별 변화는 아래와 같다.
그림 10 연도별 텔레비전·비디오 시청시간 

그림 11 연도별 컴퓨터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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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패널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산성 존재여부와 상관관

계의 여부 및 상관관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 표에는 적어도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들만 나타

났으며,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에 *을 표시하였다. 위 결과를

통해 볼 때, 다중공산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3절 가설검증

1. 대중매체 이용정도와 다문화 수용도의 관계

다 문 화 
수용도

T V · 비
디오 이
용시간

컴 퓨 터 
이 용 시
간

자 아 존
중감

자 아 정
체감

지 역 사
회인식

공 동 체
의식

다 문 화 
수용도

1.0000

T V · 비
디오 이
용시간

-0.135
9* 1.0000

컴 퓨 터 
이 용 시
간

-0.040
1*

0.0897
* 1.0000

자 아 존
중감

0.2042
*

-0.065
0*

-0.077
7* 1.0000

자 아 정
체감

0.2081
*

-0.099
6*

-0.068
9*

0.4570
* 1.0000

지 역 사
회인식

0.1650
*

-0.028
7

-0.064
7*

0.2536
*

0.1753
* 1.0000

공 동 체
의식

0.4623
*

-0.126
5*

-0.146
8*

0.2778
*

0.2773
*

0.3123
* 1.0000

표 12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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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정도와 다문화 수용도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인 2011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15년까지의 다문화 수용도를 y변수로 잡고 동 기간 텔

레비전/비디오 시청시간과 컴퓨터 사용시간을 x변수로 삼아 분석을 진행

하였다. 분석은 대중매체별로 모델을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모델 1. PC 이용 시간/통제변수 기본 
변수명 FE RE
컴퓨터 이용 시간 -0.0152*** -0.0091**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684 -0.0075
최종학력(모) 0.0592 0.0146

통제변수 코드 안내
최종학력 (부, 모 동일) 
 1: 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 졸 4: 대졸 5: 대학원 졸 

 근로 여부 (부, 모 동일) 
  0: 일을 하고 있다 1: 일을 하고 있지 않다. 2: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방문 여부 
  0: 방문 경험 있음 1:방문 경험 없음 
 성별  
 0: 남학생 1: 여학생 

고등학교 유형 
 1.일반고등학교  2.자율형고등학교 3.특수목적 고등학교 : 예술·체육 계열 4.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외국어계열 5.특수목적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6.특성
화 고등학교 7.기타학교 
   
학교 지역 
 0: 수도권(서울·경기) 1: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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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근로여부(부) 0.3639*** 0.2568***
근로여부(모) -0.0208 -0.0234
사회성 -0.0104 0.0325**
해외방문 여부 -0.0388 -0.0516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0.0356** 0.0468***

성별 (omitted) 0.0652**

고등학
교 학
교 유
형

2 -0.0930 -0.0384
3  -0.1009  0.0303
4 0.0656 0.0986
5 -0.2096 0.0684
6 -0.1354  -0.0850**
7 0.1732 0.2016

학교 지역 (omitted) -0.0694**
상수 3.0304*** 2.8335***

표 13 모델 1. 결과표

모델 2. TV·비디오 이용 시간/통제변수 기본 
변수명 FE RE
TV·비디오  이용 시간 -0.0304*** -0.0313***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667 -0.0101
최종학력(모) 0.0468 0.0077
근로여부(부) 0.2894** 0.2245***
근로여부(모) -0.0313 -0.0349
사회성 0.0050 0.0396***
해외방문 여부 -0.0345 -0.0400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0.0390*** 0.0459***

성별 (omitted) 0.0981***
고등학 2 -0.0597 -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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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모델 1의 경우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Prob>chi2 = 0.0000 으로

RE모델이 biased되었음을 나타내어 FE를 선택해야 했다. 이와 달리 모

델 2의 경우 하우스만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Prob>chi2 = 0.0088로 H0

: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이라는 0가설을 기각하지 못하

였다. 즉, RE추정치와 FE추정치가 모두 unbiased 상태인 것이다. 이때는

RE의 추정치가 더 효율적이므로 RE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하우스만 테스트결과에 기반하여 모델1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모

델 2에서는 임의효과 모형을 선택해 결과를 살펴보면, 컴퓨터와 텔레비

전 및 비디오 시청으로 대변되는 대중매체 이용은 모두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와 부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컴퓨터 이요시간이 많

을수록 텔레비전 및 비디오 시청 시간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도가 하락

하는 것이다. 두 모델 모두 신뢰도 99%의 p-value를 지니므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두 모델 모두에서 학교 소재 지역

기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다문화 수용도가 더 낮게 나타났고,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델 2의 결과를 통해 여학생의 다문화 수용도

가 남학생의 다문화 수용도보다 높다는 것 역시 관찰 가능했다.

