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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준비를 위한 대학생들의 인식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for Prepar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양혜진

Hye-Jin Yang*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담당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면서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우리의 인식을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2018

년과 2019년 매 학기 1회씩 4번에 걸쳐 동일 교양 교과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충분한

설문 6부를 제외하고 총 299부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민에 대해 연령이 낮거나 외국 경

험이 없는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인식형성 요인에서는 사회적 거리감과 인지적 유

연성에 있어서 연령이 높은 경우 이주민에 대해 더 친밀하게 느끼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 인정조건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혼합된 전공자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항목에서 이

주민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조건들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사회, 다문화 이미지, 다문화 인식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examine our perceptions, which are required as our society prepares for a 
multicultural society, targeting college students who are in charge of the future of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o 
propose specific ways of changing what and how. A survey was conducted on college students taking the same 
liberal arts course four times each semester in 2018 and 2019, and a total of 299 survey data were used to 
analyze the results, excluding 6 insufficient survey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migrants had 
a negative image when they were younger or had no foreign experience. Regarding the factors of cognition of 
migrants, social distancing and cognitive flexibility were found to be more intimate with migrants when they 
were older, but were more concerned about social issues. Finally, in terms of the conditions for accreditation of 
migrants to Koreans, it can be seen that social welfare majors agree with the conditions for recognizing 
migrants as Koreans in much more categories than those with mixed majors.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practical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college students who need to prepare to lead a multicultural society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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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전년 동월

과 비교하여 대략 18만 명 정도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31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이상을 차지한다[1].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인구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인구 구성이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해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

민들이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집단과 함께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2].

이에 정부는 물론 학계도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심하며 외국인에 대한 태도

나 다문화 수용 정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

다[2]. 그 결과로 몇몇 연구들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외국인과 접촉이나 교류가 많아지고 있어 이러한

접촉 경험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 즉,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외국인을

수용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2]. 외국인 노동자들

을 대상으로[3], 외국 여행 경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

로[4],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 경험[5] 등 접촉이론

에 근거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접촉이론을 근거로 수행

된 연구들 대다수는 외국인과 실제 접촉이 강화되었을

때 이주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접촉의 질 역시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설명한다[2].

이주민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있다. 이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 새로 편입된

소수 집단이 경험하는 부적응 문제의 관점에서 이주민

관련 현상을 다루었다[6].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 즉, 중학생의 다문화 접촉 경험, 인지적 유

연성, 편견 및 다문화적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하여 사

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

로 수행한 연구[7] 등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

문화가정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보고한다.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들 중 일부는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집합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

이 아니라 해당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태도나

감정, 더 나아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

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다[8]. 즉, 한국 거주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정보

부족과 모든 대상을 습관적이고 직관적으로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는 인간의 습성, 타인에 대한 태도 형성

과정에 타인이 속한 집단의 고유 가치나 문화적 속성들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9], [10], [11]을 통해 우리

의 관점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

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과 더불어 한국인이 지닌 기존

태도 즉, 사회적 거리감과 위협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고 설명[8]하여, 미디어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담당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우리의 인식을 점검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 방

법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A지역 소재 대학에서 동일 교양

교과를 수강하는 재학생들로 제한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수

강생들에게 설문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응답

하도록 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수업의 일환으로도 활용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4월, 10월, 2019년 4월,

10월 총 4회에 걸쳐 해당 교과 수강생들에게 1회씩 실

시하였다. 총 315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배포하였고

수거된 설문지는 315부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지 6부를

제외하고 총 299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이주민에 대해 연상되는 인식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이주민에 대해 연상되는

인식의 내용은 ①이주민 하면 떠오르는 체류 목적과 출

신 국가, ②이주민에 대한 자동적인 생각(이미지)이다.

먼저 이주민에 대해 연상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이들에게서 연상되는 출신 국가 관련 내용은 출

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 월보의 내용을 참조하였

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자동적인 생각의 구체적인 내

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성택(2003)이 고안한 외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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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편견측정척도와 김동수·김도환·정태연(2011)의 외

국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주민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형용사 어휘

를 최종 15쌍의 쌍극 형용사 어휘로 완성하였다[12].

