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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배경

오늘날 세계는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

외여행,문화 교류 이민을 통한 외국인과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

에 문화 변 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한 문화는 공간 ,시 으로 다양하고

계속 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그 지역을 방문하는 외래 객,

지주민을 포함하여 산업 반에 향을 미친다.Reisinger(1994)는 여행목

지 선택에 있어서 지 주민과의 이 차 요한 기 이 될 것이며 향후

국제 분야에서 외래 객과 지 주민간 이문화 상호작용의 요성은

더욱 증 될 것으로 측했다.

제14차 WTO 서울ㆍ오사카 총회(2001)에서는 ‘평화와 에 한 서울 선언

문(SeoulDeclaration)’과 ‘오사카 니엄 선언문(OsakaMillenium Declaration)’

을 채택함으로써 을 통한 교류와 력이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

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이러한 개방과 교류의 과정 속에

서 발생되는 문화 충돌 사례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문화는 정치,경제,교육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화두가 되어있다(Berger&

Huntington,2002:p.33-34;Ferraro,2002:p.5-10).

교육 분야에 있어서 세계화에 한 응은 일반 으로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한 교육’과 ‘국제이해를 한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며1)언어교육 분야

에 있어서도 언어의 구사력뿐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과 극 인 교류 자세,이문

화(異文化)에 한 이해 등 ‘이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더욱

이 최근에는 이 시 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의 이념과 목표가 평화와 인권과 공

생(共生)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정의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이념 하

에 배양된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덕 ,2003:p.349;김 행,

1)Baker(2000)는 ‘국제 이해(internationalunderstanding)’와 세계 능력(globalcompetence)’의 함양을

강조하며 미국교육이 세계화 사회의 교육에서 나아갈 길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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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pp.7-11)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문화 이해를 한 이문화 교육은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

는 이민족간의 갈등 해소와 공존을 한 교육에서 시작되어 역사 배경이 다양

한 인종그룹으로 이루어진 유럽에서 강조되면서 발 되어 왔다.이문화 교육은

‘다문화교육’,‘국제이해교육’,‘이문화간 커뮤니 이션 교육’,‘이문화간 교육’등

세계 도처에서 각 문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 왔는

데2),이는 이문화 교육이 외국에 한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축 이 아니라 상

호의존성에 근거한 화 증진의 심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GeorgePeterMurdock은 문화 양식들의 보편 특성을 7가지로 제시했다.첫

째,문화 양식들은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나온다.둘째,문화 양식들은 인간과 환

경의 상호작용을 진하다.셋째,문화 양식들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다.넷째,문화 양식들은 이며 내외 조건 하에서 변화한다.다섯째,문

화 양식들은 지속 구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여섯째,문화 양식들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학습되고 공유된다.일곱째,문화 양식들은 신세 로 달된다.

이 듯 문화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서로 다른 문화가 하여 변화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운반하는 요소들이 있

는데 표 으로 미디어,유학생,고용 외국인,이주민,외래 객 등이 포함된

다.문화 변의 과정은 한편으로는 수용자 측 문화에서의 부분 해체가,다른

한편으로는 외래 문화요소의 와 제시가 있어야 시작된다.외래 문화요소의

와 제시는 추상 인 표 법이다.실제로는 특정 문화요소를 공간 으로 이동

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내지는 미디어가 있어서 문화 변이 시작된다.이 외래

문화요소의 ․제시의 담당자를 ‘문화 운반자(culturalcarriers)’라 부른다.

구체 으로는 유학생,고용 외국인 교사,외국인 기술자,선교사 나아가 무역상

인,식민자,외국 여행자나 객,때로는 군인도 밖의 문화로부터 새로운 문화

요소를 운반해온다.한편 이러한 사람들이 매개되지 않더라도 실물,서 , 화,

화,라디오․텔 비 방송, 성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정보 이동에 의해 문

화요소가 되는 일도 있다(히라노 겐이치로,2004).문화 운반자는 이러한 사

람들과 미디어를 총칭하는 말이다.

2)박용구 역(2005).『이문화간 커뮤니 이션』,서울:커뮤니 이션북스,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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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 외래 객은 가장 범 하고 빠르게 문화 변 상을 일으키는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외래 객이 문화 운반자가 되는 경우에는 두 방향이

있다.하나는 외국에 여행한 사람이 여행지에서 발견한 문화요소를 본국에 가지

고 돌아오는 경우이고, 하나는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이 본국에서 여행지 나라

에 문화요소를 가져가는 경우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국제

인 지로 거듭나면서 매해 외래 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외래 객이

제주의 다양한 지역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제주에 하고 한 우리의

문화를 배워가기도 한다.이 듯 세계가 로벌화 되는 상황에서 지주민의 이

문화에 한 인지 외래 객에 한 태도에 한 요성이 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문화교육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제6차 교육 과정에 비해 제7차 교육 과

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내용은 바로 ‘문화’에 한 것으로써 어과의 성격, 어

과의 목표, 어과의 내용 체계 언어 재료 부분에 그 요성이 언 되어 있

다.이는 외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언어를 도구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에 근함으로써 학습자의 개인 시각과 이해

의 폭을 넓히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응력과 소양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궁극 인 목 이라고 보는 을 반 하는 것이다.3)

Hall(1960)은 “의사소통이 문화요,문화가 곧 의사소통이다.”라고 말했다.이는

우리의 생활 조직이 언어를 가지고 엮어 나가는 의사소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자

기 문화권 이외의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서는 곧 그 나라

의 언어와 문화 양식,행동 양식을 익 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 분야는 재 세계 취업인구의 10% 이상을 하고 있으며,2020년까

지 세계의 객 수는 연평균 4.2%에서 4.4%의 비율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는 NTA(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는 정책을 통하여 에 극 으로 개입하고 있어

의 요성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실정이다4).

3)교육부(1999).『 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V)』,서울: 한교과서주식회사.

4)오상훈(2005).『 과 문화의 이해』,서울:형설출 사,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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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국제사회에서도 을 통한 이문화간 과 상호이해 증진의 요성

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이러한 요성과 더불어 한 계에 있는 것

하나가 외래 객이다.나라마다 다양한 지들이 있고,그 지역마다 외

래 객들이 있는데,외래 객은 지주민과 긴 한 을 하게 된다.이

때 지주민은 그들 문화의 인지정도에 따라 외래 객을 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지주민의 태도가 외래 객에 미치는 향은 매우

범 하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다른 인종이나 민족 구성원에 해 그들의 피부색과 출신

국가의 경제력 등을 기 으로 이 잣 를 행사한다는 연구 결과(박윤경,2006)

와 한국인들의 이문화 인식이 조사 상국 최하 수 이라는 조사 결과5)는

올바른 이문화 인지 수용 태도가 으로 필요함을 단 으로 보여주는

목이다.

어릴 올바른 문화 인지를 통해 형성된 정 태도는 외래 객들에게

재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며,더 나아가 산업,국가 경쟁력에 큰 보탬을 가져

다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러한 가정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

경이며,문제의 제기이기도 하다.이는 외래 객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방문한

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기억할 것 인지와도 많은 계가 상존하기 때문에 요

하다고 할 수 있다.

2.연구의 목

의 본질은 문화행동과 이며, 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異)문화

이다.다른 문화권 경험은 모든 해외 객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 간

만남이며 객의 행동에 향을 미친다(Brislinetal.,1996).

한 사회의 문화권 속에서 받아들일 만한 행 가 다른 문화권 속에서는 오감

5)한국인들의 이문화에 한 인식은 1998년 스 스 국제경 개발연구소(IMD)에서 조사한 국제경쟁력

평가에 의해서도 잘 알 수 있다.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문화 응력은 조사 상국 46개국 최하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박기순(2001).『한국인과 문화간 커뮤니 이션』,박 률출 사),

55개국을 상으로 실시한 2007년 평가에서도 ‘인종차별’이 51 ,‘문화 개방성’은 55 로 외국인들

에게 매우 배타 인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유창무,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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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Pizam & Sussmann,1995).국가문화는 해외 에

다른 국 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 행동에 있어서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용되어

질 수가 있다(March,1997;Rokeach,1973).그리고 객들 간의 국가문화의

차이는 객들이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가치,사회 행동,태도,인지,

욕구,기 ,경험,신념,규범,동기 그리고 언어 혹은 비언어 커뮤니 이션

패턴 속에서 규명되어질 수 있다(Burns& Holden,1995;Fridgen,1996).

지주민과 외래 객의 정 인 상호작용은 외래 객의 을 성공

으로 이끄는데 필수 인 요소이다.이와 련하여 이문화와 련된 지주민의

태도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Bank(1994,2002)는 어린 학생들의 인종 태도는 성인의 인종 태도를 반

한다면서 Litcher& Johnson의 연구를 인용하여 어린 학생들의 인종 태도 변

화에 가장 성공 인 변수는 교사의 인종 태도와 기술,교실 분 기라고 언 하

고 있다6).

Comes(1991)도 학생들의 인종 태도는 아동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 등이 속한 문화,그들의 견해 태도에 의해 쉽게 향을 받는 경

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7).

이 듯 인성형성에 있어 요한 시기인 8세부터 13세의 등학생들에게 이문

화에 한 이해8) 인지도와 외래 객에 한 태도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등학생을 상으로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객에 한 태도

의 구조 인 측면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는 이

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등학생의 이문화 인지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인지도에 따라 등학생이 외래 객을 하는 태도ㆍ인식과 어떤 계가 있

6)Bank,J.A.(1994).Anintroductiontomulticulturaleducation.Boston:Allyn&Bacon.p.43.

(2002).Anintroductiontomulticulturaleducation(3rded.),Boston:Allyn&Bacon,p.44.

7)박윤경(2007).다문화 경험의 교육 의미 이해,<시민교육연구>,39(6),『한국사회과교육학회』,

pp.147-183.

8)Neuner(1994:p.26)는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과정이론에서 출발하여 이문화 이해를 해 요구되는 4가

지 핵심 능력을 ① 역할의 객 화(객 인 자기 단 능력):자기 입장에서 벗어나 외부와 거리를 두

고 자기 치를 볼 아는 능력,② 감정이입능력: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③ 양면성의 용:(다른 사람들의)모순되는 요구와 기 를 참아내는 능력,④ 자기의 입

장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의 입장을 내세울 아는 정체성 의식 묘사 능력으로

보았다(김미승,2003),p.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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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조사일시 ㆍ2011년 4월 14일 ～ 4월 25일(12일간)

조사 상 ㆍ서귀포시 5～ 6학년 등학생 400여명

조사방법 ㆍ설문지 조사

조사항목

ㆍ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ㆍ이문화 흥미도

ㆍ이문화 교육 참여도

ㆍ이문화 인지도

ㆍ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

는지를 살펴보는데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생의 특성에 따라 이문화 인지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둘째,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

는지를 밝히는데 있다.셋째, 등학생의 특성에 따라 외래 객에 한 태도

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3.연구방법 범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세계 속의 지로 성장하고 있는 제주특

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의 등학생을 연구의 상으로 선정하 으며,궁극 으

로는 이문화를 어떻게,얼마나 인지하고 있고,이러한 이문화 인지도와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간의 상 성에 해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있

다. 한 등학생의 올바른 이문화 인지 정 인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정량 근방식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을 실시하 다.조사 상

은 연구지역인 서귀포시 내에 거주하는 5～6학년의 등학생으로 한정하여 2011

년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조사를 실시하 다.

<표1-1>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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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선행연구의 검토

1.문화의 개념과 문화 변

1)문화의 개념

오늘날 ‘문화’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활양식 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이러한 개념 특성은 문화인류학자가 시작한 것인데,이제는 일반

인 용어가 되었다.‘문화’는 매우 포 이고 복잡한 것이어서,문화를 일반 으

로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한 문화는 동ㆍ서양에 따라,혹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Kroeber,A.L.andKluckhohn,C.9)에 따르면,서양에서는 “160여가지나 되

는 문화의 정의가 있다.”서양은 문화를 “자연을 그 로 두지 않고 거기에 사람

이 의식 으로 손을 는 행 결과”로 정의하며,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을

그 상으로 하 다.반면,동양에서의 문화는 “문으로 다스리고 바르게 가르친

다10).”는 문치교화(文治敎化)의 의미로 정의하 다.이는 문(文)을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합한 범(典範)을 가리키는 것으로,화(化)는 문을 이용하여 인간

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이처럼 동양에서는 그 상을 사람으

로 한정하 다.

이러한 문화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이는 문화를

학자가 어느 에서 혹은 어느 학문 역에서 보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로 정

의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문화라는 말을 오늘날 사용되는 넓은 의미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역사학자인 클렘으로 알려져 있다.

ClydeKluckhohn11)은 문화란 후천 ㆍ역사 으로 형성된 외면 내면 인

생활양식의 체계로서 집단의 체 는 특정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라

9)A.L.KroeberandC.Kluckhohn(1952).ACriticalReviewofConceptandDefinitionsofCulture.

