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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유아에게 교사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교사는 유

아에게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적절한 보살핌과 학습활동을 제공하면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

과 발달에 도움을 준다. 교사로부터 유아는 정서적 안정감과 건강, 영양, 안전과 관련한 돌봄을 제

공받고 교사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집단의 규칙을 알고 사회화되어 간다[9, 

1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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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ulti-culture acceptability and multi-culture teaching efficacy on young 

child-teacher relationships. The teachers’ attitude towards multi-culture education was included in the analysis 

as a mediator between multi-culture acceptability and multi-culture teaching efficacy. Participants were 

295 teachers and 295 young children between 3 and 5 years in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Incheon, 

Ulsan, Gyeonggi,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eac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multi-culture 

acceptability, multi-culture teaching efficacy, and attitude towards multi-culture educatio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Sobel test with SPSS ver. 

18.0 and AMOS ver. 21.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ubscale of multi-culture acceptability and multi-

culture teaching efficacy generall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loseness and conflict in the subscale of 

young child-teacher relationships. Second, teacher’s multi-culture acceptability directly influenced the young 

child-teacher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impact of multi-culture teaching efficacy on young child-teacher 

relationship was mediated perfectly by the multi-culture education attitud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ulti-

culture teaching efficacy promote early childhood multicultural education attitudes and that can be changed to 

positive teacher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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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유아와 교사의 관계는 유아로 하여금 교사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이끌며[4] 또래에게 친사회적 행

동을 더 많이 보이도록 한다[16]. 유아교사가 유아의 요구에 반응

적이고 민감할수록 친밀한 유아와 교사 관계가 형성되며 이때 유

아는 유능한 사회적 기술을 더 많이 익히게 되며 더 높은 성취 수

준과 언어능력을 보인다[31, 41]. 반면 친밀하지 않고 갈등이 많

은 유아와 교사 관계는 유아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게 

하며 유아가 어린이집 하루 일과 동안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마찰을 겪기 쉽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가정에서 언어적 자극이 미흡하

여 또래 유아들보다 언어발달이 더디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24, 39, 46]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13], 교사가 다문화가정 유아를 지도하는

데 부담감을 갖거나 꺼릴 수 있으며 이는 유아와 교사 관계를 소

원하게 하거나 갈등 관계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친밀하고 갈등적

이지 않으며 의존적이지 않는 유아와 교사 관계는 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도우며[18, 27]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여러 종단 연구[3, 15, 35]에서 밝혀진 바, 취

약 계층 유아와 교사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의 유아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재 다문화가정 유아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는데 기초가 되는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와 유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와 교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영향 요

인 중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와 교수효능감은 무엇보다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지는 요인이다. 다문화 수용도는 나와 다른 문

화 또는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접했을 때 효과적으로 의사소

통하고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의 차이

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정서적 준비 상태의 민감한 정도를 의미하

며[19], 다문화 수용도가 높은 교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아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차

이를 수용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능동적 욕

구 및 동기가 높다[1].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

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

는 다문화 수용도가 높은 교사가 담임인 경우, 다문화가정의 유

아는 어린이집에서의 하루일과에 잘 적응하게 되며 긍정적인 유

아-교사 관계를 보일 것이다. 반면 다문화 수용도가 낮은 교사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부담스러워 하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부정적인 유아-교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

교사 관계와 교사의 다문화 수용 능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긍

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에 적합

한 교육내용, 교수방법 및 학습자료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14]. 즉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다문화적 교육상황에

서 다른 문화를 지닌 유아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으로 볼 수 있는데[6],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다문

화가정의 유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교사는 다문화의 시대적, 

교육적 상황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구성 

뿐 아니라 유아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지녀

야 한다[32].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대

해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며 유아의 행동과 성취에 대한 기대

가 크고 칭찬, 격려, 관심 등의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통제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19] 긍정적인 유아-교사 관계를 형성하게 된

다. 하지만 다른 문화를 가진 유아를 가르치는 것에 부담감을 가

지고 다문화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교육방법을 잘 

모른다고 느끼거나 다문화 보육과 관련한 학습자료를 활용하는데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교사들은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반에 소속

되어 있을 때 당황하거나 무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아는 교사

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어 교사와 좋지 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교사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보육교사의 다문화 보육에 

대한 교수효능감을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 및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교사

의 다문화 교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몇몇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태도는 다양한 문화적 상

