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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경험, 문화다양성 신념 및 문화반응적 교

수효능감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문화다양성 신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며, 그러한 관계가 교

사교육의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미국 남서부 5

개 대학의 K학년 교사 양성과정에 재학 중인 예비 유아교사 273명이었다. 문화다양성 경험은

Schroeder(2008), 문화다양성 신념은 Pohan과 Aguilar(2001),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은

Siwatu(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일부 문항들로써 측정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한 결과, 직접

효과로서 문화다양성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 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이 높아

지고, 긍정적인 문화다양성의 경험이 많을수록 개인 신념의 수준이 높아지며, 개인 신념의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 신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다양성 경험은 개인 신념을 매

개로 직업 신념에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 결과, 교사교육 단계에 따라서

는 직업 신념과 교수효능감간 경로계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유

아교사를 위한 교사교육에서의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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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국 통계청(U.S. Bureau of Census, 2003)이 2020년 미국 학교에서 유색 인종 학생이

50%를 차지할 것으로 발표한 가운데 오늘날 미국 사회는 다양한 민족, 사회경제 및 언어 배

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고 교사들은 그러한 학생들의

요구 만족을 위해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Bennett, 2010; Seidl,

2007). 이에 문화반응적 교수(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연구가 요

구되고 있다(Garmon, 2005; Ladson-Billings, 2005).

유색 인종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문화반응적 교수는 공평하고 문화

적으로 민감한 교수실제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Siwatu, 2007). 문

화반응적 교수는 다양한 문화집단에 속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요구에 잘 대처하기 위

해 그들의 문화 특징, 경험, 그리고 조망들을 사용하는 것이다(Gay, 2000). Taylor와

Whittaker(2009)는 교사가 학생들의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먼저 이해하려 시도해야 하고

학업지식과 기술을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교수와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개

인적 경험과 연계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상이한 학습양식을 가진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에 대처하는 책략을 사용해야 하며 다문화적 정보, 자원, 자료를 교실 내에서 통합하여

단지 학생들의 문화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화반응적 교사의 양성을 위해서는 예비 교사들이 자신의 다문화 태도를 변형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식기반을 증진하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Hilliard, 1998; Siwatu, 2007). 아울러

Hilliard(1998)는 교육을 통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양한 교육장면에서 교수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배양되어야 하므로 예비 교사는 교사교육을 마치기 전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

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자들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교수할 수

있는 예비 교사의 능력이 미래 교실에서 일어날 교수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이에 Siwatu(2011)는 Bandura(1977)의 사회인지 이론에 기초하여 더 정확하게 교

실 행동을 예측하는(박승렬, 2008; Pajares, 2003) 예비 교사들의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자기

효능감)과 자기참조적 신념(예; 결과 기대)에 대한 지각에 주목하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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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을 다문화적 교육환경에서 반응적인 교수실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대한 자신감(Guyton & Wesche, 2005)이라고 할 때 Dilworth(2004)는 교사의 문

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이 학생들의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내용으로 한 교육과정의 실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이를 뒷받침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Bandura, 1982, 1986; Siwatu, 2007)에 초점을 두고, 문화반응적 교수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

감 즉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다문화 교사의 양성에서 교사교육 이전의 다문화 관련 생활 경험 또는 배경 경험이 예비

교사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태도, 다문화 교사교육에 대한 반응 및 다문화교육 교수실제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 관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되었다(Castro, 2010). 다

양한 범주의 경험들의 역할이 제시된 바 있으나(Garmon, 2005; Kidd, Sánchez, & Thorp,

2008),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 가족, 또는 집단에의 접촉이나 개인적인 상호작용 경험

즉 다양한 문화 경험이 예비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인에 대한 반응, 다양성에 대한 사

고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armon, 2005; He, 2009; McCall, 1995).

직접 경험은 대상과의 개인적 접촉을 포함하며(Regan & Fazio, 1977) 그 대상과 속성간의

연관성 즉 신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신념의 특성에 대해 더 확신하게 하므로 간접 경험

에 비해 큰 의미를 갖는다(Fazio, 1989; Fishbein & Ajzen, 1975). 또 직접적인 다양한 문화

경험은 예비 유아교사가 다양한 문화 주체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높여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문화적 상대주의 성향을 기르게 한다고 알려진다(Castro, 2010). 그러므로 문화다양성 경험은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신념(Dee & Henkin, 2002), 높은 수용성과 이해도(Adams, Bondy, &

Kuhel, 2005)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자들에 대한 신념의 형성에도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Cardona, 2005; Pohan, 1996; Taylor, 1999). 따라서 예비 유아교사의 문화다양성 경험은 문

화다양성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다양성 경험은 또한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비 교사가 자신과 다른 문화와의 개인적인 접촉이 없다면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문화다양성 경험을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자 Kidd 등(2008)은 교사교육의 경험이

교수실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공동체 및 가족들과 직접 상호작용하

는 경험이 예비 유아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적 시각을 기꺼이 시험해 보게 하고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교수실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교사와 학생이 상이한 생활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학교와 가정의 부조화로 인해 학생이

소외될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사전지식과 요구를 반영한 지도를 하는 것

이 용이하다(Cochan-Smith, 1995)는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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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다양한 경험은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다문화적 교수 맥락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교사의 신념과 태도에 의해 안내된다

