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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교육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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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가 세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
종합사회조사(KGSS) 2010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이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교육수준은 이주민
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위협의식을 뚜렷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는 다문화 수용성에 강
력한 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다문화 수용성도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세대별 집단 비교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다문화 수
용성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가 젊은 세대에 비해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 훨씬 약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수준의 상승 그 자체만으로는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담보하기 어
렵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들의 시민의식 함양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연
령집단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문화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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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
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9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1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1년에는 566,835명에 불
과했기 때문에 불과 10년 사이에 2.5배가 늘어난 셈이다.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
이에 대응하는 다문화정책의 추진은 한국인과 한국시민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분명한 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통합과 다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논의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오경석, 2006; 윤인진, 2008).

ㆍ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혈연적 문화적 공동기반과 단일국가 안에서 살아오면서 민족
적 동질성과 공동운명의식을 키워왔다. 그리고 한국인의 경우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는 측
면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정체성이 국민정체성과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민족
의 우수성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민족 정체성은 국내외에서 한민족의 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긍지와 결속의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가치로 여겨져 왔다. 그렇지만 한민족 정체성에 내재된 순혈주의는 사회통합과 다문
화의식 함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자주 제기되고 있다(양계민, 2009).
여러 선행연구들은 한국사회가 지닌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의 접촉 및 교
류가 증가하면서 한국인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이주민에 대

․

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관용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윤상우 김상돈, 2010;

․

윤인진 송영호, 2011). 그렇지만 한국인의 이 같은 태도에는 이주민에 대한 온정주의, 외
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개발도상국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같은 모순적 측면
이 여전히 혼재해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다문화에 대한 초보적인 의식과 태도를 형성
해가고 있을 뿐,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일관된 의식을 확립

․

․

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다문화사회로의 급속
한 이행에 비해 그에 상응하는 다문화 수용성의 확립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진작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
지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특히 교육수준의 역할에 주목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은 일관성을 결
여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다문

ㆍ

ㆍ

ㆍ

화를 수용하는 의식도 높음을 보여준다(윤인진 송영호, 2011; 이명진 최유정 최샛별,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165

ㆍ

2010; 전영자 전예화, 2010; 황정미 외, 2007; Berg, 2009; Ward and Masgoret, 2008). 반면
다른 연구들은 교육수준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조동기, 2010; 황
정미, 2010b; Halpern, Canetti-Nisim and Pedahzur, 2007; Vedlitz and Zahran, 2007).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국민정체성, 사
회경제적 지위, 기타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을 주로 주목한 반면, 교육수준을 핵심적 영향요
인의 하나로 간주하지 않았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은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몇 가지 제한점
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을 구명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긴 했지만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고찰하지는 않았다. 다
음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종속변수를 설정하여 분절적인 분석을 수행
함에 따라 사안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와 변수 설정 등의 한계로 인해 다문화 수용성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학자마다 해석이 달
라지는 문제가 초래될 소지를 남겼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한국
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과 그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로서 교
육수준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기제로서
학교교육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주의적1) 가치관을 지니고 다문화정책을 수용하는 자세와 관련
되어 있다. 원숙연(2008)은 다문화주의를 차이의 철학 및 정치학을 근간으로 차이에서 오
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ㆍ

다문화주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다문화정책을 통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다문

1)

ㆍ

ㆍ

윤인진(2008)은 ‘다문화적(multicultural)'이라는 표현은 사회에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집
단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회학적 사실’을 가리키는 반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그런
사회학적 사실에 대한 규범적인 접근 방식을 일컫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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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의 실현과 관련된 정책을 수용하는 의식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었다. 먼저 이주민들에 대한
거리감이나 위협의식, 자민족에 대한 자긍심이나 지향성 등을 통한 태도적 측면에서의 접

ㆍ

근이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적 태도 또는 다민족 다문화 지향

ㆍ

성이라는 개념 아래 논의되었다. 윤인진 송영호(2011)는 다문화 수용성을 다문화 또는 자
민족 지향성 정도와 이주민에 대해 인지된 위협을 통해 포착했고, 황정미 외(2007)는 다민

ㆍ

족 다문화 지향성이라는 개념 속에 사회적 거리감, 국민정체성과 시민성, 문화다양성, 외

ㆍ
김상돈(2010)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ㆍ감
국에 대한 관심, 종족적 배제주의를 포괄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논의했다. 그리고 윤상우

소를 바라보는 태도 차원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고찰했다. 이밖에도 상당수의 연구들(김혜

ㆍ

ㆍ

ㆍ

숙 외, 2011; 양계민, 2009; 이명진 최유정 최샛별, 2010; 임도경 김창숙, 2011; 정명희,

ㆍ

2010; 조동기, 2010; 전영자 전예화, 2010)이 사회적 거리감, 위협의식, 이주민에 대한 수

․

용적 배타적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 속에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 수용적
측면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접근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이주민의 평등권을 인정하거나 이주자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이 고

ㆍ

찰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황정미 외(2007)는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민족 다문화사

ㆍ

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 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
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정의했다. 송미영(2010) 역시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문항을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다문화 수용성의 대체개념
으로 보았다.