황에 직면하였을 때 나타나는 교사의 반응양상으로 교육적 맥락

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는 유아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그

들에게 적합한 교육내용, 방법,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그러

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지, 행동, 정서적 측면의 총

체적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47]. 다문화 감수성은 다른 문화에 대

한 정서적 수용성과 문화차이를 존중하는 정도로, 개인의 문화적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다문화 감수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교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왔다[12, 

27]. 또한 일반적으로 교수효능감은 교사의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교사의 교수전략 및 교수방법[17]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져 왔다. 따라서 다문화 교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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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이 높을수록 영유아에게 다문화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

는 자신감을 조장하며 교육과정에 다문화적인 내용을 중요 요소

를 인식하여 학습자의 능력, 문화,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마지막으로, 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가정 유

아-교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 교

육태도를 갖춘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수준 및 요구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유아와 의사소

통하는데 어려움을 가지지 않는다[47]. 실제로 교사의 다문화 교

육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학생과의 애착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몇몇 연구들[23, 40]을 통해 보고되어져 왔다. 따

라서 다문화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춘 교사들은 다문화

가정 유아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유아들과 어

울려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유아와 친

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 가정 유아와 교사 관계에 대한 여러 경험적 연구를 종

합해볼 때, 교사의 다문화 교육 태도는 다문화 수용도와 다문화 

교수 효능감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유아와 교

사 간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의 자

녀의 대부분이 유아기 연령대임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에서의 다

문화 가정 유아와 교사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교사와 유아 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교사의 다문화 수용도 및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다문화 교육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교사의 다문화 수용도와 다문화 교수 효능감은 그 자체로 다문

화 가정 유아와 교사 간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교사의 다

문화 수용도와 다문화 교수 효능감을 근거로 한 교사의 다문화 교

육 태도를 통해 다문화 가정 유아와 교사 간 관계에 영향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즉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 및 다문화 교수효능

감은 다문화가정 유아와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다문화 수용도 및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

태도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교사관계에 미치는 경로를 가정해 

볼 수 있다(Figure 1). 이들 네 가지 변인의 관계를 함께 분석한다

면 다문화 가정 유아와 교사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와 다문화 교수효

능감이 다문화가정 유아와 교사의 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을 살펴보며, 동시에 다문화 수용도 및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다문

화가정 유아와 교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다문화 교육태

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

와 교사관계에 미치는 다문화 수용도, 교수효능감 및 다문화 교육

태도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보육교사의 양성교

육 및 현직교육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규명할 수 있다는 있어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와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다문화가정 유아와 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와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다문화가정 유아와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교육태

도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s of multi-culture acceptability, multi-culture teaching efficacy and attitudes towards multi-culture education on young child-
teacher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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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금·임양미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울산시 등

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만 3세 이상 다문화가정 유아를 보육하

는 교사 295명과 다문화가정 유아 295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평균연

령은 32.5세(SD=9.99)로 30대와 40대가 141명(47.8%)으로 가

장 많았으며 대부분 여성(99.7%)이었다. 또한 보육교사의 최종

학력은 2,3년제 대학졸업인 경우(46.1%)가 가장 많았으며 보육

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49.5%)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보육교

사의 전공은 유아교육 및 보육, 아동학 전공자(58.4%)가 과반수

를 차지하였으며, 보육교사의 평균경력은 6.02년(SD=4.00)이었

다.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40.7%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29.8%), 경북(13.9%), 서울

(8.8%), 울산(1.7%) 순이었다. 본 연구대상인 보육교사가 담당하

는 다문화가정 유아는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

어난 자녀로, 평균 2.9명(SD=1.29)이었고, 평균 연령은 3.92세

(SD=1.30)이며, 남아(44.4%)와 여아(41.0%)의 비율은 유사한 수

준이었다. 한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머니 국적은 베트남(25.4%)

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조선족, 23.1%), 중국(한

족, 11.2%), 필리핀(5.4%), 일본(4.1%), 몽골(2.4%), 태국(0.3%) 

순으로,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87.6%)이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교사 관계

보육교사와 다문화가정 유아 간의 관계의 질을 평가하기 위

해, Pianta [34]가 개발한 교사 유아관계 척도(student teacher 

relationships scale)를 본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보육 관련학과 교

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

가 유아와의 관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3개의 하위요인(친

밀감, 갈등, 의존) 총 28문항(친밀감: 12문항, 갈등: 12문항, 의

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갈등 및 의존 척

도의 모든 문항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유아-교사관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친밀감(갈등) 척도의 경우 12-48점, 의존 척

도의 경우 4-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유아와 친밀감을 

느끼며 갈등을 지각하는 정도가 낮으며, 유아가 교사에게 과도하

게 의존하는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전체 교사 유아관계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값은 .87이었으며 친밀감 하위척도

는 .87, 갈등 하위척도는 .90, 의존 하위척도는 .65이었다.

