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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이주민과 외국인이 출연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개별 방송 프로그램이나 장르 유형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었던 데에 비해 전반적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의 정기적 시청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정기적 시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이 다문화수용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분석 결과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
청은 모두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문화 방송 프로그
램의 정기적 시청이 대상 집단에 따른 차별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갖는 학술적 함의를 논의하고 다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에서 차별적 수용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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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최근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종이나 국적, 종족(ethnic) 배경의 구성원이 공존
하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
해 다문화 집단을 다룬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학에서 다문화
현상을 다룬 연구는 주로 미디어 재현 양상 분석에 주력할 뿐, 이러한 미디어
를 통한 접촉경험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연구는 아직 그다
지 많지 않다(이현정 외, 2013; 정연구 외, 2011; 홍숙영, 2013). 다문화에 대
한 태도 변인 역시 다문화수용성이라는 단일한 개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
다. 이 점에 주목해 이 연구는 텔레비전을 통한 다문화 콘텐츠 접촉 효과의 차
원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최근 들어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이 다문화 현상을 다루는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미디어는 인종과 민족 묘사에
서 일정한 편향을 지니며 이 편향이 특정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
오타입을 생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Dixon & Azocar, 2006; Mastro, 2003;
Mastro & Stern, 2003 등). 국내 연구에서도 가부장주의, 이주민의 타자화,
온정주의 등을 방송의 다문화 집단 재현에서 주요 특징으로 지적하였다(권금
상, 2008, 2013; 김경희, 2009; 김세은·김수아, 2008; 양정혜, 2007 등).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서구의 사례와 달리 국내 미디어의 다문화 재
현은 반드시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이재승·
박경숙, 2013; Yi & Jung, 2015).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
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이주민이나 외국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포맷도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
의 다문화 콘텐츠는 대부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아시아권 출신 결혼이주여성
이야기를 다룬 정형화된 다큐멘터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예능 프
로그램 등으로 장르가 확장되고 있다. 출연진 구성도 다변화하여 외국인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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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과 체류 목적을 가진 외국인이 출연하며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이은영, 2013).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자들의 실제 인식이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대다수의 다문화 콘텐츠는 다문화에 대한 인
식 개선을 목적으로 표방하며, 실제로도 이러한 콘텐츠 시청이 부분적으로는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몇몇 선행 연구(이현
정·안재웅·이상우, 2013; 정연구·송현주·윤태일·심훈, 2011; 홍숙영, 2013 등)
는 확인하였다. 하지만 다문화 콘텐츠 시청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효과 개념을 좀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디어 이용이 다문화 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미디
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강화
할 수도 있다(허윤철·임영호, 2015). 이와 더불어 다문화 콘텐츠 시청이 수용
자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가 대상 국가나 민족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 콘텐츠 노출이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
운 국가 출신에 대한 수용성과 이해는 넓혀주지만 사회적 거리감이 먼 지역 사
람들에 대한 수용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문화 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높아지면서도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성향은 강화되는 모순된 효과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나 인식 차
원을 좀 더 세분화해서 다문화수용성과 차별적 수용성이라는 개념으로 미디어
이용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불특정 이주민 집단 전체에 대한 전반
적인 다문화수용성 차원과 더불어, 출신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수
용성을 차별적 수용성으로 개념화해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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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수용성 효과 분석에서 미디어 이용 외에도 인구학적 속성이나 정치 성
향 등 수용자 관련 변인들을 고려했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변인들이 다문화수
용성 뿐 아니라 차별적 수용성 발생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 역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용례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원래 인종적, 종족적 구성의 다
양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다문화란 ‘다종족’(polyethnic), ‘다인
종’(multiracial) 등의 유관어들과 혼용되지만 오늘날에는 이 보다는 좀 더 포
괄적인 다문화라는 단어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 용어는 다양한 집단이 각
자 특정한 문화적(종족적) 집단에 소속된다는 의식을 스스로 형성하고 있을 때
사용된다(Watson, 2000, p.2). 이처럼 다문화란 혈통보다는 구분되는 문화적
집단 정체성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폭넓은 범위에 적용 가능한 개념
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규정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
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민을 지칭하는 경멸적 의미로 통용되는 경
향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에 가깝게 이주민 뿐 아
니라 장기 체류 외국인, 탈북자 등 한국 사회에 유입되는 다양한 집단을 포괄
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규정한다.

