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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교사들이 지닌 가치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논문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 ․고등학교 교사들의 태도를 악하고,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교사 상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을 제

시하고, 학교 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 을 하여, 국내 ․

․고등학교 교사 44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첫째, 남자교사들이 여자교사들에 비

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부정  인지  연민정서가 높고, 권 주의 경향성, 순 주의정체성  자민족

심주의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0  이상의 비교  연령이 높은 교사들이 낮은 연령의 교

사들에 비해 권 주의 경향성, 순 주의정체성  자민족 심주의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등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정  정서태도, 문화민족 정체성  다문화사회의 정성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재학 인 학교에 재직 인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녀

가 없는 학교의 교사들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부정  인지  정서태도가 높고, 불확실성 회피경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정  인지  정서태도에는 다문화사회의 

정성  문화민족정체성이, 부정  인지  정서태도에는 권 주의경향성과 불확실성회피 경향성이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행동의 측면  가벼운 계

요인에는 불확실성회피 경향성, 다문화사회의 정성, 문화민족정체성  자민족 심주의가, 친 한 계요

인에는 순 주의정체성과 다문화사회의 정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 ․고등학교 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지도  교사 상 다문화교육에의 시사 을 논의하 다.

주요어: 국제결혼가정자녀, 소수집단에 한 태도, 고정 념, 사회  가치, 다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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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한국사회가 격히 다문화화 되

어가면서 문화  인종 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외국인들의 수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2009년 재 1,106,884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2%에 해당되고 있는

데, 이는 2008년도의 891,341명 비 215,543명

이 증가한 것으로, 비율로 보면 년 비 

24.2%가 증가한 것이다. 이  결혼이민자는 

125,673명으로 체 외국인주민의 11.4%에 해

당된다(행정안 부, 2009). 그에 따라 국내 국

제결혼가정의 자녀의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한국사회의 주요 심 상으로 주목받

고 있다. 2008년 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국

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는 18,796명으로 2007년

도 비 39.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데, 등학교에 재학 인 경우가 84.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이 11.7%, 고등

학생이 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재학하

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90.2%는 어머

니가 외국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그러

나 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수이고, 

만 6세 미만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그보다 

훨씬 많은 61,700명이라는 통계를 고려해 본다

면 향후 몇 년 이내에 국내 ․ ․고등학교

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는 훨씬 더 격히 

증가할 것임을 쉽게 측할 수 있다.

  이 게 학교 내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격

히 증가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이들이 

소수집단화 되어 고정 념과 편견의 상이 

될 수 있다는 이다. 한 사회의 사람들이 소

수집단에 해 편견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한 원천이기에 

편견  태도에 개입되고 있는 기본과정을 이

해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해 매우 요한 문

제가 된다(김혜숙, 2007). 특히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련하여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교

육과정을 계획하고 달하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Bennet, 2007). 교사가 가지는 의

식 , 무의식  태도는 학생들로 하여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달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 한 편견이나 고

정 념을 갖게 만들 수도 있으며(유 식, 

2009), 교실 내에서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

화집단에 한 교사의 차별  인식과 태도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행동에도 큰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히 다문화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 

내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어

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본인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한 아무런 사 비도 없

이 다문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문화교

육의 필요성과 요성에 해서는 막연히 인

식하고 있지만 실제 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한 지침도 없고, 교육자료나 환경도 

부족한 것이다(정선희, 1997). 오히려 학생의 

고정 념  편견을 지도해야 할 교사 자신이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에 해 고정 념을 

가지고 있으며(장보윤, 2009), 타문화나 타인종

에 한 과 심, 지식의 정도도 매우 낮

은 것이 실이다(이정우, 2007). 그러다보니 

교사들은 스스로 다문화  교육환경에서 효과

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다문화  효능감이 

반 으로 상당히 낮으며, 다양성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감

을 느낄 수밖에 없다(최충옥, 모경환, 2007). 

실제 등교사의 문화 간 감수성을 분석한 김

옥순과 성민(2009)의 연구에서는 Hammer와 

Bennett의 문화간 감수성 발달검사(Intercultural 

Sensitivity Inventory)를 등학교 교사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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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결과, 부분이 문화차이를 인식하지 못

하거나 타문화에 해 무 심한 태도를 지니

는 수 인 부정/방어의 수 에 머무르는 것으

로 조사된 바 있다1).

  교사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해 고정 념 

 편견을 지니고 있을 경우, 학생들을 지도

하는 과정에서 고정 념  편견을 드러낼 수 

있고, 그 결과 학생은 교사가 자신을 하는 

태도를 내면화시켜서 본래 존재하지 않던 고

정 념  편견  특성을 획득할 수도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아닌 다수집단 학생들에

게는 교사의 고정 념  편견이 무의식 으

로 학습될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의 인종에 

한 태도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의 태도를 반

하며(Banks, 2002), 특히 아동의 삶에서 의미 

있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 등이 속한 문화, 그

들의 견해  태도에 의해 쉽게 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Gomez, 1991). 따라서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해 가지고 

있는 고정 념  편견의 황을 악하여 학

교장면에서 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일은 매우 시 한 문제이며, 나아가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고정 념

이나 편견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밝

히는 일은 이론 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으

로도 요한 일일 것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 연구로는 

비교  최근의 연구들이 있는데, 조혜  외

(2007)의 연구는 질  연구를 통해 국제결혼가

정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의 

상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 으며, 국제결혼가

정 자녀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설동

1) Bennett의 문화 간 감수성 발달단계는 총 6단계

로 부정이나 방어의 수 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1, 2단계에 해당한다.