(Bandura, 1986; Pajares, 1992; Schroeder, 2008). Pohan(1995)은 공립학교 초·중등교사의 신

념이 학생에 대한 상이한 기대와 행동, 처치로 이어져 학생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속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Guyton과 Wesche(2005)은 교사가 여러 문화를 넘나들 수 있을 때

문화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다고 했고 이러한 교사가 높은 교수효능감 즉 학생들의 생활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크게 갖는다고 했다. 반응적 교사는 다양성을 지지하

는 태도와 개별 학생들의 문화 교육내용을 통합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는다(Gay, 2000;

Ladson-Billings, 2005). 그리고 문화반응적 교수는 학업 측면에서 학생들을 발달시킬 수 있

는 능력, 문화 능력을 기르고 지지하려는 의지, 사회정치적 또는 비판적 의식의 발달이라는

준거들을 충족하는 것이다(Ladson-Billings, 2005). 이에 예비 유아교사의 문화반응적 교수효

능감에 대한 영향 변인으로 문화다양성 신념을 고려할 수 있다.

Pohan과 Aguilar(2001)에 의하면 예비 교사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신념은 개인적 맥락에서

의 개인 신념(personal belief)과 학교현장 맥락에서의 직업 신념(professional belief)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개인 신념은 가족과 공동체의 영향으로 유아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다문화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직업 신념은 형식적인 교사훈련과 교육과정에서 주

어지는 교수, 독서, 토의 등을 통해 영향력 있는 정보로부터 형성된다(Pohan, 1994;

Schroeder, 2008). 따라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인 신념은 조기에 형성되고 교육현장이라는

직업적 맥락에서 직업 신념과 통합되어 작용할 수 있다(Pohan & Aguilar, 2001)는 점에서 직

업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대한 다양성 경험과 신념의 관계에

기초할 때 문화다양성 경험은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하여 정대현(2009)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유아

와 생활한 경험 유무가 교사의 다문화 교수실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고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와의 경험이 교사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문화교육 교수실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그 영향의 경로를 검증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문화다양

성 경험과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의 영향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과 직업 신념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문화다양성 경험과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의

영향 경로에서 개인 신념과 직업 신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영향 경로를 보

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영유아의 발달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예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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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사의 교사교육에서는 문화반응적 교수의 실행을 위한 준비가 더욱 요구된다(He, 2009).

그러나 미국의 예비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문화다양성, 경험과 신념

의 관계(He, 2009; Kidd et al., 2008), 다양성 인식과 신념의 문화반응적 실제에의 영향

(Wilson, 2011)과 같이 소수만 발견되었다. 상대적으로 교사준비도와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의 관계(Siwatu, 2011), 문화다양성 경험과 신념의 관계(Schroeder, 2008)를 비롯한 다수 연

구들은 미국 K-12 학년의 교사양성과정 또는 학부에 재학하는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것들이었다. 반면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경험과 신념 및 문화반응적 교수효

능감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가 예비

유아교사의 교사교육의 초기와 말기 단계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교사교육의 과정에서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의 발달 기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으

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교사교육의 초기에 예비 교사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흥미,

관심이 부족하고(Milne, 2006) 일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Kidd et al., 2008; Sleeter, 2001), 이러한 개인 신념이 교사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현장 관련 직업 신념과 통합된다(Pohan & Aguilar, 2001)고 보고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경험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신념은 교사교

육 과정에서 형성되는 직업 신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교사교육의 말기 예비

교사에 비해 초기 예비 교사는 다문화적 교수와 학습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보고된다(서현아,

천희영, 위수정, 2011; Barry & Letchner, 1995). Bennett, Niggle 그리고 Stage(1990)는 다문

화 교사교육이 지식, 이해, 태도, 기술 차원들에서의 변화와 증진을 꾀한다는 개념 모형을 제

시한 바 있다. 교사교육 초기에는 이러한 차원들에서의 부족으로 인해 문화반응적 교수효능

감에 대한 직업 신념의 영향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교사교육을 받으면서 그 영향

이 뚜렷해지게 된다는 Spradlin과 Parsons(2008)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교사교육의 단계에

따라 적어도 문화다양성 신념과 교수효능감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도 20세기 말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와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

계층, 성별, 종교, 이념,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다양한 집단들이 형성한 하위문화들이 존재함으

로써 다문화교육의 요구가 높다. 특히 다문화 가정으로부터의 영유아 수가 증가함으로써(김

상림, 안효진, 이시자, 2011) 교사교육 기관은 예비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의 실행 준비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 관련 교사교육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교사와 예비교

사를 위한 교사교육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김상림 등, 2011)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

황에 대한 조사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이규림, 2011). 또 국내 예비 유아교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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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다문화 관련 전공과목의 수강 여부에 따라 서현아 등(2011)은 다문화

교육 효능감에 차이가 있다, 한석실(2009)은 다문화교육 인식에 차이가 없다는 등의 교육 효

과에 대한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문화반응적 교수자로서의 예비 유아

교사 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 교사교육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관련 학생 및 교사의

교육에 먼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미국의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한국 예

비 유아교사 대상의 다문화 교사교육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경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신념 및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문화다양성 신념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며, 그러한 관계가 교사교육의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직

접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예비 유아교사의 교사교육에서 문화반응적 교수 능력의 향

상과 한국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사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 경험과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및 직업 신념은 어떤 경로를 통해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과 직업 신념은 문화다양성 경험이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영향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3. 문화다양성 경험,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및 직업 신념,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의 경로

는 교사교육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문화다양성 경험이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과 직업 신념을 매개로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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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경험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교수효능감E

교수효능감M

교수효능감D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 경험: 언어, 민족이나 인종, 국적, 성지향성, 심신장애, 종교 측면에서의 다문

화적 생활경험을 의미하며, 유경험의 빈도 합으로써 조작적 정의되었다.