2. 이론적 배경과 관련 연구
1) 다문화수용성과 차별적 수용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의 거주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한
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외국 이주민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
로 수용하는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쟁점으로 부각하는 배경 속에서 등장한 개
념이 바로 다문화수용성이다(이상길·안지현 2007; Castles, de Hass, & Miller,
2013, p.157; Kymlicka, 2003).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시
민으로서 인종, 출신국, 문화 등의 편견 없이 타구성원을 자신과 동등하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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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구성원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는 태도로 정
의된다(안상수 외, 2012; 윤인진·송영호, 2011).
다문화수용성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
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거론된 요소들은 다문화에 대한 태도(임동진·박진경,
2012), 다문화 지향성(황정미·김이선·최현·이동주, 2007), 타문화에 대한 이해
와 개방정도(Schalk-Soekar & Van de Vijver, 2008; 황정미, 2010), 이주민
에 대한 차별과 편견(안상수 외, 2012; 정의철, 2013), 이주민에 대한 거부와
회피(황정미 외, 2007), 국민정체성(윤인진·송영호, 2011) 등이다. 선행 연구에
서 주목할 점은, 다문화수용성이 다양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추상성이 높
은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황성욱·조윤용·이철한, 2014). 개념적 추
상성 이외에도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적 한계점은 이주민이라는 ‘대상’ 자체에서
비롯된다.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적 정의에서 언급된 ‘타구성원’은 출신국, 인종, 민족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을 통칭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요인인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방 정
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이주민에 대한 거부와 회피 정도는 대상 이주
민이 어떠한 배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대상 이주
민의 인종적, 민족적 특성, 종교, 출신국, 체류목적 등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김은미·조윤용·임영호·송보영, 2015). 예를 들
면, 한국인들이 미국인과 유럽인에 대해 드러내는 이해와 개방정도, 차별과 편
견 정도는 남아시아인에 대한 그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민의 배경적 특성에 따라 차등화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다
문화수용성 개념만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민의 배경적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자주 원용되는 개념은 사회적 거리감이다. 사회적 거리감은 ‘우리’
와 ‘타자’간의 심리적 거리이다. 외국인이나 그 국가의 여러 특성이 자신이 속
한 집단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때 사회적 거리감은 줄어들고, 다르다고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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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회적 거리감은 멀어진다(Osbeck, Moghaddam, & Perreault, 1997). 몇
몇 선행 연구는 사회적 거리감을 이용해서 한국인의 차별화된 수용성을 실증
적으로 측정했다.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실제로 인
종과 민족 집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인, 유럽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은
가깝게 나타났으나, 남아시아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은 가장 멀게 나타났다(민
지선·김두섭, 2013).
이주민의 출신국에 따라 한국인과 이주민 집단 사이에 작용하는 사회적 거
리감의 정도에 따라 한국인의 인식과 행동이 차별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외국
인의 출신국적에 따라 외국인 범죄 관련 기사의 댓글 수와 댓글의 논조가 달라
질 수 있고(김은미 외, 2015), 이주민에 대한 차별화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성 댓글에 대한 영향력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조
윤용·임영호·허윤철, 2016). 블래록(Blalock, 1967)은 새로운 집단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수용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나빠지는 현상을 집
단위협가설(group threat hypothesis)로 설명하였는데, 집단위협가설은 이주
민의 인종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히스패닉계와 흑인의 인구 비율이 다
문화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치리코스 외
(Chiricos et al., 2001), 팍스(Fox, 2004), 아이틀과 테일러(Eitle & Taylor,
2008), 킹과 휘락(King & Wheelock, 2007) 등의 연구는 인종 구성에 따라 다
문화수용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사회적 거리감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대상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
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지만, 대상에 따른 차별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이는 오로지 특정한 대상 집단별로 수용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에만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민
의 배경 특성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다문
화수용성 개념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에 대한 차별
적 태도 특성을 일반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 연
구에서는 이를 차별적 수용성으로 개념화해서 별도로 변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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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수용성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발생한다. 고정관념은 인
종, 민족, 문화 또는 지역에 대한 정형화된 생각으로 왜곡되고 부정확한 지식
과 인식에서 비롯되며(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2011),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안상수 외, 2012). 고정관념은 선험적인 태도가 아니라 직·간
접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간접 경험과 학습의 경로 중에서 특히 미디
어는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기도 하고 확산시키기도 한다. 즉 외국
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
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인종적·문화적 소수집단을 왜곡된 방식으로 그려
내 특정한 고정관념을 확산시키고 이들의 주변화를 부추기기도 한다(이현정
외, 2013; 정의철·이창호, 2007).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은 사회적 거리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김
희자, 2009; 우충완·우형진, 2014).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 콘텐츠의 효과를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상 집단
에 따라 이 수용성이 차등화되는 양상, 즉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
께 알아보고자 한다.