훈 외(2005)의 연구에서는 응답자  17.6%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이 있다고 응답하

는데, 그 이유를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라

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34.1%인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결혼가

정 자녀에 해 차별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당사자 역시 그러한 차별

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 다. 그러나 국내

의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 등 주요 소수집단에 한 태도를 비교

한 연구(양계민, 2009a)에서는 다른 소수집단에 

비해 반 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나 소수집단 

에서는 비교  수용  상일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청소년의 태도

에 한 연구로, 국내 ․ ․고등학교 교사

들을 상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포함한 

소수집단에 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등 교사를 상으로 다

문화가정 학생에 한 태도를 분석한 국내 연

구로 박윤경, 성경희, 조 달(2008)의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한 고정 념이나 편견의 측면이 아닌 그들에 

한 수용도, 심도, 배려의사 등에 한 연

구 다. 물론 소수집단에 한 수용이나 심, 

배려의 의사에 한 조사도 의미 있는 정보를 

주지만 보다 더 근본 으로 국제결혼가정 자

녀에 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고정

념)과 감정(편견)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

리나라 ․ ․고등학교 교사들이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해 가지는 태도를 살펴보고, 

이들에 한 편견  태도에 개입된 가치를 검

토하고자 하 다.

  소수집단에 한 편견  태도에 개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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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치를 검토하는 것은 이론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 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다(김혜숙, 2007). 사람들로 하여  

소수집단 사람들  련정책에 해 어떤 태

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에 개입되어 있는 요

한 가치를 확인한다면 그들을 돕는 일이나 

련정책이 그러한 가치차원에서 정 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

를 만들어 사회교육 는 학교교육에 포함시

키는 등의 보다 극  개입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Clary, Snyder, Ridge, Miene, & Haygen,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국제결

혼가정 자녀에 해 가지고 있는 고정 념과 

편견  사회  거리감 등의 태도를 분석함과 

동시에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 다.

  소수집단에 한 편견  태도에 향을 미

치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를 들면 미국에서 나타나는 소수집단에 한 

편견이나 양가감정  태도(ambivalent racism) 

는 염오  인종주의(aversive racism)태도는 미국

의 백인들이 가지는 개인주의  가치와 평등

주의  가치가 상충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함

이나 불안한 감정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 있

다(Gaertner & Dovidio, 1986; Katz & Hass, 

1988). 국내의 연구로는 민경환(1989)이 권 주

의 경향성을 지닌 사람들이 소수집단에 해 

더 부정 인 감정과 태도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여  바 있으며, 김혜숙(2007)의 연구에서는 

Schwartz(1992)의 가치척도를 사용하여 소수집

단에 한 태도를 분석하 는데, 권력가치가 

높을수록 약자집단에 해 부정 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편주의 가치는 반

로 약자집단에 한 정  태도에 향을 

주었으며 약자집단을 한 정책에 찬성하는 

태도를 측하 고, 자기지도 가치는 약자집

단에 한 태도와 별로 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상황에서 인종  

소수집단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에 을 두었는데, 본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가치는 권 주의, 불확실성 회피경향성, 

한민족 정체성, 자민족 심주의, 그리고 다문

화사회의 정성이었다. 우선, 권 주의 성격

특성은 Adorno, Frenkel-Brunswil, Levinson, 그리

고 Sanford(1950)가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인지

 경직성, 애매함을 못 참는 성격 등을 특징

으로 하고 있다(Block & Block, 1951; Frenkel 

-Brunswik, 1949; Rokeach, 1948). 권 주의 성향

이 높은 사람들은 소수집단에 한 편견을 지

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 밝

진 결과를 보면 권 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

들의 경우 유태인(Adorno, et al., 1950), 흑인

(Altemeyer, 1998; McFarland & Adelson, 1996, 

1997; Whitley, 1998), 미국 원주민(Altemeyer, 

1998), 여성(Altemeyer, 1998; Duncan, Petersom, 

& Winter, 1997), 동성애자(Whitley & Lee, 2000), 

장애인(Noonan, Barry, & Davis, 1970), AIDS환자

(Cunningham, Dollinger, Satz, & Rotter, 1991; 

Peterson, Doty, & Winter, 1993) 등 다양한 소수

집단에 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양계민, 2009a). 국내 연구에서도 권 주의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호남인, 빈곤계층,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집단에 해 부

정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민경환, 1989; 송 재, 이훈구, 박수애, 홍

호, 1999; 최 주, 정진경, 1996). 따라서 교

사들이 지닌 권 주의경향성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생

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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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은 ‘불확실

과 모호함에 해 사람들이 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도’(Hofstede, 

1980)로, 불확실한 상에 한 회피  응

정도를 말하며 비체계 인 상황보다 체계 인 

상황을 선호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불확

실성 회피경향성이 높은 문화에서는 정형화된 

삶을 해 규칙이나 형식을 시하며(Hofstede, 

1995; Mooji & Hofstede, 2002), 개인이나 조직

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

어 변화와 신성이 높이 평가받지 못한다

(Rhyn, Teagarden & Panhuyzen, 2002). 이러한 불

확실성 회피경향성의 강한 정서가 소수집단에 

해 표출되면 외국인공포증(xenophobia) 는 

인종차별주의로 나타나는데, Hofstede(1980)는 

이러한 외국인 오증이 국가수 으로 나타나

면 맹목  애국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에 

한 태도와 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한민족 정체성은 사회정체성

(Social Identity)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

는 것으로 사회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

 집단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

십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  의미로부터 생

기는 개인의 자기 개념의 일부’로 정의된다

(Tajifel, 1978). 따라서 한민족 정체성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님과 동시에 한국인