2. 문화다양성 신념: 문화다양성 신념은 다양한 집단들(예; 종교, 민족, 언어, 성, 사회계층)

의 집단내, 집단간 차이에 대해 개인이 갖는 표상정보이다(Richardson, 1996). 문화다양성 개

인 신념은 개인의 일상생활 맥락에서 사실로 수용하는 신념을,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은 교사

라는 직업인으로서 법적·윤리적 신조뿐 아니라 교육 정책과 실제, 그리고 교육의 맥락에서

수용하는 신념을 의미한다.

3.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은 다문화적 교육환경에서 반응적인 교

수실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대한 자신감으로(Guyton & Wesche, 2005), 본 연구에서는

예비 유아교사의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을 문화적으로 반응적인 교사들이 실행하는 교수실

제에 대한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지각이라고 개념화한다.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의 측정

변인은 교수실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Siwatu & Starker, 2010) 낮은 난이도의 교수실제에

대한 교수효능감은 교수효능감E(Easy), 중간 난이도의 교수실제에 대한 교수효능감은 교수

효능감M(Medium), 높은 난이도의 교수실제에 대한 교수효능감은 교수효능감D(Difficult)으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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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빈도(%) 특성 빈도(%)

성
남 3( 1.1) 교사교육

단계

초기(initial level) 129(47.3)

여 270(98.9) 말기(final level) 144(52.7)

인종/

민족

아프리카계 12( 4.4) 시민권/

이민지위

본인 미국 출생 63(23.1)

유럽계 108(39.6) 부와(또는) 모 미국 출생 18( 6.6)

히스패닉계 63(23.1) 조부와(또는) 조모 미국 출생 165(60.4)

아시아계 51(18.7) 증조부와(또는) 증조모 이상

미국 출생
3( 1.1)

미국 원주민계 0( 0.0)

둘이상 해당 39(14.3) 본인 이민세대 24( 8.8)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표집에 의해 표집된 미국 남서부 지역 소재 5개 대학의 K학년

교사 양성과정에 재학 중인 예비 유아교사 273명이었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N=273)

<표 1>에서 보듯이, 연구대상 예비 유아교사들은 남자가 3명, 여자가 270명으로 K학년 교

사 양성과정의 첫 학기(initial level)와 마지막 학기(final level) 즉 초기 단계과 말기 단계별

129명, 144명으로 구성되었다. 인종 또는 민족 특성의 경우, 미국 원주민계인 경우는 없었으

나 유럽계가 39.6%로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계(23.1%), 아시아계(18.7%), 둘 이상의 인종/민

족에 해당하는 경우(14.3%), 아프리카계(4.4%)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다양한 인종/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미국 시민권 또는 이민 지위에 따라서는 조부와(또는)조모가

미국 출생인 경우가 60.4%, 본인이 미국 출생인 경우가 23.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본

인이 이민 세대인 경우(8.8%)와 부와(또는) 모가 미국 출생인 경우(6.6%)가 유사한 수준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증조부와(또는) 증조모 이상 미국 출생인 경우는 1.1%를 차지하였다.

교사교육 단계에 따른 연구대상의 특성 이해를 위해 조사대상에 포함된 한 대학에서 개설

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관련 교과목을 살펴보았다. 이 대학에서는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리더

쉽’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의도적으로 문화반응적 교수에 대해 다루

도록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에서 개설되는 ‘Science Instruction and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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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Mathematics Instruction and Applied Assessment’와 같은 교과목에서도 문화

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학급에 적용할 수 있는 중다 책략과 지도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중

간 단계에서는 ‘Trends and Issu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ultural and Language

Context of the Classroom’, ‘Teaching Reading’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말기 단계

에서는 지역사회 학교와 협력하여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학급에서 실습하는 ‘Field

Study’가 개설되어 있었다. 따라서 초기 단계와 말기 단계의 연구대상은 이러한 교과목을 누

적 수강하면서 갖게 되는 문화반응적 교수에 대한 지식, 이해, 태도, 기술 측면(Bennett et al.,

1990)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도구

1) 문화다양성 경험

예비 유아교사의 문화다양성 경험은 Ward와 Pohan(2006)이 개발한 다문화 생활경험 체크

리스트를 수정하여 Schroeder(2008)가 사용한 12개 문항 중에서 추출된 6개 문항으로 측정되

었다. 하나 이상의 언어 사용 여부, 다양한 인종 또는 민족의 학생들과 학교교육을 받은 경험

과 함께 다양한 민족, 인종, 성지향성, 정신적 정서적 혹은 신체적 장애, 종교 집단 각각에 있

어 한 명 이상의 친밀한 친구, 가족구성원, 교사 혹은 동료가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되어있었

다. 문화다양성 경험은 6개 문항 중 체크한 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생활의 긍정적인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2) 문화다양성 신념

예비 유아교사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신념은 Pohan과 Aguilar(2001)가 학령전에서부터 공

립학교의 12학년 교사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의 일부 문항

들로써 측정되었다.