2) 다문화 수용도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Chen과 

Starosta [5]가 개발하고 Kim [25]이 번안한 다문화 민감성 척

도(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

문화 수용도란 다른 문화 또는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접했을 

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

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척도는 교사

가 자신의 다문화 수용도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4

개의 하위요인(상호작용 참여도, 문화차이 존중도, 상호작용 자

신도, 상호작용 향유도) 총 20문항(상호작용 참여도: 7문항, 문

화차이 존중도: 6문항, 상호작용 자신도: 4문항, 상호작용 향유

도: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9개의 문항에 대

해 역채점을 실시하되, 나머지 문항은 그대로 채점하였다. 보육

교사의 다문화 수용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상호작용 참여도의 

경우 7-28점, 문화차이 존중도의 경우 6-24점, 상호작용 자신

도의 경우 4-16점, 상호작용 향유도의 경우 3-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다문화 수용도

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값은 .87이었으며 상호작용 참

여도 .71, 문화차이 존중도 .78, 상호작용 자신도 .76, 상호작용 

향유도 .71이었다.

3) 다문화 교수효능감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을 평가하기 위해, Guyton과 

Wesche [14]이 개발하고 Choi와 Mo [6]가 번안한 다문화 효능감

(multi-cultural efficacy)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문화 교

수효능감은 교사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을 효과적

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에 적합한 교육내용, 교수방법 및 학습자

료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 정도를 의미한다. 

이 척도 또한 교사가 스스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3개의 하위

요인(일반생활 교수효능감, 수업 효능감, 대인관계 효능감) 총 13

개의 문항(일반생활 교수효능감: 5문항, 수업 효능감: 4문항, 대

인관계 효능감: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보육

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일반생활 교수효

능감의 경우 5-20점, 수업 효능감(대인관계 효능감) 4-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다

문화 교수효능감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값은 .87이었으

며 일반생활 교수효능감 .75, 수업 효능감 .80, 대인관계 효능감 

.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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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 교육태도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Ponterotito 등[36]이 개발하고 Choi와 Mo [6]가 번안한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 척도(teacher multi-cultural attitude survey)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는 교사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내용, 방법,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환경

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지·행동·정서적 측면의 총체적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는 교사의 자기

보고식 형태로 평가되며, 4개의 하위요인(다문화 환경에 대한 태

도, 다문화 교사역할에 대한 태도, 다문화 교사교육에 대한 태도,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태도)으로 구성된 총 14개(다문화 환경

에 대한 태도: 3문항, 다문화 교사역할에 대한 태도: 5문항, 다문

화 교사교육에 대한 태도: 3문항,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태도: 

3문항)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보육교사의 다

문화 교육태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다문화 환경(교사교육, 교육

과정)에 대한 태도의 경우 3-9점, 다문화 교사역할에 대한 태도

의 경우 5-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교육에 대한 준비

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다문화 교육태도의 내적합치도 계

수 Cronbach a값은 .87이었으며 다문화 환경에 대한 태도 .72, 

다문화 교사역할에 대한 태도 .83, 다문화 교사교육에 대한 태도 

.71,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태도 .75이었다.

3. 연구절차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중 어린

이집 재원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의 유아가 자신의 학급에 1명 이상 있는 유아반 교사 10명을 대

상으로 2015년 6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보육교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 경

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울산시 등에 소재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와 보육교사교육원, 그리고 경기도다문화보육협회의 협조를 구

하여 2014년도 7-8월 사이에 담당학급에 어린이집 재원 기간

이 1년 이상이고 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1명

이상 있는 유아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자

에 관한 설명을 구두나 서면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와 관련

하여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함을 정확히 밝히며 응답자의 

동의를 구하였다. 응답을 수락한 300명의 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중 응답

이 불충분한 5부를 제외하고 295부의 질문지가 분석 자료로 활

용되었다.