2) 미디어 이용과 다문화
(1) 수용자 요인의 영향
다문화수용성처럼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개인 수준의
다양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학력, 소득수준,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socioeconomic status; SES)과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언급하였다.
이주민의 유입은 노동시장의 경쟁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학력이나 소득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인이 주요인으로 다루어졌다. 에세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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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Esses et al., 2001)의 조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민과 노동시장에
서 동일 자원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주민 유입에 더 긍정적이
라고 보았다. 반면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이주민 유입으로 경쟁 압박이 높아지
고 자신들의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수용 범위도 좁아진다고 보았다. 에세와 동료들(Esses, et al., 1998;
Esses, et al., 2001)은 ‘자원 압박’의 관점에서 이주민 증가가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이 접근에서는 이주민 유입이 개인의 자
원 접근성을 얼마나 제한하며 이해관계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에 따라 이문화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안상수 외(2015)의 조사 역시 소득수준이 낮고 저학력일수록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낮은 것을 발견했다. 월가구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200만원 미
만인 경우 전체 평균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낮았고, 직업별로도 단순노무종사
자, 농립어업숙련종사자, 기능 및 조립종사자의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전체 평
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이주민들과의 경쟁 압박을 느낄 가
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다문화수용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원숙연(2011)의 조사 역시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시
장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 저학력 집단에서 외국인 정책을 더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재완(2013)의 조사는 비
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나 무직 상태의 노동자보다 외국인 이주 정책
에 더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
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요인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이외에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
력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고 유연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기존 고정관념의 고착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유입된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Espenshade &
Hempsted, 1996; Palmer, 1996 등). 황정미 외(2007)의 조사에서는 20~30
대가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지향성을 보이는데 반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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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한적인 지향성과 부정적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안상수 외(2015)의
조사에서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자형과 김경근(2012)의 연구에서도 4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
집단에서 종족적 정체성이 강하였으며, 윤인진과 송영호(2011)의 조사 역시 연
령이 높을수록 다문화 지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성별 또한 다문화수용
성에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졌다. 후드와 모리스(Hood & Morris, 2000), 판토
자(Pantoja,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을 잠재적 위협으로 느끼는 정도가 약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국인에게 더 관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외에 살펴볼 개인 수준의 변
인은 사회적 이념 성향이다. 사회적 이념 성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는 대체
로 평등주의(equalitarianism)나 인도주의(humanitarianism) 등의 가치 성향
과 연관지어 논의되었다(Pantoja, 2006).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이념 성향
변인을 세분화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축으로 하는 이념 성향 지각을 주된 변
인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국내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대체로 스스로 진
보적 이념 성향을 지닌다고 지각할수록 다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였다. 예
컨대 황정미(2010)의 조사에서는 진보적 성향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았고,
윤인진과 송영호(2011)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접촉 정도 또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인진과 송영호(2011)의 조사는 외국방문 경험과 국내 거주 외국인과의
교류가 다문화 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송유진
(2013)은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줄이고 수용
정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안상수
외(2012)의 조사에서도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단순 접촉 경험은 다문화수용
성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접촉 경험이 다문화수용성
에 미치는 영향은 올포트(Allport, 1954)의 접촉 이론(contact theory)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외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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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감소하며, 이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친구 중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 사람, 해외 체류 경험
이 있는 사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나타났다(박혜숙·원미순,
2010; 인태정, 2009).
하지만 외국인 접촉 경험이 이와 다른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안상수 외(2012)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 이주민과의 단순
접촉 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만, 이주민을 ‘매우 자주 목격’
하거나 ‘매우 자주 대화’하는 경우 오히려 다문화수용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
었다. 또한 이주민을 가족이나 친척으로 두고 있는 사람보다 직장/학교 동료
중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있는 사람의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다문화접촉 빈도와 관계없이 다문화수용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접촉 빈도보다 어떤 형태의 관계 속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지가 더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 외국인 접촉 경향이 정
반대 효과를 유발한다는 결과도 있다. 예컨대, 박현주 외(2015)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접촉을 비롯한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노성훈(2013)은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외국
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인식이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것
을 밝혔다. 즉 외국인 접촉 경험의 빈도뿐 아니라 경험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
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력,
소득수준, 연령, 성별, 다문화의 경험 등과 같은 개인 수준의 요인들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요인 중 소득수준이나 직업 등은 이주노동자가 개발도상국 출신
인지, 선진국 출신인지에 따라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
다(송영호·양대영, 2010). 거주 지역의 외국인 구성이 높아지면 개발도상국 출
신의 이주민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강해지지만, 미국과 유럽
출신 이주민에게는 이러한 배타적 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선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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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입증되었다(민지선·김두섭, 2013). 동일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주민에 대한 포용성은 이들의 인종이나 직업 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선행 연구들의 상반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타 구성원’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개인 수준의 요인들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민의 인종적·문화적 배