이라는 것에 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

인이 아닌 외집단과 구분함으로써 한민족에 

속한 자신에게 정 인 정체감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양계민(2009b)은 

한민족정체성을 문화민족정체성과 순 주의 

정체성으로 구분하 는데, 문화민족 정체성이

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이 문화민족이라는 것

에 한 자부심으로 정의할 수 있고, 순 주

의 정체성은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자

랑스러우며 가능한 단일민족을 유지하기를 바

라는 마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민

족정체성은 다문화 한국사회의 소수집단 차별

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한민족정체성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양계민, 2009b)

에 따르면 소수집단에 한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순 주의정체성이고 문화

민족정체성은 오히려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교사집단에서

도 일 된 결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네 번째로 자민족 심주의는 한민족정체성

과 더불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개념으로 ‘자

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가치를 심으로 다

른 집단을 평가하고 해석하며, 자신과 다른 

집단은 배척하고 동일한 집단은 맹목 으로 

수용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경숙, 박혜정, 

2005). 따라서 한 집단 고유의 윤리, 국가의 

상징성  가치로써 자존심 형성의 근거가 되

기도 하지만, 반면 다른 집단의 상징을 경멸

의 상으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Levine & Campbell, 1972). 이런 면에서 자민족

심주의는 소수집단에 한 배타성과 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국청소년개발

원(2002)의 연구에서도 자민족 심주의가 약할

수록 외국인에 한 수용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민

족정체성과 함께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향력

을 악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의 정성은 EUMC 

(EU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

의 보고서에서 ‘종족배제주의’라고 언 한 개

념의 하  요인  하나이다. 종족배제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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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는 그 이상의 다른 민족․인종  외

집단에 해 일반화된 비우호  견해’를 말하

는데(EUMC, 2005), 보수-진보 성향과 같은 가

치가 종족  배제주의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일민족의식이 강할수록 다

문화사회의 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정미 외, 2007). 한 양계민(2009b)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경우 문화민족정체성

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민족 심주의 경향성

이 낮을수록 다문화사회에 해 정 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족  배제주의

는 원래 총 10개의 하  요소로 구성되어 있

었으나 그 내용이 한국의 상황에 그 로 용

하기에는 낯설고 생소한 내용이 많아서, 국내

에서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 , 이동주

(2007) 등이 한국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다

문화사회에 한 항’, ‘다문화사회의 한계’, 

‘이주자 시민권 반 ’, ‘이주자 송환정책 선

호’, ‘이주로 인한 의 집합  인지’ 등 총 

5개 요인으로 재구성 한 바 있다. 이  ‘다문

화사회의 정성’은 원래 황정미 외(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에 한 항’으로 명

명한 요인인데, 내용 으로 보았을 때,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해 바람

직하게 생각하고, 문화  다양성이 국가경쟁

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외국인 이주자

들이 늘어나면 우리문화가 더욱 풍부해진다고 

생각하는 등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을 정

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 종족  배제주의 요인을 모두 분석에 활용

하지 않은 이유는 ‘다문화사회의 정성’을 제

외한 다른 요인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에 

한 권리와 련되는 내용이기에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가치와 직 인 련성이 있다

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의 목 은 

․ ․고등학교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

녀에 해 지니는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

서의 태도를 악하고, 그러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가치의 향을 살펴 으로써 국제결혼

가정 자녀 상 한 지도 제공에 도움을 

주고 교사 상 다문화교육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교사들의 태도를 분석할 때 성별, 연령별, 

담당학 별, 수 별 차이를 분석의 틀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이론  근거보다는 실

 활용도를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연구결과

를 실제 학교장면에서 용할 때, 가능한 국

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고정 념이나 편견이 

약하고 비교  수용성이 높은 집단을 찾아내

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담임교사나 다문화 

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등을 배치할 때 

시사 을 제공하기 함이었다.

방  법

조사 상자

  조사 상자는 국의 총 140개 ․ ․고

등학교에 근무 인 교사 440명이 다. 이  

등학교 교사가 52명(11.8%), 학교 교사가 

188명(42.7%), 고등학교 교사가 200명(45.5%)이

었고, 성별로 보면 남자교사가 191명(43.4%), 

여자교사가 247명(56.1%), 무응답이 2명(.5%)이

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의 근

무자자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 라, 충청, 

강원 순이었다. 도시의 크기별로는 도시 거

주자가 237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소도

시 거주자가 132명(30.0%), 시군구 지역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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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사들의 배경  특성 분포           명(%)

배경변인 빈도(%)

성별 남자 191(43.4)

여자 247(56.1)

지역 서울  82(18.6)

경기 116(26.4)

경상 119(27.1)

라  58(13.2)

충청  49(11.1)

강원  16( 3.6)

학교 등학교  52(11.8)

학교 188(42.7)

고등학교 200(45.5)

도시크기 도시 237(53.9)

소도시 132(30.0)

시군구  71(16.1)

여부 비 학교 394(89.5)

학교  46(10.5)

총 440(100)

※ 무응답은 제외

자가 71명(16.1%)이었다. 이  비 학교의 

교사들이 394명(89.5%)으로 다수 고 학

교 근무교사들은 46명(10.5%)이었다. 조사 상

자의 특성은 표 1과 같고,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체 140개 학교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재학 인 학교는 등학교 6개, 학

교 5개, 고등학교 4개로 총 15개 학교 다.

