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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환경 초등학교에서의 접촉이론 적용가능성
고 경 은*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급증한 상황에서 초등학교안에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
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관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개입하는데 있
어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는 접촉이론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적용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접촉이론에서는 특정 조건이 갖춰진 구조화된 상황에서 집단상호간에 이루어
지는 접촉은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하에 동등한 지위, 집단상호간 협력, 친밀한 접
촉, 학교의 지원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기준들이 학교에 적용될 때 학교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촉이론의 유용성을 발견하고, 다문화가정의 학생
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공존하는 초등학교에 접촉이론이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 각
기준에 따른 실천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의 공존과 통합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론의 부재속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주요 이론의 하나인 접촉이론에 대해 탐색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실천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접촉이론, 다문화가정 아동,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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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이민자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등 다문화가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역시 급증하여 2011년 10월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에 재학중인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는 총 36,676명이며 이는 2008년 18,778명과 비교했을 때 3년
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히 초등학교에서 결혼이민자 가
정의 자녀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 6,795명의 재학생 수가 2011년에는 27,285명으로 5년
사이에 4배가 넘게 증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1).
그동안 단일민족의 신화를 강조해왔던 한국사회는 2006년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선포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으로 초등학교에 반영되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안에서 함께 생활
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재학중인 초등학교는 이제 농어촌지역의 일부 학교를 넘어
서 도시지역의 학교들로 확대되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중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와 학급은 일차적으로 계획적인 학습을 위한 공간이지만 학생과 교사의 생생한 삶이 공
존하는 생활공간으로 교과 지식만을 배우는 장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
는 역동적인 현장이다(김병욱 2012). 초등학교에서 아동들은 수업시간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물론이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 교칙, 학교의 정책, 학교분위기, 학교문화 등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도 배움을 습득하며, 초등학생으로 6년간 축적된 경험들은 이후 청소년기의 가치
와 태도에도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이나 비다문화가정의 아동 모두에게 중요한 장소이며, 학교안에
서 학생들 각자의 성장과 학업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
들간의 만남과 상호작용, 관계, 그들의 만남과 접촉이 빚어내는 과정과 결과 역시 중요하다. 아
동기에서부터 서로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며, 친구가 되었던 경험은 가정과 지역사회로도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시기의 다문화와 관련된 인식과 경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
로의 진입’이라는 구호로 시작된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관련 사업들은 체계적 구조
를 갖추지 못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를 둘
러싼 이론적 논쟁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출되기보다는,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로 인해 짧은 기간 내, 정책적 요구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이 적지 않다(서종남,
2010).