New York:VintageBooks:고 복(1997).『문화사회학』,서울:사회문화연구소,p.4에서 재인용.

10)유태용(1999).『문화란 무엇인가』,서울:학연문화사,p.13.

11)Kluckhohn,C.(1905-1960),미국의 문화인류학자.



-8-

고 정의했고,AdamsonHoebel12)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학습된 행

의 총체라고 정의하 다.

Hall(1965)13)은 문화를 한 국민의 생활양식,학습된 행동형과 태도,물질 인

거의 총합이라고 정의했다.문화의 특성으로는 첫째,문화는 선천 인 것이 아니

라 학습되는 것이며,둘째,여러 가지 요소가 상호 련을 맺으며 내재되어 있고,

셋째,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며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고 하 다.

Brown(2000)은 문화를 “특정시 ,특정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생각, 습,기

술, 술,도구”라고 규정한다.이는 문화를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포함한 생활양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rooks,N.(1964)는 문화를 첫째,생물학 성장(biologicalgrowth),둘째,개인

교양(personalrefinement),셋째,문학과 미술(literatureandthefinearts),

넷째,생활양식(patternsforliving),다섯째,생활방식의 총체(thesum-totalofa

wayoflife)라고 세분화하여 정의 내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언어 교육과 련해서는 이 다섯 가지 의미 에서 ‘생활양식’을

가장 시해야 한다고 하 다.“생활양식은 모든 종류의 인간 생활 장면에서

구히 계속되는 무상한 개인의 역할이며,태도나 행 의 규칙 규범에 계된

일”인데,그는 이 생활양식을 다시 ‘형식 문화(formalculture)’와 ‘심층 문화

(deepculture)’로 양분하 다.

형식 문화는 사고,사상,행동의 세련 등으로서 개인 교양과 계가 있으

며,문학과 미술과도 계가 있고,생활 방식의 총체에 해당하는 웅 정신,경

제 노력,정치,종교 등과도 계가 있다고 하 다.심층 문화는 말하는 법,

식사하는 법,동작,생활양식,가치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속성이 있

는 문화면을 말한다고 하 다.14)

이 외에도『 성 국어 사 』(1993)에서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

12)A.Hoebel(1906-1993),미국 UniversityofMinnesota문화인류학과 교수.

13)E.T.Hall(1965).Thehiddendimension.New York:Doubleday.

14)N.Brooks(1964).LanguageandLanguageLearning:TheoryandPractice(2nded.),New York:

Harcourt,BraceandWorld:박원(1996).『 어교육학』,인천:인하 학교 출 부,p.427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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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문화의 정의

국

내

연

구

성 국어

사 (1993)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공유․ 달되는 행동 양식 내지 생활양식의

총체 자연 상태와 립되는 것이며 한,그것을 극복한 것임.

언어․풍습․도덕․종교․학문․ 술 각종 제도 따

국어국문학회

(1991)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공유․ 달되는 행동 양식 내지 생활양식의

총체,자연 상태와 조되는 것이며, 한 그것을 극복하는 것.언어․ 풍

속․도덕․종교․학문․ 술 각종 제도 따

최용재

(1982)

문화는 인간 사회의 어떤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추상 실체,유 에

의하여 선천 으로 타고 나는 본능이 아니라 후천 으로 교습되는 행동양

식,한 세 에서 다음 세 로 달되며 형성,인류의 사회 공동체가 다양

한 만큼 다양,사회와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 됨

국

외

연

구

Clyde

Kluckhohn

후천 ㆍ역사 으로 형성된 외면 내면 인 생활양식의 체계로서 집

단의 체 는 특정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것

Adamson

Hoebel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학습된 행 의 총체

EdwardHall

문화는 한 국민의 생활양식,학습된 행동형과 태도,물질 인 것의 총합

1)선천 인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며,2)여러 가지 요소가 상호 련

을 맺으며 내재되어 있고,3)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며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

Brown(2000)
문화는 특정 시 ,특정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생각, 습,기술, 술,

도구

Brooks,N.

(1964)

문화는 첫째,생물학 성장,둘째,개인 교양,셋째,문학과 미술,넷

째,생활양식,다섯째,생활방식의 총체

득․공유․ 달되는 행동 양식 내지 생활양식의 총체 자연 상태와 립되는 것

이나 극복한 것으로 언어․풍습․도덕․종교․학문․ 술 각종 제도 따 라

고 정의되어 있다.

이 듯 문화는 동․서양에 따라 혹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이

상에서 논의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에 한 학자들의 규정을 요약ㆍ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표 2-1>국내ㆍ외 연구자들의 문화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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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화에는 보편 인 성격과 개별 인 성격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인류

가 두 발로 걷고(HomoErectus)불과 도구를 사용(HomoHabilis)하기 시작하면

서 다른 동물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익히게 된 순간부터 인류는 문화를 갖게 되

었다고 한다.동물은 거친 자연 속에서 본능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은 그

럴 수 없다.

여기서 인간은 자신의 육체 능력을 보완하고자 문화를 갖게 된 것이며 이것

이 보편 인 문화이다.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자연환경은 구체 으로 어떤 시기

와 장소냐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리 인 차이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가

진 개별 문화가 만들어졌다(겐이치로,2004).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ValenSmith(1989)는 그의 서에서 타문화에 한 이

해 수 을 7가지 객의 유형( 량 객부터 탐구 여행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 다.즉 량 객 일수록 지 문화 이해도는 낮고 탐구 여

행자 일수록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문화에 한 이해수 은 사실 객 유형뿐만 아니라 복합 인 요소에 따

라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지 문화에 한 지식수 ,연 성,방문횟수 체

류기간, 객의 성향 행태 등이 한 계에 있을 것이다.

문화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어느 문화든

내용은 달라도 공통 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

해이다.이러한 요소들은 각기 독립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서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15).

문화의 구성요소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15)한상복ㆍ이문 ㆍ문 덕(1982).『문화인류학』,서울:서울 학교 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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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문화의 구성요소

VernTerpstra 언어,종교,가치,교육,법률,사회조직,기술 물질문화,정치

EdwardHall
시간 공간의식,물질 소유,상호작용,생존방식,남녀 계,학습,놀이,환

경의 이용

GeertHofstede
개인주의 집단주의,권력 간격,불확실성에 한 회피정도,남성다움 여

성다움

PhilipCateora

사회제도:사회조직,교육,정치구조

물질문화:기술,경제

신념체계:세계 ,가치

미 정서:조형 술,민속,음악,연극,언어

이시다 에이치로

(石田英-郞)
인간,언어,가치,기술,사회,자연환경

<표 2-2>문화의 구성요소

출처:서용건(2011).『국제 (경 과 문화)』,서울:백산출 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의 구성요소는 학자에 따라 조 씩 차이가 있으

나 일반 으로 언어,종교,가치체계,사회제도, 술,물질문명 등이 포함된다.

2)이문화의 개념

사람은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권에 이동할 경우에는 언어,음식,습 ,가치

등의 차이 때문에 문화충격과 갈등을 겪게 된다.우리나라 기업의 경 자들 조

차도 이러한 문화 차이를 인식ㆍ이해하지 못하거나,자기 문화 발상의 고정

념이나 습 등에 얽매여 문화 차이를 인지 못하여 치명 인 기업 손실을

래하기도 한다16).

이 듯 이문화는 자국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국문화와는 다른

환경-다른 인종,다른 자연,인문환경-속에서 형성된 다른 나라의 문화17)로 이문

화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사건은 개인,집단,민족,국가간의 갈

등으로 이어지고 크게는 쟁까지도 야기 시킨다.

16)이덕훈(1999).『 로벌 기업경 』.서울:학문사,p.390.

17)박진 (2002).사회과 이문화 교육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부산교육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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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로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지 시

에서 가장 요한 것은 이문화를 바르게 인지하고,올바른 태도를 형성하여 새롭

게 변화하는 환경에 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문화 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국제 계가 긴 해지면서 복수의 개별

문화 간의 은 끊임이 없을 정도로 빈번해졌고,이러한 에 의해 각 문화

는 격심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이러한 이문화 으로 문화마찰․문화 변이

이 빈번해 졌다.

‘문화마찰’이란 이질 인 문화와 문화가 할 때 일어나는 긴장,알력 분쟁으

로 정의된다.‘문화 변’이란 1930년 에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어 처 이션이

라는 말의 번역어로서 문화와 문화가 했을 때 양쪽 는 어느 한쪽의 문화

에 일어나는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문화변용’이 한 문화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화 변화인 데에 비해서 ‘문화 변’

은 외래의 문화요소가 수용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화 변화이므로 그 문화의 시스

템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지를 포함해서 국제문화론의 주요한 연구 상이 된다

(히라노 겐이치로,2004).

<그림 2-1>에서 보여주듯이 문화 변은 기본 으로는 하나의 문화가 구평형

의 상태에서 신평형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이다.따라서 이 그림은 흐름도로 볼

수 있다.문화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그 변동은 이러한 흐름이 시스템 곳

곳에서 반복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어느 한 시 을 보더라도 문화는 결코

고정 인 것이 아니다.끊임없이 움직이며 항상 어딘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체로서는 체로 안정 상태이며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정이 부분 으로 크게 무 지는 경우가 있다.무 진 상태에서는 사

람들의 생활을 지탱한다는 문화의 의의 그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부분의 경

우 그 혼란 상태를 일시 인 것으로 보고 새로운 안정,즉 평형사태를 획득하려

는 움직임이 문화 내부에서 생긴다.문화의 일부에 혼란이 시작되어 어떻게 해서

안정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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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문화 변의 과정

구평형

↓

부분 인 해체의 개시

외래문화

요소의
↓┊

→ 제시 →
필

터
→ 선택 → 외래문화 요소의 수용

↙ ↙

↘
거 ㆍ묵

살
항

↙

외래문화

요소의 재해석

부분 인

해체의 계속

↘ ↙ ↘

재구성 해체

↓

신평형

출처:히라노 겐이치로(2004).『국제 문화론』,서울:풀빛.

1960년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Spicer(1961)18)가 아메리칸 인디언

이 경험한 문화 변을 토 로 정리한 바에 의하면,문화 변의 결과는 편입통합,

동화통합,격리통합,융합통합이 있다고 하 다.이 네 가지는 하나의 문화 변

결과 밖에서 들어온 문화요소가 다른 문화요소와 어떠한 계를 만들어내는가라

는 에서 분류한 유형이다.

첫 번째의 ‘편입통합’은 밖에서 들여온 문화요소를 수용자 측 문화에 응시키

도록 재해석하면서 받아들여 문화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목 을 달성하는 경

우이다.

두 번째의 ‘동화통합’은 첫 번째의 편입통합과 반 의 형태다.우세한 문화의

문화요소가 밖에서 잇달아 들어와 재래의 문화요소를 치환하고, 체로서는 기존

문화의 심 부분까지도 외래의 문화요소에 맞추도록 변해간 경우이다.

세 번째의 ‘격리통합’은 겨우 통합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종래의 문화요소와

18)EdwardH.Spicer(1961),(ed.),PerspectivesinAmericanIndianCultureChange,Chicago:The

UniversityofChicago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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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문화요소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격리된 형태로 공존

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의 ‘융합통합’은 종래의 문화요소와 새로 들여온 문화요소를 융합시켜서

제3의 새로운 문화요소로 바꿔 만들고 통합도가 높은 문화체계를 재형성한 상태

이다.

문화 변은 문화를 창조하는 행 이다.그 시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게 알맞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행 는 창조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문화요소는

문화 변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정착하는 것이며,문화요소가 정착했을 때 그

문화는 개별 이다.활발한 국제 문화 계 속에서 하나하나의 문화가 개별성을

유지할 때 세계 체에는 문화의 다양성이 유지된다.문화의 다양화야말로 문화

의 보편성이다(히라노 겐이치로,2004).

Hammer(1995)는 일본에 있는 미국계 자회사에 근무하는 일본인 종업원을

상으로 장기간 이문화 교육효과를 측정하는 것에 을 맞추어 8년 동안 이문

화 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과 이문화 교육을 받은 그룹으로 71명에 한 연구

를 했다.교육 로그램은 이문화에 한 지식과 기술을 회의기법,분쟁해결,

상, 어를 집 으로 사용하는데 을 두었다.그 결과 생산성, 업기술 등이

향상되었으며,특히 교육에 참가한 일본 종업원들은 교육받지 않은 종업원보다 2

배정도의 승진을 많이 했고,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보다 조속히 해외근무에 배

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 정도 교육에 따라 삶에 직 으로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이문화 인지도의 개념

1)인지도의 개념

인지란 정보를 획득하고 지하고 활용하는 것이다.인지의 본질은 단이며

단을 통해 어떤 상은 다른 상과 구별되고,그것이 어떤 한 개념 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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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개념에 의해 특징지어지는지를 규정한다.즉,인지는 인식으로도 번역되며,

감각 자료를 해석하고 이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재생시켜 주고 사고,

추리,문제해결 등에 이용하여 환경과 자신에 한 인식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인지에 한 통 인 해석은 지 인 과정과 산물로 한정해서 생각하려

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인지에는 지식,의식,지능,사고,상상

력,창의력,추리,추론,문제해결,개념화 등과 같은 고등정신 과정에 속하는 유

형의 심리 실체들이 포함 된다19).