Pohan과 Aguilar(2001)의 도구는 다양성에 대한 개인 신념과 직업 신념을 측정하는 두 개

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인종/민족성, 성, 사회계층, 성 지향성, 장애, 언어, 이민, 종교,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같은 다양성 이슈들에 대해 개인 신념 척도는 개인적 영역이나 개인

의 세계관 맥락에서, 직업 신념 척도는 교육적 맥락에서 제시하는 문항을 각각 15개, 25개 포

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의 문화다양성 이슈들을 모두 포함하되 중복되는 내용의

문항들을 제외하고 문화다양성 교수실제와 관련되는 문항으로 밝혀진 문항들(Wilson, 2011)

을 중심으로 개인 신념 척도에서 6문항, 직업 신념 척도에서 11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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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하위척도

(또는 하위차원)
문항 예

문화다양성

경험

1. I speak, read and/or write in more than one language.

3. I have(or had) at least one close friend, family member,

teacher or colleague of a different race, ethnicity, or

nationality other than my own.

문화다양성

신념

개인 신념 4. In general, White people place a higher value on

education than do people of color.

6. It is more important for immigrants to learn English than

to maintain their language.

직업 신념 5. Only schools serving students of color need a racially,

각 문항의 진술내용에 대해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 ‘매우 동의한다’ 5점의 Likert식 척

도에 응답함으로써, 개인 또는 직업 다양성 신념의 문항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신념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문항신뢰도는 개인 신념 .78, 직업 신념 .75로 산출되었다.

3)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예비 유아교사의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은 문화반응적 교수 자기효능감(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Self-Efficacy: CRTSE) 척도(Siwatu, 2007)로써 측정되었다. CRTSE

척도는 문화반응적인 교사와 연관되어 있는 세부적인 교수실제와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는데 대해 예비 교사들이 판단하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 사용되고 있다

(Siwatu & Starker, 2010). CRTSE 척도는 쉬운 교수실제로부터 어려운 교수실제까지의 40

개 교수실제들을 문항으로 제시하며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자신의 수행 확신도에 따라 0

(전혀 확신 못함)에서 100(완전히 확신함)까지의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

전 문항내용 분석을 통해 중복되는 문항들을 제외하고, 교수실제의 난이도(Siwatu &

Starker, 2010)를 고려하여 난이도가 낮은 문항 10개 중 5개(교수효능감E), 중간 수준인 문항

20개 중 10개(교수효능감M), 높은 수준인 문항 10개 중 5개(교수효능감D) 등 총 20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백분율에 의한 확신도의 응답보다는 확신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

시각적 변별 기준을 제시하고 20% 간격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반응양식을 수정하였다.

문항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하였다. 문항신뢰도

계수는 교수효능감E .95, 교수효능감M .93, 교수효능감D .80 수준으로 밝혀졌다.

연구변인의 측정도구별로 2개의 문항 예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별 문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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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icity, and culturally diverse staff and faculty.

12. Multicultural education is less important than

reading, writing, arithmatic, and computer literacy.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교수효능감E 12. Communicate with parents regarding their child's

educational progress.

19. Use the interests of my students to make learning

meaningful for them.

교수효능감M 9. Obtain information about my students' cultural

background.

13. Revise instructional material to include a better

representation of cultural groups.

교수효능감D 3. Implement strategies to minimize the effects of the

mismatch between my students' home culture and

the school culture.

18. Use examples that are familiar to student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사전준비와 본조사의 두 단계로 크게 구별되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연구도구의 준비, 연구도구의 사용 허락요청 과정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예비 유아교

사의 양성 관련 연구와 교육실제 관련 강의 경험이 많은 아동학 전공교수와 K학년 교사 양성

과정을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유아교육과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하고 있

는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목들을 강의하는 미국인 교수로서, 먼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연구변인들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발견된 도구들의 문항을 내용분석 하였다. 각

연구자는 연구변인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의 문항들 일부를 1차 삭제한 문항 목

록을 준비한 후, 남은 문항들 중에서 특정 문항의 추출 여부나 변인의 정의에 따른 하위범주

별 선정 문항의 수 결정은 연구자간 토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때 문항 추출 관련 선행연구

들(Siwatu & Starker, 2010; Wilson, 2011)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재작성된 문항리스트의

검토를 유아교육 전공 미국인 교수 1인과 대학 부설 유아원 교사 5인에게 요청하고 최종 사

용할 총 43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들에 의한 응답소요 시간은 8분～15분이었다.

본조사는 2012년 4월 한 달간 실시되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K학년 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5개 대학의 교수들과 접촉하여 자료조사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본 조사는 본

연구자가 직접 허락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만나 실시하고 바로 회수하거나, 담당 과목의 교

수를 통해 배부한 후 다음 주 수업시간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회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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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지 5부를 제외한 273부가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4. 자료분석

연구모형의 분석에 앞서 기초분석으로서 주요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계수를 산

출하였다.