4. 분석방법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와 교사관계에 대한 보육교사

의 다문화 수용도와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영향과 다문화 교육태

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1.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활용한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였다. 특히 SEM 적용 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검증하였으며 모델적합도는 GFI (goodness of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로 판정하

였다. 일반적으로 GFI, CFI, NFI가 .9 이상이고 RMSEA .08 이

하면 모델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26, 45], 이러한 기

준에 따라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델을 평가하였다. 한편 보육

교사의 다문화 수용도와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유아와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다문화 교육태도의 매개효과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의 상관관계

를 산출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본 연구변인들

이 AMOS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은 경우 정규성을 충족한다

고 간주한 West 등[44]의 제안과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면 정규성을 충족한다고 간주한 Kline [26]의 제안을 모두 충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델분석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본 결과,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 및 교수효능감의 하위척도

는 다문화 교육태도 하위척도와 대부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태도는 대

체로 유아-교사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태도의 하위척도 중 다문화 환경에 대한 태도,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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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육에 대한 태도 및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태도와 유아-

교사관계의 하위척도 중 의존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

되지 않았다. 한편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 및 교수효능감의 하

위척도는 유아-교사관계의 친밀감과 갈등 하위척도와 대체로 정

적인 상관관계가 제시된 반면 의존 하위척도의 경우 다문화 수용

도 중 상호작용 참여도 및 상호작용 자신도와 다문화 교수효능감 

중 수업효능감과 대인관계 효능감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제시

되지 않았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and Correlation among Them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Multi-culture acceptability 1. Interaction participation

2. Culture difference acceptability .40** -

3. Interaction confidence .50** .28** -

4. Interaction enjoyment .30** .56**  .28** -

Multi-culture teaching efficacy 5. Non-curriculum activity   .36** .38**  .26** .35** -

6. Curriculum activity .24** .17**  .29** .14* .46** -

7. Social relationship .35** .34**  .27** .27** .55**  .46** -

Attitudes towards multi-culture education 8. Multi-cultural environment .41** .48**  .29** .38** .40**  .34** .39** -

9. Teachers’ rol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37** .49**  .25** .35** .42**  .27** .43** .68** -

10. Teacher training in multi-cultural education .22** .30** -.01 .21** .24**  .09 .24** .43** .55** -

11. Multi-cultural curriculum .44** .51**  .31** .48** .45**  .24** .40** .55** .61** .26** -

Young child-teacher relationships 12. Closeness .31** .44**  .20** .30** .30**  .20** .45** .42** .44** .24** .40** -

13. Conflict .29** .49**  .13* .44** .28**  .09 .27** .34** .41** .21** .42** .63** -

14. Over-dependency .01 .15** -.05 .22** .12* -.04 -.03 .04 .14* .09 .11 -.03 .34** -

M 2.85 3.23 2.52 3.16 2.96 2.65 3.05 3.02 3.17 3.11 3.01 3.15 3.20 2.90

SD .45 .46 .51 .48 .37 .46 .35 .42 .37 .44 .42 .41 .46 .48

Skewness .01 .28  .34 .24 .51  .04 .82 .59 .91 .29 .53 .53 .12 -.54

Kurtosis 1.50 -.27  .37 -.48 1.88 -.12 3.66 .82 .46 .23 .56 .08 -.29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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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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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와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다문화가정 유아-교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교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 구조방정식 모델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표본자료가 연구모형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

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는 Figure 1에 제시된 것처럼

(GFI, .90; CFI, .89; NFI, .91; RMSEA, .08), 모델적합도가 비

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연구문제인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와 다문화 교수효

능감, 다문화 교육태도가 유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또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GFI, .89; CFI, .90; 

NFI, .89; RMSEA, .09), 5개의 경로 중 4개의 경로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

도는 유아-교사관계에 정적 영향(b=.50, p＜.001)을 미치는 반

면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됨으로써 유아-교사관계에 대한 보육교

사의 다문화 수용도의 직접적인 영향이 입증되었다.

또한 Table 2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b=.51, p

＜.001) 및 다문화 교수효능감(b=.36, p＜.001)이 다문화 교육태

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문화 교육태도(b=.22, p＜.001)가 유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제시되었다.