의 인지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근법으로 이루어졌다.하나는 인간의 사고

와 추론과정을 컴퓨터 체계에 비유하는 정보처리 근법이고,다른 하나는 동

화(assimilation)와 조 (accommodation)이라는 두 가지 기본 가정에 근거한 피

아제의 인지 응에 한 연구법이다.정보처리 근법은 인간이 지각으로부터

기명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process)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 으며,인지

응을 강조하는 근법은 개인이 외부 환경에 응하기 하여 자신의 기존 지

식으로 어떻게 외부환경을 해석하며, 한 외부환경에 의하여 자신의 기존 지식

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에 한 이해에 을 두고 이루어졌다.

인지발달이론의 효시인 피아제의 이론을 요약하면,인지발달은 지각활동을 통

해 인지의 구조가 변하는 것인데,인지발달의 과정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고,각

단계별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의 유형도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그 단계는 감각

운동기, 조작기,구체 조작기,형식 조작기로 구분하 다.

이와 같은 각 단계별 인지발달 특징을 한종하(1983)는 <표 2-3>과 같이 정리

하 다.구체 조작기가 시작되는 등학교 때부터 논리 지각이 어느 정도 가

능하고,가설 연역 사고나 명제 사고와 같은 형식 사고는 형식 조작기,

즉 등학교 고학년이나 학교 학년에서 시작된다.

19)서 연 외 1인(1995).『인지발달』,서울: 앙 성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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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특성

조작기

(2～7세)

구체 조작기

(7～11.5세)

형식 조작기

(11.5～16세)

물체 인식 자기 심 시각 논리 시각
논리 ,기호,

추상 표

일반화
직 ,환상 ,

자기 심
특수상황에 연결

특수-특수,

일반-특수,

일반-일반 사이의 왕래

결론의 정당화 환상 ,공상
장 찰을

바탕으로 함

자기 찰과 타인 찰

결과 고려

사고 내용 자기 심
자-타의 의견

일치ㆍ불일치 인식
사고의 논리 분석

개념 도출 객 지각이 좌우 논리 지각 논리 지각과 추상화

분류
한 변인 심의 일차원

분류

모든 변인을 동시에

고려,이차원 분류

모든 변인의 고려,

다각 분류

인과 계 환상 ,자기 심 구체 사례의 찰
논리 추상화,

귀납과 연역

가설-연역 사고,

명제 사고
불가능 불가능 가능

<표 2-3>인지발달 단계별 특성

출처:한종하(1983).한국 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한국교육개발원.

인지도는 인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한 방법으로 미국의 학습 이론가인

Tolman(1932)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학습 시에 인간이나 동물이 소유하게 되

는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의 방법에 한 정신 표상이다.그는 쥐의 미로 학

습 연구를 통해 동물들은 미로에 한 인지도를 학습하는 것이지,단순히 일련의

운동이나 동작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감각기 은 환경 구성요소를 동시에 인지할 수 없으므로 강한 인상 혹

은 의미를 주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곧 지워져 버린다.그 다면 어떠한 요소들을

강하게 인지하는가의 문제를 연구하기 하여 제안된 방법이 인지도이다.인지도

는 개인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Vygotsky(1962)를 심으로 한 사회문화 인지이론에서는 인간의 지 능력

이 문화 으로 체계화된 형태의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

을 강조한다.즉 문화 으로 조직화된 사회 상호작용의 양상이 개인의 심리

ㆍ인지 발달을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발달 과정이 사회 인 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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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지 기능으로 환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음을 본다.

인지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크게 두 입장 사이의 논쟁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다.즉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는 개인이든 인간의 사고와 발달과정

에서 기본 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과,문화 간에 나타나는 차이가 인간

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요하다고 주장하는 편이 그것이다.그러나 단순히

문화 간의 차이라든지 문화의 한 측면과 어떤 본질 인 련성을 규명하기 어려

운 듯하다.문화의 어떠한 특성이 어떠한 작용을 거쳐서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지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2)이문화 인지도

문화는 각 개인에게 인지 ,정의 행동의 상황을 설정해 다.즉,개인 ,사

회 존재의 청사진이다.그거나 이런 청사진에 해당하는 우리 자신의 문화를 통

해 실제(reality)를 받아들이기 때문에,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객 으로 실제는 아니다.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문화를 통해 인식한 실제가

‘정확한’인식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이 어

떻게 세상을 지각하는 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문화에 따라 지각의 방

식이 다르다는 사실은 명백하다.20)

일반 으로 이문화 인식이라는 용어는 이문화 민감도와 이문화 능력과 같은

의미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Dodd,1998).여기서 문화

으로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사람의 문화가 다르며 문화의

차이가 의사소통 방법과 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

다(Dodd,2007).

따라서 문화 으로 민감한 사람은 다른 나라의 통과 생활양식을 이해하려

하며,이문화에 한 선입 념이나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이문화 인식에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문화에 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도 포

함된다.일반 으로 이 문화 심은 문화를 정 으로 인식하는 호기심이다

(Wang,1999). 한 이문화 인식은 다른 문화에 응하려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20)강진근ㆍ문형정(1998).『외국어 교수 &학습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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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화가 생산한 문화상품에 해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교육 정치ㆍ사회 분야에서의 최근의 추세는 이문화의 이

해와 응에 한 인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구 인류가 공존ㆍ공 하는 문제

로 까지 그 인식 범 가 확 되어 다 지고 있다.

유네스코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forInternationalUnderstanding)에서도 차 상호 의존성이 증 해가

는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이해교육21)을 해 교육인 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

이해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그림 2-2>과 같이 ㆍ ㆍ고등학생들을 상

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교육과정은 ① 문화간 이해 ② 세계화 문제 ③ 인권

존 ④ 평화로운 세계 ⑤ 지속가능한 발 등 다섯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교육내용은 지구 인류가 공존하기 해 다양한 문화의 상 성과 보편

가치 을 학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의 경우, 등학교에서는 타 문화에 한 이해

자국 문화 알기에 역 을 두다가 학교에 들어가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한편 공통성을 찾아가도록 하고,고등학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존,공생

을 한 문화간 이해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1)한명희(1997:p.380-383)는 세계화 시 에의 국제이해교육 내용 목표를 ① 지구사회 가족 의식(sense

ofglobalfamily)과 지구 의식의 육성 ②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에 한 문화상 주의 (cultural

relativism) 용성의 앙양 ③ 세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상호 계의 과정에 한 이해

④ 국제 의사소통능력(globalcompetency)과 채도의 육성 ⑤ 국제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한 이해,탐구능력의 육성 ⑥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의 한국의 상과 역할에 한 이해 ⑦ 사회 ,

개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계사회 시각(globalperspective)과 미래지향 시각의 요성 인식

⑧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국제사회 문화 속에서의 문화주체성 필요 인식 ⑨ 지구사회체제와 각종 국

제 력기구들의 역할에 한 인식을 들고 있다.



-19-

<그림 2-2>한국 ㆍ ㆍ고 사회과목 속의 다문화이해교육

국제이해교육

다문화 이해 세계화 문제 인권존
평화로운

세계

지속가능한

발

등학교:“타문화 이해”

타문화에 한 흥미와 심,타문화의 이해와 수용,소 한 우리 문화

학교:“다양한 문화”

다양한 문화의 이해,문화간 장벽 허물기,문화의 공통성,문화교육체험

고등학교:“문화간 이해”

문화의 총체 이해,문화의 생성과 변화,다문화 이해와 공존,자연 문화유산의 보존,문

화 교육과 문화정체성

출처:이삼열(2003).『세계화 시 의 국제이해교육』,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서울:한울아카데미.pp.16-82.

한편,『한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이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양민애,200

8)22)에 의하면 한국도 다문화 사회에 어들면서23)한국어 분야에서도 국내의

인종,종교,민족 배경 등이 다른 사람들을 한 ‘다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국

제이해교육’으로서 국내외를 막론한 다른 문화에 한 다양성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계 인 시각이 요구되는 만큼 ‘더불어 사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

울 수 있게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문화간 의사소통의 제가 되는 이문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 다.

올바른 이문화 인지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목이다.

22)양민애(2008).한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이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이 언어학회』.

23)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2007)에 따르면,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은 연간 640만 명을

헤아리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100만 명을 넘어섰고,2000년 이후 국제결혼건수가 18만 건에

이른다.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체류 외국인이 500만 명으로 체 인구의 10% 선에

다다를 것으로 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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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지도의 특성

인지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될 수 있다(정미애,1996).

첫째,인지도는 외 인 정보들이 내 으로 조직화되고 단순화된 표상이다.이는 명

확하고 질서 있는 것과 단순한 것을 등록하려 하는 지각 경향성과 더불어 유사한

과정들이 기억의 장고에서 계속해서 작동하리라는 것을 논리 으로 가정한다.따

라서 이 에 들어와 남아있는 자극들이 차 단순화되고 질서 잡힐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인지도는 실재에 한 복사물이 아니라 불완 하고 왜곡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개인이 자신의 내 인 상태나 특성에 맞추어 능

동 으로 흡수하고 조직해 나가기 때문인데,여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

지 ,정서 차이와 주된 문화 환경24),정보 수용시의 상황25)과 한 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개인들이 가지는 인지도는 일정하지 않다.이는 각 개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오

는 자극에 해 그들의 내 인 상태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한 각 개인

들이 상이한 물리 혹은 사회 환경을 가짐으로써 이들 환경이 제공하는 경험에

따라 인지도가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넷째,그러나 공통 인 인지도를 추출할 수 있다.이는 개인의 인지도는 그가 속한

사회에 향을 받으므로 각 개인들이 속한 집단은 유사한 필요성,아이디어,기호 등

을 계층별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다섯째,계속 이고 순환 인 시스템으로 개인과 공간 인 환경 사이에는 서로 피

드백을 주고받는 역동 인 특성을 가진다.즉,새로운 공간정보는 개인이 가지고 있

는 기존의 인지도에 의해 해석되고,해석된 공간정보는 다시 기존의 인지도를 변형

시키게 된다(pp.19-20).

24)어떤 사회 내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강화하는 것은 그 집단의 규범을 반 하는 경향이 있다.

25)동기,일시 기분,정서 상태,신체 상태 등



-21-

학자 개념 연구내용

박근수(2005)
어떤 상 는 상들의 집합에 해 일 으로 호의 이거나 비호의

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경향

고동완ㆍ정승호(2005)
특정 상물에 해 지속 으로 좋고 옳음의 수 에 한 평가로 표 되

는 심리 경향

최 희 외(2005)
일 인 방식으로 에 해 개발 지향 이거나 비지향 으로 반응하

려는 경향

최승묵ㆍ김남조(2005)
이나 개발의 결과 발생 는 발생이 상되는 수 유형

등의 향에 한 인지 ,감정 ,행동 경향

Ap(1992) 어떤 상에 해 지속 인 선유경향이나 행동경향

Franzoi(1996) 상에 한 정 혹은 부정 평가

Myers(1987)
행동의도,감정,그리고 신념에서 보여주는 어떤 사물 혹은 사람에 한

호,불호의 평가 반응

3.외래 객에 한 태도

1)태도의 개념

태도란 사회학ㆍ심리학ㆍ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기본 개

념의 하나로 쓰이며,‘개인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물건이나 사람 등에 해서 어

떤 인식과 감정 평가를 가지며,거기에 입각하여 그 상에 해 가지고 있는

반응의 비상태’를 가리킨다.

태도는 선천 본능과는 달리,직 인 경험의 반복이나 간 인 언어의 학

습 는 단 한 번의 강렬한 체험 등이 바탕이 되어 후천 으로 형성된다.그리고

경험의 축 이나 사회 향으로 변용될 수 있는 신축성을 포함하고 있으나,반

면에 언제나 상에 한 가치 단이나 호응의 감정을 수반한다는 에서 일단

형성되면 변화하기 어렵고,장기의 고정성ㆍ지속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태도는 환경의 단서를 심으로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목 지향성을

지닌 심리 인 내면상태로,지식 는 인지가 학습자의 정서 인 상태와 계될

때 자기실 표출기능이 증가한다고 하겠다(최일호,2006).