교육당국은 다문화 담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내 다문화 초등학교환경에 대한
이해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 사업을 진행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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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에 학교안의 모든 학생이 주체가 되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사업 대상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초점으로 그들의 일방적인 언어능력 향상과 학습적응
에 목표를 두는 경향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b).
이제 교육현장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은 다문화사회 진입의 선포자체에 만족하던 다문화 진입
초기시절과는 달리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분야에서 다문화와 관련
된 이론들로는 다문화 국가로 대표되는 미국의 동화주의, 용광로 모형, 집단간 교육, 다원주의
이론 등이 검토되어 왔다(장인실 외, 2012).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 방향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다문화교육 현장에서는 동화주의적 발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서종남, 2010).
이제는 다문화이론들의 나열 수준을 넘어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하는데 유용한 실
질적인 이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일방적인 적응을 강요하는 형
태의 정책보다는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 모두를 고려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이론을 검토하고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문화와 관련된 이론들 중에서 초등학교의 다문화가정의 학생이나 비다문화가정 학생 모두
를 고려할 때 유용한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접촉이론(Contact theory)이다. 접촉이론은 동일한 환경
에서 서로 다른 집단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적합한 이론으로 특정조건하에 성립되는 접촉은 서
로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키고,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Allport, 1954). 상
이한 집단간의 접촉은 오히려 긴장감이나 불안을 가져오기도 하며,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Bennett, 2007), 접촉이론에서는 접촉행위 자체보다는 접
촉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는다.
접촉이론은 1950년대 이후 가속화된 미국의 인종통합 정책과 함께 오랜기간 백인과 흑인 인
종이 통합된 미국 공립학교에 적용되어 흑인학생과 백인학생간의 편견과 관계를 설명할 때 유
용한 이론적 틀로 활용되었다(Bennett, 1981; Pettigrew, 1998). 접촉이론의 적용연구를 통해 공립학
교안에서 집단간 편견을 감소시키고 관계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접촉의 기준들이 제시되었으며
(Allport, 1954; Amir, 1969; Bennett, 1981), 이러한 기준들은 다양한 인종이 혼합된 학교의 통합기
능을 높이는 효과적인 학교 운영 방침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국가의 인종통합정책에 따른 미
국 공립학교에서의 접촉이론의 적용은 외국인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의 국내 초등학교 실천현장에 유용한 시각을 제공 할 수 있겠다.
요컨대, 초등학교 안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접촉하는 상황에
서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을 예방하고 관계를 향상시키며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이론의 부재상황에서 임기응변식의 대응에서 벗어나서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국내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그 유용성을 찾아내고 도입가능성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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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분야에서의 핵심이론중의 하나인 접촉이론을 바탕으로 접촉의
주요 조건들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공존하는
초등학교에서 접촉조건의 유용성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등학교안에서의 실천 적용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 현황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국제결혼가정의 학생수는 2011년 27,285명으로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선
포하던 2006년도 6,795명에 비해 4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정의 학생수 역시 매년 급증하여 2010년 대비 33.1%가 증가하여 1,463명으로 기록되었다(교육과
학기술부, 2011. 4). 이러한 증가추세를 반영하듯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안에서 소수였
던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전체 학생수에 50%에 근접한 학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연합
뉴스, 2011.6.7).
학교안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다문화가정 자
녀교육의 활성화와 학교생활 적응의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다. 국제결혼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들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다문화관련 시범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다문화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도 하였다(교육과학
기술부, 2008a).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나 지원들은 초등학교안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
적증가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교사와 학생
들은 혼란을 경험하였다. 학교에서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론을 기
반으로 하는 실천방안의 부재로 인해 ‘다문화’라는 주제로 지원을 받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
게 되었다.
다문화 지원방침은 학교안의 전체학생들을 고려한 접근이라기보다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일
방적인 학교적응을 강조하여 언어 및 학업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지며(교육과학기술부, 2008b),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이해와 교류 부족으로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
히지 못한 상태에서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내에서도 차별이나 집단따돌림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연합뉴스, 2012.1.8).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
다. 경기도내 일반 초 중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 이해 실태조사 결과 ‘다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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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학생과 함께 있으면 어색하다’는 응답이 전체 53.3%로 나타났고,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
‘왠지 거부감을 느껴 피하게 된다’는 응답들이 나오기도 하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세계일보, 2008.10.8).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다문
화가정의 아동의 부모가 사회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한 경우 한국인으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지만 반면에 선진국 출신이나 백인인 경우 한국인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높다(도미향 외,
2009).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양가적인 양상을 보이며, 피부색이나 국적에 따라 외국인
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경기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
이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주된 이유는 ‘주위 친구들의 놀림 때문’이라고 나타났다(세계일보
2008. 10. 8). 이러한 조사결과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상급학교의 진학률이 떨어지고, 중도탈
락률이 높다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초등학교에서 경험한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건들은 반복되고 순환되어, 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의 인식과 태도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분명한 이
론의 기반위에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
이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 방향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다문
화교육 현장에서는 동화주의적 발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은 소수집단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그들을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서종남, 2010).
이제 학교와 교육당국은 학교안에서 실시되는 다문화 교육정책과 실천방안의 재점검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학생이나 비다문화가정 학생 모두를 고려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다문화
의 역사가 짧은 국내 현실안에서 다문화가정의 수적 증가로 인한 임기응변식 대응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에 대한 철학과 이론 부재 상태에서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일
방적인 적응과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실천개입은 부담과 긴장을 가져오며, 고정된 역할로 인해
오히려 편견을 강화시키고 집단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최초로 대면하게 되는 공적영역인 초등학교
안에서 학생들간의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을 예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구체적인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사회의 미래를 고려하는 장기적인 안목과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현장의 실천과 개입에 유용
한 기반이 되는 다양한 이론을 검토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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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촉이론(Contact theory)
접촉이론은 동일한 학교환경안에서 생활하는 인종 및 민족 집단간의 접촉이 편견이나 태도,
관계, 우정, 학업성취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할 때 유용한 이론으로 다인종이면서 다
민족 국가로 대표되는 미국에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 1954년 미국에서는 그동안 당연하
게 인정되었던 공교육안에서의 흑인과 백인의 인종분리정책이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서로 분
리되어 교육을 받던 흑인과 백인학생들은 동일한 학교안에서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다(AllenMeares, 2008). 갑작스러운 인종분리철폐의 상황을 맞아 강제적으로 인종통합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혼란과 긴장감을 경험해야 했다.
학교는 새로운 인종정책과 학교 현장의 변화에 따라 교육 가치와 방향의 전환이 요구되었으
며, 인종 상호간의 관계, 태도, 성취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했다.
이에 연구자들은 인종 상호 집단의 공존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하는 접촉이론을 학교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접촉이론가들은 학교안의 소수의 흑인학생과 다수의 백인학생간
의 접촉 현상에 관심을 갖고, 동일한 환경안에서 서로 다른 인종의 접촉과 그에 따른 결과는 무
엇인지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접촉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Allport는 특정 조건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접촉은 편
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접촉가설을 제시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인종상호간의 접촉 효과에
대해 연구해온 접촉이론가들은 인종간의 접촉이 집단간의 편견을 감소시키고 우호적인 관계를
이끌어낸다는 사실들을 제시하였다(Amir, 1969; Bennett, 2007; Cook, 1984; Pettigrew, 1998; Stephan,
1987).