2. 자아관련 개념이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다문화 수용도와 청소년의 자아인식

교 학
교 유
형

3 0.0115 0.0265
4 0.0183 0.1045
5 -0.2407 0.0716
6 -0.1506 -0.0694**
7 0.1982 0.2293

학교 지역 (omitted) -0.0641**
상수 3.0735*** 2.9031***

표 14 모델2.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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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의 연관성을 탐구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자아관련 개념

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통

제한 경우에도 매체의 노출 정도가 다문화 수용도와 연관성을 갖는지 살

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는 자아인

식을 자아 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 정체감 3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

으나, 자아탄력성의 경우 조사된 연도가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과 상이

하므로 연구의 편의를 위해 자아탄력성의 개념은 제외한 자아 존중감,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 관련 개념의 영향력을 통제하

고자 한다.

모델 3. PC 이용 시간/통제변수 자아정체감 개념 추가 
변수명 FE RE
pc  이용 시간 0.0051 0.0056
자아정체감 0.2201*** 0.3043***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379 -0.0025
최종학력(모) 0.0152 0.0108
근로여부(부) 0.4942* 0.2070*
근로여부(모) 0.0065 -0.0018
사회성 -0.0463 0.0115
해외방문 여부 -0.0390 -0.0568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0.0607* 0.0542***

성별 (omitted) 0.0832***

고등학
교 학
교 유
형

2 0.0142 -0.0278
3 -1.7093 0.0724
4  0.1108 -0.0413
5 -0.2036 0.0902
6 -0.2034 -0.0953**
7 -1.5948* -0.2462

학교 지역 (omitted) -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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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Prob>chi2 = 0.2551로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이에 보다 더 효율적인 임의효과 모형을 선택한다.

* p<.05; ** p<.01; *** p<.001

하우스만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Prob>chi2 = 0.3338로 영가설이

상수 2.4106*** 2.1070***
표 15 모델3. 결과표

모델 4. TV·비디오 이용 시간/통제변수 자아정체감 개념 추가 
변수명 FE RE
TV·비디오  이용 시간 -0.0244*** -0.0215***
자아정체감 0.2201*** 0.3000***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361 -0.0001

최종학력(모) 0.0128 -0.0002
근로여부(부) 0.2450 0.1607*
근로여부(모) 0.0346  -0.0205
사회성 -0.0224 0.0202
해외방문 여부  -0.0830 -0.0561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0.0699***  0.0498***

성별 (omitted) 0.0901***

고등학
교 학
교 유
형

2 0.0425 -0.0406
3 0.2686 0.0950
4 0.1128 -0.0061
5 -0.2252  0.0917
6 -0.1509 -0.0750*
7 -0.2137 -0.0792

학교 지역 (omitted) -0.0731**
상수 2.4265*** 2.2417***

표 16 모델4.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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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지 않았다. 이에 보다 더 효율적인 임의효과 모형이 채택되었다.

모델3과 모델4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정체성 변인이

통제된 후에도 여전히 99%의 확률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TV·비디오

이용시간과 달리 컴퓨터 사용시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

계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컴퓨터 사용시간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자아정체성이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사실상 컴퓨터 이용정도와 다문화 수용도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아정체성 개념이 통제된 상태에서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정도와

다문화 수용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앞선 모델1에서 보였던

부의 상관관계는 자아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이 컴퓨터 사용시

간이 더 많았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델 5. PC 이용 시간/통제변수 자아 존중감 개념 추가 
변수명 FE RE
pc  이용 시간 0.0051  0.0055
자아 존중감 0.2606*** 0.2493***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232 -0.0036
최종학력(모) 0.0185 0.0116
근로여부(부) 0.5559**  0.1776*
근로여부(모) -0.0034 -0.0010
사회성  -0.0595* 0.0061
해외방문 여부 -0.0392 -0.0692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0.0419 0.0360*

성별 (omitted) 0.0780**
고등학
교 학
교 유

2 0.0398 -0.0236
3 -1.6049 0.0900
4 0.1281 0.0138
5 -0.1266 0.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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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자아 존중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컴퓨터 이용정도와 다문화 수용도

의 관계를 분석한 모델5에 대하여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Prob>chi2 = 0.2410으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델 5에

서는 임의효과 모형을 채택한다.

형 6 -0.1597 -0.0985**
7 -1.4833* -0.1573

학교 지역 (omitted) -0.0656*
상수 2.3140*** 2.2340***

표 17 모델5.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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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자아존중감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TV·비디오 이용정도와 다문화

수용도 관계에 대하여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 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결과

를 분석한 후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Prob>chi2 = 0.5339로 영가

설이 역시 영가설이 기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델6의 경우에도 임의

효과 모형을 채택하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델5와 모델6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자아 정체감이

통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이용정도와 다문화 수용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TV·비디오 시청시간의 경우에

모델 6. TV·비디오 시청 시간/통제변수 자아 존중감 개념 추가 
변수명 FE RE
TV·비디오 이용 시간 -0.0231*** -0.0230***
자아 존중감 0.2336*** 0.2478***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202 -0.0016
최종학력(모) 0.0288 0.0019
근로여부(부) 0.0209 -0.0231
근로여부(모) 0.2526 0.1341
사회성 -0.0287 0.0154
해외방문 여부 -0.0782 -0.0630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0.0551**  0.0305*