경, 출신국, 체류목적, 직업군 등에 따라서 개인 수준의 요인은 다른 방향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지만, 이 같은 결과 역시 이주민의 배경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민지선과 김두섭(2013)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일본인,
유럽인, 그리고 미국인 등 선진국 출신의 이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높은 연령층에서는 조선족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결과
는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 개인 수준 변인의 영향력은 특정 인종적 문화적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관용성과 배타성이
특정 인종적 문화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다문화수용성이라
는 개념만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
계가 존재함을 말해준다. 이렇듯,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은 한국인의 사회경
제적,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은 이
주민의 배경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선행연구들의 일관적이지 못
한 결과는 다문화수용성 개념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다문화수용성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배경 특성에 따른 차별적 수용성
개념이 추가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연구 문제 1. 수용자 관련 변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수용자 관련 변인이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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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이용의 영향
그 동안 다문화 연구에서 미디어 이용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
다.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 미디
어를 통한 간접 경험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미디어 다
문화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는 이주민 재현 연구이다. 이 선
행 연구들은 국내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이 타자화, 온정주의, 가부장주의 등의
특징을 띤다고 지적했다(권금상, 2008, 2013; 김경희, 2009; 김세은·김수아,
2008; 김진희 외, 2010; 양정혜, 2007; 이인희·황경아, 2013; 황영미, 2011
등).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 재현 양상이 제 수용자의 인식 변화와 어떻게 연계
되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 효과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개별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효과를 살핀
연구다(김재휘·서종희, 2006; 박신영, 2014; 홍숙영, 2013). 이러한 연구 중
박신영(2014)은 KBS1의 <러브 인 아시아>와 EBS의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의 각 한편씩을 실험 처치물로 하여 각 프로그램을 시청한 두 개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은 정서적 태도
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주체에 대
한 인지적 태도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일
정 기간 동안 방영되는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 여부를 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는
단기적 효과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
렵다. 이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은 이 보다
는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전반적인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 정도가 다문화수용성
에 미친 영향을 살핀 연구다(이현정 외, 2013; 정연구 외, 2011). 이러한 접근
은 방송 미디어가 구성하는 전반적 상징 환경의 영향력이 개별 프로그램의 효
과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들 중 이현정 외(2013)는 주간
교양 프로그램 5개, 단편 다큐멘터리 5개, 영화 5개의 다문화 콘텐츠 시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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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다
문화 콘텐츠 시청량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중 적극성과 개방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정연구 외(2011)는 수도권과 지역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 관련 뉴스 노출 정도를 5점 척도화하여
수용자의 기억과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나아가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 관련 뉴스 노출이 높을수록
기억 정도가 높았고 이는 부정적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다문화지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다문화 관련 개별 방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전자의 방식 보다
는 전반적인 방송 프로그램 노출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후자의 접근을 채택하
고자 한다. 여기서 미디어 이용 변인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노출을 선택한 것은
여전히 텔레비전이 이용자의 외부 환경 인식 형성에서 중요한 매체로 기능하
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언론수용자 의식조사(2017)에 따르면 텔레비전 이용률은 해마다 조금씩 감
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텔레비전은 미디어 이용자의 92.8%가 이용하는
가장 보편적 매체다. 또한 허윤철과 임영호(2016)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이
용자들은 외국인 범죄 이슈 등에서 미디어에 매개된 경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데, 특히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여타 미디어 보다 훨씬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러한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개인 수준의 지각 보다 사회 수준의 지각에
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개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량이 지속적으
로 줄고 있다하더라도 수용자들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사회적 분위기를 판단하
는 가장 유력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노출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 효과가 아니라 전반적 방송 노출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문화계발효과 이론(cultivation theory)의 접근을 따른 것
이다. 거브너와 그로스(Gerbner & Gross, 1976)는 특정한 방송 프로그램 메
시지가 시청자의 사회적 태도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더라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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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미디어가 구축하는 전반적 상징 환경(environment of symbols)이 수용자
에게 미치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는 강력할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전반적
방송 노출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거브너와 동료들(Gerbner et al., 1980)은 주로 텔레비전 폭력물의 효과
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텔레비전을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중시청자 집단
(heavy viewers)은 간헐적으로 시청하는 경시청자 집단(occasional viewers)
에 비해 세상을 과도하게 비열하고 위험한 곳으로 지각하는 일종의 사회적 망
상(social paranoia)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애펠(Appel,
2008)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코미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just‐world beliefs)이 더
강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연구 모두 텔레비전이 묘사하는 현실이 수용
자들의 실제 현실에 대한 지각을 배양하는 효과를 검증했다. 텔레비전의 장기
적 효과에 초점을 두는 것은 문화계발효과 연구의 전반적인 추세다. 모건과 섀
너한(Morgan & Shanahan, 1997)은 20년간 진행된 문화계발효과 연구들을
메타 분석(meta analysis)했는데, 폭력물, 성역할, 정치 성향 등의 주제에서
중시청과 경시청의 배양 효과 차이(cultivation differential)가 유의미하게 나
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상기 연구들처럼 이 연구가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의 장기적 노
출량을 변인으로 설정하고 선행 연구의 틀을 적용하는 데는 난점이 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매우 낮아, 전통적인 중
시청과 경시청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조사 대상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
률은 AGB Nielsen를 기준으로, JTBC 비정상회담 3~5%, JTBC 내 친구의 집
은 어디인가 2~3%, KBS1 이웃집 찰스 8~10%,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1~2%에 불과하다2). 이 점을 감안해 이 연구에서는 문화계발효과 이론의 중시