2) 이주민에 대한 인식 형성요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형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①인구사회학적 배

경(성별, 연령, 전공), ②사회적 거리감, ③외국 경험 여

부를 통한 직접 접촉, ④이주민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

및 한국인 인정조건에 대한 생각을 활용하였다[12].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주민에 대해 연상되

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인

식 형성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9)

구분 항목 N(%)

성별
남자 131(43.8)

여자 168(56.2)

연령
(평균
22세)

21세이하 152(50.8)

22세이상 147(49.2)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 182(60.9)

사회복지외 전공 117(39.1)

외국
경험

있다 193(64.5)

없다 106(35.5)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43.8%(131명), 여

자가 56.2%(168명)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세로, 21세 이하가 50.8%(152명), 22세 이상이

49.2%(147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60.9%(182명)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이었으며, 나머지

39.1%(117명)는 다양한 전공이 혼합되어 있었다. 이들

중 64.5%(193명)가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2. 이주민에 대해 연상되는 인식

1) 이주민의 체류 목적과 출신 국가

연구 대상자들이 이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중

첫 번째로 이주민 하면 연상되는 체류 목적과 출신 국가

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대상자가 연상하는 이주민의 체류 목적과 출신 국가
Table 2. Purpose of stay and country of origin of migrants
associated with the target person (N=299)
구분 항목 N(%)

연상되는
체류목적

결혼 이주민 91(30.4)

이주노동 116(38.8)
재한 교포 24(8.0)

외국인 회화 강사 68(22.7)

연상되는
출신국가

네팔 3(1.0)
러시아 3(1.0)
몽골 2(.7)
미국 70(23.4)

방글라데시 13(4.3)
베트남 102(34.1)
스리랑카 2(.7)
우즈베키스탄 5(.7)
인도네시아 4(1.3)
일본 8(2.7)
중국 22(7.4)
캄보디아 10(3.3)
태국 6(2.0)
파키스탄 2(.7)
필리핀 40(13.4)
기타 7(2.3)

대상자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

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으로 38.8%(116명)가 이주

노동자를 떠올렸으며, 다음이 결혼이민자(30.4%, 91명),

외국인 회화 강사(22.7%, 68명) 그리고 재한 교포(24명,

8.0%)의 순이었다. 이들의 출신 국가로는 베트남(34.1%,

102명), 미국(23.4%, 70명), 필리핀(13.4%, 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47.5% 즉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동남아시아 출신국의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 또는 결혼이민자로 체류하고 있다는 생각

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주민에 대한 자동적 생각 : 이미지

다음은 다문화사회 준비를 위해 대학생들이 가지는

외국인에 대한 자동적 생각의 하나로 이주민에 대한 이

미지를 살펴보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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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표 3에 제시

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가 통계적으

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

른 차이검증 결과, 건강과 관련된 형용사(t=2.686,

p<.01)와 청결에 관련된 형용사(t=2.189, p<.05)에서 21

세 이하의 대상자가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어 22세 이

상의 대상자보다 좀 더 이민자들에 대해 허약하거나 지

저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학 전공자

와 그 외 혼합된 전공자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외국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외국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이 외국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비해 이주민에 대해 착하지 않고 더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2.216,

p<.05).

표 3. 대상자의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the subject's image of migrants

(N=299)

1점
성별 연령 전공 외국경험

9점
남자 여자 21↧ 22↥ 사복 사복외 있다 없다

호감 3.15 3.10 3.11 3.13 3.13 3.11 3.08 3.19 비호감

건강
평균

3.49 3.42
3.59 3.31

3.51 3.36 3.42 3.49 허약
t값 2.686**

친근 2.99 3.03 2.97 3.05 3.03 2.99 3.01 3.02 어색
믿음 2.89 2.93 2.93 2.88 2.93 2.87 2.92 2.90 믿지못함
겸손 3.41 3.36 3.41 3.35 3.38 3.38 3.35 3.43 오만
유능 3.23 3.23 3.32 3.14 3.21 3.25 3.24 3.21 무능
온순 3.40 3.35 3.43 3.32 3.37 3.38 3.37 3.39 거침
똑똑 3.08 3.25 3.24 3.12 3.17 3.19 3.17 3.19 멍청