성별 (omitted) 0.0869***

고등학
교 학
교 유
형

2 0.0569 -0.0397
3 0.3341  0.1254
4 0.1206 0.0417
5 -0.1694 0.1123
6 -0.1344 -0.0784*
7  -0.1474 0.0217

학교 지역 (omitted) -0.0708**
상수 2.3573*** 2.3581***

표 18 모델6.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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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문화 수용도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방

향 역시 부(-)의 상관관계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두 모델 모두에서 학교

소재지 기준 수도권보다 지방의 다문화 수용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학업

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성별에서 앞선 모델들과 동일하게 여학생의 다문화수용도가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아 존중

감이 통제된 상태에서 TV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유지된 가운데 PC 이용

시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진 것은 앞서 자아 정체감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PC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아 존중감의

영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자아 존중감이 통제되지

않았던 모델1의 결과와 비교할 때,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컴퓨

터 이용정도가 높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모델 5와 모델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과 자아 존중감

모두 다문화 수용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컴퓨

터 이용시간의 경우 다문화 수용도와 관련이 높은 자아 정체감과 자아

존중감이 개별적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다문화 수용도와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사라진 것과 달리 TV·비디오 시청 시간의 경우 여전

히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자아정체감과 자

아 존중감을 모두 통제하나 경우에도 그러한 상관관계가 여전히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유지되는지 살펴보았다.

모델 7. TV·비디오 시청 시간/통제변수 자아 정체감 자아 존중감 추가 
변수명 FE RE
TV·비디오 이용 시간 -0.0226*** -0.0213***
자아 정체감 0.1411* 0.2103***
자아 존중감 0.2003*** 0.1938***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242 -0.0006
최종학력(모) 0.0221 -0.0008



- 69 -

* p<.05; ** p<.01; *** p<.001

해당 모델에 대하여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Prob>chi2 =

0.5044로 영가설이 기각되지 못하여 임의효과 모형을 채택하여 결과를

살펴보겠다.

모델 7의 임의효과 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과 자아

존중감이 모두 통제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TV·비디오 이용 시간은 다문

화 수용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시민의식이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김기홍, 허태영의 연구(2012)에 따르면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들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참여,

호혜성 등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고 작동되는지에 관심이 있는 사회자

본은 특정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핵심지원이 되기도 한다. 이들

근로여부(부) 0.2353 0.1362
근로여부(모) 0.0246 -0.0224
사회성 -0.0402 -0.0028
해외방문 여부 -0.0402 -0.0402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0.0495* 0.0245

성별 (omitted) 0.0919***

고등학
교 학
교 유
형

2 0.0615 -0.0426
3 0.3095 0.1022
4 0.1149  0.0142
5  -0.2049 0.0905
6 -0.1396 -0.0750*
7  -0.1839 -0.0511

학교 지역 (omitted) -0.0708**
상수 2.1436*** 2.0351***

표 19 모델7.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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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해 사회자본을 중요성을 강조한다.

위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뢰와 네트워크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회자

본은 특정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가 향

후 다문화 사회로 이행 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자본의 축적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사회자본의 축적이 다문화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

각된다. 따라서 사회자본 역시 통제된 상태에서 대중매체의 이용정도가

다문화 수용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사회자본의 축적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대신해 공동

체의식과 지역사회 인식 항목을 통제함으로써 다문화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을 통제하고자 한다.

모델 8. PC 이용 시간/통제변수 공동체의식 추가 
변수명 FE RE
pc  이용 시간 -0.0064 -0.0000
공동체의식 0.4647*** 0.4820***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674 -0.0090
최종학력(모) 0.0401 0.0096
근로여부(부) 0.2589** 0.1606**
근로여부(모) -0.0280 -0.0205
사회성 -0.0326* -0.0061
해외방문 여부 -0.0381 -0.0462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0.0197 0.0271**

성별 (omitted) 0.0412*
고등학
교 학
교 유

2 -0.0530 -0.0244
3 -0.1933  0.0819
4 -0.0206 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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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모델 8에 대하여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Prob>chi2 =

0.0027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는 임의모델의 결과에는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biased) 뜻이므로, 고정효과 모델을 채택하여 결과를 살펴보겠

다.

모델 8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이 다문화 수용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가운데 컴퓨터 이용시간과

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모델

1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공동체의식이 낮은 청소년이 컴퓨터 이용시간

이 더 많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형
5 0.0409 0.0403
6 -0.0990 -0.0519*
7 0.0332  0.1363

학교 지역 (omitted) -0.0571**
상수 1.8289*** 1.5989***

표 20 모델8. 결과표

모델 9. TV·비디오 시청 시간/통제변수 공동체의식 추가 
변수명 FE RE
TV·비디오 이용 시간 -0.0187*** -0.0190***
공동체의식 0.4642*** 0.4786***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593 -0.0108
최종학력(모) 0.0331 0.0029
근로여부(부) 0.2073**  0.1424**
근로여부(모) -0.0314 -0.0280
사회성 -0.0172 0.0006
해외방문 여부 -0.0320 -0.0373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0.0230* 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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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모델 9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Prob>chi2 = 0.4188

로 영가설이 기각되지 못했다. 따라서 임의효과 모형 결과값을 채택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델 9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이 통제된 상