2)

비정상회담 시청률(2018, 7, 18). URL: https://bit.ly/2zZIkj9;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2018,
1, 26). URL: https://bit.ly/2mBjrRz; 이웃집 찰스(2018, 7, 11). URL: https://bit.ly/2LzQeok;
이제 만나러 갑니다(2018, 7, 14). URL: https://bit.ly/2O9tl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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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경시청 개념 보다는 시청 의도와 상관없이 한번이라도 시청을 한 적이 있
는 간헐적 시청(occasional viewing)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청하
는 정기적 시청(regular viewing)을 분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이 기준에 따
라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의 효과 차이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할 것이다.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3.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은 수용자의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4.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은 수용자의 차별적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및 표본 구성
자료 수집을 위해 리서치 전문업체(㈜엠브레인)에 등록된 온라인 패널을 대
상으로 2016년 5월 30일에서 6월 5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
문 응답자 총 730명 중 여성이 366명(50.1%), 남성이 364명(49.9%)이었고,
연령 분포는 18~29세 178명(24.4%), 30~39세 180명(24.7%), 40~49세 188
명(25.8%), 50~64세 184명(25.2%)으로 평균 연령은 39.47세(SD=11.88)였다.
학력 분포는 고졸 이하 126명(17.3%), 대학교·대학원 재학 96명(13.2%), 대졸
451명(61.8%), 대학원졸 이상 57명(7.8%)이었다.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월평균
가구 소득(이자, 임대 소득 포함)을 100만원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대략
적인 분포를 보면 300만원 미만 200명(27.4%), 300~500만원 251명(34.4%),
500만원 이상 279명(38.2%)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와 통계 분석은 PASW
18.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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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의 측정
(1) 이념가치관
이념가치관은 알트메이어(Altemeyer, 1981)가 개발한 권위주의 척도를 바
탕으로 변상호(2014)가 한국 미디어 이용자들의 정치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
용한 문항을 참고해 변인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방식
은 여전히 삶에 최선의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 현실에 의혹을 제기하기보다
는 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 “사람들이 부적절한 내용을 접하
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보도 내용을 미리 검열할 수도 있다”, “국가의
안위는 개인의 안위보다 중요하다”라는 진술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점
수가 높을수록 이념가치관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한 문항을 합
산하여 산출한 평균값은 3.50(SD=1.22)으로 중간값 보다 낮았으며, 문항간 신
뢰도(Cronbach’s α) 값은 .82로 높았다.
(2) 외국인 직접 접촉 경험
외국인 직접 접촉 경험은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안
상수 외, 2012)에서 개발한 문항을 바탕으로 허윤철과 임영호(2016)가 미디어
수용자의 외국인 접촉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나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다”, “나는 해외여행을 많
이 한 편이다”, “나는 외국인과 자주 접촉하는 편이다”, “나는 외국인과 대화를
해본 경험이 많다”, “나는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많이 보는 편이다”라는 진술문
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각각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국인 접촉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
다. 측정한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값은 3.52(SD=1.17)로 중간값 보다
낮았으며,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81로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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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 변인은 한 번이라도 시청한 적이 있는 간헐적 시
청(occasional viewing)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정기적 시
청(regular viewing)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대상 다문화 방송 프로
그램의 평균 시청률이 대부분 5% 미만으로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중시청(heavy
viewing)과 경시청(light viewing)을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또
한 ‘하루당 몇 분’과 같은 자기보고식 응답은 오히려 기억의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시청한 프
로그램과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빈도를 합산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이 연구가 개별 방송 프로
그램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송이 구축하고 있는
전반적인 다문화 상징 환경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측정 방법을 설명하면, 간헐적 시청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
시점인 2016년 5월 기준 방영 중인 총 14개의 다문화 프로그램(KBS1 ‘러브 인
아시아’, MBC ‘우리는 한국인–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MBC ‘헬로 이방인’,
MBC ‘우리 결혼했어요–세계판’, SBS ‘글로벌 붕어빵’, KBS1 ‘이웃집 찰스’,
KBS2 ‘부부 공감 랭크쇼 내편 남편’, KBS1 ‘리얼 한국 정착기 이방인’, SBS
‘글로벌 연애의 정석 99’,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JTBC ‘비정상회
담’, 채널A ‘잘 살아보세: 통일준비생활백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TV
조선 ‘남남북녀’) 중 한번이라도 시청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시청한 적 있음=1, 시청한 적 없음=0). 그리고 정기적 시청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한 달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청
한 프로그램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정기적으로 시청함=1, 정기적으로 시
청하지 않음=0). 따라서 합산한 값은 해당 프로그램의 편수를 의미하며 최소 0
부터 최대 14까지의 범위 내 값을 가진다. 응답 결과 단순 시청 프로그램의 평
균 편수는 4.10(SD=2.65)편이었고, 정기적 시청 프로그램의 평균 편수는 1.85
(SD=1.55)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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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은 황성욱 외(2014)가 개발한 다문화수용성 측정 문항을 바탕
으로 허윤철·임영호·조윤용(2017)이 한국의 국가와 지역 수준의 다문화수용성
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외국인근로
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겠다”, “나는 외국이주민들
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찬성한다”,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이주민들
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역코딩)”,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이주민의 옆자리
에 앉는 것은 피하고 싶다(역코딩)”,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외국이주민들
은 한국과는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역코딩)” 등의
진술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이 변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한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값은 4.48(SD=.93)로
중간값 보다 높았으며,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71로 양호하였다.
(5) 차별적 수용성
차별적 수용성은 불특정한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일반적 수용성이 아니
라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수용성을 의미한다. 차별적 수용성 측정을 위해 먼저
민지선과 김두섭(2013)의 문항을 바탕으로 이주민 출신국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원국적 비율을 고려해 동남아시아(필
리핀, 베트남, 태국), 남아시아(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조선족, 미
국인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사회 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집 방문에서 결혼에 대한 관용에 이르는 7단계의 보가더스 척도(Bogardus
Scale)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이 전체 측정치의 분산 값
을 변인화하였다. 즉 분산 값이 작으면 대상 국가별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차별성이 작다는 뜻이고, 분산 값이 크면 대상 국가
에 따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난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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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연구문제 1>은 수용자 관련 변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에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소득, 이념가치관 등의 배경 변인과 외국인 직접 접촉경험
변인을 투입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모형 1 참조). 연령, 성별, 학력,
소득으로 구성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이념가치관 변인, 외국인접촉경험 변인
을 투입한 결과 총 설명력은 3.2%(R2=.032)이었다(F=3.926, p<.01). 인구사
회학적 변인 중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었다. 이념가
치관은 보수적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았고(β=-.155), 외국인접촉경험은 많
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았다(β=.107).
표 1.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연령
성별(여성=1)