<표 2-4>태도의 개념 연구내용

출처:유 민ㆍ김기완ㆍ김남조(2007). 개발에서 주민태도연구의 비 고찰:사회교환이론과 사회

표상이론을 심으로,『한양 학교 연구소』,19(2),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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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1992)26)의 연구에 따르면 태도는 사회 교환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 는데,

사회 교환이라는 것은 교환 상으로부터 보상과도 같은 혜택을 받았을 때 보

상의 가를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는 심리 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 인 주된 명제는 그 특성이 호혜 이라는 것이며,

교환 계의 동기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개인과 지역의 사회 ,경제 편익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지역주민 의 상호작용은 본질 으로 균형 이지 않고 비

칭 이며,지역주민과 향력을 미치는 상간의 상호작용은 불균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태도가 정 ,부정 이게 된다고 하 다.

손 ․장희정(2003)은 태도란 일반 으로 행동의 선입 이나 선유경향으로,

태도란 이 세계의 어떤 상징이나 상 혹은 측면을 호의 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개인의 선입 으로 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단계에서 특정상황 하에서 어

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는 믿을 만한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매우

요하다고 하 다.

주민참여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Milbrath& Gole(1977)은 정치,경제,사회

체제와 같은 외부환경요인과 태도,성격,교육정도,연령 등과 같은 개인 특성,

태도와 신념 등의 사회 특성을 제시하 으며, 학 분야에 있어서 Jurowski,

Uysal& Williams(1997)는 사회교환이론을 용하여 지역주민의 향에

한 평가와 교환 가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지원 간의 계를 검증하 다.

2)문화에 한 태도

Gardner27)에 의하면 외국어 학습자가 학습하고 있는 어 미 문화에

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어 학습의 성공 여부와 깊은 계가 있음을 보

이고 있다.학습하고 있는 어 그 문화에 해 정 태도를 갖고 있는 경

우에 학습자는 높은 동기를 갖고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며 지속 으로 그

어를 학습하게 된다.학생들이 목표어와 문화에 해 좋지 않았던 과거 경험으로

26)J.Ap(1992).“Understandinghostresidents’Perceptionoftheimpactsoftourism throughsocial

exchangetheory.”TexasA&M Unv.

27)R.C.Gardner(1985).Socialpsychologyandsecondlanguagelearning,London:EdwardArnold.



-23-

인해 부정 태도를 갖게 되면, 어 학습은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의 역사 ,정치 ,경제 이유 등으로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친미정책을 추진해 왔고 세계 으로 어가 차지하는 비 이 우리나라

의 해방이후 계속 커져 왔기 때문에 미국과 어에 한 태도가 부정 이라기보

다 정 인 편이라 할 수 있다.

이효웅(2000)28)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미국인에 하여 매우 우

호 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러나 이러한 역사 ,사회 바탕

속에서도 각각의 학습자가 미국과 어에 하여 가지는 태도가 모두 같을 수는

없다.학습자에 따라 어 학습에 하여 정 인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

을 것이고 반면에 부정 인 태도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2011 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

국은 체 133개국 32 를 차지했으나 세부 평가항목 ‘외래 객에 한

태도’는 최하 권인 125 에 그쳐 친화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국내외 객에 한 ‘환 서비스’실천이 시 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간 차원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기도 하 다.외국인 객에게 친

을 선물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환 실천 범국민운동본부

는 최하 권인 친화성 분야를 2015년까지 50 권으로 끌어올리고 내국인 여

행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표 인 별 단체와 종

사자들이 력해 다양한 활동을 개하기로 하 다.

한편,최근 문화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객 43.1%가 아직

도 우리 국민이 불친 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아시아 객들의 불만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2011년 상반기에 방한한 16개국 5822명의

외국인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사람들이 친 하다’고 답한 외국인은

독일인의 경우 79.7%, 랑스인은 77.9%를 차지했다. 국인은 77.1%,캐나다

인은 73.2%,미국인은 73.1%,호주인은 71.4%를 차지해 서구권 국가 객은

체로 한국인의 친 에 한 만족도가 높았다.

28)이효웅(1996).한국 ㆍ고등학생의 태도와 동기가 어 학습에 미치는 향,『한국 어교육학회』,

51(2),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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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만인은 32.8%,홍콩ㆍ싱가포르인은 44.5%,일본인은 48.6%,태국인은

48.9% 등 반을 넘지 못했다.아시아권 객에 한 한국인의 친 도가 서구

권에 비해 히 낮은 셈이다.동ㆍ서양인을 통틀어 ‘한국인이 친 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반을 조 넘어선 56.9%로 집계 다.이 듯 한국인들이 외래

객을 하는 태도는 개인ㆍ문화 혹은 각 나라별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는 체 으로 부정 인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듯 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래 객에 한 태도는 매우 낮은 수 이

다.이는 어릴 형성된 태도 이문화 인지의 정도와 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특히,태도 인성형성에 있어 요한 시기에 있는 등학생들의

경우 이문화에 해서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교사,친구 등

주변 환경에 의해 많은 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주변 환경의 역할이 요하

다. 한 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 인 태도 형성과 더불어 올바른 태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안 노력이 필

요하다.

3)이문화에 한 태도

‘이문화에 한 태도(attitudetowardtheothercultures)’는 문화간 태도라는

용어로도 표 되며,자신과 다른 문화 그 구성원에 해 정 는 부정

인식을 형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실질 인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수

을 결정하는데 심 한 향을 미친다29).

이러한 이문화에 한 태도는 국제 의 활성화로 인해 자와 지주민,

자와 종사자간의 이 빈번해짐에 따라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30).

지주민과 자 계의 연구는 인류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발 되었는

데 이 연구 분야는 학에서 심 인 이론 역들 하나가 되었다(Berghe,

29)R.L.Wiseman,M.R.Hammer,& H.Nishida(1989).PredictorsofInterculturalCommunication

Competence.InternationalJournalofInterculturalRelations,13(3),pp.349-370.

30)유지윤․손 (2004).국제 자의 이문화 상호작용의 통합 모델 구축,『한국 학회』,

28(1),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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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Gudykunst,1983;McNaughton,2006;Nettekoven,1979;Smith,1989).

한편 Gudykunst(1983)는 지사회에 한 이방인의 심과 이방인에 한

지인의 심으로 지주민들과 자의 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그림 2-3> 사회학 측면의 이방인- 지주민과의 계

이방인 유형 지주민반응

손님(Guest)

체류자(Sogourner)

침입자(Intruder)

→
호의 (Friendly)

양면 (Ambivalent)

(Antagonistic)

→

→

출처:W.Gudykunst(1983).Toward a Typology ofStranger-HostRelationships.

InternationalJournalofInterculturalRelations,7,p.405.

이문화에 한 태도는 3개의 역으로 나 어 그 구조를 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Gudykunstetal.(1977)는 태도를 인지 인 요소와 정의 인 요소,

행태 인 요소로 나 어 사람들의 이문화에 한 태도를 분석하 으며,이후 여

러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석 틀을 사용하여 이문화 태도의 구성요소를 밝히고 있

다(Wiseman,etal.,1989;Sakuragi,2006,2008).

첫째,인지 측면에서 이문화에 한 태도는 이문화 는 이문화권의 사람들

에 해 갖게 되는 심과 련이 있다.이러한 이문화에 한 심은 외국,외

국인,이문화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게 된다.

Gudykunstetal.(1977)는 이러한 인지 요소가 다른 문화와 그 구성원에

해 갖게 되는 여러 행태의 유형화와 한 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러한

유형화는 이문화 응에 필요한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고착화될 경우 상황 응

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Scott,1965)31).

둘째,이문화 태도를 구성하는 정의 요소는 이문화 는 이문화권의 사람들

에 한 개인의 정서 반응과 련이 있다.즉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해

31)W.Scott.(1965).Psychologicalandsocialcorrelatesofinternationalimages.InKelman,H.(Ed.),

Internationalbehavior:Asocialpsychologicalanalysis.NewYork:Holt,Rinehart,andWin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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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의 감정을 갖거나,거부 는 수용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과 련이 있다.

Ting-Toomey(1993)32)은 이러한 정서 반응이 타문화에 한 인식과 한

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문화에 한 정서 반응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은 자문화 심 인 태도이다.이 태도는 모든 경험의 심에 자국문화가 있으

며,이문화를 하게 될 때 자국문화를 방어하려는 강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타문

화권 사람들과의 에서 갈등을 야기한다(Bennett,1993)33).

한편 이문화 태도의 행태 요소는 이질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고,사회

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개인 태도와 련이 있다.즉 이질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거리감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 행태 측면에서

이문화에 한 태도를 악하게 된다.Bogardus(1967)는 이를 ‘사회 거리감’이

란 용어로 표 하 고,Wisemanetal.(1989)은 사회 거리감이 커질수록 이문

화간에 ‘오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반면 사회 거리감이 어 수록 상호 ‘이

해’가 증진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문화에 한 수용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이문화 응에 어떠한 요인들이

요한가를 밝히려고 한 연구 분야에서 꾸 히 개발되어 왔다(민창기,2006)34).

특히 최근에는 이문화에 한 정서 태도에 을 맞추어 문화간 상호작용

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정서 발 단계를 포 한 Hammer등(2003)의 ‘문화간

발 척도(IDI:InterculturalDevelopmentInventory)’가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Jackson,2008;Sakuragi,2006,2008).문화간 민감성을 측정하는 이 척도는

이문화에 한 개인의 정서 반응을 ‘타문화에 한 거부 단계’,‘자국문화 방어

단계’,‘문화 차이 최소화 단계’,‘타문화 수용 응’ ‘통합’의 5단계로 세

분화하여 이문화에 한 개인의 정서 반응을 측정하고 있다.

『외국어 능력과 이문화에 한 태도의 상 계』(민창기,2008)에 의하면

공 학생들의 이문화에 한 태도는 ‘보통’과 ‘정 이다’의 간수 으로 그

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문화에 한 태도는 이론 검토를 토 로 이

32)S.Ting-Toomey(1993).Communicativeresourcefulness:Anidentitynegotiationperspective.InR.

Wiseman&J.Koester(Eds.),Interculturalcommunicationcompetence.NewburyPark,CA:Sage.

33)J.M.Bennett(1993).Culturalmarginality:Identityissuesininterculturaltraining,InPiage,R.

M.(Ed.),Educationfortheinterculturalexperience.Yarmouth,ME:Intercultural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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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한 심,이문화 수용성,인종 거리감,세계의식의 4가지 요소를 통해

측정하 는데,이 이문화에 한 심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이문화 수용

성은 상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의 이문화에 한 심만큼 이문화 수용태도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서비스에서 핵심 요소가 되는 문화간 차이

에 한 이해를 통해 문화간 수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강화될 필

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 다.이는 이문화에 한 정 태도 형성이 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4)태도의 구성요소

소비자 행동연구에 있어서 태도조사는 신제품 개발,기존 제품의 재정립, 고

략의 창출,선호 상표의 측,일반 구매성향 악 등의 기 가 된다. 통

태도모형에서는 태도를 세 요소의 구성체,즉 인지 요소,감정 요소 행동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35).

태도의 인지 요소는 태도 상물에 한 개인들의 념 지각에 련된 것

으로써 Katz와 Stotland(1959)에 의하면 인지 요소란 곧 태도 그 자체 그것

과 실세계의 다른 속성들과의 계에 하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인지 요소의 형 인 로

써 인간들이 각 종족집단과 같은 태도 상물에 하여 가지고 있는 고정 념을

들면서,우리가 어떤 종족집단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곧

태도의 이러한 인지 요소들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기 때문에 이러한 형용사

들을 가지고 태도의 인지 측면을 측정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감정 요소는 정서 요소라고도 불리워지는데,이는 태도 상물에 한 개인

들의 좋고 나쁜 느낌이나 감정에 한 태도의 측면을 말한다(McGuire,1968).

Himmelfarb와 Eagly(1974)에 의하면 그 방향과 강도가 다양하게 변하는 이 감정

요소는 태도의 핵심 측면 내지 요소이다.왜냐하면 이것은 태도 상물에

35)T.S.Robertson,J.Jelinskiand S.Ward(1984).ConsumerBehavior,Scott:Foresman and

Company,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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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감정 요소가 결여된다면

태도의 인지 요소도 더 이상 태도가 될 수 없으며 그 신 신념이나 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동 요소는 conative요소라고도 부르는데,이는 태도 상물에 한 개인들

의 반 인 행동 경향을 말한다.다시 말해서 주어진 상물에 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그 다고 해서 태도의 이 행동 요소는 개

인들의 행동 그 자체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으로서의

한 태도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다.

Rosenberg(1976)는 이들 구성요소들을 심으로 해서 태도의 본질을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다.태도는 자극이라는 독립변인과 반응이라는 종속변인의 간에

치하고 있는 개변인으로써 이는 3가지 구성요소로 나 어볼 수 있으며 자극과

태도의 이들 각 요소가 합쳐서 유발시키게 되는 결과로서의 반응들은 <그림

2-4>과 같다는 것이다.