태에서도 TV·비디오 이용시간이 가지는 통계적 유의미성에는 변화가 없

었다. 여전히 TV·비디오 이용시간과 다문화수용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모델8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들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모델 9에서는

앞의 모델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다문화 수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역시 다

문화 수용도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 지역 역시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청소년들이 다문화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의 근로여부 중 근로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조사되었으나 이 결과는 앞선 모델들에서

언제나 검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인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p<.05; ** p<.01; *** p<.001

도
성별 (omitted) 0.0539**

고등학
교 학
교 유
형

2 -0.0127 -0.0169
3  0.0191 0.0929
4 -0.0444 0.0768
5 0.0102 0.0398
6 -0.0861 -0.0290
7 0.0914 0.1652

학교 지역 (omitted) -0.0576**
상수 1.8032*** 1.6670***

표 21 모델9.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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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0에 대하여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Prob>chi2 =

0.0000로 영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인식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컴퓨터 이용정도는 다문화

수용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

다. 이는 앞선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던 경우와 다른 결과로 지역사회 인

식을 통제하지 않았던 모델1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 인식과 컴퓨터 이용 정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

석될 수 있겠다. 즉, 시민의식의 구성 요소 중 공동체의식은 컴퓨터 이용

정도에 왜곡을 주지만 지역사회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

모델 10. PC 이용 시간/통제변수 지역사회 인식 추가 
변수명 FE RE
pc  이용 시간 -0.0132*** -0.0065*
지역사회 인식 0.2625*** 0.2340***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631 -0.0058
최종학력(모) 0.0661 0.0129
근로여부(부) 0.3523*** 0.2378***
근로여부(모) -0.0349  -0.0297
사회성 -0.0236 0.0125
해외방문 여부 -0.0425  -0.0519*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0.0251*  0.0348***

성별 (omitted) 0.0931***

고등학
교 학
교 유
형

2 -0.0872 -0.0356
3 -0.0168 0.0724
4 0.0470 0.1173
5 -0.1367 0.0687
6 -0.0976  -0.0775**
7 0.2654 0.2953

학교 지역 (omitted) -0.0870***
상수 2.3299*** 2.2706***

표 22 모델10.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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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해외 방문 경험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

이다. 본 분석에는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0의 값을 없는 학

생들에게 1의 값을 부여 했으므로 위 결과는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학

생의 다문화 수용도가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는 학생의 다문화 수용도

보다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여러 번 밝혀

진 바 있으며, 이를 다문화에 대한 직접 경험으로 간주할 때, 다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다문화 수용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p<.05; ** p<.01; *** p<.001

모델 11. TV·비디오 시청 시간/통제변수 지역사회 인식 추가 
변수명 FE RE
TV·비디오 이용 시간 -0.0308*** -0.0315***
지역사회 인식  0.2635*** 0.2314***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619 -0.0091
최종학력(모) 0.0509 0.0060
근로여부(부) 0.2785** 0.2061***
근로여부(모) -0.0467 -0.0423*
사회성 -0.0105 0.0190
해외방문 여부 -0.0387  -0.0399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0.0277** 0.0336***

성별 (omitted) 0.1234***

고등학
교 학
교 유
형

2 -0.0455 -0.0315
3 0.1217  0.0694
4 -0.0071 0.1247
5 -0.1587 0.0757
6 -0.1054 -0.0589*
7 0.3200  0.3449

학교 지역 (omitted) -0.0816***
상수 2.3966*** 2.3614***

표 23 모델11.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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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1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 결과 Prob>chi2 = 0.0081로 영가설

이 기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임의효과 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인식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TV·비디

오 시청 시간은 다문화 수용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녔다. 역시 앞

선 모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인식과의 계수를 비교해보면, 지역사회 인식이 다문화 수용도

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모델들에서와 마찬

가지로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다문화 수용도와 정(+)의 상관관계

에 있음이 나타났으며,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학교 소재지에서는 수도권

에 보다 높은 다문화 수용도를 지닌 청소년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선 분석들과는 달리 지역사회 인식의 경우 통제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컴퓨터 이용정도가 다문화 수용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

에 지역사회 인식과 공동체의식이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컴퓨

터 이용정도가 다문화 수용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두 변인을 동시에 통제한 모델 역시 살펴보았다.

모델 12. PC 이용 시간/통제변수 사회자본 전체 추가 
변수명 FE RE
pc  이용 시간 -0.0060 0.0003
공동체의식 0.4409*** 0.4655***
지역사회 인식 0.0993*** 0.0578***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653 -0.0085
최종학력(모) 0.0431  0.0096
근로여부(부) 0.2601** 0.1588**
근로여부(모) -0.0330 -0.0221
사회성 -0.0366** -0.0098
해외방문 여부 -0.0393 -0.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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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지역사회 인식과 공동체의식을 모두 통제한 모델 12에 대하여 하

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Prob>chi2 = 0.0001로 영가설이 기각되어 고

정효과 모형을 채택하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체의식과 지역

사회 인식이 모두 통제되자 지역사회 인식만 통제되었던 때와 달리 컴퓨

터 이용정도가 다문화 수용도와 지니는 상관관계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상관계수 값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사회 인식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도와 연관된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동체 의식이 컴퓨