조사 차

  본 연구는 2008년 5월 국 ․ ․고등학

교 재학생을 상으로 다문화  가치와 련

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을 함께 부탁하 다. 국의 

․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지역별 

층화무선할당표집을 하여 조사를 실시하 으

나, 교사들의 경우는 설문을 실시하는 각 학

교의 교사를 임의로 선정한 후, 설문을 승낙

한 경우만 실시하 기에 비확률표집이었다. 

이 때 한 학교에서 지나치게 많은 교사들이 

표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한 학교당 가

능한 5명 이상을 표집하지 않도록 노력하 다. 

그 결과 한 학교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가 표

집된 경우는 6명이 표집된 경우로, 체 140

개  6개 학교가 6명의 교사를 포함하고 있

고, 나머지는 한 학교 당 1명부터 5명이 표집

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크게 두 가지 

역에서 사용되었는데, 첫째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로, 태도의 3요소인 인지, 정

서, 행동의 측면에서 측정하 고, 둘째는 교사

들이 지닌 가치를 측정하는 역으로 권 주

의  공격성, 불확실성회피 경향성, 한민족정

체성, 자민족 심주의, 다문화사회의 정성 

등 총 5개 역에서 측정하 다. 각 척도에 

한 구체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 태도

  인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  

인지  측면은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

에서 사용한 척도에 기존의 문헌에서 밝 진 

소수집단에 한 고정 념을 반 하는 문항

(‘거부감이 든다’, ‘게으르다’, ‘ 하지 못하

다’, ‘폭력 이다’)들을 포함한 총 12개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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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 다. 각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뢰할 수 있다’,‘ 거부감이 든다’, ‘친 하다’, 

‘거만하다’, ‘유능하다’, ‘ 하지 못하다’, ‘도

덕 이다’, ‘게으르다’, ‘합리 이다’, ‘감정 이

다’, ‘평화 이다’, ‘폭력 이다’ 등이었다. 각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1)’부터 ‘매우 

그 다(5)’까지 5  척도 상에 응답을 표시하

도록 하 다. 수의 산출은 정 인 특성에 

한 평가 6문항, 부정 인 특성에 한 평가 

6문항에 해 각각 평균값을 산출하여 정  

인지 수와 부정  인지 수를 구성하도록 하

다. 따라서 정  인지 수가 높을수록 국

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인지  측면의 태도

가 정 임을 의미하며, 부정  인지 수가 

높을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인지  

측면의 태도가 부정 임을 의미하도록 되어있

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 정

 태도요인은 .78이고, 부정  태도요인은 .70

이었다.

  정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  

정서  측면은 역시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 로 사용하 는데, 

정  정서 3문항, 부정  정서 3문항, 연민

정서 3문항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문항은 ‘정이 간다’, ‘불 하다’, ‘피하고 싶

다’, ‘호기심이 생긴다’, ‘가엾다’, ‘안돼 보인

다’, ‘싫다’, ‘좋다’, ‘두렵다’ 등이었다. 각 문

항에 해 ‘  그 지 않다(1)’부터 ‘매우 그

다(5)’까지 5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

다. 수의 산출은 정, 부정, 연민 정서를 

측정하는 각 3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 고, 

각 요인의 평균 수가 높을수록 해당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되어있었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정  정서는 .57, 부정  정

서는 .83, 연민정서의 신뢰도는 .87로, 정  

정서에 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었다.

  행동.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  

행동  측면은 Bogardus(1925)의 사회  거리감

의 개념에 근거하여 양계민과 정진경이 구성

한 척도(2008)를 사용하 는데, 소수집단에 

해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직장동

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연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내 자녀와 결혼시킬 수 있다’ 등의 

총 여섯 개 문항을 구성하고, 각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1)’부터 ‘매우 그 다(5)’까

지 5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 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84 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

과 2개의 요인이 산출되었는데,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의 세 문항

과  ‘연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내 자녀와 결혼시킬 수 있다’ 의 세 

문항이 각각 요인으로 묶 다. 내용 으로 보

았을 때, 첫 요인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계를 의미하고, 두 번째 요인은 가족으로까

지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깊은 계까지 받

아들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첫 번째 요인은 

‘가벼운 계’ 두 번째 요인은 ‘친 한 계’

로 명명하 다. 수가 높을수록 국제결혼가

정 자녀에 해 수용 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을 의미하는데, 두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모두 .95로 매우 신뢰로운 수 이었다.

  교사가치

  권 주의  공격성.  권 주의 경향성을 측

정하기 하여 민경환(1989)이 개발한 ‘한국

권 주의척도’를 사용하 다. 원래 권 주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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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척도는 9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된 34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문항이 지나치게 많

을 경우 응답의 성실성  집 도 하의 문

제가 우려되어 소수집단에 한 편견과 보다 

직 으로 련되어 있고 사회  지배지향성

과 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권 주의  

공격성’만을 포함시켰다(Passini, 2008; Whitley, 

1998). 수가 높을수록 권 주의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8이었다.

  불확실성회피 경향성.  불확실성회피 경향

성은 Hofstede(1995)의 이론에 근거하여 양계민

과 정진경(2005)이 제작한 10문항을 사용하

으나 문항-척도간 상 이 떨어지는(r=.012) ‘나

는 애매하고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 불편하다’

라는 문항을 삭제하고 9개 문항을 사용하 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새로운 모험을 좋아한다’, 

‘나는 색다른 것에 호기심이 많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있게 되면 두려움을 느낀다’ 등

이 포함되었고, 각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까지의 5  척도

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었다. 9개 문항의 평균

수를 산출하 고, 수가 높을수록 불확실

한 것에 해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제작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72 으나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1로 다소 낮게 산출되었다.