인종 상호간의 접촉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로 다른 집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서로 접촉한다
고 해서 편견이 사라지거나 우호적인 관계가 저절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인종 및
민족 집단들간의 의도하지 않은 접촉은 오히려 기존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거나 새로
운 고정관념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Bennett, 2007), 엄격한 수직관계속에서의 접촉이나 피상적
인 접촉의 형태는 편견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편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
다(Cook, 1962: Amir, 1969 재인용).
따라서 접촉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질문은 ‘집단 상호간의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키는가’라는
질문 대신 ‘어떤 유형의 접촉상황이 집단간의 상호작용과 태도를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것이어
야 한다(Cook, 1962: Amir, 1969 재인용). 결국 주목해야 할 것은 접촉 그 자체가 긍정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 대신에 어떤 상황에서의 접촉이 서로 다른 인종의 학생들이 동
일한 학교환경안에서 집단 상호간의 편견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집단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Allport(1954)는 서로 다른 집단간 접촉상황에서의 조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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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인종 집단간의 동등한 지위(equal status), 둘째,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 목적들(common
goals), 셋째, 집단 상호간의 협력(intergroup cooperation), 넷째, 권위․법․관습의 지원(the support
of authorities, law or custom)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성립될 때 잡단간의 편견이 감소될 것으로 보
았다.
이러한 접촉가설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접촉기준을 정립해 나가면서 Allport의 접촉조건에서
공동의 목적과 집단상호간의 협력에 대한 기준을 연결하여 제시하였으며, 접촉상황에서 우연이
나 피상적인 접촉보다는 친밀한 접촉을 강조하였다(Cook, 1962: Amir, 1969 재인용). 접촉이론가
들은 집단간의 사회적 접촉이 부정적인 편견들을 줄이고 우호적인 행동과 태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였다(Bennett, 2007). 첫째, 접촉은 집단상호간의 이
해와 호혜적인 지식을 생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친밀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등한 지위를 공유하여야 한다. 셋째, 접촉상황은 사람들 간의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즉, 접촉상황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룹들간의 협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접촉상황에서 일부 조건만 따로 적용되는 것보다 동등한 지위 접촉, 친밀한
접촉, 상호협력의 접촉, 제도적 지원의 상황하에 이뤄지는 접촉 등 조건들이 통합적으로 적용될
때 접촉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다. 접촉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을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접촉기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인종간 접촉은 편견을 감소시킨다고 재확인되었
고, 접촉조건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보다는 관련된 조건들이 통합적으로 적용될 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Pettigrew & Tropp, 2006).
접촉이론은 갑작스러운 인종분리정책의 폐지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던 미국의 공립학교에 새
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학교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인종이 혼합된 수준인지, 그 수준을 넘어 학
교통합의 수준인지 설명하는데 적용되었다(Bennett, 1981). 접촉이론은 지속적으로 인종이 혼합된
학교의 인종 및 민족 집단과 관련된 사회정책에도 영향을 미쳐왔고, 미국의 공립학교 정책과 소
수집단우대정책과 관련해서 유용하게 적용되었다(Pettigrew, 1998).
접촉이론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안의 흑인과 백인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인
종분위기 척도가 개발되어 활용되기도 하였다(Green, Adams & Turner, 1988; Pellebon, 2000). 이후
접촉이론은 다문화분야에서 인종 및 민족 상호간 연구뿐 아니라 장애인, 성적소수자, 다른 연
령집단과의 접촉 등 다양한 형태의 집단상호간 연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Pettigrew &
Tropp, 2006).