터 이용 정도와 다문화 수용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대중매체 이용정도, 자아 인식, 시민의식이 다문화 수용도와 지

니는 관계

앞서 살펴본 모델들을 통해 대중매체와 다문화 수용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

고 보기 어려운 컴퓨터 이용 정도와 달리 텔레비전 및 비디오의 시청은

다문화 수용도와 일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엄밀한 수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0.0171 0.0252**

성별 (omitted) 0.0487**

고등학
교 학
교 유
형

2 -0.0526 -0.0243
3 -0.1559 0.0903
4 -0.0219  0.0785
5 0.0591 0.0414
6 -0.0832 -0.0507*
7 0.0776 0.1618

학교 지역 (omitted) -0.0635**
상수 1.6247*** 1.5036***

표 24 모델12.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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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검증을 위해서 자아 개념 및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인식 모두를 통

제한 모형에서도 TV 및 비디오의 시청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 p<.05; ** p<.01; *** p<.001

위 모델에 대한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Prob>chi2 = 0.0813로 영가

설이 기각되지 못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임의효과 모형의 결과 값을

모델 13. TV·비디오 시청 시간/통제변수 자아관련 개념, 시민의식 추가  
변수명 FE RE
TV·비디오 이용 시간 -0.0134* -0.0148***
자아 존중감 0.0959* 0.0891***
자아 정체감 0.0523 0.0774*
공동체의식 0.4414*** 0.4644***
지역사회 인식  0.1306*** 0.0124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155 -0.0063
최종학력(모) 0.0182 0.0011
근로여부(부) 0.2119 0.0915
근로여부(모) -0.0078 -0.0222
사회성 -0.0480*  -0.0212
해외방문 여부 -0.0768 -0.0568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0.0363*  0.0251*

성별 (omitted) 0.0432*

고등학
교 학
교 유
형

2 0.0398 -0.0367
3 0.4433 0.1835*
4 0.1380 -0.0168
5 0.0714 0.0317
6 -0.0273 -0.0347
7 -0.1274 -0.0291

학교 지역 (omitted) -0.0800**
상수 1.0608*** 1.3655***

표 25 모델13.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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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도록 한다. 임의효과 모형에 의한 모델 분석에 따르면 자아 관련

개념과 시민의식 관련 개념이 모두 통제된 뒤에도 여전히 TV·비디오 이

용 시간은 다문호 수용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모두 다문화 수용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지역사회 인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계수가 나오지

못하였다. 앞서 통제된 관련 변인들 중 지역사회 인식이 상대적으로 작

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연유로 지역사

회 인식만 통제되었던 모델 10에서 컴퓨터 사용시간이 다문화 수용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앞선 분석들에

서 유의미하다고 밝혀졌던 모든 변수들이 한번에 통제된 모델에서도 역

시 학교 소재지와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가 수도권에 있을수록, 성별은 여성일수록, 학업에 대한 주

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때 조사 대상 청소년의 시기를 고려해보면, 중학교 2학년에서

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가

면서 학습량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이 감

소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학습 시간 역시 통제

변수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해보아야 할 것이다.

모델 14. TV·비디오 시청 시간/통제변수 자아관련 개념, 시민의식 및 공부시
간 추가   
변수명 FE RE
TV·비디오 이용 시간 -0.0106 -0.0145***
자아 존중감 0.0942* 0.0865***
자아 정체감 0.0514 0.0748*
공동체의식 0.4407*** 0.4610***
지역사회 인식  0.1370*** 0.0160
소득 -0.0000 -0.0000
최종학력(부) 0.0212 -0.0064
최종학력(모) 0.0179 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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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자아 인식과 더불어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인식 및 공부시간까지

통제한 모델에 대해서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Prob>chi2 = 0.0728

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모델의 결과값으로는 임의효

과 모형을 채택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공부시간이 통제변수에 추가된 후

에도 여전히 TV·비디오 이용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 자아 정체감, 공동체의식

이 다문화 수용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는 것 역시 다시

한번 지지되었다. 더불어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일

수록, 학교가 수도권에 위치할수록 다문화수용도가 높다는 것이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제4절 종합적 논의

1.연구 결과 해석

근로여부(부) 0.2126 0.0785
근로여부(모) -0.0120 -0.0191
사회성 -0.0427 -0.0173
해외방문 여부 -0.0683 -0.0544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도

0.0382* 0.0262*

공부시간 0.0042 0.0015
성별 (omitted) 0.0418*

고등학
교 학
교 유
형

2 0.0415  -0.0395
3  0.4327 0.2058*
4 0.1425 -0.0225
5 0.0659 0.0369
6  -0.0312 -0.0312
7 -0.1311 -0.0245

학교 지역 (omitted) -0.0834***
상수 1.0026*** 1.3603***

표 26 모델14.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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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거브너(Gerbner)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제기한 이론인 문

화배양이론(cultivation theory)에 따르면, 텔레비전은 중시청자(heavy

viewers)에게 강력하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배상률, 이재연, 2012).