  한민족정체성.  한민족정체성은 양계민(2009b)

의 한민족정체성 측정 문항들을 활용하 다. 

한민족정체성은 크게 두 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나는 ‘순 주의정체성’이

고 다른 하나는 ‘문화민족 정체성’이다. 순

주의정체성은 한국인이 단일민족이라는 데 

한 자부심과 련된 문항으로, ‘우리나라는 한 

핏 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인은 단일민족으로서 순수성이 높은 국

민이다’,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국가경

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로서의 

통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인은 가능한 한국

인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

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

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

에 해 ‘  그 지 않다(1)’부터 ‘매우 그

다(5)’까지 5  척도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

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내  합치도( α)는 .84

로 신뢰로운 수 이었다. 두 번째 하 요인인 

문화민족정체성은 ‘한국인은 탁월한 민족이

다’, ‘우리 민족은 유수한 종교와 사상을 꽃피

운 자랑스런 민족이다’, ‘한국인은 문화민족이

다’, ‘나는 한국의 문화가 자랑스럽다’, ‘한국

의 통문화는 세계 어느 민족의 문화와 비교

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에 하

여 ‘  그 지 않다(1)’부터 ‘매우 그 다(5)’

까지 5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 고, 척도

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로 매우 신뢰로운 

수 이었다. 각 수가 높을수록 문화민족정

체성과 순 주의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민족 심주의. 자민족 심주의(ethnocentrism)

는 한국청소년개발원(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민족 심주의’척도로 원래 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었으나 ‘고도의 기술과 책임이 따르는 

일보다 수공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일에는 동

남아시아나 국 사람들에게 당하다’는 문

항은 개념상 자민족 심주의라고 보기에 타당

하지 않는 문항이며 특정 집단에 한 편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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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기에 삭제하고, 나머지 5문항인 

‘지구의 자연환경 보호보다 우리나라가 잘 사

는 일이 우선이다’, ‘세계 인류를 한 일이라

도 우리나라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

족보다 우리 민족을 더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문화는 다른 어떤 나라 문화

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

서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강국이 되어

야 한다’는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1)’

부터 ‘매우 그 다(5)’까지 5  척도 상에 응답

하도록 되어있었다. 모든 문항의 평균을 구하

여 자민족 심주의 수를 산출하 고, 수

가 높을수록 자민족 심주의가 높음을 의미한

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이었다.

  다문화사회의 정성.  다문화사회의 

정성은 앞에서도 언 했듯이 유럽 국가들의 

인종  편견을 비교분석하기 해 개발된 

EUMC(EU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의 보고서에서 ‘종족  배제주의’라

고 정의한 개념의 한 가지 하 요인으로 황정

미 등(2007)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 

문항 내용으로는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 ‘인종, 

종교, 문화  다양성이 확 되면 국가경쟁력

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에

서 ‘  그 지 않다(1)’부터 ‘매우 그 다(5)’

까지 5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

었고, 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

에 해 정 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3이었다.

결  과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 태도  가치의 교

사 성별 차이

  우선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교사들의 

태도  소수집단 고정 념과 련된 가치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성별, 연령별 차이를 분석

하 다. 첫째로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해 지니고 있는 태도  소수집단에 한 

고정 념과 련된 가치의 성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 차이

가 나타난 부분은 태도  부정  인지  정

서요인이었다. 즉, 남자교사들이 여자교사들에 

비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해 부정  인지

태도가 높았고, 동시에 국제결혼가정 자녀들

을 더 불 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수집단에 한 고정 념과 련된 가치 에

서는 권 주의  공격성과 순 주의 정체성, 

자민족 심주의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교사들이 여자교사들에 비해 권 주

의  공격성이 강하고, 순 주의 정체성이 높

으며 자민족 심주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 태도  가치의 교

사 연령별 차이

  두 번째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 

 소수집단과 련된 고정 념의 연령별 차

이를 분석하 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 정서, 행동상의 연령집단별 일원변량분

석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Duncan)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부정  인지, 부정  정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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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 태도  가치의 성별 차이

하 요인 남(N=191) 여(N=247) t

태도 인지 정 3.20(.42) 3.22(.38) -.58

인지부정 2.63(.44) 2.54(.46)  2.14*

정서 정 3.13(.46) 3.06(.47) 1.44

정서부정 2.37(.61) 2.31(.64) 1.10

정서연민 2.88(.73) 2.70(.77)  2.40*

가벼운 계 3.68(.62) 3.74(.65) -.96

친 한 계 2.90(.86) 2.86(.96)  .49

가치 권 주의 공격성 2.94(.42) 2.76(.52)    3.34***

불확실성회피 2.68(.42) 2.65(.44)  .80

문화민족정체성 3.84(.68) 3.87(.61) -.57

순 주의정체성 3.28(.86) 3.08(.75)   2.63**

자민족 심주의 2.86(.79) 2.63(.71)    3.19***

다문화사회의 정성 3.57(.73) 3.52(.6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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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 태도  가치의 연령별 차이