이와같이 접촉이론은 서로 다른 집단간 편견을 감소시키고 관계를 향상시키는 접촉기준을 제
시하여 인종분리가 철폐된 학교의 통합여부를 탐색하고 파악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서, 갑작스러운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
을 맞이한 국내 초등학교 현장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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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다문화적 환경의 초등학교에 대한 접촉이론의 유용성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증가는 초등학교 안에서의 다문화가정 학생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공교육 안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만남은 이제 당연한 현실이
되었다. 아동들에게 있어 초등학교는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을 넘어 최초의 공적 사회로의 의미
가 있으며, 아동들이 경험하는 6년간의 교육은 아동들에게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작용되어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가치와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다문화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내용의 다문화 교육을 받아왔는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고 교류해왔는지 축적된 6년의 시간은 장래의 한
국사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화된 환경에 충분
한 준비없이 반사적으로 시행된 학교안의 사업들에 대해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문화
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기반을 검토하고 그 가능성을 논의하여 학교실천현장에 연결하는 작
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제시된바와 같이 195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상호간 연구에 광범위하
게 적용되고 있는 접촉이론은 국내에서 교육학이나 심리학 등의 이론서에 주요 이론으로 제시
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접촉이론을 활용한 국내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학교 안에서 접촉이론이 적용된 국내연구로는 접촉가설에 근거하여 도덕 교과에서의 반편견
교수방법을 제시한 연구(추병완, 2011)가 대표적이다. 연구에서는 타집단에 대한 편견감소를 위
한 전략으로 접촉 가설에 근거한 도덕 교과에서의 교수 방법으로서 협동학습의 활용, 문화 동화
물의 활용, 대리 경험의 확대, 다문화 봉사학습기회 제공, 다양한 사회적 기능 훈련 실시 등 다
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봉민(2012)의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상 접촉이 다문화 외집단 대상에
대한 집단 괴롭힘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탐색하였다. 서울 지역 중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상상 접촉 후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집단 괴롭힘 관련 태도(감정적 반응, 행동 경향성)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상상 접촉은 집단괴롭힘 상황을 개선하려는 행동경향성에 대해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상에서 접촉한 다문화 외집단을 대상으로 한 청
소년의 집단괴롭힘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개선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공감
능력이나 학교의 집단괴롭힘에 대한 대응 노력이 집단괴롭힘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접촉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라기보다는 물리적 형태의 ‘접촉’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도 존
재한다.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김혜숙 외, 2011)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주
민에 대한 태도가 성인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었음을 확인하였고, 편견감소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는 접촉빈도임을 밝혀냈다. 접촉과 신념간의 상호작용이 편견적 태도를 예측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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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접촉이론을 적용한 연구로 인종간 접촉과 편견이라는 연구(장상희, 1998)에서
는 접촉가설을 기반으로 미국내의 한인과 흑인 집단간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다. 원영희(2003)의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편견을 검토하면서 Allport의
접촉이론 일부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노인
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질적인 교류를 통한 경험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 접촉이론 적용연구가 미비한 이유는 접촉이론이 인종 및 민족에 대한 편견
이나 태도와 관련된 연구였기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적고, 단일민족을 주창하던 국내
상황에서는 이론의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접촉이론을 적용한 연구에 대한 관심
은 2000년 이후 국내에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수가 가시화되면서 서서히 나타
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종 및 민족들을 대상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집단 상호간의 접촉현상
과 그 영향력에 대한 결과들을 축적해온 접촉이론을 국내의 초등학교 현장과 연결하여 그 가능
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물론 미국의 공립학교나 대학의 인종 및 민족간 접촉의 상황은 다문
화의 유입원인이나 배경, 가족의 형태, 대부분이 같은 인종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초등학교 현
실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적 공통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첫째, 미국의 인종통합정책의 상황이나 우리나라 다문화 상황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당연하게 수용하던 미국사회에서 인종분리철폐라는 정책은 혼란
을 가져왔으며, 단일민족의 신화를 고수하던 한국사회에서 갑작스러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선언
역시 혼란을 가져왔다.
둘째, 인종분리정책철폐라는 정책변화안에서 학교안의 그동안 분리되어 생활해왔던 서로 다른
집단의 만남과 접촉, 그로인한 결과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피할 수 없던 당면 과제였던 것처럼,
국내 초등학교상황에서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상인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간의 교류와 통합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셋째,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선언을 통한 위로부터의 변화는 이전에 고수되어왔던 가치의 혼란을 가져왔고, 이론적
기반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의 갑작스러운 통합은 일선 교사들과 학생들의 긴장과
경계를 가져와 소수집단은 적응의 강요를 받았고 다수집단은 배려의 강요를 받으면서 오히려
집단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나고 편견이 강화되는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인종통합정책 이후 미국의 공립학교에 적용되어 학교통합의 기준들로 활용되어온 접
촉이론을 국내 초등학교 현장과 연결해서 그 적용가능성을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다
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공존하는 국내 초등학교에 접촉이론의 4가지 요
소들이 실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한다. 접촉이론의 활용가
능성에 대한 고찰은 최근 다문화가정 아동의 급증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문화가정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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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공존하고 있는 국내 학교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적 학교환경에서의 실천지침으로 유
용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이론의 적용
앞서 제시된 접촉이론을 배경으로 접촉의 4가지 조건인 동등한 지위, 집단상호간 협력, 친밀
한 접촉, 학교의 지원을 국내의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실천적 적용가능성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1. 동등한 지위
를 비롯한 접촉이론가들은 서로 다른 인종 및 민족 집단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안의 접
촉상황에서 동등한 지위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제시해왔다.
서로 상이한 집단이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 구성원들은 상호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해야 한다.
접촉이론에서 의미하는 학교안에서의 동등한 지위란 학생들에게 이미 부여된 사회경제적 계
층의 지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학교안의 학생들이라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
에 소속 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인종의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계층이 다르더라도
학교안에서 학교의 정책이나 교사의 지원을 통해서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Cohen &
Roper, 1972). 학생들의 귀속지위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등한 지위가 유지될 때, 상이한 집단간의 접촉상황에서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차
별의 시선을 거두고 친구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적 환경의 학급은 평등한 학급이 되어야
하며(Cohen & Lotan, 2004), 학교안에서 학생들이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고 동등한 기회를 갖고 생
활 할 수 있도록 교사 및 학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만약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혼합되어 있는 접촉 상황에서 동등한 지위라는 조건을 형성해 주는 구조화된 개
입 없이 단지 섞여 있기만 한다면, 인종 및 민족 상호간의 갈등과 차별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Allport