<그림 2-4>태도의 개념과 구성요소

측정 가능의

독립변인들
개변인들

측정가능의

종속변인들

지각 반응

(신념의 언어 기술)↗
인지 요소

자극

(개인 ㆍ상황 ㆍ

사회 문제ㆍ

사회집단ㆍ기타의

태도 상물)

태도
공감 신경체계의 반응

(감정의 언어 서술)
→ → 감정 요소

↘
외 행동

(행동에 한 언어 서술)
행동 요소

출처:M.J.Rosenberg(1976),Cognitive Structure and AttitudinalAffect,Journalof

abnormaland socialpsychology,53(3),pp.3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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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인지 요소가 태도 형성에 있어 지배 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

근에는 감정에 을 둔 견해가 태도분야에서 지배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태도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을 이루는 주요원천은 다음과 같다.

첫째,외부로부터 변화 상에 오는 의사 달이다.여기에는 의사 달자, 달

내용,형태,통로등이 주요원인이 된다.

둘째,태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취 되고 있는 태도 상에 한 참

여경험에서는 참가자의 극 인 참여 외 강제 동조가 주요인이 된다.

셋째,개인의 태도에 향을 주는 사회 향은 크게 나 어 타인이나 집단들

간의 계와 개인이 처한 사회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이상의 요인들은 개인의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향요인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 된다36).

<그림 2-5>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특성

↓

외부로부터 오는 태도 련된

의사 달
-----> 태도 <-----

태도 상에 련된 활동에의

참여 경험

↑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

출처:W.J.Mcguire(1997).Thenatureofattitudesandattitudechange,inG.Lindzey(ed),The

handbookofsocialpsychology.Addison-WesleyCo.,p.157.

4.선행연구

이상용(2001)에 의하면, 미 문화 지도에 한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교사

와 아동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는데 아무리 정확한 언어라도 그 문화

36)최규성(2004). 개발에 한 지주민의 태도 모형화 연구,박사학 논문,강원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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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서로간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

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그는 문화에 알맞은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해서 교사는 자신이 미 문화에 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학생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문제 들을 꾸 하게 연구하고 실 시킬 때

비로소 성공 인 미 문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 다.

『 등 어 외국문화 교육의 요성과 지도 방법에 한 연구』37)에 의하면,

미문화에 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등학생들의 어 학습에 한 자신감과

흥미를 향상시킴으로써,자기 문화에 한 지와 자부심을 가지고,다른 문화에

한 지 인 호기심과 공감 이해를 보일 수 있었다. 한 기본 인 언어표 에

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어의 언어표 과 련된 미의 문화 요소를

악하여, 등 어 담당교사의 문화의식에 한 인식을 강화하여 어교육의 질

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문화간의 차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문

화 인식의 통찰력을 개발함으로써 개인 인 학습과 성장을 지속하여 등학생들

의 어과 수행평가 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었다고 하 다.

고주분(2002)은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의 수가 많지 않고, 부분의 학생들이

비 어권 국가를 경험한 것으로 외국 여행에서 어권 문화에 한 향을 받았

다고 보기 어렵지만, 반 으로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의 의견이 그 지 않은 학

생들보다 좀 더 뚜렷한 의견을 보이고 있었으며,원어민 교사와 수업 경험이 있

는 학생들 역시 그 지 않은 학생들보다 좀 더 뚜렷한 의견을 보인다는 에서

외국 경험과 원어민 교사와의 경험이 문화인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김경희(2003)는 우리나라 학교 불어불문학 교육과정은-학교마다 약간씩 차이

는 있지만 체로 보면-의사소통 능력의 신장과 더불어 불문화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실제 교육과정,시 에 따른 실용성보다는 심미성

심의 교육과정 주로 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부제를 실시함에

따라 서서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 다.

그래서 학생들의 문화인지도를 측정해 본 결과,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약간씩

37)고주분(2002). 등 어 외국문화 교육의 요성과 지도 방법에 한 연구,교육학석사학 논문,아

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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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고,여학생들의 인지도가 남학생들의 인지도에 비해 약간 높으나,학교별

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이를 근거로 재의 교육과정을 좀 더 실

용 인 교육과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한 교수방법도 ‘유인물’이나 ‘설명

주’가 아니라,‘사진,비디오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둔다면 학생들의 문화인지도가 좀

더 향상되리라고 보았다.

성선재(2008)는 통문화를 활용한 역사교육 활동을 구성하고 용하여 유아의

역사개념과 통 문화에 한 인식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유아 역사개념의 하 개념인 시간개념,변화개념,연속개념,과거개념 체와

통문화에 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통문화를 활용한 역사교육

활동은 유아의 역사개념과 통문화에 한 인식 태도에 정 인 향을 미

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아교육에 있어서 통문화와 같은 유아에게 친근한 주제를 바탕으로

역사교육 활동을 개할 때 유아의 역사개념 뿐만 아니라 통 문화에 한 인

식과 태도에 있어서도 정 인 향이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

다.

Hermann(1980)는 조사를 통하여 원어민에 하여 잘 인식하고 있는 학생이

부정 태도가 은 경향이 있는데,이는 사회심리학 실험에서 서로에 한 정

확하고 우호 인 정보는 계를 감소시킨다는 이론과 상용한다고 말하면서

태도가 외국어 학습에 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 다.그러나 황필아

(1995)는 원어민,비원어민 교사가 외국어 학습자의 태도,동기와 성취도와의 상

계 양상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연구에서 미국인 어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은 학생집단과 한국인 어교사의 지도를 받은 집단을 상으로 수업

을 받기 과 후의 양상을 서로 비교하 다.그 결과 태도와 어 성취도 계에

있어 원어민 교사 집단에 있어서는 모국어 국민에 해 더 우호 인 태도를 보

인 학습자의 어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비원어민 교사 집단에서는 학습

자의 태도유형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어 성취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

고하면서 어 성취도는 학습 환경에 따른 학습자의 태도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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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의 양상을 보인다고 하 다.

이효웅(1996)의 연구에서는 한국 ,고등학생의 태도와 동기가 어 학습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반 으로 미국인과 어

학습에 하여 더 호의 인 태도를 지닌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성별과 태도

의 련성을 밝혔다.

분야에서의 지주민과 자의 계에 한 연구는 주로 자들의

지문화에 한 평가(McIntosh,2004)나 객과 지주민의 사회 계가

자의 태도와 만족에 미치는 향(Pizam etal.,2000;Thyne,Lawson& Todd,

2006),그리고 아시아 자와 호주인 간의 문화 차이와 태도를 심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다.이밖에도 지주민과 자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가 진행

되었다(류지운,2002:Gudykunst,1983).

Lawson,Merrett& Williams(1996)는 지주민 사회의 객에 한 용과

수용은 성공 인 목 지가 되게 하는 매우 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객을 수용하는데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요인은 객의 국 과 문화에

한 지주민의 태도임을 밝혔다.

Pizam(2000)은 지주민과 자 사이의 사회 계의 강도가 높을수록

객은 호스트에 해 더욱 호감을 갖게 되며, 자와 지주민이 목 지에

해 가지는 태도 역시 정 으로 변할 것임을 언 하 다.

Thyne,Rob& Sarah(2004)는 객과 지주민 사이의 문화 차이가 지 사

회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는데 연구결과 지주민과 자의 신체 ,문화

인 차이가 클수록 지사회는 자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을 밝혔다.

한편,호주에서 발생하는 지주민과 자 사이의 문화 차이 에 한 연

구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Reisinger& Turner,1998;Reisinger&

Gurner,2002).한국인 객과 호주의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인식차이에 한

이들 연구에서 문화 차이는 자와 지주민 사이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거

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도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이문화를 어떻게,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가 요하며,더불어 이러한 이문화 인지도는 외래 객에 한 태도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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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문화 간 차이로 인하여 지 지에서의 서비

스 제공자는 다른 문화권에서 오는 객의 형태를 상이하게 느끼며 한 지

인 서비스 제공자가 객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자의 재방문 의사와 추천의사에 결정 인 향을 비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이문화 인지도 태도의 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등학생들이 이문화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한 이문화 인지도를 알아보

고 이러한 이문화 인지도에 따라서 외래 객을 하는 태도와는 어떤 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후 그 결과를 토 로 등학생들의 올바른 이문화 인지

정 인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34-

H3

인구통계 특성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

H1

이문화 인지도

H2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

Ⅲ.연구 설계

1.연구모형 가설의 설정

1)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 은 독립변수인 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외래 객에 한 태

도와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조사 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로 잘 알려진 서귀포시 5,6학년 등학생을 상으로 하 다.본 연구

에서는 등학생의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의

계를 살펴보기 해 <그림 3-1>의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

<그림 3-1>연구모형

2)가설의 설정

연구가설 Ⅰ: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이문화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Ⅱ: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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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Ⅲ: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에 용된 각 변수의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이문화 인지도

이문화 인지도는 이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한 것

으로 등학교에서 이미 채택되어서 배우고 있는 어교과를 심으로 어권

국가의 언어,음식, ,일상문화의 인지 정도를 이문화 인지도로 보고 있다.

(2)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흥미도는 학생들이 이문화에 얼마나 흥미와 심을 갖고 있는지에

한 심리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3)이문화 교육 참여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는 이문화를 한 경험 참여정도를 알아보기 한 것으

로 학생들의 이문화 교육 참여도를 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으로 설정하 다.

(4)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

외래 객에 한 태도는 외래 객에 한 필요성,생각 그리고 마음가짐

을 알아보기 한 것으로 인지 ,감정 ,행동 태도로 나 었고,외래 객

에 한 인식은 외래 객이 우리 지역사회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 요성,경제 효과,사회문화 효과,환경 효과를 외래 객

에 한 인식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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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항 설문 문항 척도 선행연구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7 1～7 명목척도

이문화 흥미도 4 1～4 등간(Likert5 )척도 고주분(2002)

이문화 교육 참여도 7 1～7 등간(Likert5 )척도
이상용(2000)

고주분(2002)

이문화 인지도 8 1～8 등간(Likert5 )척도
민태일(2002)

박정미(2006)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

13 1～13 등간(Likert5 )척도
김상태ㆍ김덕기

(1997)

계 39

2.연구 조사설계

1)설문지 구성과 자료의 측정

본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설계를 해 문헌조사와 사 테스트(Pretest)를 거

쳐 작성하게 되었다.설문지 구성은 일반 사항을 포함하여 총 6개 항목으로 설

정했다.

유사한 주제를 연구한 민태일(2002),고주분(2002),박정미(2006),김상태․김덕

기(1997),이상용(2001)의 논문의 설문을 참고해 ‘인구통계 특성’7개 문항,‘이

문화 흥미도’4문항,‘이문화 교육 참여도’7문항,‘이문화 인지도’8문항,‘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13문항 등 총 39문항으로 구성했다.

‘인구통계 특성’은 성별,학년,외국 경험 유무,머무른 기간,방문 목 ,방문

국가,부모님 직업 등 7개 문항을 명목척도를 사용해 측정했다.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이문화 인지도’그리고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에 한 항목은 <표 3-1>에서 보듯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항

목들에서 각각 4항목,7항목,8항목,13문항을 우선 으로 도출했다.

<표 3-1>설문지의 구성



-37-

도출된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를 1 으로 ‘매우 그 다’를 5 으로 표시

하는 리커트 5 척도를 이용해 측정 다. 한 고객만족, 환의도,충성도 등도

‘ 그 지 않다’를 1 ,‘매우 그 다’를 5 등으로 표시하는 리커트 5 척도

를 이용해 측정했다.

2)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하 다.

연구방법으로는 정량 근방식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 다.조사 상

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가 집되어 외래 객이 많이 왕래하는 서귀

포시 등학생 어느 정도 인성 태도가 형성된 5～6학년의 등학생으로

한정하여 2011년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조사를 실시하 다.조사방법은

서귀포시 지역 등학교를 직 방문하여 일 일 개인 면 조사방법으로 진행되

었다.

조사기간 동안 총 460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수집하 으나 이 가운데 몇 개의

항목에서 응답이 없거나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4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총 416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 다.

실증연구의 통계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 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했다.

자료의 분석은 크게 조사 자료의 일반 특성 기 분석을 해 기술 총계

분석인 빈도분석을 실시했으며,조사항목의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해 크론바

흐(Cronbach)의 알 (α)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빈도분석,T-test,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ANOVA)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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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분석결과

1.표본의 구성과 특성

1)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설문지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 207명(49.8%),여성 209명(50.2%)으

로 표본이 이루어졌다.

학년별 분포는 5학년이 236명(56.7%),6학년이 180명(43.3%)으로 나타났다.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경우가 64명(15.4%),경험이 없는 경우가 352명

(84.6%)으로 나타나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없는 경우가 약 5.6배 높게 나타났다.