연구문제1 즉 문화다양성 경험과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및 직업 신념이 어떤 경로를 통해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이 실제 경험적 자료를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먼저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구조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여 변인간의 경로관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추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모형의 설정 경로들 중에서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경로를 선택하여 삭제하는 방법(문수백, 2009)을 사용하여 유의하지 않은 계수

를 가진 경로를 삭제(fixed '0')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2 즉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과 직업 신념이 문화다양성 경험이 문화반응적 교수효

능감에 영향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알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3 즉 문화다양성 경험,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및 직업 신념, 문화반응적 교수효능

감간의 경로가 교사교육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교사교육의 단계(초기,

말기) 집단별로 연구변인간의 경로가 어떠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다중집단분석(Multuple-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집단별 경로계수별로 유의

미성 검증을 위해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18.0 및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을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의 기술통계치에서 보듯이, 예비 유아교사의 문화다양성 경험은 평균

4.51(SD=1.16)으로 나타났고, 문화다양성 신념 중 개인 신념(M=4.08, SD=.69)은 직업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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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측정변인의 Pearson 상관계수와 기술통계치 

변인
문화다양성

경험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

교수효능감

E

교수효능감

M

교수효능감

D

교사교육

단계a

문화다양성

경험
1.00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50
***

1.00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
.38** .61*** 1.00

교수효능감E .10 .01 .10 1.00

교수효능감M .22**
***** .15

*
.24
***

.68
***

1.00

교수효능감D .25*** .20** .21** .56*** .65*** 1.00

교사교육 단계 .12 .05 .11 .40
***

.38
***

.26
***

1.00

기술

통계치

M 4.51 4.08 4.10 4.52 4.20 3.83 .53

SD 1.16 .69 .46 .79 .73 .88 .50

왜도 -.56 -.57 -.75 -2.34 -1.73 -1.34 -.11

첨도 -.37 -.29 .92 3.13 5.13 2.21 -2.00

* p<.05, ** p<.01, *** p<.001.
a. 교사교육 단계 초기 0, 말기 1.

(M=4.10, SD=.46)보다 상대적으로 신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반응적 교수

효능감은 교수효능감E(M=4.52, SD=.79), 교수효능감M(M=4.20, SD=.73), 교수효능감

D(M=3.83, SD=.8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2.34～-.11의 범위로,

첨도는 -2.00～5.13의 범위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0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0 이상

이 아니므로 변인의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었다(Klein, 2011). 또한 <표 3>에 제

시된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바 상관계수들의 절대값이 최대 .70을 넘지 않아 다

중공선성의 우려 역시 없다고 볼 수 있었다(서인균, 고민석, 2011).

2. 문화다양성 경험, 문화다양성 신념의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대한 영향 경로 및 문화다양

성 신념의 매개효과

연구모형의 구조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신념과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의 각 측정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다양성 신념 모형의

적합도는 χ2(df)=145.29(6)(p<.001), CFI .96, TLI .92로 나타났고,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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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적합도는 χ2(df)=322.010(99)(p<.001), CFI .95, TLI .92로 나타나 모두 수용 가능한 수

준이었다. 아울러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은 .36～.71, 직업 신념은

.30～.68의 범위로, 교수효능감E는 .81～.96, 교수효능감M은 .47～.90, 교수효능감D는 .46～.83

의 범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의 신념간,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의 상호 상관이

.77, .47～.62로 나타났다. 이에 각 변인을 측정하는 측정변인들이 수렴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

으며 문화다양성의 신념간,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 변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으므로 연

구모형 하의 변인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연구모형의 구

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χ2

(df)=37.28(6)(p<.001), CFI .97, TLI .92, GFI .96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한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모형의 경로계수를 산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문

화다양성 경험 →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 경로,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 문화반응적 교수효능

감 경로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경로를 삭제한 수정모형을 설정하

고 연구모형과 수정모형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검증한 결과 자유도가 2만큼 추가된

것에 대해 χ2D= 3.94(△df=2, p<.05)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FI .97, TLI .94, GFI .95로 적합

도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간명성을 측정하는 TLI 지수가 향상되어 수정모형이 연구모

형에 비해 설명력과 간명성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

<표 4> 수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TLI CFI GFI χ2 df p

수정모형 .94 .97 .95 41.22 8 .000

연구모형 .92 .97 .96 37.28 6 .000

따라서 이 수정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고 경로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문화다

양성 경험은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β=.16, p<.05) 및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β=.50, p<.001)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은 직업 신념에 직접 영향

을 미치며(β=.61, p<.001), 직업 신념은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β=.18, p<.01)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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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주 총효과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문화다양성 경험 .16* .06a .21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 .11b .11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 .18** - .18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문화다양성 경험 .50
***

- .50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 문화다양성 경험 - .30
c

.30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61
***

- .61

문화다양성
경험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교수효능감E

교수효능감M

교수효능감D

.50

.16

.18

.61
.88

1.00

.85

[그림 2] 수정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나아가 유의한 경로계수를 바탕으로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관련 변인들간의 효과를 분해

하였다. 수정모형의 경로계수로써 분석된 직접효과와 Sobel 검증을 통해 간접효과 즉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관련 변인간의 효과 분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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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Sobel 검증 결과, a. z=.72, b. z=1.89, c. z=12.60으로 나타남.

<표 5>에 제시된 직접효과를 종속변인 중심으로 정리하면 첫째,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은

문화다양성 경험과 직업 신념으로부터의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문화다양성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 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

었다.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의 유의한 총효과 측면에서는 직업 신념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

로 볼 수 있었다. 둘째,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은 문화다양성 경험의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긍

정적인 문화다양성의 경험이 많을수록 개인 신념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었다. 셋째,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은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의 직접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개인 신념의 수

준이 높을수록 직업 신념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었다.

문화다양성 경험이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문화다양성 개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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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사교육 단계별 모형 적합도 비교 결과

모형

모형적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χ2 df p TLI CFI RMSEA △χ2
△CF

I

무제약 모형 52.40 16 .000 .93 .96 .09
71.77(2)*** .81

제약 모형 124.18 18 .000 .81 .89 .15

념과 직업 신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검증한 결과, 문화다양성 경험이 교수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개인 신념과 직업 신념의 상호작용은 z값이 0.72로 그 절대

값이 1.96보다 작아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신념 역시 문

화다양성 개인 신념이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영향 미치는 경로에서 z값이 1.89로 유의미

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은 문화다양성 경험이 직업 신념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z값이 12.60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경험은 개인 신념을 매개로 직업 신념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었다.