(Banks, 2008).

국내 초등학교 환경에서도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의 귀속지위 여부와
관련없이 학교는 그들에게 동등한 지위접촉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학생
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서로를 동등한 대상으로 인정하고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로 차별
이나 배제없는 동등한 지위접촉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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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 및 방향, 교육정책, 교육내용안에 인간존중의 가치와 대상에 따
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 추구 권리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학교
안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것이 당연하며, 행복추구의
권리를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제시한다.
다문화가정의 학생이나 비다문화가정 학생을 가족형태나 사회경제적 계층과 관련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고 차별없이 대하겠다는 학교의 가치와 철학이 교육지침에 드러나고, 이러한 방향이 교사
의 태도, 규범이나 교육과정에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명확하게 이해
되는 학교의 규범이 필요하다. 학교의 규범이나 규칙은 다문화가정의 학생이나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공정하다고 인식되어야 하며,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안에서 통용되는 규범이나 규칙에 대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측면에서도 재검토하여
학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문화가정의 학생집단이 배제되거나 차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는 요소들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많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반학생이 특정 다문화학생을 돕는 도우미 프로
그램의 경우 다문화학생들이 도움을 받기만 하는 지위로 고정되고, 비자발적으로 선발되는 일반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반감과 편견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경은, 2010).
학교안에서 학생 집단간 동등한 지위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가정 배경이 되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
정에 포함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 타국가의 언어, 의복, 음식, 문화 등이
희화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인종 및 민족, 문화적 배경에 대한 존중과 이
해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강점을 발견해나가는 것이 동등한 지위의 접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동등한 지위 접촉과 관련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학교정책이나 제도가 비다문화학생들
에게 역차별을 느끼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고경은, 2010). 예를 들면 다
문화가정의 학생들만 참여하게 되는 학교의 문화, 교육, 체험활동 등은 참여가 배제된 비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느끼게 하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집단의 분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분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선택적 프로그램과 다문화가
정 학생들을 포함한 비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포함되는 보편적 프로그램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이나 배제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설득과정이 필
요하겠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를 포함한 학교안의 다양한 전문가들(예: 교장, 교감, 보건교
사, 영양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학교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사서교사, 행정실직원, 학교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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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등)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대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감이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기대감과
다르지 않고 성취에 대한 동등한 기대감을 갖고 등등한 기회를 제공할 때, 집단간 관계를 향상
시키고,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안의 성인들은 학생들의 사고
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습 모델이 된다. 학생들은 교사와 전문가들의 학습내용을 통
해서도 교육을 받지만 동시에 전문가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을 기억하고 교육해야 한다.
2. 집단 상호간 협력
접촉이론에서 Allport(1954)는 인종집단간의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접촉조건으로 공동의 목
적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제시하였다. 접촉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인종집단이 공동의 목적을 공
유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편견이나 긴장감을 해소하
고, 상호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인종이 혼합된 학교안에서 자신과 다른 인종의 학생들과 팀이 되어 학습하거나 활동
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다른 인종집단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했고, 학생
들간의 우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Slavin & Cooper, 1999; Slavin & Madden, 1979). 팀형태
의 협동활동을 통한 접촉은 개인적인 접촉형태나 경쟁적인 상황안에서의 접촉보다 집단간의 긴
장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집단간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협동학습은 인종과
학업능력 수준이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동등한 지위를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Cohen, 1972).