모형 2

표준화 β

t

표준화 β

t

-.002

-.057

-.005

-.121

.031

.829

.028

.763

학력

.007

.179

.010

.249

소득

.003

.080

-.004

-.107

-.155***

-3.966

-.152***

-3.896

.107**

2.751

.101*

2.567

이념가치관
외국인접촉경험
2

R (%)

3.2

간헐적 시청

.090†

1.832

정기적 시청

-.043

-.874

Incremental R2(%)

.5

Total R2(%)

3.2

Adjusted R2(%)
회귀모형 적합도(F)
†

p<.10, *p<.05, **p<.01,

***

p<.001

3.6

2.4

2.6

3.926**

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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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는 수용자 관련 변인이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차별적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 지역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조선족, 미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후, 전체 사
회적 거리감 평균의 분산 값을 차별적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량으로 사용
하였다. 다시 말해 대상 지역 간 분산 값이 작을수록 차별적 수용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분산 값이 클수록 차별적 수용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러한 방식
으로 차별적 수용성을 측정한 후 차별적 수용성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
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별적 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에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소득으로 구성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이념가치관, 외국인
접촉경험 변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표 2> 모형 1 참조). 그 결과
연령, 성별, 학력, 소득, 이념가치관, 외국인접촉경험의 설명력은 4.6%(R2=.046)였
다(F=5.825, p<.00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β=-.151),
소득은 높을수록(β=.106) 차별적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념
가치관은 진보적일수록 차별적 수용성이 높았다(β=-.080).
표 2.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표준화 β
t
-.151***
-3.922
-.035
-.938
-1.776
-.068†
.106**
2.798
-.080*
-2.078
.025
.656
4.6

연령
성별(여성=1)
학력
소득
이념가치관
외국인접촉경험
R2(%)
간헐적 시청
정기적 시청
Incremental R2(%)
Total R2(%)
Adjusted R2(%)
회귀모형 적합도(F)
†

p<.10, *p<.05, **p<.01,

모형 2
표준화 β
t
-.166***
-4.337
-.045
-1.227
-.059
-1.564
.093*
2.469
-.086*
-2.235
.004
.099