3. 교사교육 단계에 따른 경로의 차이

연구문제3 즉 문화다양성 경험,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및 직업 신념, 문화반응적 교수효능

감간의 경로가 교사교육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집단 방정식을 활

용하였다. 먼저 교사교육 단계별 연구변인간 경로가 다르다고 가정하는 무제약 모형과 추가

제약을 통해 단계간의 연구변인간 경로가 같다고 가정하는 제약모형을 비교하고자 구조동일

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p<.001

<표 6>에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무제약 모형의 적합도가 제약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

로 좋고, 모형비교 검증의 결과 χ2값 차이가 유의하며 CFI값 차이가 기준치인 .01보다 큰 .81

로 나타나 무제약 모형과 제약 모형은 다른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료에 잘 부합하

는 모형으로서 무제약 모형을 선택하였다. 무제약 모형의 교사교육 단계별 경로계수를 산출

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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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사교육 단계별 경로계수 비교 결과

경로

경로계수 모형비교 검증

초기 단계

집단

말기 단계

집단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

문화다양성경험 →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52*** .47*** .19(no)a

문화다양성 경험 →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18*
** .21

**
-.52(no)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 .62*** .60*** -.81(no)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 →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04 .65*** 3.20(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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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괄호 속 no는 차이가 유의함, yes는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7>에서 초기 단계의 집단과 말기 단계의 집단별로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 단계 집단은 문화다양성 경험 →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간의 경로계수(β=.52,

p<.001), 문화다양성 경험 →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의 경로계수(β=.18, p<.05), 문화다양

성 개인 신념 → 직업 신념간의 경로계수(β=.62,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 →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의 경로계수(β=.04, p>.05)는 유의하지

않았다. 말기 단계 집단은 문화다양성 경험 → 개인 신념간의 경로계수(β=.47, p<.001), 문화

다양성 경험 →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의 경로계수(β=.21, p<.01),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 직업 신념간의 경로계수(β=.60, p<.001),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 →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간의 경로계수(β=.65, p<.001) 모두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별 경로계수의 크기 및 유의미 여부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므로 두 집단 간 경

로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하려면 경로에 대한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가 1.96을 넘어야 한다(오숙

영, 2012). <표 7>을 보면, 직업 신념 → 교수효능감의 경로에서 초기 단계 집단과 말기 단계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말기 단계 집단의 경우 문화다양성 경험이 교수

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 신념과 직업 신념을 매개로 문화반응적 교수효

능감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 집단의 경우 문화다양

성 경험은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개인 신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경로가 교수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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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미국의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경험, 문화다양성에 대한 신념

및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관계가 교사교육의 단계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며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행해진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분석에서 문화다양성 경험과 신

념의 점수 분포가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적인 편포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

험과 신념의 수준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국 사회에 인종과 민족, 언

어, 종교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Smith, 2009) 조사대상 지역이 다문화 가정이 많

은 남서부의 대도시라는 지역적 특성(U.S. Census Bureau, 2009)으로 다문화 노출의 가능성

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문화다양성 신념 수준이 높은 것은 다문화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다문화 이해의 점수가 높다는 보고(Szabo & Anderson, 2009)와 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일면 미국 대부분의 사범대학에서 다양성 관련 교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

되어 있는 현실(Colon-Muniz, Brady, & SooHoo, 2010; Gainer & Larrotta, 2010)에서 교사

양성과정에 있는 본 연구의 대상들이 문화다양성 관련 과목의 수강을 통해 신념의 변화를 경

험했을 것으로도 추측되었다. 이로써 예비 유아교사들은 긍정적인 문화다양성 경험의 정도와

관계없이 난이도 수준이 낮은 교수효능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교사교육 단계가 높을수록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 E, M, D 모두가 높아진다는

결과는 교사 양성과정의 역할을 확인시켜 주었다.

문화다양성 경험과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 및 직업 신념이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첫째, 문화다양성 경험은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 유아교사가 자신과 다른 문화의 유아 및 가족과

의 접촉 경험이 교수실제에서의 변화를 결과하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Kidd 등(2008)의 보고,

학생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문화반응적인 교수에 도움이 되었다는

Cochran-Smith(1995)의 보고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K-12학년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경험이 편안했다고 지각할수록 문화

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교수를 더 편안하게 지각한다는 Wiggins와 Follo(1999)의 연구결

과를 지지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경험이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높은 다문화

감수성이 다문화 태도와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Garmo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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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oltz(2000) 등의 입장에 비추어 수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예비교사의 배경 경험

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중요하다는 Castro(2010)의 주장을 지지하

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대한 문화다양성 경험의 직접효과

가 직업 신념의 직접효과에 비해 적게 나타난 것은 현직 교사에 비해 예비 유아교사의 경우

장기간 문화다양성 경험을 하더라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다양성 이해

가 낮다(Gainer & Larrotta, 2010)는데 기인되었을 수 있다.