이러한 협력상태의 접촉은 학생들 사이에 저절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학교의 교육방침안에서
교사의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교사의 교육적 전략과
방법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교사는 집단간 협동 학습을 이끌어내
고 주류인 학생들이 소수학생들을 수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Boutte, 1999).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학습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련의 교수방법으로(Slavin & Cooper,
1999),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한 협동학습의 형태는 아동 상호간에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감을 형성한다(이근재, 2001).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학급안에서도 다양한 협동학습이나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협동학습을 구성할 때는 참여학생들의 특성, 학생들 수준, 교과내용, 협동해
야 할 구체적인 내용 및 협동방법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계획해야 한다. 협동활동은 활동의 이
전 준비과정에서부터가 활동의 시작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활동전부터 교사를 포함한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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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목적을 공유하며, 학생들 개인이 자신이 수행해야할 과업을 분명하게 숙지하도록 하고,
서로 돕고 협력을 통해서 과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협동학습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언어능력에 따른 파악과 함께 활동의 내용, 학생들의 역
할과 협동의 방법 등 교사 및 전문가들의 세심한 계획과 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 자칫 철저하
게 준비되지 못한 협동학습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언어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를 능
력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참여기회를 제한하거나 역할을 고정시켜 개입한다면 오히려 집단간
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가중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한국어 습득능력이 낮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론습득의 내용을 협동학습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언어활동에서
벗어난 창의재량활동이나 예체능 수업을 활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에서의 협력활동은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 목적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성취 과정을 통해 상호이해를 돕고, 교류를 확
대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이나 비다문화가정의 학생 모두에게 자존감이나
자기효능감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 상호협력은 교실안에서 수업시간내의 협력을 넘어서 교사의 개입이 없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후 학생들간의 활동이나 개별적 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교사 및 학
교내 전문가들은 학교안에서 수업, 체육활동, 특별활동, 방과후 활동, 청소시간, 봉사활동 등 다
양한 영역에서 상호간의 협력활동을 활용해 볼 수 있다.
3. 친밀한 접촉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상호간 접촉은 아동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촉
진할 수 있지만(Tropp & Prenovost, 2008),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접촉한다고 해서 저절로
편견이 해소되거나 서로에 대한 호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상호집단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집단 상호간의 접촉 수준의 결과이며, 반복되는 접촉 경험들은 서로에 대
한 친밀감을 더욱 촉진한다(Tropp & Prenovost, 2008). 단순히 마주치는 정도의 표면적 접촉의 경
우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Cook, 1962: Amir, 1969 재인용), 비자발적이고 즐겁
지 않은 긴장된 상태의 접촉은 오히려 편견을 강화하게 된다(Amir, 1969). 접촉은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친밀한 형태의 접촉이 바람직하다(Amir, 1969).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함께 공존하는 초등학교에서 집단간의 친밀한 접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안에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관
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한다. 상호간의 긴장감이나 경쟁적 분
위기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상호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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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어야 한다. 타인의 문화적 배경이나 특성이 문제이거나 놀림감이 아닌 존중되어야 함을 인
식할 수 있도록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경은, 2010).
둘째, 집단간의 친밀한 접촉을 위해서 학교안의 공식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영역에까지
접촉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
간의 친밀한 관계는 학교안의 정책이나 교사중심의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식적인 수업이
나 교과활동에서의 접촉을 넘어서 비공식적인 활동-방과후 활동, 스포츠 활동 등-에서도 접촉하
고 교류하는 경우 집단 상호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Stearns, 2004)는 것을 이
해하고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서 교류가 확대되도록 개입해야 한다.
학교안의 전문가들은 접촉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상적인 생
활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
문화가정의 학생들의 상호간 교류가 수업을 넘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함께 어울리고
급식을 먹으며, 방과후 활동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친밀한 관계가 학교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밖의 영역(가정, 지역아동센터, 공공도서관, 복지관, 체육관 등)에도 확대되도록
가정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4. 학교의 지원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공존하는 학교에서 지원이란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통한 지원, 학교안의 전문가의 지원, 또래집단의 지원 등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첫째, 접촉의 상황에서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학교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의 거시적인 구조는 미시적 수준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Blau, 1994: Boutte, 1999
재인용)을 기억하고, 학교 내부의 구체적인 규범이나 규칙을 세우기 이전에 다문화 학생들이 통
합된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재인식이 필요하다.
학교의 규범은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지침을 제공하며 교육과정,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김병성, 2004). 규범이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접촉의 상황에서 편견
이 잘못된 것으로 규정한 사회적 규범이 제시된 경우 편견에서 벗어나고 집단 상호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Stearns, 2004).
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이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편견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관계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고려하여 적용해
야 할 것이다. 때로는 학교정책이 오히려 긍정적인 집단 상호간의 접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으며, 학생 상호간의 우정을 형성할 기회를 제한적으로 만들기도 한다(Bennet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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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편견감소를 위해서 협동적인 공동체의 구축 및 운영과 더불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
결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경쟁이나 개별성취보다는 공동선, 다양성 존중, 타인 복지에 대한 헌신
등과 같은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추병완, 2011).
둘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접촉상황에서 교장, 교사, 관련전문가
들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학교안에서 학생들은 집단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수
업시간에 교육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일상의 생활안에서 학교안의 전문가들의 태도와 지지
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교사를 포함한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상호집
단의 긍정적인 관계 발달을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다
(Stephan & Stephan, 2004).