ㆍ

․

한편 박혜숙 원미순(2010)은 다문화 수용성을 인지적 행동적 차원에서 구분한 바 있
다. 이들은 인지적 차원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 행동적 차원을 다른 문화권 사
람들과의 공존가능성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 두 차원을 종합하여,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타문화에 대한 존중,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타인에 대해 그의 배경과 상관없이 원조하
는 태도, 타문화 사람들에 대한 동료의식, 문화나 생활양식이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 가능
성을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차원으로 태도적 측면과 정책 수
용적 측면을 각기 다른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하위 차원들은
단순한 상관을 넘어 인과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문화적 태도와
행동 의도가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 원인으로 구명되었듯이(김금미, 2010), 이주민에 대한
태도나 다문화 수용적 태도는 이주민과의 공존의 가치를 이해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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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황정미(2010b)도 다문화 수용성은 이주민에 대

․

한 문화적 정서적 관용의 차원이 아닌 이주민에게 보편적이고 동등한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그리고 국민정체성과 비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는 어떻게 관련되는가의 문제를
통해 구명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서구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대개 위협의식이나 사회적 거리감 등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 직업, 정치성향, 가치관, 이주민 접촉
경험 등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Becchetti, Rossetti and Castriota, 2010; Oyamot Jr, Fisher,
Deason and Borgida, 2012; Vedlitz and Zahran, 2007; Ward and Masgoret, 2006; Ward and
Masgoret, 2008). 그리고 이 가운데 Ward and Masgoret(2008)는 이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인
들이 최종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정책을 수용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도 고찰했었
다.

2.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
다문화 수용성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다문화 수
용성 영향요인을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사회심리학적 요인, 이념 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교육수준은 다문화 수용성과 밀접한 연관성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들이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들, 특히 대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집단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거나 다문

ㆍ

ㆍ

ㆍ

화 수용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윤인진 송영호, 2011; 이명진 최유정 최샛별,

ㆍ

2010; 전영자 전예화, 2010; 황정미 외, 2007; Becchetti, Rossetti and Castriota, 2010; Berg,
2009; Hello, Scheepers and Gijsberts, 2002; Ward and Masgoret, 2008). 역으로 이는 교육수준
이 낮은 경우에 더 높은 수준의 편견을 갖게 되기 쉽고, 다문화정책의 시행에도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Berg(2009)는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이주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에 동의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Becchetti, Rossetti and Castriota(2010)도 높은 교육수준은 이주민에 대한 관용적 태도와 정
적인 상관을 보임을 밝혀냈다. 국내에서도 높은 교육수준은 문화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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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고(황정미 외, 2007),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

ㆍ

게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진 송영호,

ㆍ

ㆍ

2011). 한편 이명진 최유정 최샛별(2010)은 교육수준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고학력자들이 외국
인들을 경쟁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국적인 것에 대한 선호 또는 소
수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같은 중간계급적 성향이 고학력층에 발현된 결과일 수도 있
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Hello, Scheepers and Gijsberts(2002)는 교육제도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관대하지 못한 마음을 완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수준의 효과를 바라보았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변하는 또 다른 지표인 직업지위 역시 이주민에 대한
태도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cheve and Slaughter(2001)는
덜 숙련된 사람들일수록 이주민 정책에서 더 엄격한 접근을 바란다는 결과를 통해 개인의
직업지위가 이주민을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Halpern, Canetti-Nisim and Pedahzur(2007) 역시 고용 여부가 사회적 거리감과 같은 이주민
에 대한 태도에 미약하나마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Vedlitz
and Zahran(2007)은 이러한 결과를 현실주의적 집단 갈등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을 통해 설명했다. 즉,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라는 희소한 자원의 분배를 놓고 이주
민과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수집단 정책에 비우호적이고 다문화 수용
성도 낮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수준이나 고용 상태 등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나 다문화 수용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조동기, 2010; 황정미, 2010b; Halpern, Canetti-Nisim and
Pedahzur, 2007; Vedlitz and Zahran, 2007). 구체적으로, 조동기(2010)는 교육수준이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고했다. 황정미(2010b)도 교
육수준과 다문화 수용성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Vedlitz and Zahran(2007) 역시 유사
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Halpern, Canetti-Nisim and
Pedahzur(2007)는 교육수준의 직접적 효과보다는 위협의식을 통한 간접적 매개효과에 주목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경제적 상황 또는 고용
에서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비슷한 기술을 지닌 소수집단 구성원들은 낮은 임금
의 일자리에 기꺼이 나서기 때문에 위협의식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즉, 경쟁의식이 위협의
식을 촉발하여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부정하고 강한 편견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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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다문화 수용성의 지표를 무엇으로 삼았는지가 문제
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만 고려했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도 살펴보았는지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 변인이 교육연한에 따라
연속변수로 투입되었는지 아니면 유목변수로 변환되어 영향력의 상대적 비교에 사용되었
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직업 역시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통제변인에
서 제외되거나 기준 직업을 통한 상대적 비교에 국한되어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
으로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들은 다차원적인 연구모형
의 설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회심리학적 요인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애착 정도 또는 정체성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집단정체성과 이에

․

따른 집단친밀성 관련 태도, 신념, 행동은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민족적 인종적
평가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Vedlitz and Zahran, 2007).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내집단에 대한 정체성이 높을수록 이주민과 같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도 크고, 이는 다문화 수용성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Vedlitz and
Zahran(2007)은 집단애(group attachment) 및 사회정체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다른 집단과의
친밀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ㆍ