착함 3.60 3.57 3.63 3.53 3.58 3.58
3.50 3.73

나쁨
-2.126*

깨끗
평균

3.02 3.09
3.17 2.94

3.06 3.05 3.03 3.10 지저분
t값 2.189*

성실 3.63 3.52 3.64 3.50 3.57 3.57 3.54 3.62 불성실
부지런 3.62 3.56 3.63 3.54 3.62 3.53 3.60 3.56 게으름
조용 3.17 3.03 3.06 3.12 3.10 3.08 3.06 3.15 소란
약싹빠름 2.99 2.99 3.01 2.98 3.00 2.97 3.01 2.97 어리석음
부유 2.56 2.71 2.73 2.56 2.63 2.67 2.65 2.64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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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주민에 대한 인식형성의 요인

1) 대상자의 사회적 거리감 차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표 4에 제시된 대로 성

별에 따라서는 남자보다 여자(t=-2.246, p<.05)가, 연령

에 따라서는 21세 이하의 대상자보다 22세 이상의 대상

자(t=-2.537, p<.05)가 내 배우자가 되는 것에 더 찬성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과 외국 경험에 따라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4. 대상자의 사회적 거리감 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social distance of the subject

(N=299)
성별 연령 전공 외국경험

남자 여자 21↧ 22↥ 사복 사복외 있다 없다
국민 3.48 3.49 3.47 3.50 3.52 3.44 3.46 3.55
내 이웃 3.75 3.68 3.76 3.67 3.69 3.75 3.70 3.73
동아리 회원 3.75 3.78 3.77 3.76 3.77 3.76 3.72 3.85
내배
우자

평균 2.77 3.05 2.78 3.08
2.97 2.86 2.84 3.08

t값 -2.246* -2.537*

전체
평균 3.44 3.50 3.44 3.50 3.46 3.48 3.43 3.55
t값 -.790 -.756 -.370 -1.446

* p<.05

2) 대상자의 이주민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대상자의 이주민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 차이
Table 5. Differences in cognitive flexibility of subjects
toward migrants (N=299)

성별 연령 전공 외국경험
남자 여자 21↧ 22↥ 사복 사복외 있다 없다

문화
풍부

평균
2.81 2.90 2.83 2.90

2.88 2.83
2.82 2.93

t값 -.958
외교
도움

평균
2.98 2.96 2.94 3.00

2.94 3.02
2.94 3.02

t값 1.308
자녀
갈등*

평균
2.52 2.61

2.48 2.66 2.78 2.24
2.55 2.60

t값 -2.083* -6.499***

범죄
율*

평균
2.56 2.58

2.41 2.74 2.76 2.28
2.54 2.63

t값 -3.635*** -5.176***

복지빼
앗김*

평균
2.61 2.58 2.53 2.66

2.73 2.38
2.57 2.63

t값 -4.503***

세금
부담*

평균
2.58 2.46 2.46 2.56

2.60 2.38
2.49 2.56

t값 -2.829**

국민일
먼저

평균
2.45 2.55 2.57 2.45

2.19 3.01
2.47 2.58

t값 9.927***

전체
평균 2.65 2.66 2.60 2.71 2.59 2.70 2.63 2.71
t값 -.360 -2.249* -2.56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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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과 외국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이주민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에 통계적으로

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서는 21세 이하의 대상자보다 22세 이상의 대상자가 자

녀갈등(t=-2.083, p<.05)이나 범죄율(t=-3.635, p<.001)

이 더 높을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공에 따라서는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그 외 혼합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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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비해 자녀갈등(t=-6.499, p<.001)이나 범죄율

(t=-5.176, p<.001)이 더 높아질 것이고, 복지를 빼앗길

가능성(t=-4.503, p<.001)과 세금부담(t=-2.829, p<.001)

이 더 커질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

회복지외 혼합된 전공자의 경우 국민의 일이 먼저

(t=9.927, p<.001)라는 생각에 있어서 사회복지전공자보

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 인정조건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

인정조건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 인정조건에 대

해 통계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전공에 따라서

는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그 외 혼합된 전공자에 비해

한국인으로 느끼거나(t=-1.975, p<.05), 한국어를 할 줄

알거나(t=-2.876, p<.01),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거나

(t=-2.053, p<.05), 전통을 계승하거나(t=-2.063, p<.05),

한국에서 출생했거나(t=-2.993, p<.01), 한국인 부모가

있는 경우(t=-3.372, p<.01)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에 더 많이 동의하였다. 외국 경험에 따라서는 외