.041
.127**
4.6
3.8
5.825***
***

p<.001

.856
2.636
2.4
7.0
6.0
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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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은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이 수용
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다. 방송 미디어가 구
축하는 전반적 상징 환경은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 효과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Gerbner & Gross, 197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별 프로그램
의 시청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노출 정도를 간헐적 시청
과 정기적 시청으로 구분해 측정하여 변인화한 후 <연구문제 1>의 회귀모형에
추가로 투입하였다(<표 1> 모형 2 참조). 분석 결과 투입한 간헐적 시청, 정기
적 시청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 유의
수준 .10을 적용했을 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간헐적 시청이 다문화수용성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3>
의 회귀모형에서 독립 변인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한 결과 독립 변인들 간
의 공차한계는 최소값이 .51, 분산팽창요인(VIF)은 최대값이 1.81로 다중공선
성 진단기준(공차한계>.10; 분산팽창요인<10)을 충족하여 회귀모형에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연구문제 4>는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이 수용
자의 차별적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다. <연구문제 2>의
회귀모형에 간헐적 시청, 정기적 시청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
은 2.4%(R2=.024) 높아졌다. 투입한 변인 중 다문화 프로그램의 정기적 시청
만 유의하였으며, 정기적 시청 정도가 증가할수록 차별적 수용성 또한 높아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β=.127).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4>의 회귀모형에서
독립 변인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의 최소값이 .55, 분산
팽창요인(VIF) 최대값이 1.81로 다중공선성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 회귀모형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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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이슈로 부각하면서 이주민과 외국인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개별 방송 프로그램이나 장
르 유형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정기적이
고 전반적인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의 누적적 영향력에 관한 체계적인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문화 방송 프
로그램의 장기적 시청 효과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과 더불어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이용 변인, 즉 간헐적 시
청과 정기적 시청이 다문화수용성뿐 아니라 대상 집단에 따른 차별적 수용성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방송 프로그램 접촉 요인에서는 문화계발
이론의 논리(Gerbner & Gross, 1976)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 시청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송 노출과 시청을 설명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수용자의 어떠한 배경 요인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념 가치관은 진보적일수록 다문화수
용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인 스스로 진보적 이념 성향이라고 생
각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장승진,
2010; 한준·설동훈, 2006 등). 또한 외국인 직접 접촉 경험 정도는 다문화수용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윤철과 임영호(2015)의 선행연
구에 따르면 직접 경험 의존도가 낮은 범죄 이슈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
험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가 다룬 다문화 이슈에서
는 수용자의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2>는 수용자의 배경 요인이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다문화수용성이 불특정한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일반적 수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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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지표라면, 차별적 수용성은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수용성을 의미하
는 지표다. 분석 결과 연령은 낮고, 소득은 높을수록, 이념 가치관은 진보적일
수록 차별적 수용성이 높았다. 이번 연구에서 연령은 다문화수용성에는 유의
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데 반해, 차별적 수용성은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
다.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
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상수 외, 2015; 황정미 외,
2007). 이를 종합하면 낮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수도 있
지만, 이러한 개방적 태도는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모순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 연구결과는 확인해준다. 민지선과 김두섭(2013)의 연구에
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선진국 출신의 이주민에 대해서는 우호적 태도를 보이
지만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민에게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차별적 성향이 높다는 결과 역시 비슷하게 해석
할 수 있다. 진보적 성향과 다문화수용성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
는 있었지만(윤인진·송영호, 2011; 황정미, 2010), 진보적 성향인 사람이 오히
려 차별적 수용성이 높다는 결과는 전혀 새로운 발견이다. 이처럼 다문화에 대
해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태도는 양립 불가능한 현상이 아니다. 이러
한 모순된 결과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의 차원들을 좀 더 세분해서 검증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차별적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결과 역시 이번 연구에서
새로 확인된 현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선
행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의 관계를 자원 경쟁의 관점에서
해석했다(Esses, et al., 1998; Esses, et al., 2001). 다시 말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제한된 노동시장에서 경쟁 악화를 우려해 다문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비록 다문화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고
소득층이라 할지라도 출신국별로 우호적 태도가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차별적
수용성을 보일 수 있다. 물론 인구학적 변인과 차별적 수용성의 관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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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
주제에 관해 차후 연구가 더 나와야만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외국인 직접 접촉 경험은 차별적 수용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외국인 직접 접촉 경험이 대상 집단별로 차별화된 수용성을 높이는 부정
적 효과는 낳지 않고,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만 미친다는 것은 흥
미로운 발견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과 접촉 기회와 상호작용이 많아질수
록 이질적 외부 집단에 대한 편견이 약화된다는 접촉 가설(Allport, 1954)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는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각각 다문화
수용성과 차별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분석 결과, 다문화 방송 프
로그램의 간헐적 시청과 정기적 시청은 모두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해
당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은 미약하게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반대로 다문화 프로그램의 간헐적 시청은 차별적 수용성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기적 시청은 차별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프로그램을 간헐적으로든, 정기적으로든 폭넓게 시청하
는 사람에게서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많은 다문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대