둘째, 문화다양성에 대한 직업 신념은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신념이 학생에게 상이한 기대를 갖게 하고 이에 따른

행동과 처치로써 학생에 대한 반응을 이끌게 되므로 결국 학생에게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

는 Pohan(1995)의 보고, 그리고 문화반응적 실제에 초점 맞춘 교사의 신념은 교사로 하여금

학급에서의 문화다양성 증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Wilson(2011)의 주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유사하게 이규림(2011)은 우리나라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문

화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 차이를 존중할수록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효과적으로 가르

칠 수 있다는 교수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 다수의 유아교사 다문화 신념과

교수실제 또는 교수효능감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예; 박현경, 2011; 이윤정, 2011;

정대현, 2009 등)도 관계 유의성을 보고한 바 있다.

셋째, 문화다양성 경험은 개인 신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다양한 일상생활 장면에서 다문화 배경에 노출되는 경험이 다양성에 대한 감정과 사고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신념을 길러줄 수 있다는 Garmon(2004), Pohan(1996), Pohan과

Aguilar(2001), Smith, Moallem 그리고 Sherrill(1997)의 보고와 일관된 것이었다. 또한 문화

다양성 경험이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이해의 수준을 높인다는 Castro(2010)의 지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 신념과 직업 신념을 분리하여 살펴본 바 문화다양성 경험이 직업 신

념이 아닌 개인 신념의 형성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예비 유아교사들

이 교사로서 직업적 맥락이 아닌 사적인 맥락에서 다양성을 경험하였으므로 다양성 경험은

개인 신념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반응

성 교과목의 수강이 개인 신념보다는 직업 신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Giambo와

Szecsi(2004, Wilson, 2011, 재인용)의 연구결과는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 해 주었다. 나아가

대만의 예비 유아교사 대상의 연구(He, 2009)에서는 다문화 친구와의 경험에 따라 직업 신념

에만 유의한 차이가 보고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와의 생활경험 유무에

따라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태도, 신념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김상림 등, 2011)

되었으므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문화다양성 경험과 개인 및 직업 신념간의 구체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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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재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은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의 직접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일찍이 형성되기 시작한 개인 신념이 교사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현장 관련 직업 신념과 통합된다는 Pohan과 Aguilar(2001)의 보고, 예비 교사와 현직 교

사 모두에 있어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다양성에 대한 개인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신념

은 직업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Wilson(2011)의 보고와 일관된 것이었다. 또한

Pajares(1992)가 학생에 대해 교사가 문화반응적 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기, 청년기를 거

치면서 경험, 지각, 주변 문화로부터 형성된, 교사교육을 받기 전에 형성된 뿌리 깊은 신념체

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한편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은 문화다양성 경험이 직업 신념에 영향 미치는 경로에서 유의

한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긍정적인 문화다양성 경험이 개인 신념을 매개로 직업 신념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은 넓은 맥락에서 교사의 개인 신념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공동체의 영향

하에 형성되기 시작한 후 점차 다문화 경험에 의해 영향 받으며 직업 신념은 교사교육 과정

에서 가르쳐지고 읽고 토의하거나 획득한 지식과 기술의 영향으로 형성되며(Nieto, 2004;

Schroeder, 2008), 개인 신념의 직업 신념에 대한 영향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Wilson, 2011)는 점에서 수용될 수 있었다. 개인 신념의 매개역할이 확인됨으로써, 본 연구

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개인 신념과 직업 신념 모두 다문화 경험과 유

의하게 관계가 있다(Nieto, 2004; Pohan, 1996) 하더라도 교육 맥락에서 교사의 다양성에 대

한 신념이 문화반응적 교수에 합당하게 나타나려면 긍정적인 다문화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

은 한계가 있으며 다문화 경험에 의해 교사간 개인 신념의 차이가 큰 만큼(Cardona, 2005) 개

인 신념의 긍정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아울러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은 개인 신념과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을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념이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직접 영향 역시 유의하지 않

았다. 이 같은 결과를 교수효능감이 교육현장에서 유아들과 상호작용하고 교수-학습활동을

하는 과정에 관련된 것인 만큼 사적인 맥락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신념인 개인 신념은 교수효

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 신념은 직업 신념을 매개로 하여서도 간접

영향을 못 미쳤을 것으로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왜냐하면 첫째,

Schroeder(2008)는 교사의 개인 및 직업 신념은 일관되게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되고 특히 교

실과 학교환경에서 드러난다고 했다.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개인 신념의 영향을 받은 직업

신념은 문화반응적 교수 관련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지각하고 이해

해야 하는지를 돕는 ‘해석적 렌즈’의 역할(Haritos, 2004)을 한다는데 동의할 때 직업 신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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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업 신념을 매개로 개인 신념이 교수효능감에 미칠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더욱이 문화다양성 경험이 개인 신념을 매개로 직업 신념에 영향을 준 후 직업 신념이 교수

효능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으므로 경험이 교수효능감에 간접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 신념과 직업 신념이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부인하

기 어렵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 유아교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관련 선

행연구들은 주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예비 유아교사들은 현직 교사에 비해 직업

신념을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다양성 신념들과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정립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때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바 교사교육의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

다. 즉 두 단계의 예비 유아교사 집단 모두 긍정적인 문화다양성 경험을 통해 문화반응적인

교수효능감이 증진되는 효과를 보이지만, 교사교육 단계의 첫 학기에 있는 예비 유아교사들

의 경우 그 경험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개인 신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교사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직업 신념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지만 직업 신념이 교수

효능감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못 미침으로써 아직 문화반응적인 교수효능감을 간접적으

로 높이는 데까지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말기 단계의 예비 유아교사들의 문화다양성 경