하 요인 20 (N=78) 30 (N=131) 40 (N=173) 50  이상(N=52) F

태도 인지 정 3.21(.41) 3.22(.41) 3.22(.39) 3.17(.37)  .24

인지부정 2.48(.56)b 2.55(.50)ab 2.61(.39)ab 2.68(.34)a 2.36

정서 정 3.13(.47) 3.05(.47) 3.09(.45) 3.12(.49)  .58

정서부정 2.21(.73)b 2.31(.59)ab 2.37(.63)ab 2.50(.51)a 2.51

정서연민 2.64(.82)b 2.75(.79)ab 2.84(.73)ab 2.91(.64)a 1.80

가벼운 계 3.85(.69) 3.71(.60) 3.67(.65) 3.67(.62) 1.54

친 한 계 2.99(1.06) 2.89(.91) 2.86(.92) 2.74(.73)  .79

가치 권 주의  공격성 2.67(.50)c 2.85(.56)b 2.84(.55)b 3.03(.51)a   4.59**

불확실성회피 2.59(.38)b 2.66(.45)ab 2.67(.45)ab 2.76(.37)a 1.56

문화민족정체성 3.95(.61) 3.86(.66) 3.79(.63) 3.92(.68) 1.28

순 주의정체성 3.10(.81)b 3.09(.86)b 3.18(.77)b 3.44(.74)a  2.66*

자민족 심주의 2.53(.82)c 2.61(.73)bc 2.80(.71)b 3.03(.78)a    6.17***

다문화사회의 정성 3.47(.68) 3.63(.67) 3.51(.72) 3.56(.67) 1.06

* p<.05, ** p<.01, *** p<.001,  Duncan: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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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 태도  가치의 담당학교 별 차이

하 요인 등학교(N=52) 학교(N=188) 고등학교(N=200) F

태도 인지 정 3.29(.39) 3.19(.35) 3.20(.44) 1.25

인지부정 2.52(.48) 2.61(.44) 2.57(.47)  .90

정서 정  3.29(.50)a  3.06(.46)b  3.07(.46)b   5.45**

정서부정 2.24(.59) 2.33(.64) 2.36(.63)  .73

정서연민 2.90(.83) 2.68(.78) 2.84(.71) 2.92

가벼운 계  3.88(.48)a  3.66(.67)b   3.72(.64)ab 2.33

친 한 계 2.90(.91) 2.82(.92) 2.93(.93)  .72

가치 권 주의  공격성 2.89(.46) 2.78(.57) 2.88(.54) 2.02

불확실성회피 2.69(.44) 2.68(.42) 2.64(.44)  .57

문화민족정체성  4.02(.60)a   3.90(.65)ab  3.78(.63)b  3.68*

순 주의정체성 3.21(.78) 3.26(.81) 3.07(.82) 2.65

자민족 심주의 2.77(.76) 2.69(.75) 2.75(.76)  .47

다문화사회 정성  3.72(.67)a  3.45(.64)b   3.57(.74)ab  3.57*

* p<.05, ** p<.01, Duncan: a>b

민정서 세 가지 태도변인에서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0  이상 교사집단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부정  인지, 부정  정서  연

민정서가 가장 높고, 20  교사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록 F값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0  이상 연령의 교사

집단이 20  교사집단에 비해 부정  태도  

연민정서가 높은 경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 태도  가치의 담

당학교 별 차이

  다음으로 학교 별 교사들의 태도  가치

를 분석하 다. 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 인 정서의 측면에서 등학교 교

사들이 고등학교 교사들보다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민족 정체성도 등학

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에 한 

정성 역시 등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 교

사들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  가벼운 계를 수용하겠다

는 행동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은 

아니었으나 Duncan 검증 결과 등학교 교사

들이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수가 높아 

더 수용 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 태도  가치의 

여부에 따른 차이

  다음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재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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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 태도  가치의 여부에 따른 차이

하 요인 비  학교(N=394)  학교(N=46) t

태도 인지 정  3.21(.40)  3.16(.35)  .92

인지부정  2.57(.47)  2.68(.36) -2.08*

정서 정  3.10(.47)  3.03(.41)  .96

정서부정  2.31(.63)  2.53(.59)  -2.24*

정서연민  2.76(.75)  2.96(.80) -1.66

가벼운 계  3.73(.64)  3.61(.61) 1.18

친 한 계  2.88(.92)  2.89(.94) -.10

가치 권 주의  공격성  2.83(.55)  2.91(.52) -.89

불확실성회피  2.65(.43)  2.80(.43)  -2.28*

문화민족정체성  3.85(.64)  3.95(.65) -1.01

순 주의정체성  3.16(.82)  3.21(.75) -.37

자민족 심주의  2.72(.77)  2.78(.60) -.50

다문화사회의 정성  3.53(.79)  3.60(.62) -.63

* p<.05

에 있는 학교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

이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재학 인 학교의 

교사들이 부정 인 인지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부정 인 정서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의 태도요인에서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치

와 련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는 비  학교

와  학교 간에 차이가 없었고, 불확실성 회

피경향성에 있어 학교 교사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주의, 불확실성회피, 문화민족정체성, 순

주의정체성, 자민족 심주의간의 계

  권 주의, 불확실성회피, 문화민족정체성, 

순 주의정체성, 자민족 심주의 등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생각되는 가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권

주의경향성이 높을수록 불확실성회피 경향

성이 높고 순 주의 정체성과 자민족 심주의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확실성 회

피경향성이 높을수록 순 주의 정체성과 자민

족 심주의 경향은 높고 다문화사회의 정

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민족 정체

성이 높을수록 순 주의 정체성  자민족

심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순 주의 정

체성이 높을수록 자민족 심주의는 높고 다문

화사회의 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자민족 심주의가 높을수록 권 주

의, 불확실성회피 경향성, 문화민족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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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권 주의, 불확실성회피, 문화민족정체성, 순 주의정체성, 자민족 심주의 요인의 상 계