거브너는 주로 텔레비전 폭력물의 효과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텔레

비전 시청자 집단을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시청하는 중시청자(heavy

viewers)와 2시간 이하로 시청하는 경시청자(light viewers)로 구분하고,

중시청자 집단이 일종의 사회적 망상(social paranoia)상태에 놓여 있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허윤철, 임영호, 조윤용, 2018).

위 이론을 참고할 때, 앞서 연구 가설에서 상정한 대로 대중매체

의 이용이 다문화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

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다문화에 대한 콘텐츠 노출이 용이해야 한

다. 즉, 어렵게 찾아보지 않고, 굳이 시간을 내어서 찾아보지 않아도 다

문화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찾아서 봐야하거나, 골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문화 수용도가 높은 사람이 다문화 콘텐츠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개인의 다문화 수용도로 인한 콘텐

츠 선택 편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콘텐츠가 보편적으로 접근 가

그림 12 대줌매체 이용 정도와 다문화 수용도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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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콘텐츠의 내용이 다문화 수용도에 긍

정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굳이 다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콘텐츠가 아

니더라도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배양할 수 있는 콘텐츠라면 다

문화 수용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긍정적 단서이론(positive cue

effects)에서는 긍정적 메시지가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연상을 유발시

키는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Maheswarn & Meyers-Levy, 1990 ; 최재우, 강운선, 2015).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청소년이 소비하는 콘텐츠가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그러한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때, 대중매체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다문화 수용도 향상에 유의미한 긍정

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노출을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찾아볼 유인이 크거나, 혹은 콘텐츠 자

체의 수가 많아서 시청하게 될 확률이 커야 할 것이다. 즉 다문화 관련

콘텐츠 수가 많다면, 다문화 콘텐츠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아질 확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대중매체에 대한 노출의 정도와 다문화 수용도간의 관계를 논리적

으로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관계가 있거나 아무 관계가 없거나 부정적일

것이다. 긍정적인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전제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대중매체의 이용이 다문화 수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매체에서 다문화에 대

한 콘텐츠 수가 적을 경우 가능하다.

다음으로 대중매체의 이용정도와 다문화 수용도가 부정적인 관계

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지 살펴보자. 본 연구 분석 결과

중 TV·비디오 시청과 다문화 수용도의 관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텔레비전 및 비디오 시청과 다문화 수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

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다음의 세 경우를 의미할 수 있다.

첫째, 텔레비전 및 비디오를 통해 소비되는 다문화 콘텐츠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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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경우이다. 이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과

제로 삼아 추진 중인 다문화 콘텐츠 내용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콘텐츠 내용이 다문화 수용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즉, 굳이 다문화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그

와 함께 소비되는 콘텐츠들 혹은 독자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들이 다문

화 수용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위의 두 경우는 부정적 편향(negative bias)에 의해 설명될 수 있

을 것이다. 부정적 메시지의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부정적 편

향(negative bias)은 정보처리과정에서 부정적 단서가 긍정적 단서보다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긍정적 정서는 단순하게,

부정적 정서는 구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정보로서의 감정모델’(Schwarz,

1990;Patrick, MacInns & Park, 2007 ; 최재우, 강운선, 2015)도 부정적인

메시지의 차별적 효과를 설명하는 활용될 수 있다. 즉, 부정적 메시지가

긍정적 메시지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제 3의 변수 개입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 정체감, 자

아 존중감,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인식 등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영향 요인들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텔레비전·비디오 시청 시

간과 다문화 수용도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미처 통제되지

못한 제 3의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대상자의 성숙도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조사 대상자가 성장함에 따

라 성장과정의 일부로 다문화 수용도가 증가한 것이다. 이때 다문화 수

용도의 상승에는 학업수준 향상, 다문화 교육, 다문화 체험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도의 증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

장의 일부인데 그와 동일한 시기에 텔레비전 시청 시간도 감소하여 마치

두 변수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경우 텔레비전에 나오는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아서 다문화 수용도가 증

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다문화 수용도가 증가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텔레비전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다고 청소년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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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수용도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동기간 학생 수 대비 다

문화 가정 학생 수 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이 경

험하는 다문화 정도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수용도 역시 함께 상승했을 가

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대중매체 노출 시간의 감소와 다문화 수용도의 증가가 단순히 동

시적으로 일어난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

다. 첫째, 다문화 수용도는 애초에 간접 경험으로 향상될 수 없다. 둘째,

다문화 수용도의 증가에서 대중매체 경험은 크게 영향력 있지 못하다.

앞의 논의들을 종합해보건대, 두 번 째 해석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

다.