험은 개인 신념과 직업 신념을 통해 교수효능감의 증진에 간접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교사교육 과정에서 초기 단계의 예비 유아교사들은 말기 단계의 예비 유아교사들에 비

해 다문화교육을 위한 인식, 태도,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과목의 수강이나 교육과정에서의 다

문화 관련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말기 단계 예비 유아교

사들은 조사 시점에서 현장실습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문화반응적인 교수에 대한 자신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다양성 직업 신념 수준이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 초기 단계 예비 유아교사의 경우 다양성 경험이 개인 신념을 매개로

직업 신념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교수효능감으로까지 간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말기 단계의 예비 유아교사의 경우 교사교육의 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경험을 통한 개

인 및 직업 신념의 변화, 그리고 변화된 직업 신념에 의해 문화와 신념이 융합되는 교수효능

감 혹은 문화반응적 교수(Spradlin & Parsons, 2008)로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되었

다. 이에 전체 집단에서 직업 신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결과는 초기 교사교

육 단계의 연구대상들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 특히 교사교육 단계별 예비 유아교사의 수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을 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유아교사의 문화

반응적 교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문화반응적 경험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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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편견없는 개인 신념, 교육 실제에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직업 신념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교사교육의 초기와 말기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관계 구조의

분석으로써 확인시켜 주었다. 이로써 문화반응적인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육 전문가로서 발달

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경험을 하고 그에 대한 교사 개인의 태도를 인식하고 교육적 맥락

에서의 다양성 집단을 이해하고 그들의 전망에 친숙하게 되는 것이 우선되고 '공평성의 교육

'(equity pedagogy)(Banks & Banks, 1995)을 발전,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

하는 교사 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Banks(2001)와 Howard(2007)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

받침한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astro(2010)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과의 사전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새 천

년 세대의 예비 교사들을 어떻게 다양성에 대한 개방으로 이끄는 지 즉 경험에 대한 반성과

내재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교사교육 프로그램

에 등록된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 질문조사를 병행한 Brown(2009)처럼 통합연구 모형

에 의해 수집된 깊이 있고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신념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으나 Wilson(2011)은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 모두에서 문화다양성 개인 신념이 직업 신념

에, 그리고 직업 신념이 문화반응적 실제에 영향 미치며 개인 신념과 직업 신념이 다양성 인

식과 문화반응적 교수실제간의 경로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예비 유아교사의 다양성에 대한 직업 신념의 매개효과, 개인 신념과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의 관계는 추후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예비 유아교사의 경우, 교육연한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지며(류

혜숙, 김정주, 2010), 다문화 관련 교과목의 수강 경험이 다문화교육 효능감의 증진에 효과적

이었다(서현아 등, 2011)는 보고가 있다. 대조적으로 학부에서의 다문화 관련 과목의 선수경

험이 현직 교사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고(최충옥, 모경환, 2007)도 있

다. 따라서 다문화 교사교육의 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Castro, 2010; Siwatu & Starker,

2010).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교육 단계 진전에 따른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의 발달을 꾀하려면

본 연구에서 밝혀진 문화다양성 경험과 신념 요인의 중요성과 Kidd 등(2008), 한석실(2007)의

보고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로써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아교육 교직과정에서의 ‘교육봉사’를 비롯한 유아교육 현장 봉사나 참관, ‘유아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같은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목을 통해 문화다양성 및 사회 정의에 관한



미국 예비 유아교사의 문화다양성 경험과 신념 및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의 관계 : 문화다양성 신념의 매개효과와 교사교육 단계간 다집단 분석  천희영 ․ Marilyn Shelton

- 101 -

자료읽기 경험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집단의 아동·가족 및 그들과 접촉하는 다른 직

종 전문가들과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인턴쉽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내부인과 외

부인 시각에서 관찰하고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문화인류학적 관찰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또 예비 교사로서 자신이 가진 경험·신념과 실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경

험, 동료·담당교수 및 관련 교수들과의 대화와 토의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

여 Pohan과 Aguilar(2001)는 다양성 경험에 영향 받은 개인 신념이 직업 신념에 영향 미친다

는 점을 고려해서 다양성과 관련된 심도 깊은 이슈(예; “-주의(ism)”, 편견, 억압, 차별적 실

제)를 다루고 다양성에 대한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나가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신념이 변하기는 쉽지 않다(Gay, 2010). 그러나 문화다양성 경험으로 신념이 변화되고 문

화반응적인 교수실제와 교수행동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예비 유아교사의 교육

과정 전체와 현장실습의 운영 실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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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purpose was to analyze the structural model of variables

such as experiences and personal- and professional- beliefs of cultural diversity, and

the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efficacy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including identifying the beliefs as mediating variables. Another purpose was finding

the different structural relations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according to the stages

of a teacher education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273 students who enrolled in K

grade teacher education programs in the southwest areas of the U.S. The research

variables were measured with the items used by Schroeder (2008), Pohan and Aguilar

(2001), and Siwatu (2007).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howed that the

direct effects were found between the paths from the cultural diversity experiences

and personal beliefs to the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efficacy, from the experiences

to personal beliefs, from the personal to professional beliefs. The personal beliefs were

identified as a mediator of the path from the experiences to professional beliefs. By

multi-group analysis, the path from professional beliefs to the culturally teaching

efficacy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initial and final stage groups of a

teacher education program.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ogram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 cultural diversity experiences, beliefs about cultural diversity,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efficacy,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ogra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