국 경험이 있는 경우 한국인으로 느끼면 인정한다

(t=1.968, p<.05)는 데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 대상자의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 인정조건 차이
Table 6. Differences in conditions of recognition of
Koreans for migrants (N=299)

성별 연령 전공 외국경험
남자 여자 21↧ 22↥ 사복 사복외 있다 없다

한국인
느끼기

평균
3.61 3.55 3.61 3.545

3.66 3.44 3.66 3.43
t값 -1.975* 1.968*

법준수
평균

4.33 4.21 4.30 4.23
4.28 4.24

4.30 4.21
t값 -.476

한국어
평균

3.65 3.83 3.75 3.75
3.86 3.58

3.75 3.75
t값 -2.876**

발전에
기여

평균
3.27 3.37 3.27 3.38

3.40 3.21
3.31 3.35

t값 -2.053*

전통계
승

평균
3.09 3.26 3.23 3.14

3.27 3.05
3.18 3.20

t값 -2.063*

한국출
생

평균
2.16 2.30 2.16 2.33

2.39 2.04
2.25 2.22

t값 -2.993**

한국인
부모

평균
2.19 2.27 2.14 2.33

2.38 2.00
2.25 2.20

t값 -3.372***

전체
평균 3.19 3.26 3.20 3.24 3.08 3.32 3.24 3.19
t값 -1.219 -.589 -4.100***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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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담당해야 하는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면

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우리의 인식을 점검하고 구체

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제

안해 보고자 계획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한 체류 목적과 출신 국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로 체

류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출신 국가로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동남아시아 출신이라고 생각했다.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연령에 따라 21세 이하의

대상자가 22세 이상의 대상자보다 좀 더 이민자들에 대

해 허약하거나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다. 또 외국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이 외국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비해 이주

민에 대해 더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접촉이론을 근거로 제시된 선행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라고 해석된다[2]~[5].

둘째, 이주민에 대한 인식형성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먼저, 사회적 거리감 차이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에 따라서는 21세 이하의 대상자보다 22세

이상의 대상자가 내 배우자가 되는 것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유연성 차이에 대해서는 연령

에 따라 21세 이하보다 22세 이상인 대상자가 자녀갈등

이나 범죄율이 더 높을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공에 따라서는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그 외

혼합된 전공자에 비해 자녀갈등이나 범죄율이 더 높아

질 것이고, 복지를 빼앗길 가능성과 세금부담이 더 커

질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복지외

혼합된 전공자의 경우 국민의 일이 먼저라는 생각에 있

어서 사회복지전공자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 역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편견 형성요인 중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과 더불어 한국인이 지닌 기존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8]~[11], 그리고 사회문제

에 초점을 둔 연구 결과에 노출된 전공자의 차별적 시

선[7] 형성과 비슷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 인정조건의 차이

분석 결과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그 외 혼합된 전공자에

비해 한국인으로 느끼거나, 한국어를 할 줄 알거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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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거나, 전통을 계승하거나, 한국에

서 출생했거나, 한국인 부모가 있는 경우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외국 경험에 따라서는 외국 경험이 있는 경우 한

국인으로 느끼면 인정한다는 데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

다. 이 결과 역시 접촉이론으로 설명된 선행연구와 비

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2]~[5].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를 준비하

면서 우리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촉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는 외국 경

험이 없거나, 연령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이주민에 대

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허약하고 게으르며 나쁘다는

등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 사회로

진전이 급속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

도록 돕는 내용의 교육 또는 교과과정이 어린 시기부터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

다.

둘째, 이주민에 대한 인식형성요인 중 사회적 거리감

이나 인지적 유연성의 경우 연령이 높거나 사회복지학

전공자인 경우 이주민에 대해 더 친밀하게 느끼지만 이

주민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제에 대한 걱정이 더 많

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이 접하게 되는 미디어

혹은 차별적 시선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적 분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형성요인

들이 합리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바람

직한 인식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그리고 홍보 방법 마련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구조적 측면에서 편견과 차

별없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초점을 둔 도시계획의 필요

성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사회 내 이주민들

의 생활 및 근로 공간을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는 특별

함으로 암묵적 동의를 해왔다. 이는 엄연히 ‘우리’와 ‘그

들’을 구분 짓는 가장 뚜렷한 차별행위가 아닐까? 이에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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