상 집단에 따른 차별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시청 패턴과 무관하게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국내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취지가 그다지 큰 효
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에 다문화 방송 프
로그램의 정기적 시청이 차별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 연구의 가장 두드
러진 발견이자 시사점이 큰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미디어가 다문화
를 상대적으로 호의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재승·박경숙,
2013; Yi & Jung, 2015)와도 언뜻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 미디어
의 다문화 재현에서는 온정주의처럼 긍정이나 부정과 같은 이분법적 틀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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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데, 이 때문에 위와 같이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또한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
니다. 미디어의 내용은 다양한 양상으로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결과를 문화계발 이론의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미디어가 재현하는
현실에 대한 인지나 학습(learning)이 곧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현실 구
성(construction)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호킨스와 핀그
리(Hawkins & Pingree, 1982)는 문화계발 과정을 ‘학습’과 ‘구성’의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손현정과 이종혁(2012)이 이들의 논의를 적용해본 결과,
성범죄 관련 TV 뉴스 노출이 수용자들의 TV가 재현하는 현실에 대한 학습에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수용자들의 실제 세계에 대한 구성에는 제한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 내용이 실제 시청자들의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계발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의 내용이 실제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거브너와 동료들
(Gerbner et al., 1980)이 문화계발 효과론에 ‘공명’(resonance) 개념을 도입
한 것은 텔레비전 시청의 효과가 수용자의 선행 지식과 현실에서의 경험 같은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컨
대 둡과 맥도날드(Doob & Macdonald, 1979)는 위험한 도시에 거주하는 시청
자들에게서 TV 속 범죄 재현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우와 도미니크(Woo & Dominick, 2003)의 연구는 이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특정한 이슈를 다룬 시사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폭된다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 즉 수용자의 선행 경험과 지식 정도 등을 중재 변인으로 설
정한 문화계발효과 연구들에서도 효과의 방향성까지 일관성 있게 예측하지는
못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의도된 취지는 수용자들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미디어가 현실을 왜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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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하거나 다문화 집단을 차별적으로 재현하는 데서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 중 시청률이 높았던 <비정상회담>의 경우, 출연자의 국적
과 인종 구성이 실제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구성비와 차이가 크
고, 출연진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가 다수를 이
루는 이주민의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태영·윤태진, 2016). 또한
일부 선행연구들은 방송의 이주민 재현에서 출신국에 따른 차별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심훈, 2012, 2013; 주혜연·노광우, 2013; 홍지아·김훈순, 2010).
예컨대 심훈(2012)은 KBS 다큐의 결혼이주여성 묘사에서 출신국별 차이를 살
펴보았는데, 영미 출신은 자기 정체성이 강한 존재로 묘사하는 데 비해, 비영
어권 출신은 가부장적 동화주의의 틀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
럼 출신국별로 차별화된 미디어 재현을 장기적으로 접촉할 경우,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대하는데 있어 출신국에 따른 차별적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고 하겠다. 물론 위의 연구 결과만으로는 이 가능성을 검증할 수 없지만, 앞으
로 더 규명할 필요가 있는 연구 주제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시청의 효
과가 차별적 수용성을 강화하는 등 본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크게는 한국 다문화 정책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
다. 캐슬즈 등(Castles, et al, 2013)은 이주민 통합정책을 동화 모형, 차별적
포섭과 배제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유형화하였는데, 이종두와 백미연
(2012)은 이러한 범주화에 기초하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대체로 차별적 포섭
과 배제 모형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설계에서도
재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이해의 대상으로 그리기도 하고 동정과 연민의 대
상으로 전락시키기도 하는 등 언뜻 우호적으로 보이는 태도 속에 차별적 성향
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문화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 프로그램의 정기적 시청이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차별적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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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이 표방하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차별적 포섭과 배제 모형과 유사한 기조 속에서 작동하
고 있다는 것을 이 연구결과가 시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문화 관련 콘텐츠
의 기획 단계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함께 차별적 수용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변인을 더 다
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장르를 세분화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집단 특성에 따라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또 수용자들의 다문화 접촉 경험
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수용자의 실
제 경험과 미디어 접촉의 효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도 더 규
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TV 시청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만
큼 온라인상의 ‘다시보기’와 ‘버즈’순위 등을 반영하여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효과 연구의 확장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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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n increasing public attention to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television programs featuring foreigners or migra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become staple. There has been sporadic research on the impact
of watching such program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Yet, a systematic
inquiry into over-all and cumulative effect of viewing such contents is still
rarely on the agenda among Korean scholars. To fill in the research gap, this
papers deals with relatively long-term effects of viewing television programs
on public attitude to multiculturalism. Specifically, this article analyses how
’sporadic’ or ‘periodic’ viewing of multicultural television programs influences
discriminatory acceptance, as well as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results reveal
that, while both sporadic and periodic viewing yields no significant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periodic viewing tends to induce discriminatory
acceptanc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multicultural television program, cultivation analysis, periodic
viewing effects, multicultural acceptance, discriminatory accept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