교사는 수업 등을 통해 전달하는 명백한 또는 암시적인 메시지를 통해 모든 학생이 인정받고
또 환영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Eaggen & Kauchak, 2006). 특별히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은 학교장의 리더쉽과 과업을 통해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
사회에 전달되는 만큼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안의 다양한 전문가
들(보건교사, 특수교사, 사서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학교사회복지사, 상담교사 등)은 학생에
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며, 먼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자신의
가치나 태도에 대해 인식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접촉상황에서 또래집단의 규범에 대한 탐
색이 고려되어야 한다. 집단상호간의 편견감소와 관계 향상에 있어서 학교의 표면화된 규범 및
규칙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안에서 통용되고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또래집단의 규범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생들은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또래를 관찰하고 모방
하며 사회적 비교의 준거로 삼아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권민균 외, 2005).
학교안의 접촉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이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또래 집단의 규범으로 인식한 아동의 경우 상호간의 교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
들이게 될 것이며(고경은, 2010), 이러한 인식은 상호간의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급안에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고학년의 학생들이나 학급안의 임원들, 또래관계안
에서 영향력이 있는 학생들이 접촉상황에서 지지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시된 접촉의 기준인 동등한 지위, 집단상호간 협력, 친밀한 접촉, 학교의 지원은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적용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접촉이론 연구들
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접촉조건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보다는 관련된 조건들이 통합
적으로 적용될 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Pettigrew & Trop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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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안에서도 이러한 조건들
이 통합적으로 적용된다면 학생들간의 접촉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급증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
다문화가정의 학생간의 관계와 학교통합을 설명할 때 유용한 이론으로 접촉이론을 안내하여 집
단상호간의 편견을 감소시키고 관계향상의 가능성을 높이는 접촉의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초
등학교 실천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접촉이론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공존하는 초등학교 현장에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류에 있어서
물리적 접촉여부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접촉의 상황과 질에 관심을 갖고 개입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접촉하게 된 상황은 더 이상 농
어촌 지역의 특정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간의 접촉 자체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접촉의 상황과 질에 대해서 고려하며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들을 끌
어낼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는 접촉의 기준을 담아내도록 환경을 구조화하여 집단 상호간의 잘못된 고정관
념이나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며, 학생 개인의 편견과 차별행위의 교정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Allport는 학교안에서 상이한 집단간의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은 개별적으로 변화되기 어렵지만 교육의 장에서는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통합
이 가능하다고 보았다(Chavous, 2005).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개별적
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학교로 오게 될 수 있으나 접촉이론에서 제시된 4가지 접촉기
준이 학교안에서 구조화되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면 학생 개인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변화되
고 개선될 수 있다. 학교안에서 교사 및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비다문화가정의 학
생들간의 접촉을 4가지 접촉기준의 환경안에서 구조화해주고 교육과정이나 학습내용을 넘어서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서 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들은 배움의 장이면서 동시에 생활의 장인 학교에서 단지 수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모든 것을 통해 영향 받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점을 상기하여 학교의 교칙,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사 및 전문가들의 다문화가정의 학생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 점검하
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관계와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
등학교에서 아동이 받은 다문화 교육과 학생들간의 접촉경험은 이후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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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태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더욱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
육이나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에서도 이어져 다
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입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안에서 접촉이론의 적용은 차후에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범위를 넘어
학교안에 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들로 확대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가
정, 새터민 가정의 학생, 빈곤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 및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에 대해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접촉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학교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만나는 다양한 학생들이 생활할 때 서로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공동의 목적을 갖고 협력
하며, 친밀한 접촉을 하며, 긍정적인 접촉을 강화하는 학교의 지원이 적용될 때 서로에 대한 이
해와 공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초등학교안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공존
과 통합에 대한 실제적인 이론의 부재속에서 접촉에 대한 4가지 기준을 근거로 실천적용의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접촉이론은 다문화와 관련된 최상의 이론이라기보다는 다인종, 다민족의 역
사가 깊은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론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그 유용성에 대해
주목하였고, 이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초등학교 현실과 연결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접촉이론에 대한 논의와 실증적 연구가 진
행되어,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환경과 초등학교의 실정에 맞는 실천의 방향과 개입방안이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도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______________, 2010.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2008a. 다문화가정학생 교육지원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______________, 2008b. 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고경은. 2010. “학교다문화분위기 척도개발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권민균 외. 2005. 『아동발달』. 서울: 창지사.
김병성, 2004. 『교육사회심리학』.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김병욱, 2012. 『교육사회학』2판. 서울: 학지사.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
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
격』25(2): 51-89.
- 271 -

학교사회복지, 제25호

도미향․남연희․이무영․변미희. 2009. 『아동복지론』제2판. 공동체
서종남, 2010.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원영희, 2003.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75-296.
이근재, 2001. 『유아교육논총』제10집(2001. 8). 239-250.
이봉민, 2012. 상상 접촉이 다문화 외집단 대상에 대한 집단 괴롭힘 태도에 미치는 효과. 『시민
교육연구』44(1): 109-134.
장상희, 1998. 인종간 접촉과 편견: 미국내의 한흑집단간 비교 연구. 『사회조사연구』 13(1): 4359.