머무른 기간은 1주일 이내 27명(42.2%),1주일 이상 24명(37.5%),1개월 이상

13명(20.3%)으로 나타났다.방문목 별로는 49명(76.6%),친지방문 7명

(10.9%),어학연수 2명(3.1%),기타 6명(9.4%)으로 나타나 이 7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 직업별로는 아버지가 공무원 87명(22.1%),자 업 60명(15.2%),농림어

업 56명(14.2%),서비스업 119명(30.2%),기타 72명(18.3%)으로 나타나 서비스업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어머니는 공무원 63명(16.6%),자 업 66명(17.4%),농림

어업 36명(9.5%),서비스업 136명(35.9%),기타 78명(20.6%)으로 나타나 아버지,

어머니 직업 모두 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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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성 207 49.8

여성 209 50.2

학 년
5학년 236 56.7

6학년 180 43.3

외국 경험
유 64 15.4

무 352 84.6

머무른 기간

1주일 이내 27 42.2

1주일 이상 24 37.5

1개월 이상 13 20.3

방문 목

49 76.6

친지방문 7 10.9

어학연수 2 3.1

기타 6 9.4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공무원 87 22.1

자 업 60 15.2

농림어업 56 14.2

서비스업 119 30.2

기타 72 18.3

어머니

공무원 63 16.6

자 업 66 17.4

농림어업 36 9.5

서비스업 136 35.9

기타 78 20.6

계 416 100

<표 4-1>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표 4-2>를 보면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 문화 인지도가 높음

이 41명(67.2%),낮음이 20명(32.8%)으로 나타났고,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없는

경우 높음이 158명(46.1%),낮음이 185명(53.9%)으로 나타났다.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경우 이문화 인지도가 ‘낮다’보다 ‘높다’가 약 2배

더 많은 수치로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이문화 인지도에 많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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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없는 경우 ‘낮다’와 ‘높

다’가 53.9%,46.1%로 비슷한 수 을 보 다.

서귀포시 지역 특성 상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

에 수의 비교보다 비율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외국 경험이 있는 경우 이문화 인

지도의 높음 비율이 외국 경험이 없는 경우 이문화 인지도의 높음 비율보다 훨

씬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2>외국 경험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

구분

이문화 인지도
체

(%)
x
2

p값낮음 높음

해외

경험

없음 185(53.9%) 158(46.1%) 343(100.0) 9.268

.003있음 20(32.8%) 41(67.2%) 61(100.0)

2.측정변수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1)신뢰성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복수 문항들로 측정한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서 척도별로 탐색 요인분석 통계 기법을 이용해 척도순화를 수행했다.신

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복수양식법

(Parallel-Forms Technique),반분법(Split-Half Method),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Method)등이 있는데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내 일 성

에 의한 방법이다38).

내 일 성은 하나의 구조를 여러 항목으로 측정했을 때 항목들이 일 성 혹

은 동질성을 갖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내 일 성은 Cronbach의 alpha계수를

이용하여 항목들 간의 상 계로써 평가되는데,항목들 간의 상 계가 높을수

38)채서일(2007).『사회과학조사방법론』,서울:비엠엔북스,pp.17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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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내 일 성이 높다.

Cronbach의 alpha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6이상이면 수용할 만

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0.6보다 작으면 내 일 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

여지며,이 경우 Ccronbach의 alpha계수의 크기를 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함으

로써 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39).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동일 개념을 측정하기 해서 크론바흐 알 계수

(Cronbach’salpha)를 이용한 내 일 성 검증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의 합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Kaiser(1970)의 표본 합성을 이용했

는데,이를 통해 변수들 내부의 상 계 정도를 살펴보았다.표본 합성이 0.8

이상을 나타내면 상당히 좋으며,0.4미만의 값을 보이면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에

는 어려운 값으로 간주하고 있다.

순화과정은 개별 측정척도들의 단일 차원성을 제로 하는 측정척도를 검토했

고,요인분석을 통하여 고유값이 1이상이 되는 변수를 악해,요인 재치가 0.4

이상 복 재된 경우와 공통성(Community)이 0.4이하인 항목을 제거하여 신

뢰성을 검토했다. 한,이들 항목 크론바흐 알 계수가 0.6이상이 되는 항목

을 사용했다.

(1-1)이문화 흥미도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이문화 흥미도에 한 요소는 측정된 3개의 항목을 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

했다. 체 신뢰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다.“외국 화를 좋아

한다.”항목은 공통성 0.4보다 낮게 나타나 제거 되었다.그 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표본 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668,Bartlett의 단 행렬검증(Test

ofSphericity)값이 494.545(sig=.00)으로 유의했다.

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 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변수들 간의

상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9)이학식ㆍ임지훈(2007).『SPSS12.0매뉴얼』, 주:법문사,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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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평균 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계수

이문화

흥미도

이문화에 흥미와 심이 있다. 3.33 .909 .826

2.210

(73.664%)
.820외국어 수업이 재미있다. 3.29 .873 .762

이문화에 흥미와 심이 있다. 3.50 .789 .623

KMO=.668 Chi-Square=494.545 sig=.000 총 분산설명력=73.664%

요 인 평균 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
계수

학습

기회성

학교 어 수업시간에 어권 문화에
해 배운 이 있다.

3.00 .776 .660

3.398

(48.549%)
.767

학교 어 수업 시간에 이문화에
해 자주 이야기를 듣는다.

3.49 .753 .602

학교 외국어 수업시간 외에 이문화에
해 배운 기회가 있다.

3.12 .713 .647

학교 밖에서 어권 문화에 해
배운 이 있다.

3.49 .700 .502

극

참여성

외국어 학습을 매일 꾸 히 하고 있다. 3.44 .824 .729

1.003

(14.333%)
.734외국어로 된 동화책을 본다. 2.44 .805 .665

외국어 수업 시간에 극 으로 참여한다. 3.48 .698 .597

KMO=.826 Chi-Square=889.282 sig=.000 총 분산설명력=62.882%

<표 4-3>이문화 흥미도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결과

(1-2)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한 요소는 측정된 7개의 항목을 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체 신뢰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다.그 결과를 구

체 으로 살펴보면,표본 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826,Bartlett의 단 행렬

검증(TestofSphericity)값이 889.282(sig=.00)으로 유의했다.

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 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변수들 간의

상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4-4>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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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평균 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
계수

이문화

인지도

외국인들의 행동이나 제스처를
이해 할 수 있다.

2.71 .875 .765

3.156

(63.111%)
.850

외국인들의 일상회화를 이해할 수 있다. 2.75 .867 .752

이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에 하여
이해 할 수 있다.

3.08 .790 .624

외국인을 직 만나 어로 간단한
화를 나 수 있다.

3.22 .766 .587

외국의 문화에 하여 알고 있다. 2.75 .654 .428

KMO=.825 Chi-Square=914.687 sig=.000 총 분산설명력=63.111%

(1-3)이문화 인지도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이문화 인지도에 한 요소는 측정된 5개의 항목을 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

했다. 체 신뢰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다.“ 어권 국가의 사

람들은 이름을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을 먼 말한다.”항목은 재치

0.5보다 낮게 나타나 제거 되었다.“외국 사람들은 화를 나 때 상 방의

을 쳐다본다.”,“다른 나라의 음식에 하여 알고 있다.”항목은 총 분산 설명력

60%보다 낮게 나타나 공통성이 가장 낮은 두 항목을 제거 하 다.

그 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표본 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825,

Bartlett의 단 행렬검증(TestofSphericity)값이 914.687(sig=.00)으로 유의했다.

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 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변수들 간의

상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4-5>이문화 인지도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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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평균 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계
수

사회

기여도

외래 객을 통해 우리 지역이 다른
국가에 알려지는 효과가 있다

3.84 .768 .663

5.989

(46.068%)
.889

외래 객의 증가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좋게 만든다

3.68 .750 .692

외래 객은 우리 지역의 경제
발 을 해 필요하다

3.54 .731 .583

우리 지역에 산업은 매우 요한 분야이다 3.74 .718 .608

외래 객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생산품의 소비가 늘어난다

3.53 .714 .659

외래 객 증가는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지들이 늘어나게 한다

3.58 .678 .694

외래 객은 우리 지역의 사회문화
다양성을 해 필요하다

3.48 .671 .639

극성

외래 객에게 먼 인사를 할
마음이 있다

3.42 .825 .703

1.676

(12.895%)
.840

외래 객에게 먼 인사를 하는 등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극 으로

행동할 수 있다
3.47 .797 .707

외국어로 길을 물어보는 객에게
언어소통이 힘들어도 극 으로

안내할 생각이 있다
3.24 .786 .683

나는 외래 객에 해 친 하게 하려
는 마음을 갖고 있다

3.70 .725 .654

호의성

외래 객의 증가로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다

2.95 .849 .762
1.077

(8.288%)
.645

외래 객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일자리를 늘어나게 한다

3.25 .683 .695

KMO=.901 Chi-Square=2578.674 sig=.000 총 분산설명력=67.251%

(1-4)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외래 객에 한 태도에 한 요소는 측정된 13개의 항목을 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체 신뢰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다.그 결

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표본 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901,Bartlett의

단 행렬검증(TestofSphericity)값이 2578.674(sig=.00)으로 유의했다.

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 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변수들 간의

상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4-6>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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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가설 검증

1)연구가설 1의 검증

연구가설 Ⅰ: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이문화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에 한 차이는 <표 4-7>에서

나타나듯이 성별,외국에 다녀온 경험,부모님 직업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는 유

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반면 학년,머무른 기간,방문목 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구체 으로 살펴보면,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이문화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경험이 있는 경우가 이문화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의

직업에서는 자 업이나 농림어업 보다는 공무원,서비스업에서 높은 인지가 나타

났다.

특히 외국경험이 있는 학생은 이문화에 해 더 유연한 자세에서 이해하는 것

으로 평균차이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이와 같

은 결과는 외국에 갈 때 부분 부모님과 같이 을 함으로써 의사결정권자가

부모에 있기 때문에 여자인 학생들은 피동 이고 수동 인 입장이므로 머

무른 기간이나 방문 목 에는 이문화 인지도의 차이가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46-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F값 유의확률

이문화

인지도

성별
남 2.69 .885

-4.709 .000
***

여 3.11 .940

학년
5학년 2.94 .989

.906 .366
6학년 2.85 .862

외국

경험

유 3.47 1.037
5.315 .000

***

무 2.80 .881

머무른

기간

1주일 이내 3.37 .986

.273 .7621주일 이상 3.49 .896

1개월 이상 3.63 1.383

방문

목

3.55 .997

1.012 .394
친지방문 2.94 1.050

어학연수 4.10 .141

기 타 3.27 1.406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공무원 2.85(a) .967

4.448 .002
***

자 업 2.92(ab) .978

농림어업 2.72(a) .913

서비스업 3.19(b) .876

기타 2.66(a) .928

어머니

공무원 3.12(b) .897

6.065 .000
***

자 업 2.54(a) .985

농림어업 2.54(a) .845

서비스업 3.07(b) .819

기타 2.97(b) 1.030

<표 4-7>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의 차이 분석

주1)***p<0.01

주2)Duncan’s다 검증방법을 사후검증으로 사용함 (a>b의 각 부집단 형성은 0.05유의수 에서 유

의함)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는 <표 4-8>에

서 나타나듯이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

도는 유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이 결과는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 특성이 높을수록 이문화를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세 가지

요인 모두 비교 높은 T값을 보 으며 이는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

도와 이문화 인지도 간에 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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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유의확률

이문화

인지도

이문화

흥미도

낮음 2.56 .822
-8.794 .000

***

높음 3.32 .905

학습

기회성

낮음 2.43 .732
-11.418 .000

***

높음 3.36 .883

극

참여성

낮음 2.65 .837
-7.040 .000

***

높음 3.29 .955

주1) ***p<0.01

2)연구가설 2의 검증

연구가설 Ⅱ: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는 <표 4-9>에

서 나타나듯이 인지도에 따른 사회 기여도, 극성,호의성은 유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구체 으로 살펴보면,이문화 인지도가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사

회 기여도, 극성,호의성을 높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이 등학생인 으로 미 보아 이문화 인지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래

객에 해 극 이고 호의 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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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 차이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유의확률

사회

기여도

이문화

인지도

낮음 3.30 .747

-9.168 .000***

높음 3.96 .662

극성
이문화

인지도

낮음 3.03 .863

-10.715 .000
***

높음 3.92 .800

호의성
이문화

인지도

낮음 2.78 .889

-7.740 .000
***

높음 3.45 .851

주1) ***p<0.01

3)연구가설 3의 검증

연구가설 Ⅲ: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사회 기여도에 한 차이는 성별,외국에

다녀온 경험에 따른 사회 기여도에서 유의 수 0.01의 차이를 보 다.부모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 0.05의 차이를 보 다.반면 학년,머무른 기간,방

문목 에 따른 사회 기여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구체 으로 살

펴보면,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사회 기여도를 가지고 있었으며,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사회 기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서는 아버지,어머니 모두 서비스업에서 높은 사회 기여도가 나

타났다.