윤인진 송영호(2011) 역시 다문화 수용성이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수준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한 시점에서
개인이 누구를 국민으로 정의하고 누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심리학적 현상
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들은 국민정체성의 두 가지 구성요소
라고 할 수 있는 시민적 요인과 종족적 요인을 교차하여 네 가지 유형의 변수2)를 만든 뒤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했다. 그 결과, 다원형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혼
합형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보다 다문화 지향성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처럼
이주자에 대한 태도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정체성의 영향을 고찰한 연구들은 대
개 정체성을 몇 개의 하위 요소로 나누어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시민정체성,

2)

네 가지 유형은 혼합형, 시민형, 종족형, 다원형으로 명명되었다. 이처럼 국민정체성을 시민적
요인과 종족적 요인 두 가지에 바탕을 둔 배타적인 개념으로 상정하지 않고,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한 대다수의 논문들은 다원
형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이 이민자에 대해 가장 관용적이고, 혼합형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이
가장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했다(윤인진 송영호, 2011).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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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체성, 문화정체성의 영향이 주로 분석되고 있는데, 대체로 시민정체성은 이주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민족정체성이나 단일
민족주의는 그 반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혜숙 외, 2011; 양계민, 2009;
조동기, 2010).
한편 Nagayoshi(2011)는 민족정체성이 다문화주의의 수용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지만
소수집단의 권리를 수용하는 데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소
수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거나 이들의 공동체를 보장하는 다문화주의가 오히려 종족
위계(ethnic hierarchy)3)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 주목하여 이 같은 결과를 설명했다.
즉 민족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더라도 종족 위계가 높은 다수
집단의 민족동질성을 저해하지는 않지만,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에
게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다
문화정책이 동화주의를 지향하는가 아니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다문
화주의를 지향하더라도 어떤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민족정체성의 영향이 상이
한 방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은 대개 Bogardus의 척도를 통해 파악하는데, 사람들
이 사회적, 인종적, 종족적, 국가적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고 친
밀한 접촉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는 정도로 정의된다(Halpern, Canetti-Nisim and Pedahzur,
2007). 이 개념의 배경에는 물리적 공간상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측정 가능한 어떤 사회적 ‘거리’가 존재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이명진

ㆍ최유정ㆍ최샛별, 2010). 이 같은 사회적 거리감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고정관

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주민 정책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다문화 수용성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는 심리적 기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포함시킨 연
구는 거의 없었다. 사회적 거리감은 다문화 수용성 자체나 다문화 수용성의 한 지표로서
분석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
회적 거리감도 종족정체성이나 위협의식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주요 사
회심리학적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에 대해 느끼는 위협의식 역시 다문화 수용성의 주요 영향요인이 될
3)

구견서(2003)도 다문화주의는 선진국의 강한 인종이 개발도상국의 약한 인종에 대한 우월성을
공식화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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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원숙연(2008)은 다문화시대에는 소수집단이 주류집단에 대해 어느 정도 위협적인
가가 정책집행상의 포섭과 배제를 위한 평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4) 이러
한 관점은 일반인들의 위협의식이 이주민과 같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다문화정책
시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임도경

ㆍ김창숙(2011)은 대학생들이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외국인에 대한 공

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Ward and Masgoret(2008)도 이주민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식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이주민정책 수용 의식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들은 위협의식이 감소할수록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화되고, 궁극적으
로 이주민정책을 지지하게 된다는 점을 입증했다.

다. 이념 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
다문화 수용성은 정치의식이나 이념 성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ㆍ

윤인진 송영호(2011)은 진보적 이념 성향을 지닐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음을 보고했다.
황정미(2010b)도 경제적 진보를 지지하는 이념 성향을 지닌 사람의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
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동기(2010)는 진보주의 정치성향이 이주자의 시민권에 대한 태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밝혀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중에서는 연령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

∼

고 있다. 황정미 외(2007)는 연령에 따른 다문화 지향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20 30대
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방적 지향성이 나타났지만, 40대 이상부터 제한적인 지향성

∼

이나 부정적 지향성이 드러났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도 20 30대는 이주자들에게 노동권
이나 가족을 동반할 권리를 인정하고 속지주의 방식으로 국적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50
대 이상보다 더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황정미, 2010b). 한편
최현(2007)은 세대별로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40대 이
상은 혈통을 더 중시하는 반면, 30대 이하는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세대별로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따로 구
명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문화사회의 전통이 비교적 오래된 서구에서는 연령이 다문
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Ward and
Masgoret, 2008).

4)

소수자 정책에서의 포섭과 배제와 관련된 또 다른 기준으로는 정책대상 집단이 사회 전체의 복
지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라는 도구적 효율성과 특정 집단이 지니는 사회적 권력에 대한
평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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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1.

연구방법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
며, 이러한 요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결정기제가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에서 제공하
는 2010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다. 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전국표본조사를 통해 한국사
회의 구조와 변화 및 국제비교 연구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하기 위하
여 매년 시행하는 공익목적의 조사사업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년도는 2003년부터 매
년 시행된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의 제8차년도 횡단조사이며, 이
조사의 설문지는 반복핵심설문과 2010년 특별주제모듈인 ‘이민과 국제이주’로 구성되어
있다. 모집단은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이며,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 지역 확률 표
본추출(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을 적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년도 표
본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1,576명인데,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 비교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인
연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570명이 분석을 위한 표본을
구성하게 되었다.