다문화 수용도의 증가에서 대중매체 노출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청소년이 다문화 수

용도 자체를 통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나, 다문화 콘텐츠 이외의

콘텐츠 소비가 해당 효과를 상쇄하며 그 상쇄되는 정도가 크다. 둘째, 다

문화 콘텐츠의 소비량 자체가 적어 대중매체 노출 경험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문화 콘텐츠의 소비량 자체가 적다는 것은 소비에서

선택 편의가 크게 발휘되는 영역이거나 혹은 보급 자체가 많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콘텐츠를 다문화 콘텐츠로 인식하고 소

비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다문화 콘텐츠가 청소년들이 소비하는 주된 콘텐츠가 아닐 가능성을 내

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만을 가지고 대중매체 노출 정도는 다문화 수용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감안할 때, 대중매체 노출이 다문화 수용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본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대중매체 속

다문화 콘텐츠의 정책 효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대중

매체가 다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이라고 해석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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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의 이용이 다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다

면, 대중매체 이용 자체가 아니라 대중매체 속 콘텐츠 내용이 그 원인

일 것이다. 따라서 대중매체 이용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각

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수용도가 낮다는 것이 개인의

인격적인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향후 다문화 사회 전망

사실상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대상인 청소년계

층이 살아가게 될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은 부

모 세대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본 연구의 중점 대상인 청소년 계

층 속 다문화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가정 출신의 ‘한국

청소년’이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다문화정책 연구

에서 측정해야 하는 다문화 정책의 효과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도보

다는 시각적 차이 극복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외모적인 차이를 제외하면, 청소년 계층의 다문화 세대는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는 것에 부여되는 외적인 특성, 인종적인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화되는 것이 진정으로 요구되는 다문화 정책

의 효과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수용도 측정 도구의 의미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부미(2011)는 원곡동에 체제하며 진행한 연구에서 교사들과 이

주민의 인식 차이를 발견한다. 교사들은 인종이라는 표면적인 차원에서

다문화를 인식하는 데 반해, 이주민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차원에서

현실을 본다는 것이다. 다문화교사가 인종적 타자성의 프레임을 통해서

이주민을 바라본다면 정작 이주민 본인들은 내국인의 일원으로, 혹은 보

편적인 삶의 측면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 중국인이나 조선족 가운

데는 자기들이 다문화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즉, 이주민은 내국인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한 차이의 소멸, 차이

를 드러내는 커밍아웃이 아니라 내국인으로 행세할 수 있는 패싱

(passing)을 원했던 것이다(김종갑· 김슬기, 2014). 앞으로의 청소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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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아가게 될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패싱(passing)의 요구가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국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언제나 평화로운 공존을 보

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공존을 방해하는 요인은 내국인과 다른 외

국인의 외모에 있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이 ‘피부 스키마’라는 용

어를 사용해야 했을 정도로 한번 감성의 구조에 주입된 인종적 편견은

많은 노력을 해도 지워지기 어렵다(김종갑, 김슬기, 2014). 따라서 이러한

인종적 편견이 사회에 만연하지 않게끔 정책적인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동아일보가 외국인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상당수의 서구권 영어

권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은 ‘한국인은 친절하며 한국생활을 매우 즐기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의 학생 또는 흑인 학생들

은 다양한 형태의 소외와 차별을 겪고 있음을 호소했다고 한다(동아일

보, 2011 .11. 21. ; 이상희 등,2011). 단순히 유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는 다인종, 다민족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같은 학급에서 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의 지도 등에 따라 피부색 등의 이유로 직

접적으로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체취라든지 옷 입는

방식, 청결 문제 등을 이유로 말없이 따돌리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피부색이 하얀 학생들과의 언어적, 신체적 상호작용은 훨씬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초등학생들도 학생들 간의 인종,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

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차별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다인종, 다민족 학

급에서 인종, 민족에 대한 명시적 대화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생들

은 피부색, 부모 국적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박윤경, 2011 ; 이상희 등, 2011).

다문화에 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심우엽의 연구

(2010)에 따르면 유아들은 개인을 넘어서는 집단에 대한 개념이 아직 형

성되지 않아 민족이나 인종, 국민, 내집단과 외집단의 차이를 정확히 구

분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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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외적인 차이로 인한 거부감은 문화적

인 경험 축적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대중매체의 영향력과 다문화 수용도의 유의미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긍정적인 상관관계로

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 정책

은 이러한 대중매체를 잘 활용해 다문화 수용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분석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이 사회자본의 축

적이 다문화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사회로 전환

했던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사회를 구축

할 필요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간파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자본, 이주민의 종족 공동체(ethnic community), 초국적 사

회관계망(transnational ethnic network)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적지 않

은 것에서 알 수 있다(김기홍, 허태영,2012). 김수진 등(2018)은 본인들

의 연구에서, 한국 다문화사회가 야기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정책 모색과 함께 사회구성원들의 윤리성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자 하였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사회자본은 동일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의 수많은 일상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창출된다

(이형하, 2014). 이러한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수단으로도 대중매체를 활

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다문화

수용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서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도 높게 나타났으

므로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에 대한 정책 설계 시 학업 스트레

스 관리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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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및 의의

1.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수용

도는 대중매체 노출 정도에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의할 점은, 이것이 대중매체 속 다문화 콘텐츠

의 정책 효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 해석에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다문화 수용도

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이 보다 너그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셋째, 대중매체 노출 정도와 다문화 수용도가 맺는 관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자아 인식 개념, 사회자본 통제 시 달라졌다는 것은

대중매체 노출 수준이 자아 인식 개념과 사회자본 수준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뜻한다.