한편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 및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유아-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태도의 매

개효과에 대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

용도가 다문화가정 유아와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다문화 

교육태도의 매개효과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p=.053),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다문화가정 유아와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다문화 교육태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p＜.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는 유

아-교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보육교사의 다문

화 교수효능감이 유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 교육태

도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보육을 실시함에 있어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

용도와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다문화 교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다

문화가정 유아-교사 관계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 및 교수효능감의 하위척도는 

유아-교사관계의 친밀감과 갈등 하위척도와 대체로 정적인 상관

관계가 제시된 반면, 의존 하위척도의 경우 다문화 수용도 중 상

호작용 참여도 및 상호작용 자신도와 다문화 교수효능감 중 수

업효능감과 대인관계 효능감과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제시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와 교수효능

감은 다문화가정 유아가 교사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갈등을 덜 갖

게 하는데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문화가정 유아가 교사에

게 덜 의존하게 하는 데에는 부분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따라

서 다문화가정의 유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다문화 

수용도와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다문화가정 유아와 친밀

하고 덜 갈등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육교

사의 다문화 수용도 및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하위척도는 다문화 

교육태도 하위척도와 대부분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고 유아-교사관계와도 대체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다문화 교육태도와 다문화 교수효능감 간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이 나타난 선행연구[2, 7, 8, 19, 22, 27, 30, 40, 43]결과

와 대체로 일치한다. 다문화 가정의 유아가 공격적인 경우 교사

는 유아를 지도하면서 갈등과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21, 38], 특히 다문화 보육을 실시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도, 다문화 교수효능감, 다문화 교육태도를 제고하는 보수교

Table 2.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Parameter b b SE CR p
Multi-culture acceptability  → Young child-teacher relationships .61 .50 .14 4.215 ***

Multi-culture teaching efficacy → Young child-teacher relationships -.01 -.01 .09 -.05 .961

Multi-culture acceptability → Attitudes towards multi-culture education .64 .51 .12 5.470 ***

Multi-culture teaching efficacy → Attitudes towards multi-culture education .39 .36 .09 4.528 ***

Attitudes towards to multi-culture education → Young child-teacher relationships  .21 .22 .11 1.993 *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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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가정 유아와 갈등을 줄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유아와 교사 관계가 친

밀할수록 유아가 또래들에게 선호되고 또래에게서 괴롭힘을 받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28, 48, 49] 결과를 고려할 때, 다문

화 가정의 유아의 또래에게 선호되고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친밀한 교사-유아 관계가 도움을 줌을 알 수 있다. 다문

화 가정의 유아와 교사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의 다문화 수용도, 다문화 교수효능감, 그리고 다문화 교육태도를 

증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는 유아-교사관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수용

도가 높은 교사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가치 있게 여기

며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능동적 욕구 및 동기가 높으므로[2], 다

문화가정 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한 Lee와 Kim 

[2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는 다

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정도를 의미

하므로, 이러한 다문화 수용도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유아

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느낄 가능성이 덜 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은 쉽게 예측될 수 있다. 다문화 수용도는 다문화 사

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로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는 기초적

인 역량이다[29].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와 교사 간 관계를 증진

하기 위해 교사의 다문화 수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도를 증진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수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

화그림책을 활용하여 유아문학프로그램을 경험한 예비유아교사

들이 그렇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에 비해 다문화 수용도와 다문

화 교수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난 Kang과 Lee [20]의 연구결과

는 다문화 수용도와 다문화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현직 보육

교사용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다문화가정 유아-교

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 교육태도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유아-교

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교육태

도를 통해서만이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

다.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

들의 발달과 교육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

념[6, 14]으로 구체적인 교육활동 및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는 경향이 있다[33, 42]. 따라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문화 수용도와 달리, 다문화 교

수효능감은 교육활동 및 교수전략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본 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태도를 통해 다

문화가정 유아와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

육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다문화 교육태도 및 다문화가정 

유아와 관계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보

육교사의 현직교육 및 양성교육과정에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지

도하는데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교수전략과 다문화 보육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에

게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 및 방법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태도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둔 보수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실제 다

문화 수용도, 다문화 교수효능감, 다문화 교육태도, 그리고 다문

화가정의 유아와 교사의 관계와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전

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만 3세 이상 다문화가정 유아를 보육

하는 교사 295명과 다문화가정 유아 295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교사 관계 변인 간의 구조를 살

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정 유

아-교사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커지면 다문화 교

육태도가 증진되어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유아-교사 관계까

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변인들 간의 메커니즘을 발견

하여 다문화 보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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