2.

변수 설명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
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인들을 설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최종 종속변인인 다문화 수용성을 이주민의 전통과 문
화를 인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는
제반 다문화 정책에 동의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5) 이렇게 정의된 다문화 수용성을

①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 매우 찬성,
5)

②다소 찬성, ③찬성도 반대도 아님, ④다소 반대,

이렇게 정의된 다문화 수용성은 광의의 의미의 다문화의식과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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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매우 반대)로 된 5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들 5개 문항은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합법
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과 동등한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합
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족들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합법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들에게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
“소수인종집단의 전통과 풍습을 보존해주기 위해 정부가 이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인
데,6)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78이다.
다음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요인들 가운데 본인의
교육수준은 원래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석사, 박사,
서당 및 한학으로 분류되어 조사된 것을 연속변수인 교육연한으로 변환하여, 무학은 0, 초
졸 6, 중졸 9, 고졸 12, 2-3년제 대졸 14, 4년제 대졸 16, 석사 18, 박사 21의 값을 부여하여
투입하였다.7) 본인의 직업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에 따라 조사된 것을 Ganzeboom
and Treiman(1996)이 제시한 직업지위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8) 그리고 정치성향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진보적,

①매우

②다소 진보적, ③중도, ④다소 보수적, ⑤매우 보수적으로 측정된 것을 역코딩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학적 요인들 중에서 종족정체성9)은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
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①매우 중요, ②다소 중요, ③

④전혀 중요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측정된 것을 역코딩하여 각각의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87이다. 다음으로 위협의식
6)

7)

8)

원래 설문지는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에 관한 7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이득이 된다”와 “부유한 국가는
빈곤한 국가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 2개 문항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다문화 수용성
과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서당 및 한학에 응답한 경우가 3명 있었는데, 교육수준을 대변하는 양적인 수치인 교육연한을
정확히 대입하기 어려운 질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결측치로 처리했다.
본인의 직업에 관한 설문문항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십니까?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가
장 최근에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로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대상까지 포함하고 있음
을 밝히고 있다. 연구대상의 연령대가 18세 92세에 걸쳐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당수가 퇴직 연
령에 해당되어 이들을 모두 무직으로 간주할 경우 직업의 영향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대로 투입하였으나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한국인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9개 하위문항 중에서 3개 문항을 선택한 이유는 전체 문항
의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으로 구분된 것 중에서 종족정체성을 의미하는 문항들만을 투입하고
자 하였기 때문이다.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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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 이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5점 척도( 매우 찬성,
아님,

②다소 찬성, ③찬성도 반대도

④다소 반대, ⑤매우 반대)로 묻는 11개 문항들 중에 요인분석 결과 위협의식 요인

으로 묶여진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문항은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더 피해를
준다”,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고유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질 것이
다”,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복지를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할 세금이 늘어난
다”,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아무리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도 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 갈등을 증가시킬 것이다”이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문항은
측정값을 역코딩한 값으로 투입하였으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항은 문항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합산 후 평균점수를 역코딩하여 투입함으로써 총 5개의 관측변인으로 위협의식
을 측정하였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33이다.

[그림 1]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 연구모형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감은 탈북주민, 중국 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
국인, 유럽인에 대한 거리감을 이와 연관된 7개 문항에 대해 찬반 의견으로 조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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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은 0, 반대는 1 값을 부여하여 합산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7개 문항은 외국인들이 ‘우
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는 것', ‘내 가
까운 이웃이 되는 것', ‘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나
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인데, 각 문항별 합산이 사회적 거리감을 구인하는 개별
관측변인으로 사용되었다. 단, 마지막 두 문항은 '배우자가 되는 것'으로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관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은 총 6개의 관측
변인으로 측정되었다. 각각의 관측변인은 해당 질문에 대해 모든 국가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7점에서부터 7개 국가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경우 0점에 이르는 분포를 갖는다. 따라
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큰데, 7개 문항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79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변인들로 구성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측정변인에 대한 구
체적인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관계가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통계분석은 이론
에 따라 다차원적인 인과관계의 구조적 관계를 고찰하는 한편 관측변인뿐만 아니라 잠재
변인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이론에 따라 설정한 전체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해 주며,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인들의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
니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술한 변수 설
정에 맞게 측정문항들을 변환하였으며 각 변수의 기술통계값과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
인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구조방정
식의 모수추정을 위해 투입한 자료는 상관행렬이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채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데이터는 EM(expectation-maximization)분석을 통
해 결측치를 대체했으며, 간접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bootstrapping)을 사용
하였다.10) 부트스트랩 방법은 반복 추정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과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추정 횟수를 n=2,000으로 설정하였다.
10)

부트스트랩 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추정된 계수에 대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지만(Efron and Tibshirani, 1993), 본 연구와 같이 매개
경로가 복잡한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간접효과의 유의성까지 검증해주는 비교적 효과
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Arbuckl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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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분석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본인의 교육수준이 직업지위와 사회심리학
적 요인 등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및 방향과 이러한 요인들 사이
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세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들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집단비교를 위한 세대의 구분은 선행연구 결
과를 토대로 40대 미만 집단과 40세 이상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1.