여전히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미디어 매체는 효율적인 수단임이 분

명하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을 홍보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대중매체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콘텐츠 내용이 기존에 잠재되어 있는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감 줄이며 공동체의

식, 지역사회 인식 등의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

으로 개발될 수 있게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조건이 충

족되었을 때, 콘텐츠의 소비가 다문화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유의미

하게 끼칠 수 있을 것이다.

2.연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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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에 잘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 및 청

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미치는 여러 가

지 영향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에도 중요하다(박혜

숙, 2014).

현대 사회는 다양한 대중매체 플랫폼의 양산과 대중매체 수단의

분화로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시대에 살

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정책 전달의 효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

고 대중매체가 다문화 수용도에 미칠수 있는 영향에 대해 탐색해 봄으로

써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 정책 성공의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탐색해 보

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이 긍정적인 관계는 아니었으나, 대중

매체가 다문화 수용도라는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는 대중매체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다문화 정책의 효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2절 연구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통해 TV·비디오 시청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나 그것이 정확하게 다문화 콘텐츠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바, 다문화 정책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된 효과에 대해서는 정

확한 측정이 어려웠다.

다문화 수용도라는 것이 의식의 일부인지라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데이터가 다문화 수용도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 개인의 삶에서 다문화를 경

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통제되지 못한 제3의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잔존한다.

다문화 수용도에서 다인종에 대한 개념이 통제되지 못한다는 점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앞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듯이, 한국 사회 내에서 다문화에 대해 지니는 사회적 거리감, 고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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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정도는 출신 국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라 상이했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 수용도 개념에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KCYPS)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

므로 다문화 수용성을 판단하는 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해당 데이터가 본 연구의 인과관계 측정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아닌 만큼, 인과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알맞은 지표를 선택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사용시간과 여가시간 중 TV/비디오

시청 시간을 통해 콘텐츠 소비량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표가

어떤 콘텐츠를 얼마만큼 소비했는지를 정확히 측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렇듯 대중매체 속 콘텐츠 내용별 다문화 수용도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보다 정확한 관계 파악을 위해서

는 대중매체 콘텐츠 별 다문화 수용도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별첨1.]주요 변수 설문 문항

가. 대중매체 노출 정도(독립변수)

나. 다문화 수용도(종속변수)

대중매체 노출 정도
학교 가는 날

(월~금)

학교 가지 않는 날

(놀토, 일, 공휴일)
휴식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DVD를 시청하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__시간 ____ 분 ______시간 ____ 분

학생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아
래에 써 주십시오.

주중(월~금)에는 하루
평균 약 _______시간
_______분

주말(토~일)에는 하루
평균 약 _______시간
_______분

다문화수용도 매우
그렇다

그런편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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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자본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의식)

라. 자아인식(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지역사회인식 매우
그렇다

그런편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1 2 3 4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1 2 3 4

③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1 2 3 4

④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1 2 3 4

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1 2 3 4

⑥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1 2 3 4

공동체의식
①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1 2 3 4

②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1 2 3 4

③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1 2 3 4
④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2 3 4

①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②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③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1 2 3 4

④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귈 수 있다.

1 2 3 4

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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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변수 (사회적 위축, 주관적 성적 만족도)

자아존중감 매우
그렇다

그런편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1 2 3 4
②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③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1 2 3 4
④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1 2 3 4
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⑥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⑦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⑧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⑨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⑩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자아정체감
⑪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1 2 3 4

⑫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1 2 3 4

⑬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1 2 3 4

⑭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1 2 3 4

⑮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1 2 3 4

⑯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 1 2 3 4

⑰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1 2 3 4

⑱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1 2 3 4

사회적 위축 매우
그렇다 그런편 그렇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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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6-2)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첨2.]결과 요약 표

이다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1 2 3 4
부끄럼을 많이 탄다. 1 2 3 4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1 2 3 4

수줍어한다. 1 2 3 4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1 2 3 4

모델명 PC·TV/통제변수
통계적

유의미성
계수값 연구가설지지 여부

모델1 PC, 기본 통제 ○ -0.0152
연구가설 1-1지지,

연구가설 2-1 지지

모델2 TV, 기본 통제 ○ -0.0313
연구가설 1-2지지,

연구가설 2-1 지지

모델3 PC, 자아정체감 × 0.0056 연구가설 3-1지지 ×

모델4 TV, 자아정체감 ○ -0.0215 연구가설 3-2 지지

모델5 PC, 자아존중감 × 0.0055 연구가설 3-3지지 ×

모델6 TV, 자아존중감 ○ -0.0230 연구가설 3-4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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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Mass media

up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HyeJin,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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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are facing the multi 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adolescents are adapting to multi-culture. To

search for the proposal for multi-culture policy, the impact of

screen time(especially for pc and tv) up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adolescents is analyz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it is found tha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s effected by screen tim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hen it comes to usage of TV. It

is recommended to not interpret this result as the effect of

multi-cultural policy. It is also found that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grade is in positive relat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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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is shows the possibility that

the less students feel stress against studying the more they

can generously accept the multi-culture. Lastly, it is figured

out that the statistic significance of screen time differs from

conditions such as self esteem and social capital.

keywords : Media use effects, Screen time, Adolescents,

Multi-culturea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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