장인실 외. 2012.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학지사.
추병완, 2011. 아동의 편견 해소를 위한 교수 전략 - 간접 접촉 이론을 기반으로 -. 『초등도덕교
육』36: 143-169.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
생의 수용성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가평미원초교 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 대상.” 『연합뉴스』. 2011. 6. 7.
“다문화가정 자녀 62% 학교생활 적응 어려워.” 『세계일보』. 2008. 10. 8.
“피부색 다르다 왕따...더 아픈 다문화가정.” 『연합뉴스』. 2012. 1. 8.
Allen-Meares, P. 2008. 『학교사회복지론』성민선 외 2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Allport, G. W. 1954. 『편견의 심리』The Nature of Prejudice. 이원영 역. 서울: 성원사.
Amir, Y. 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1(5): 319-342.
Banks, J. A. 2008.

『다문화 교육 입문』. 모경환 외 3인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Bennett, C. I. 1981. “A Study of Classroom Climate in Desegregated Schools.” The urban review 13(3):
161-179.
Bennett, C. I. 2007. Multic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E. Person Education.
Boutte, G. 1999. Multicultural Educati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Chavous, T. M. 2005. “An intergroup contact-theory framework for evaluating racial climate on
predominantly white college campus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 239-257.
Cohen, E. G. 1972. “Interracial interaction disability.” Human Relations, 25:9-24.
Cohen, E. G., & Roper, S. S. 1972. “Modification of Interracial Interaction Disability: An Application of
Status Characteristic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6): 643-657.
Cohen, E. G., & Lotan, R. A. 2004. Equity in Heterogeneous Classroom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2/E. Jossey-Bass A Wiley Imprint.
Cook, S. W. 1984. Cooperative interaction in multiethnic contexts. N, Miller & M. B. Brewer. Eds.
Groups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155-182. Academic Press.

- 272 -

고경은 / 다문화환경 초등학교에서의 접촉이론 적용가능성
Eggen, P., & Kauchak, D.

『교육심리학: 교육실제를 보는 창』. 신종호 외 6인 역. 학지사.

Green, C. W., Adams, A. M., and Turner, C. W.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hool
Interracial Climate Scal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2): 241-259.
Pellebon, D. 2000. “Influences of ethnicity, racial climate, and racial majority in school on adolescent
ethnic identity”. Social Work in Education: A Journal for Social Workers in School 22(1), 9-20.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65-85.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Slavin, R. E., & Madden, N. A. 1979. “School Practices That Improve Race Relatio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6(2): 169-180.
Slavin, R. E., & Cooper, R. 1999.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Lessons Learned From Cooperative
Learning Programs.” Journal of social issues 55(4): 647-664.
Stearns, M. E. 2004. “Interracial Friendliness and The Social Organization of Schools.” Youth & Society 35:
395-419.
Stephan, W. G. 1987. “The contact hypothesis in intergroup relation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3-40.
Stephan, W. G., & Stephan, C. W. 2004. Intergroup Relations in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2/E. Jossey-Bass A Wiley Imprint.
Tropp, L. R., & Prenovost, M. A. 2008. The Role of Intergroup Contact in Predicting Children's
Interethnic Attitudes. In D. H. Bayley, S. R. Levy & M. Killen (Eds.),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in Childhood Through Adulthood.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접수일: 2013. 06. 30. / 논문심사일: 2013. 07. 19. / 게재확정일: 2013. 08. 12.
- 273 -

학교사회복지, 제25호

Abstract

The Applicability of Contact Theory
in Elementary Schools with Multicultural Environment

Ko, Kyung Eun*
The number of children in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who enter the elementary school has increased
greatly in recent years. Multiculturalism has been getting more attention at school but there have been no
theory to be applied to the multicultural school environmen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ontact
theory for intergroup and to find the Usefulness and Applicability of Complexity Theory of Contact theory
in elementary school. This article was to review Contact theory and four conditions that were very useful
to explain intergroup prejudice and relation. The four conditions-equal status, intergroup cooperation,
association, Supportive Norms- in Contact theory provided practical guidelines to intervene for elementary
school in the multicultural environment. Hopefull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he extension of discussions
and program development in elementary school.

Key words : Contact theory, multicultural children,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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