전체 모형

전체 연구대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가 아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검증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지수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 .923, TLI
.909, RMSEA .053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1)
<표 1>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1050.154

194

.909

.923

0.053

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표 2>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가 제시되
어 있다. 잠재변인에 척도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잠재변인의 측정변인들 가운데 하나를
1로 고정하여 기준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측정변인의 t-value가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어 각각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홍세희(2000)는 TLI가 .90이상, CFI가 .90이상, RMSEA가 .05 이하인 경우에 적합도가 양호한 것
으로 제시했으며, Hoe(2008)역시, TLI가 .90이상, CFI가 .90이상, RMSEA가 .08 이하인 경우를 수
용할 만한 적합도라고 밝혔다. 이상의 기준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대체로 양
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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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측정변수
종족정체성
한국 태생
1
한국 국적
.718(.041)***
같은 조상
.705(.044)***
일자리 위협
경제 위협
전통 위협
사회갈등 심화 위협
세금가중 위협
방문관련 거리감
시민되기 거리감
동료되기 거리감
이웃되기 거리감
친구되기 거리감
배우자되기 거리감
평등복지 제공
가족동반권리 부여
투표권 부여
인권보장
전통문화 보호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 p<.001

위협의식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 수용성

1
.963(.059)***
.906(.059)***
.951(.055)***
.659(.053)***
1
1.694(.080)***
2.177(.082)***
2.263(.084)***
2.263(.089)***
1.263(.076)***
1
.940(.055)***
.778(.058)***
.629(.045)***
801(.052)***

다음으로 <표 3>은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정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 경로들 중에서 교

→
→
→
→
수준→사회적 거리감, 종족정체성→위협의식, 종족정체성→사회적 거리감, 위협의식→사회
적 거리감, 위협의식→다문화 수용성, 사회적 거리감→다문화 수용성으로 가는 경로가 통
육수준 직업지위, 교육수준 종족정체성, 교육수준 위협의식, 교육수준 정치성향, 교육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외의 모든 경로에서는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지위가 높고,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니며, 국적과
혈통을 강조하는 종족정체성은 낮아지고,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위협의식이나 사회적 거
리감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육수준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으로는 영
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여러 요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
을 개연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효과분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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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표준화
표준오차
임계치(C.R)
추정치
교육수준￫직업지위
2.055
.609
.068
30.383***
교육수준￫종족정체성
-.040
-.252
.006
-6.991***
교육수준￫위협의식
-.032
-.226
.005
-5.923***
교육수준￫정치성향
.034
.147
.007
4.666***
교육수준￫사회적 거리감
-.034
-.144
.008
-4.464***
교육수준￫다문화 수용성
-.005
-.031
.006
-.817
직업지위￫종족정체성
-.001
-.024
.002
-.685
직업지위￫위협의식
-.001
-.035
.002
-.963
직업지위￫정치성향
-.002
-.033
.002
-1.051
직업지위￫사회적 거리감
-.004
-.057
.002
-1.866
직업지위￫다문화 수용성
.002
.046
.002
1.300
종족정체성￫위협의식
.208
.231
.033
6.301***
종족정체성￫사회적 거리감
.139
.093
.046
3.021**
종족정체성￫다문화 수용성
.055
.055
.036
1.519
정치성향￫다문화 수용성
.034
.049
.020
1.742
위협의식￫사회적 거리감
.496
.299
.059
8.376***
위협의식￫다문화 수용성
-.287
-.258
.047
-6.128***
사회적 거리감￫다문화 수용성
-.207
-.308
.025
-8.449***
직업지위:
.370
종족정체성:
.072
정치성향:
.017

SMC(  )
사회적 거리감: .191 위협의식: .146 다문화 수용성: .216
*p<.05 **p<.01 ***p<.001
경로

추정치

한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을 매개하는 주요 사회심리학적 요인인 종
족정체성은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위협의식과 사회적 거리감에 강한 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인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혈통과 국적을 강조하
는 사람일수록 이주민에 대해 강한 위협의식을 느끼며, 이주민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도 거리감을 느낀다는 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위협의식과 사회적 거리감은 최종 종속
변인인 다문화 수용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표 3>의 표준화
추정치가 보여주듯이, 사회적 거리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부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외국인의 방문 및 귀화 또는 외국인과의 이웃,
친구, 동료, 배우자 관계 형성 등에 대해 거부감이 클수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보장이나 복
지를 위한 다문화정책을 수용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아짐을 의미한다.
상술한 결과는 사회적 거리감이나 위협의식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이 다문화 수
용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교육수준은 이러한 요인들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강
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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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이나 위협의식이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바, 이는 궁극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의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의 향상이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시민의식 고취를 통해 위협의식이나 사회적 거리감을 얼마나 감소시
킬 수 있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견지에서 보면, 오
랜 기간에 걸쳐 성적지상주의와 무한 경쟁에 의해 지배되어 온 우리의 학교교육이 현 시
점에서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인성이 극도로 피폐해 있어 이질적인 상대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경향신문, 2011.3.29).