외국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유의 차이를 보이

지 않은 방문 기간과 목 의 경우 표본의 특성상 외국여행 의사결정에 여

자인 것으로 이 후 가설에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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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 편차 T값/F값 유의확률

사회

기여도

성별
남 3.51 .778

-3.226 .001
***

여 3.76 .747

학년
5학년 3.63 .811

-.064 .949
6학년 3.64 .719

외국

경험

유 3.90 .751
2.996 .003

***

무 3.58 .766

머무른

기간

1주일 이내 3.98 .587

.275 .7611주일 이상 3.83 .837

1개월 이상 3.86 .924

방문

목

3.95 .752

.537 .659
친지방문 3.69 .470

어학연수 4.14 .202

기 타 3.64 1.102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공무원 3.59(ab) .783

2.398 .050**

자 업 3.46(a) .795

농림어업 3.59(ab) .717

서비스업 3.80(b) .706

기타 3.61(ab) .767

어머니

공무원 3.64(ab) .698

2.582 .037
**

자 업 3.40(a) .835

농림어업 3.56(ab) .728

서비스업 3.74(b) .759

기타 3.72(b) .718

<표4-10>표본의인구통계 특성에따른외래 객에 한태도와인식의차이분석

주1)***p<0.01

주2)Duncan’s다 검증방법을 사후검증으로 사용함 (a>b의 각 부집단 형성은 0.05유의수 에서 유

의함)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극성에 한 차이는 성별,외국에 다녀온 경

험,아버지 직업에 따른 극성은 유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반면 학년,머

무른 기간,방문목 ,어머니 직업에 따른 극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향을 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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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 편차 T값/F값 유의확률

극성

성별
남 3.29 .932

-3.903 .000
***

여 3.65 .926

학년
5학년 3.48 .967

.035 .972
6학년 3.47 .918

외국

경험

유 3.79 .877
2.926 .004***

무 3.42 .946

머무른

기간

1주일 이내 3.80 .815

.078 .9251주일 이상 3.75 .905

1개월 이상 3.88 1.025

방문

목

3.79 .880

.226 .878
친지방문 3.79 .699

어학연수 4.50

기 타 3.71 1.188

부모님

직업

아버지

공무원 3.34(ab) .899

3.636 .006
***

자 업 3.42(abc) .942

농림어업 3.64(bc) .909

서비스업 3.70(c) .857

기타 3.25(a) 1.071

어머니

공무원 3.51 .906

.862 .487

자 업 3.31 1.081

농림어업 3.66 .907

서비스업 3.50 .944

기타 3.51 .894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극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에서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극성이 나타났다.

<표4-11>표본의인구통계 특성에따른외래 객에 한태도와인식의차이분석

주1)***p<0.01

주2)Duncan’s다 검증방법을 사후검증으로 사용함 (a<b<c,a=.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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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 편차 T값/F값 유의확률

호의성

성별
남 3.04 .964

-1.399 .163
여 3.17 .892

학년
5학년 3.02 .956

-2.053 .041
**

6학년 3.21 .885

외국

경험

유 3.55 1.031
3.775 .000

***

무 3.03 .889

머무른

기 간

1주일 이내 3.60 1.049

.486 .6171주일 이상 3.40 .932

1개월 이상 3.73 1.201

방문

목

3.58 1.033

.334 .800
친지방문 3.43 .932

어학연수 4.00 .000

기 타 3.25 1.370

부모님

직 업

아버지

공무원 3.02(a) .854

5.818 .000
***

자 업 3.07(a) .890

농림어업 2.75(a) 1.058

서비스업 3.41(b) .887

기타 2.97(a) .926

어머니

공무원 3.21(bc) .901

4.882 .001
***

자 업 2.96(b) .890

농림어업 2.58(a) .898

서비스업 3.16(bc) .947

기타 3.33(c) .900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호의성에 한 차이는 외국에 다녀온 경험,부

모님 직업에 따른 호의성에서 유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학년에 따른 차이

는 유의수 0.05의 차이를 보 다.반면 성별,머무른 기간,방문목 에 따른 호

의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5학년보다 6학년이 높은 호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외

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경험이 있는 경우가 호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서는 아버지 직업의 경우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호의성이 나

타났고,어머니 직업은 기타를 제외한 공무원에서 가장 높은 호의성이 나타났다.

<표4-12>표본의인구통계 특성에따른외래 객에 한태도와인식의차이분석

주1) ***p<0.01

주2)Duncan’s다 검증방법을 사후검증으로 사용함 (a<b<c,a=.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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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유의확률

사회

기여도

이문화

흥미도

낮음 3.41 .750

-6.568 .000
***

높음 3.90 .716

학습

기회성

낮음 3.27 .711

-10.566 .000
***

높음 4.00 .659

극

참여성

낮음 3.24 .617

-16.775 .000***

높음 4.25 .554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사회 기여도 차이는 <표 4-13>

에서 나타나듯이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에 따른 사회 기

여도는 유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구체 으로 살펴보면,이문화 흥미도,학

습 기회성, 극 참여성이 높을수록 사회 기여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4-13>이문화흥미도,이문화교육참여도에따른외래 객에 한태도와인식차이분석

주1) ***p<0.01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극성 차이는 <표 4-14>에서 나

타나듯이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에 따른 사회 기여도는

유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

성, 극 참여성이 높을수록 극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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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4>이문화흥미도,이문화교육참여도에따른외래 객에 한태도와인식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유의확률

극성

이문화

흥미도

낮음 3.03 .857

-11.947 .000***

높음 4.00 .764

학습

기회성

낮음 2.70 .550

-29.497 .000
***

높음 4.25 .519

극

참여성

낮음 3.16 .855

-9.107 .000
***

높음 3.95 .874

주1)***p<0.01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호의성 차이는 <표 4-15>에서 나

타나듯이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에 따른 호의성은 유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이 높을수록 호의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5>이문화흥미도,이문화교육참여도에따른외래 객에 한태도와인식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유의확률

호의성

이문화

흥미도

낮음 2.95 .867
-3.788 .000

***

높음 3.30 .975

학습

기회성

낮음 2.88 .803
-5.029 .000

***

높음 3.33 1.000

극

참여성

낮음 2.90 .857
-5.670 .000

***

높음 3.42 .954

주1)***p<0.01



-54-

가 설 계
연구가설

채택여부
요약결과의 해석

가설 1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와

이문화 인지도의 차이

부분채택

ㆍ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는 성별,

외국에 다녀온 경험,부모님 직업에 따른 이문화 인지

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ㆍ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이문화 인

지도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

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가설 2

이문화 인지도와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

채택

ㆍ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

식 차이는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사회 기여도, 극

성,호의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가설 3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이문화 흥미도,

이문화 교육 참여도와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

부분채택

ㆍ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사회 기여도에 한

차이는 성별,외국에 다녀온 경험,부모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임.

ㆍ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극성에 한 차이는

성별,외국에 다녀온 경험,아버지 직업에 따른 극성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ㆍ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호의성에 한 차이는

외국에 다녀온 경험,부모님 직업,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ㆍ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사회 기

여도에 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의 특성에 따른 사회 기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ㆍ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극성에

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

성의 특성에 따른 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ㆍ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호의성에

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

성 특성에 따른 호의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4.분석결과 요약

<표 4-16>연구가설 검증의 요약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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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등학생의 이문화 인지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이문화 인지도와

등학생이 외래 객을 하는 태도 간에 어떤 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

이 있다.이를 하여 등학생의 인구통계 특성,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

육 참여도에 따라 이문화 인지도와 외래 객에 한 태도에 한 차이와 이

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실증분석을 했다.

이를 하여 이문화 인지도,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을 구분하여 이들

이문화 인지도가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했다.그리고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가

이문화 인지도와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에 미치는 차이를 분석했다.그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성별,외국에 다녀온 경험,부모님 직업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는 유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반면 학년,머무른 기간,방문목 에 따른 이문화 인지

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는 유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

둘째,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는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사회 기여도, 극성,호의성에서 유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

셋째,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사회 기여도에 한 차이는 성별,외국

에 다녀온 경험에 따른 사회 기여도에서 유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부모

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 0.05의 차이를 보 다.반면 학년,머무른 기간,

방문목 에 따른 외래 객에 한 사회 기여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극성에 한 차이는 성별,외국에 다녀온 경

험,아버지 직업에 따른 극성에서 유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반면 학년,

머무른 기간,방문목 ,어머니 직업에 따른 극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호의성에 한 차이는 외국에 다녀온 경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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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 직업에 따른 호의성에서 유의수 0.01의 차이를 보 다.학년에 따른 차이

는 유의수 0.05의 차이를 보 다.반면 성별,머무른 기간,방문목 에 따른 호

의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사회 기여도에 한 차이는 이문

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에 따른 사회 기여도에서 유의수 0.01

의 차이를 보 다.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극성에 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

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에 따른 사회 기여도에서 유의수 0.01의 차이

를 보 다.

이문화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호의성에 한 차이는 이문

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에 따른 호의성에서 유의수 0.01의 차이

를 보 다.

한편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심층질문에서는 <표

4-17>에서와 같이 학생들이 외국을 방문하여 그 나라의 다양한 특색을 직 경

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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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층 질문 비고

이문화에 한

생각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고,밥을 먹지

않고 햄버거 등을 즐겨먹음’,‘밥을 먹을 때 그릇을 들고 먹고,같은 상에서

같이 안 먹고,자신 앞에 따로 상이 있어서 따로 먹는 것이 신기함’,‘교통질

서가 철 함’,‘유럽 륙은 여가 시설 등이 매우 발 해있고 개방 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동남아시아는 보통 다 불교를 믿으며 우리와 문화가 비슷하다.

미국은 유럽과 같이 개방 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문화에 한

태도

‘나는 외국(일본)문화가 좋다고 생각한다.일본 문화가 발달해서 일본이 선

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한다.’,‘정 이다.그 사람들의 의성과 친 함이

무 좋았다.정말 사람들이 친 하고 자상하셨다.하지만 국 사람들은 무

무섭게 생겨서 조 여행이 무서웠다.’

느낀

‘말은 안통하지만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이고 마음만큼은 우리와

같다는 것을 알았다.’,‘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못 사는 나라가 있다

는 것을 알았고,우리는 음식을 먹기 싫어서 남기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없어

서 못 먹는 것을 알았다.그래서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느 다.

그리고 불 한 사람들을 도와주니 보람찬 날이었다.그리고 뿌듯했다.’,‘국

의 문화재들이 화려하고 역사가 담겨서 기억에 제일 남았다.’,‘외국에 갔다

와서는 더욱 더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욱더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신기하고 건물이 지어진 형식도 신기하고 과학 이었

다.그리고 가게에서 무엇인가를 살 때 말은 안 통했지만 어를 통해 말이

통해서 어가 정말 리 알려져 있는 언어라는 걸 알았다.그리고 음식의

간 는 음식이 우리나라와 달라서 입맛이 갑자기 튀틀린 느낌이 났다.

그리고 무 즐겁고 새로운 문화를 배워 재미있었다.’,‘캐나다에 갔다 와서

한국과 비교가 다.그곳은 한국보다 훨씬 깨끗했고 사람들도 친 했다.1

년에 한 개씩은 특별한 동 이 나왔다. 를 들면 벤쿠버 동계 올림픽이 있

었던 해에는 25센트에 동계 올림픽 종목 1개를 새겨 놓았다. 우리나라

보다 과자나 정크푸드가 더 많고 특이한 것이 많아서 정말 우리보다 과자종

류도 발 한 나라라고 느 다.다음에도 가고 싶다.태국에 갔다 와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좋았다.태국의 공기는 안좋아서 택시에 탈 때도 창문을

못 열 정도 다. 물가가 싸서 같은 물건을 한국보다 더 싸게 살 수 있

었고 밤에만 여는 시장에는 는 것도 많아서 좋았고,아직도 왕이 있는 나

라라서 더 신기했다.음식도 맛이 없는 편은 아니었다.’,‘우리나라도 산

업이 더 발달했으면 좋겠다.’,‘다른 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배울 수 있어 좋

다고 생각한다.그리고 다른 나라의 명소를 둘러볼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한

다.’

<표 4-17>외국 방문 학생 상 심층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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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학생들이 외국을 경험하면서 각 나라의 언어,종교,가치,교육,사회조

직,자연환경 등 다양한 문화를 하고 배웠음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 결과 외

국에 다녀온 학생들의 수가 많지 않았지만, 반 으로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의

의견이 그 지 않은 학생들 보다 좀 더 뚜렷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결론 으로 볼 때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문화 인지도가 높았으며

이문화 인지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래 객에 한 사회 기여도, 극성,

호의성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이문화의 인지도

에 따라서 외래 객을 하는 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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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1.연구의 요약 시사

오늘날 세계는 사회․경제․정치․문화 등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문화를 하게 된다.이러한 이문

화 을 통해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발 혹은 쇠퇴해 나간다.더불어

사람들이 이문화에 해 느끼는 감정 인지의 정도도 달라지며 이러한 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사람들의 이문화에 한 혹은 외래 객에 한 태도 한 변

화한다.