권 주의 불확실성 회피 문화민족정체성 순 주의정체성 자민족 심주의

불확실성회피     .19***

문화민족정체성  .08 -.03

순 주의정체성     .20***     .18***    .42***

자민족 심주의     .39***     .18***    .31***     .43***

다문화사회의 정성 -.08    -.17*** .05    -.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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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교사들이 가지는 가치가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2

△R2

인지

정
다문화사회의 정성    .24     5.14*** .063 -

문화민족정체성    .14    2.88** .082    .019**

부정

권 주의  공격성    .21     3.98*** .069 -

자민족 심주의    .11   2.08* .082   .013*

불확실성회피    .10   2.00* .090   .009*

정서

정

다문화사회의 정성    .14    2.93** .029 -

문화민족정체성    .15    3.18** .053    .024***

불확실성회피   -.10  -2.05* .062  .010*

부정
권 주의  공격성    .19    3.89*** .047 -

불확실성회피    .18    3.74*** .079    .032***

연민 권 주의  공격성    .17    3.49*** .029 -

행동

가벼운

계

불확실성회피   -.23   -4.82*** .079 -

다문화사회의 정성    .14   2.98** .103    .024***

문화민족정체성    .14   2.81** .113  .010*

자민족 심주의    -.11 -2.20* .123  .010*

친 한

계

순 주의정체성    -.23  -4.95*** .072 -

다문화사회의 정성    .22   4.69*** .119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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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주의 정체성이 높지만 다문화사회의 정 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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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지닌 가치가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다문화 

련 가치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의 태도

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권 주의  공격성, 불

확실성회피, 문화민족정체성, 순 주의정체성, 

자민족 심주의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에 

한 정  가치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인지  태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정  

인지태도에는 다문화사회의 정성과 문화민

족정체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  인지태도에는 권 주의  공격성과 자

민족 심주의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이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정서태도

에는 다문화사회의 정성  문화민족정체성,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태도에는 권

주의  공격성과 불확실성 회피 경향성이, 연

민 정서에는 권 주의  공격성이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간

으로 측정한 사회  거리  비교  가벼

운 계에는 불확실성회피 경향성, 다문화사

회의 정성, 문화민족정체성, 자민족 심주의

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인이나 

가족 계까지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

한 계에는 순 주의정체성이 가장 큰 향

을 미치고 다문화사회의 정성이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 ․고등학교 교사들이 국제

결혼가정 자녀에 해 지니는 태도를 성별, 

연령별, 학교 별, 여부별로 분석하고,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  소수집단에 

한 고정 념  편견과 련된 사회  가치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에 어떤 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

과 우선 남자교사들이 여자교사들에 비해 국

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부정  인지태도  

연민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등교사를 상으로 문화다양성에 한 태도

를 조사한 결과 여자교사들이 남자교사들에 

비해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한 존 감이 더 

높고, 이웃으로서의 수용가능성  직장동료

로의 수용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박

윤경, 성경희, 조 달(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남자교사들에 한 다문화교육이 강

화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 가치와 

련해서 남자교사들이 여자교사들에 비해 권

주의 경향성, 순 주의정체성  자민족

심주의 경향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

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교사들

이 여자 교사들보다 더 보수 인 가치를 지니

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보수  가치가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그 로 달

될 험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

과 역시 남자 교사들 상의 다문화교육 강화

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교육의 내용에서 순

주의가치의 문제   권 주의 경향성이나 

자민족 심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연령별 비교에서는 50  이상의 비교

 연령이 높은 교사들이 보다 은 교사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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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 주의  경향성이 높고, 순 주의정체

성  자민족 심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는 박윤경, 성경희, 조 달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

한 결과를 학교 장에 용해 본다면 비교  

연령이 낮은 20  는 30  교사가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50  이상의 고 연령층 교사에게 합한 다문

화교육 로그램의 개발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담당학교 에 따라 교사들의 태도  

가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반

으로는 학교 간 차이가 없었지만 등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국제결

혼가정 자녀에 한 정  정서가 높고 가벼

운 계에 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 문화민족 정체성과 다문화사회의 다

양성 수  등 정  가치의 수에서 등학

교 교사들의 수가 높았다. 재 국제결혼가

정 자녀  다수가 등학생인 실을 고려

할 때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고등학교에도 역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

은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

생들이 증가하게 될 것을 상하면 ․고등

학교 교사들의 소수집단에 한 고정 념  

편견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한 것으

로 생각된다.

  넷째, 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태도  가

치가 다른지 비교한 결과 국제결혼가정 자녀

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비  

학교에 비해 오히려 부정  인지와 정서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집단 

상에 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경우 은 

오히려 부정 인 고정 념과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을 우선 으로 다문화교육에 포함시켜

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로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권 주의, 

불확실성회피, 문화민족정체성, 순 주의정체

성  자민족 심주의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의 태도에 해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  인지  정서태도에 공통 으로 향

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사회의 정성과 문

화민족정체성이었고, 부정  인지  정서태

도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

주의  공격성과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이었다. 