나. 효과분해
<표 4>는 연구모형에 나타난 각 경로의 효과를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
지 못했던 여러 변인들이 간접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12) 특히 교육수준은 종족정체성, 위협의식, 사회적 거리감에 등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
성에 간접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종족정체성은 희박해지는데, 이는 다시 위협의식의 감소로 이어져 다문
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협의식이나 사회적
거리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향이 있어 이 또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
를 갖는다.
앞서 밝혔듯이, 그간 수행된 여러 선행연구들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
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결여한 연구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
진 결과는 교육수준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본질 및 실체를 비교적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교육수준은 그 자체로는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지만, 여러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교육이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가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기여 정도는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통해 여러 사회심리학적 요인들
에서 얼마나 전향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업지위는 다문화 수용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직업지위
가 낮은 사람도 이주민에 대해 별다른 위협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낮

12)

자료분석 방법에서 밝혔듯이, 효과분해에서 각 효과의 유의수준은 bootstrap에 의해 추정한 것이
고, 구조방정식 모수의 유의수준은 ML(maximum likelihood)에 의해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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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업지위는 일정 정도 외국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
명되었다. 현실주의적 갈등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어 종국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Esses et al., 2001). 따라서 상술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에 아직까지는 이주민
을 심각한 경쟁상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다수
의 이주민들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4> 효과분해
추정변수

교육수준

전체효과
비표준화
표준화
2.055**
.609
-.042**
-.267
-.044**
-.308
.029**
.127
-.070**
-.296
.025**

직업지위

종족정체성
정치성향
위협의식
사회적 거리감

직접효과
비표준화
표준화
2.055**
.609
-.040**
-.252
-.032**
-.226
.034**
.147
-.034**
-.144

간접효과
비표준화
표준화
-.002
-.015
-.012**
-.083
-.005
-.020
-.036**
-.151

간접효과 경로
￫직업지위
￫종족정체성
￫위협의식
￫정치성향
￫사회적 거리감

.191

￫다문화 수용성

-.001

-.006
-.014

￫종족정체성
￫위협의식
￫정치성향
￫사회적 거리감

.046

.001

.029

￫다문화 수용성

.208**
.139**
.055

.231
.093
.055

.103**
-.110**

.069
-.109

￫위협의식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 수용성

.034
.496**
-.287**
-.207**

.049
.299
-.258
-.308

-.092
-

￫다문화
￫사회적
￫다문화
￫다문화

.160

-.005

-.031

-.001
-.002
-.002
-.005*

-.024
-.040
-.033
-.071

-.001
-.001
-.002
-.004

-.024
-.035
-.033
-.057

.004

.076

.002

.208**
.242**
-.055

.231
.162
-.055

.034
.496**
-.390**
-.207**

.049
.299
-.350
-.308

.030**
.000

-.103***
-

수용성
거리감
수용성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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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족정체성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위협의식과
사회적 거리감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간접적으로 부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마지막으로 위협의식은 그 자체로도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
회적 거리감을 통해서도 다문화 수용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래의 [그림 2]
는 이상의 구조모형 추정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
를 의미하며,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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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모형 추정결과

2.

세대에 따른 비교분석

세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도 세대 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착안하여 전체 연구대
상을 상대적으로 젊은 집단(40세 미만)과 나이가 많은 집단(40세 이상)으로 나누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연구대상을 다집단으로 나눈 후에 각 집단
의 잠재변인들 사이에서 경로계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측정동일성 제약(metric

ㆍ

ㆍ

invariance constrains)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는 측
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가 CFI .915, TLI .903, RMSEA .038으로 나타나 교차타
당성이 검증되어 동일한 수준에서 세대 간 회귀계수의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13)
다음으로 이러한 경로계수의 차이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구조모형의 경로
에 동일화 제약을 가해 검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0세 미만 집단과 40세 이상 집단의 비

13)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가 기저모형의 적합도(CFI .918, TLI .902, RMSEA .038)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화 제약이 기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또한 .01 이내로 아주 약간만 나빠진 경우는 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heung & Rensvold, 1992,), 본 연구에서는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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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
model)과 각각의 경로 모두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equality unconstrained model)
사이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값의 변화량은 51.947(d.f=18), TLI 변화량은 -.001
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모수추정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4) 이는 세대별로 다문화 수용성의 결정기제가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바, 두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추정치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
로 두 집단에 대해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15)

<표 5>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
→
→
→
→
→
→
→
→
→
→
→
→
→
→
→
→
→

교육수준
직업지위
교육수준
종족정체성
교육수준
위협의식
교육수준
정치성향
교육수준
사회적 거리감
교육수준
다문화 수용성
직업지위
종족정체성
직업지위
위협의식
직업지위
정치성향
직업지위
사회적 거리감
직업지위
다문화 수용성
종족정체성
위협의식
종족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종족정체성
다문화 수용성
정치성향
다문화 수용성
위협의식
사회적 거리감
위협의식
다문화 수용성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 수용성
적합도: χ2=1308.751(df=403), TLI=.903