태도는 선천 본능과는 달리,직 인 경험의 반복이나 간 인 언어의 학

습 는 단 한 번의 강렬한 체험 등이 바탕이 되어 후천 으로 형성된다.그리고

경험의 축 이나 사회 향으로 변용될 수 있는 신축성을 포함하고 있으나,반

면에 언제나 상에 한 가치 단이나 호응의 감정이 수반한다는 에서,일단

형성되면 변화하기 어렵고,장기간 고정성ㆍ지속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최일

호,2006).태도에 한 표 인 로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2011

산업 경쟁력 지수’세부 평가항목 ‘외래 객에 한 태도’에서 우리나라는

최하 권인 125 에 그쳐 친화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

라 업계는 국내외 객에 한 ‘환 서비스’실천이 시 하다는 인식에

따라 심지어 민간 차원의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이 듯 직 인 경험 혹은 간 인 언어의 학습 등이 바탕이 되어 형성된

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고,한번 잘못 형성된 태도는 지역사회 국제사회에

악 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태도 인성 형성에 있어 요한 시기인

8세부터 13세의 등학생들에게 이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

를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따라서 본 연구는 올바른 이문화 인지 올

바른 태도형성에 있어서 요한 시기인 등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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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등학생들의 이문화에 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인지도에

따라 등학생들이 외래 객을 하는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며,더 나아가 등학생들의 올바른 이문화 인지 올바른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 을 제공하는데 목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이

문화 인지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Ⅰ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인

지를 나타내고 있었으며,외국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이문화를 더 높게 인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의 직업에서는 자 업이나 농림어업 보다는 공무원,

서비스업에서 높은 인지가 나타난 반면 학년,머무른 기간,방문목 에 따른 이

문화 인지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이문화 인지도 차이는 이문화 흥미

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 특성이 높을수록 이문화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러므로 일선 학교에서는 문화 교육의 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의

수 에 맞는 문화 지도 내용을 선정하여 체계 이고 효율 이며 다양한 방법으

로 지도하는 것이 요하다.

둘째,이문화 인지도에 따라 외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Ⅱ에 한 검증결과 사회 기여도, 극성,호의성 특성이 높을수

록 이문화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문화의 올바른 인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목으로 아무리

정확한 언어라도 그 문화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서로간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 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상용(2001)의 연구에서

처럼 학생들이 이문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셋째,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 외

래 객에 한 태도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Ⅲ에 한 검증결

과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외래 객에 한 사회 기여도에서는 남

성보다 여성이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었으며,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기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부모의 직업에서는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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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머니 모두 서비스업에서 높은 사회 기여도가 나타났다.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외래 객에 한 극성에 한 차이는 남

성보다 여성이 높은 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극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아버지 직업에서는 서비스업에

서 가장 높은 극성이 나타났다.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외래 객에 한 호의성에 한 차이는 5

학년보다 6학년이 높은 호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외국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보

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호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부모의 직업에서는 아버지

직업의 경우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호의성이 나타났고,어머니 직업은 기타에

서 높은 호의성이 나타났다.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객에 한 사회 기여도

에 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의 특성이 높을수록

외래 객에 한 사회 기여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객에 한 극성에 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의 특성이 높을수록 외래

객에 한 극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에 따른 외래 객에 한 호의성에 한

차이는 이문화 흥미도,학습 기회성, 극 참여성의 특성이 높을수록 외래

객에 한 호의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등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에 한 자신감

과 흥미를 향상시킴으로써,자기 문화에 한 지와 자부심을 가지고,다른 문

화에 한 지 인 호기심과 공감 이해를 보일 수 있다는 고주분(2002)의 연구

에서처럼 다시 한번 더 이문화의 인지를 강조하는 목으로 학생들이 이문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의 실함을 보여 다.

본 연구는 등학생들이 이문화를 어떻게,얼마나 인지하고 있고,이러한 인지

도와 태도간의 상 성에 해 실증 으로 근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일선 학교에서는 이문화 교육의 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수 에 맞

는 이문화 지도 내용을 선정하여 체계 이고 효율 이며 다양한 방법의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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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이문화에 한 올바른 이해 태도 형성을 도와야 한다.

둘째, 등학교 교육에서 이문화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 등의 계기 에서 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최근 ‘(사)제주 학회’에서 『2011제주도민 의식 진단과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제주 서비스 향상방안 모색을 한 도민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

다.그 결과 도민들의 에 한 심도와 객에 한 호의성,지역경제

발 기여도 등에 해서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지속

인 도민 상 의식 교육을 추진하여 개방 마인드를 갖춘 국제자유도시 주

민으로서의 자질을 확립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볼 수 있었다.

지역주민이 객과 직 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주체인 만큼 지역주

민의 정 인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이 요하다.이를 해서 무엇보다

도 어릴 때 이문화에 한 올바른 인지 태도 형성이 매우 요하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다.좋고 나쁨을 떠나 어릴 때 형성된

습 은 바 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단 으로 말 해 주는 좋은 이다.

어릴 때 이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 형성을 통하여 한 국

가를 넘어 국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하다.

2.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등학교 5～6학년 학생들만을

상으로 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객에 한 태도와 련된 선행연구 부족

등으로 인해 탐색 연구로서 심도 있는 문헌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이문화 인지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주로 어권 문화와 련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체 인 이문화의 내용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반 하여 향후 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좀 더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해 연구 상을 좀 더 포 인 범 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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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본 연구의 이문화 흥미도,이문화 교육 참여도,이문화 인지도와 련하

여 등학생을 상으로 한 제 로 된 측정 항목의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이문화 인지도 측정에 있어서 이문화의 범 를 다양하게 확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런 문제가 극복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등학생들의 이문화

인지도 향상 올바른 태도 신장을 통하여 련분야에서의 이론 발 과 더불

어 산업의 발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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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문화에 한 흥미도를 묻는 질문입니다.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주세요.

설문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이문화에 흥미와 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외국 화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외국어에 흥미와 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외국어 수업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이문화 교육 참여도를 묻는 질문입니다.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세요.

설문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외국어 수업 시간에 극 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외국어 학습을 매일 꾸 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외국어로 된 동화책을 본다. ① ② ③ ④ ⑤

4.학교 외국어 수업시간 외에 이문화에 해 배

운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학교 어 수업시간에 어권 문화에 해 배

운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학교 밖에서 이문화에 해 배운 이 있다.

(*각종 과외,학원 여행)
① ② ③ ④ ⑤

7.학교 어 수업 시간에 이문화에 해 자주 이

야기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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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외래 객에 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동의하는 정도에 따

라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주세요.

※ 다음은 이문화 인지도에 한 질문입니다.인지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세요.

설문내용
아니다

조

그 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외국의 문화에 하여 알고 있다.

( :식사 ,일상 생활문화 등)
① ② ③ ④ ⑤

2.외국 사람들은 화를 나 때 상 방의 을

쳐다본다.
① ② ③ ④ ⑤

3.다른 나라의 음식에 하여 알고 있다.

( :미국의 햄버거, 국의 피쉬 앤 칩스 등)
① ② ③ ④ ⑤

4. 어권 국가의 사람들은 이름을 말할 때 우리

나라 사람들처럼 성을 먼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5.외국인을 직 만나 어로 간단한 화를 나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외국인들의 일상회화를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외국인들의 행동이나 제스처를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이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에 하여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외래 객은 우리 지역의 사회문화 다

양성을 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외래 객은 우리 지역의 경제 발 을

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외래 객에 해 친 하게 하려

는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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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외래 객 방문효과에 한 인식에 해 묻는 질문입니다.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하는 번호에 V표 해주세요.

4.외래 객에게 먼 인사를 하는 등 친구

가 될 수 있도록 극 으로 행동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5.외국어로 길을 물어보는 객에게 언어소

통이 힘들어도 극 으로 안내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외래 객에게 먼 인사를 할 마음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우리 지역에 산업은 매우 요한 분야이

다.
① ② ③ ④ ⑤

2.외래 객의 증가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좋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3.외래 객의 증가는 우리지역 내 일자리를

늘어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외래 객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생산품

(농수산물 등)의 소비가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5.외래 객을 통해 우리 지역이 다른 국가

에 알려지는 효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외래 객 증가는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

지 지들이 늘어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외래 객의 증가로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

는 효과가 있다(쓰 기 치우기,환경정비 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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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 인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잘 읽고 답해 주세요.

▶ 문항에서 ①번을 선택하 다면 3-1번으로 이동하고,②번을 선택하 다면 4번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1.성별?

① 남 ② 여

2.학년?

( )학년

3.외국에 다녀온 경험?(해외여행,어학연수,친척집 방문 등)

① 있다 ② 없다

3-1.머무른 기간?

① 1주일 이내 ② 1주일 이상 ③ 1개월 이상 ④ 6개월 이상

⑤ 기타( )

3-2.방문 목 ?

① ② 친지방문 ③ 어학연수 ④ 기타( )

3-3.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어느 나라에 있었습니까?

(나라 이름: )

4.부모님의 직업?

　 -아버지:① 공무원 ② 자 업 ③ 농림어업 ④ 서비스업

⑤ 기타( )

-어머니:① 공무원 ② 자 업 ③ 농림어업 ④ 서비스업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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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학생을 상으로 한 심층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잘 읽고 답해 주세요.

1.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다음 질문을 읽고 답해 주세요.

1)나라 이름:___________

기간:① 1주일 이내 ② 1주일 이상 ③ 1개월 이상

④ 6개월 이상 ⑤ 기타( )

목 :① ② 친지방문 ③ 어학연수 ④ 기타( )

2)나라 이름:___________

기간:① 1주일 이내 ② 1주일 이상 ③ 1개월 이상

④ 6개월 이상 ⑤ 기타( )

목 :① ② 친지방문 ③ 어학연수 ④ 기타( )

-그 나라 문화에 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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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 문화에 한 여러분의 태도에 해 서술하세요.( 정 ,부정 )

-외국에 다녀와서 느낀 을 자유롭게 서술하세요.

◆ 수고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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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fAttitudestowardInternational

TouristsAccordingtoRecognitions

ofOtherCultures
-FocusedonElementarySchoolStudentsinSeogwipo-

byMin-JeongKo

DepartmentofTourism Management

TheGraduateSchoolofJejuNationalUniversity

Weliveintheworldwherepeopleregularlycontactwithdiversecultures.

Nations have theirown cultures which change and develop constantly.

Therefore,people change theirperceptions and recognitions aboutthese

cultures.Theseperceptionsareformedthroughalifetimeofexperience.Soit

isveryimportanttolearnandform therightattitudestowardsothercultures.

The purpose ofthis study is to find the value ofrecognition and

understandingofculturesandattitudesofinternationaltourists. Furthermore

toprovidewhathelpsstudentsimprovetheirrecognitionsofothercultures

andattitudeofinternationalTourists.

ThisstudywasconductedusingsurveymethodFrom April14thto25th,

2011,430questionnairesweredistributedtotheelementaryschoolstudents

wholiveinSeogwipo,Jeju.Outof430questionnaire,430questionnaireswere

collectedandatotalof416questionnaireswerefinallyusedforanalysis.To

accomplishtheobjectivesofthisstudy,thetheoreticalreview waspreformed

andfrequencyanalysis,factoranalysis,T-test,ANOVA analysis,wereused

forthestatisticanalysisusingSPSS12.0for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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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waslearnthatstudentswhovisitabroadhavemorerecognitionsabout

otherculturesandthroughtheserecognitionshavemorepositiveattitudeand

goodwilltowardinternationalTourists.Thestudyestablishedthatbymaking

youngstudentsawareofimportanceofothercultures.Ithelpgenerateright

kindofattitudestowardsinternationaltourists.

Theresultofthestudyalsosuggestthatteachersshouldnoticehow their

students understand other cultures correctly. Therefore, students could

understand and learn aboutculturaldiversity and importance.Also other

organsofeducationalsystem shouldsupporttheculturaleducation inthe

elementary schoolssothatthey couldunderstand differenceandvalueof

othercultures.

Understandingotherculturesespeciallyatayoungageisveryimportant

anditmakespeoplehavemorepositiveattitude,thinkingandrecognitions.In

thefuture,morecasestudiescould beimplemented by selecting multiple

regionsforcomparativeanalysisofrecognitionsofothercultures.Ihopethat

theresultofthisresearchwouldbeusedasabasicdatafordevelopingnot

onlyJejutourism butalsocompetitivenesso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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