이는 교사 상의 다문화교육 구성에 한 시

사 을 제공하는 결과로, 소수집단에 한 고

정 념과 편견을 해소하기 한 교육의 내용

으로 다문화사회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 인 측면에 한 강조를 하되, 구체 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 한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권 주의  성향이나 불

확실성 회피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에 가

깝기 때문에 쉽게 교육으로 변화되기는 어려

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교사 상 다문화교육

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제결혼가정 자

녀를 담당하는 교사를 선정할 때, 미리 성격

검사를 한다든지 등의 사  선정과정을 거치

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만 한 은 문화민족 정

체성이 정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산출되었다는 이다. 문화민족 정체성은 

한민족 정체성의 하  요인으로 크게 보면 한

민족정체성인데 순 주의정체성과는 달리 오

히려 소수집단에 한 정  태도를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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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역할을 했다는 에서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에 한 시사 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행동을 측하는 

변인을 보았을 때, 불확실성 회피경향성과 자

민족 심주의가 낮고, 다문화사회의 정성과 

문화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가벼운 수 의 

계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다 친 한 

계에 해서는 순 주의 정체성이 낮고 다문

화사회 다양성이 높을수록 수용 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해 가지고 있는 심리  거리를 잘 나타내주

는 결과로 생각되는데, 친구나 이웃, 동료로 지

낼 때는 불확실성 회피나 자민족 심주의 등

의 가치가 작용하나,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생각할 때는 결국 순 주의정체성

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까지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가족 등으로 섞이는 

것에 한 거부감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시사 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이론  측면으로, 국

내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도의 연

구들이 그리 많지 않으며, 있다 해도 주로 청

소년들을 심으로 분석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의 태도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한 

매개체인 교사를 상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

에 한 태도를 분석하고, 그에 향을 미치

는 다양한 가치 을 악하고자 했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있는 학교에 재학 인 교사들의 

태도가 더 부정 이었다는 결과는 앞에서도 

언 했던 바와 같이 단순 의 경우 오히려 

부정  고정 념과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

는 기존의 이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결

과 다. 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수용

성을 악할 수 있는 사회  거리의 측정 결

과 가벼운 계와 친 한 계에서 서로 다른 

가치가 개입되고 있으며, 특히 교사들이 지닌 

순 주의 정체성이 친 한 계형성을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에서 향후 한민족정

체성에 한 심도 깊은 이론  경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는 실  측면으로, 연구의 결과를 근

거로 논의하자면 우선 교사 상으로 국제결

혼가정 자녀, 는 이주 노동자 자녀 등 문화

 인종  배경이 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

해야 하는지,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담당 학

에 있을 때 학  내에서 일반 학생들에게는 

어떤 가치를 달해야 하는지, 교사로서 조심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한 구체 인 

교육 방안이 시 히 마련되어야 하며, 교사들

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고정 념과 편견을 통

찰하여 수정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다문화교

육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이 때 교사교육의 경우 등학교 이상 교

사가 아니라 유아 교사들부터 시작되어야 하

는데, 유아들의 경우 만 2세만 되어도 이미 

성이나 민족에 한 문화  조망을 시작하고, 

다양성  차이를 인식하며,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게 되며 만 4세만 되어도 이미 정

형화된 성역할과 인종에 한 편견을 내면화

할 수 있기에(Deman-Sparks & A. B. C. Task 

Force, 1989), 보다 효과 인 교육을 해서는 

보다 빠른 시기의 심도 깊은 다문화교육이 필

요할 것이다. 한 학교 내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이주노동자의 자녀 등 문화  인종  

배경이 다른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를 배치함

에 있어, 비교  다문화에 한 수용성이 높

고 개방 인 가치를 지닌 교사를 선발하여 배

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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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나이 많은 남자교사보다는 은 연령의 여

자교사가 국제결혼가정 자녀 뿐 아니라 국제

결혼가정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학  내 다른 

학생들에게 정 인 교육효과를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되며, 권 주의경향성이나 불

확실성 회피경향성 등의 가치가 비교  약한 

교사들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언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하게 나온 변인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나 그 설명량은 비교  었다. 

이는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가치들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수많

은 요인들 의 하나이고 더 요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태

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한 변

인을 다각 으로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에서 고등학교 교사

에 비해 등학교 교사의 수가 비교  었다. 

체 다문화가정 자녀  등학교에 재학 

인 자녀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고려할 때, 

등학교 교사들을 좀 더 많이 표집하여, 

수 에 따른 심도 깊은 분석을 했다면 좀 더 

많은 시사 을 도출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의 빈도  

계의 질 등 다양한 수 을 고려한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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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the School Teachers’ Values on Attitude

toward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Kye-Min Ya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is study was explored for two purposes. The first was to examine the school teachers' attitudes toward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and the second was to find the influence of the school teachers' 

values on attitudes toward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For the purpose, 440 teachers fro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males had negative cognitive attitude and feeling pity toward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and they were high in authoritarian personality tendency, pure-blooded ethnic identity, and 

ethnocentrism. Second, age of 50 over group were hig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tendency, pure-blooded 

identity and ethnocentrism than the younger groups. Third,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d more positive 

emotional attitude and higher civilized ethnic identity and positivity of multicultural society than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Fourth, the teachers in the schools including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were more negative cognitive, negative emotional attitudes, and high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y than 

the opposite. Fifth, in positive cognitive and emotional attitude toward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positivity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civilized ethnic identity were influencing factors, but, in the 

negative cognitive and emotional attitude, authoritarian personality tendency and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y 

were influencing factors. Lastly, in behavioral attitude,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y, positivity of multicultural 

society, civilized ethnic identity and ethnocentrism influenced to a-little-close relationship formation, but, in close 

relationship formation, pure blooded ethnic identity and positivity of multicultural society wer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instruction of the students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and the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teachers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attitude toward minority, stereotype, social value, multicultural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