40세 미만
40세 이상
b
β
b
β
2.233***
.381
2.021***
.641
-.020
-.063
-.024***
-.175
-.025
-.093
-.027***
-.202
.083***
.190
.027**
.128
-.075***
-.176
-.030**
-.130
.028
.090
-.007
-.051
-.001
-.023
-.001
-.024
-.001
-.015
-.002
-.047
.002
.033
-.006*
-.087
-.002
-.024
-.006
-.075
-.002
-.038
.005*
.105
.097*
.116
.266***
.272
.220***
.164
.069
.041
-.039
-.040
.104*
.098
.058
.082
.019
.027
.438***
.273
.539***
.314
-.332***
-.283
-.274***
-.251
-.216***
-.296
-.190***
-.299
CFI=.915 RMSEA=.038
주1) *p<.05 **p<.01 ***p<.001
주2)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세대별 차이가 유의미한 경로

14)

15)

동일성 채택과는 반대로 두 집단 사이의 경로에 차이가 있다는 경로동일성의 기각은 측정동일
성의 적합도와 비교하여   값의 변화량이 유의미하거나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TLI나
RMSEA의 적합도 지수가 나빠질 경우에 발생한다.
세대별로 다문화 수용성 결정기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엄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40세 미만
집단과 40세 이상 집단 모두 효과분해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면
의 제약 때문에 여기에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 점을 염두
에 두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효과분해 결과는 연구자에게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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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세대 간 차
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교육수준은 40세 미만 집단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 효과
를 갖지만, 40세 이상 집단에서는 그 영향력이 역방향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렇지만 양 집단 모두에서 교육수준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교육수준
이 진보적 정치성향을 조장하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40세
이상보다는 40세 미만에서 훨씬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간접효과까지를 모두 감안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40세 이상보다는 40
세 미만에서 월등하게 클 것으로 보인다.
직업지위가 정치성향에 미치는 영향도 세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40세 미만 집단에서는 직업지위가 정치성향에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지만, 40세
이상 집단에서는 정치성향에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지위가 다
문화 수용성에 대해 갖는 효과 역시 세대에 따라 달랐다. 그리하여 40세 미만 집단에서는
직업지위가 다문화 수용성에 부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반면 40세 이상 집단에서는 직업지위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4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 집단에서 노동시장에
서 이주민을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할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종족정체성이 위협의식이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도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종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위협의식도 크게 느끼는
경향이 4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 집단에서 훨씬 강했다. 그리고 40세 미만 집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종족정체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부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세 이상 집단에서는 종족정체성이 오히려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40세 이상 집단에서는 직업지위가 높아지면 정치성
향이 오히려 더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문화 수용성은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이 집
단의 경우 종족정체성이 강하면 위협의식을 훨씬 더 크게 느끼지만, 다문화 수용성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견 모순되는 결과는 황정미 외(2007)가 지적한 한국사회
의 ‘문화지체’ 현상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다문화사

․

회로의 이행과 이에 따른 변화와 법적 제도적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이러한 급속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러한 정책이 토대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관을 내면
화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에게 보편적 평등을 보
장하고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다문화 시민교육이 매우 부실한 국내 현실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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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이민경, 2008; 황정미, 2010a), 다문화 시민성 제고를 위한 시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
하여 배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Ⅴ

.

결 론

․

작금 한국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같은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다문화정책을 받
아들이는 성숙한 다문화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 순혈주
의 가치관, 외국인 혐오는 다문화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
어 있다. 이러한 반다문화의식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 사이에 극단적인 반목과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 그렇지만 반다문화의식
을 지닌 사람들을 사회의 공적으로 비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그들의 경직되고 폐
쇄적인 의식구조의 본질 및 배경을 적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대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러한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세대별로 다문화 수용성 결정 구조를 비교하고 그것이 갖
는 교육적 시사점을 반추해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수준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렇
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성향이 진보적이고, 국적과 혈통을 덜 중시하며, 이주민에
대한 위협의식이나 사회적 거리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의식과 사회적 거리
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데, 위협의식은 그 자체로도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거리감을 통해서도 다문화 수용성을
저하시켰다. 종족정체성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위
협의식과 사회적 거리감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부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강력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나 위협의식이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바, 이는 궁극적으로 다문화 수용성 제고로 이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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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지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상승한다고 해서 다문화 수용성
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수준의 향상이 다
문화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이주민에 대해 느끼는 위협의식이나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는 정도에 달려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즉 학교교육이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가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
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기여 정도는 그것이 학생들의 다문화 시민의식에
서 얼마나 전향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다집단 분석에 따르면, 40세 미만 집단에서는 교육수준이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
효과를 갖고 40세 이상 집단에서는 오히려 부적 효과를 발휘하지만, 양 집단 모두에서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교육수준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40세 이상보다는 40세 미만에서 훨씬 강했다. 이에 따라 간접효
과까지를 모두 감안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4
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에서는 상당히 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개방성이 저하되고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성도 낮아질 개연
성이 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집단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단 기간에 제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감안하면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앞서 밝혔듯이,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이면
서도 여전히 상당한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출신에 대
해서는 부정적 편견이 강한 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은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일관된 의식을 갖지 못한 채 종종 모순적 측면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관
과 정체성을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문화교
육은 막연히 당위성을 강조하는 차원을 탈피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시민교육 차원에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민족과 이문화에 대한 피상적 이해를 넘어 보편적 권리를 인정
하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다문화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수준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
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그런데 사용했던 데이터가 연구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
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2차 자료였던 까닭에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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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던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다문화 수용성 결정기제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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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1
2 .609** 1
3 .127** .056* 1
4 -.198** -.130** -.043
1
5 -.128** -.087** -.054* .565** 1
6 -.287** -.193** -.115** .398** .333** 1
7 -.253** -.215** -.076** .110** .042
.175** 1
**
**
**
**
**
8 -.176
-.162
-.092
.164
.088
.220** .465** 1
9 -.287** -.213** -.104** .161** .101** .224** .541** .605**
10 -.265** -.196** -.115** .151** .093** .220** .543** .593**
11 -.258** -.202** -.114** .149** .091** .219** 490**
.539**
**
*
**
**
**
**
**
12 -.087
-.071
-.132
.122
.117
.145
.251
.460**
13 -.243** -.190** -.050* .135** .058*
.199** .169** .234**
14 -.125** -.076* .001
.072** .068** .099** .096** .161**
**
**
**
15 -.221
-.156
-.089
.143** .060*
.220** .204** .210**
16 -.075** -.006
.003
.087** .104** .110** .076** .059*
17 -.181** -.132** -.109** .157** .147** .233** .164** .227**
18 .056*
.056* .043
-.070** -.032
-.062* -.178** -.218**
19 .165** .145** .069** -.076** -.036
-.089** -.184** -.223**
20 .007
.006
.093** -.090** -.104** -.064* -.052* -.166**
21 .045
.062* .015
.030
.122** .051
-.125** -.167**
**
**
**
22 .128
.098
.077
-.017
-.006
-.043
-.131** -.166**
M 12.33
40.71 3.00
3.14
3.40
2.91
0.90
2.63
SD 4.21
14.23 0.97
0.83
0.70
0.90
1.70
2.59
S -1.07
.39
-.01
-.57
-.88
-.24
2.16
.36
K 1.19
-.13
-.50
-.56
.11
-.98
3.92
-1.45
Mx .00
12.38 1.00
1.00
1.00
1.00
.00
.00
Mm21.00
88.00 5.00
4.00
4.00
4.00
7.00
7.00
1: 학력 2: 직업 3: 정치성향 4: 한국태생 강조 5: 한국국적 강조 3
거리감 13: 일자리 위협 14: 경제 위협 15: 전통 위협 16: 세금가중

9

10

11

12

1
.876** 1
.775** .815** 1
.404** .429** .481** 1
.257** .223** .241** .162**
.158** .142** .159** .126**
.222** .207** .198** .155**
.107** .098** .110** .071**
.226** .233** .247** .203**
-.215** -.215** -.176** -.170**
-.269** -.264** -.230** -.165**
-.127** -.120** -.103** -.088**
-.184** -.178** -.175** -.158**
-.203** -.213** -.187** -.166**
1.65
1.69
2.12
4.67
2.35
2.38
2.63
2.64
1.19
1.15
.83
-.77
-.051
-.17
-.90
-.94
.00
.00
.00
.00
7.00
7.00
7.00
7.00
6: 한국조상 강조 7: 방문 거리감
위협 17: 사회갈등 심화 위협 18:

13

14

15

16

1
.437** 1
.285** .263** 1
.224** .229** .192** 1
.318** .372** .397** .337**
-.219** -.170** -.086** -.052*
-.220** -.165** -.168** -.009
-.075** -.086** -.008
-.023
-.108** -.073** -.073** .077**
-.145** -.116** -.080** .001
2.87
3.11
2.75
3.31
1.00
0.99
1.03
0.99
.20
-.07
.235
-.28
-.67
-.58
-.66
-.56
1.00
1.00
1.00
1.00
5.00
5.00
5.00
5.00
8: 시민 거리감 9: 동료 거리감
평등복지 19: 가족동반 권리 20:

주: n=1570, *p<.05. **p<.01. (M: 평균 SD: 표준편차 S: 왜도 K:첨도 Mx: 최대값 Mm: 최소값)

17

18

19

20

21

22

1
-.146** 1
-.176** .454** 1
-.117** .292** .276** 1
.018
.284** .269** .190** 1
**
-.152
.291** .300** .289** .354** 1
3.26
3.71
3.76
2.78
3.92
3.46
0.87
1.05
0.97
1.18
0.90
1.01
-.17
-.75
-.84
.201
-.69
-.48
-.33
-.09
.48
-.88
.143
-.27
1.00
1.00
1.00
1.00
1.00
1.00
5.00
5.00
5.00
5.00
5.00
5.00
10: 이웃 거리감 11: 친구 거리감 12: 배우자
투표권 부여 21: 인권보장 22: 전통문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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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nts of Korean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cusing on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Lee, Ja-hyeong(Korea University)
Kim, Kyung-keun(Korea University)

Drawing on 2010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data,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determinants of Korean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examine how the relationships vary by generation. Toward that end, structural equation model
method was employed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The results
show that educational attainment does not exert a direct effect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However, it does have an indirect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y attenuating perceptions
of threat of and social distance toward immigrants considerably. On the whole, thus, those with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tend to have highe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an those with
lower educational level and the differ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multi-group analysis
by age reveals that the overall effect of educational level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s much
weaker in the older group than in the younger group. These findings imply that expanding
schooling itself may not necessarily lead to highe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s such, it is very
important to cultivate students' civic awareness so that they can possess heightene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addition, for relatively older people, it is important to keep offering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as part of lifelong education.
*Key word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educational attain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
socio-psychological factors, citizenship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