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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이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육 이해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지영, 조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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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y and cultural impact of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understanding attitude

Park, Ji-Young, Cho -Kyung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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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능력과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육 이해  태도와의 상 계를 분석하고 

문화  공감능력이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육 이해  태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고자 하 다. Y지역의  문  

유아교육과에 재학 인 165명의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능력,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 
이해  태도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로그램을 사용하여 Pearson의 상 계분석과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자료 분석 결과 첫째,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능력과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 이해  
태도는 체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나타났다. 둘째,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능력은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 이해  태도를 의미 있게 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문화  공감능력은 다양한 요인을 매개로 변화되므로 비유

아교사의 문화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교육 로그램에 용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문화  공감

능력은 다문화 교육, 리과정의 술경험 역에의 근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반 인 부분에서 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

습방법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cultural empathy and analysis on the cultural sensitivity and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s and cultural empathy and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multicultural sensibility and attitud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e conducted a survey on cultural sensitivity, multicultural education and understanding attitude am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College and enrolled 165 infants with pre teacher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are able to sympathize with cultural areas of the Y. The data were subjected to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erform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From the data analysis, first, 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sensitivit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understanding and attitud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cond, cultural empathy of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as a significant variable for predicting the susceptibility multicultural, multicultural education 
and understanding attitude. Since cultural empathy can change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future investigation of 
these factors is needed to increase the cultural sensitiv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by conducting 
follow-up studies that apply these findings to educational programs. Cultural empathy shouldn't be limi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or simply a means to access the field of experiencing the arts, but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research in teaching and learning on how cultural empathy can be applied to the overall educational 
curriculum

Keywords : cultural empathy, multi cultural sensitivity,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and attitude,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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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래 사회는 열린 생각과 창의  사고, 이를 토 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고 상호 력할  

아는 인간상을 기 한다[3].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해서는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 수용할 수 있는 감정과 
개방  사고를 키워감으로써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존 하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력

인 삶의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36].
최근 속한 다원화 양상은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강

조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가 아니었다. 다문화 가
족이 형성되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흡수되고, 더불어 살
아가야 하는 다문화 시 를 야기했다. 국내 다문화 가족
은 82만명 내외이며 향후 2020년에는 100만 명으로 
상하고 있으며 이들을 한 문화 교육도 다각 인 측면

에서 실시되고 있다[19]. 그러므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
해하고 수용함과 동시에 한 사회  계를 한 개

인  응은 다문화 사회의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요성을 강조하며 

Bennett은 문화 으로 감응할 수 있는 교사양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 다[27]. 인간존엄과 권리에 한 존 , 
문화  다양성에 한 인정과 존 , 세계사회에 한 책
임감, 지구보존이라는 다문화 교육의 핵심가치를 강조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로서 다문화에 한 정
인 자세와 태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

진 유아들이 교육기 에서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와 다른 사

람과 상호 공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다문화  시민

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20]. 교사는 자신
의 기 과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요소들을 결합

하여 하나의 인식 체계로 수용하는 사고가 요구된다[23]. 
다문화교육에 한 교사의 이해의 요성은 유아기에 

다문화교육에 한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 
태도를 체계 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20]. 교사
의 다문화교육에 한 신념,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방향
성, 교사 자신의 역할과 태도의 정립 등이 교사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9]. 다문화교육은 각 집단의 고유한 
문화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

한 특성에 계없이 주류 는 비주류 집단의 문화를 동

등하게 여기고 상호 존 하는 태도를 길러 궁극 으로 

서로가 공동체의 요한 일원임을 가르쳐주는 교육[14]

로 그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교사가 다문화교육을 올
바르게 이해하고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유아들을 체계

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기 해서는 국 과 인

종을 뛰어넘어 서로 력해 나가는 능력이 요구되며, 다
문화 감수성은 이에 근원이 될 수 있다. 다문화 감수성이
란 다양한 문화를 세심하고 민감하게 느끼고 수용하는 

성질[9]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나와 다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19]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다
문화  의사소통이 효율 으로 일어나기 해서는 개인

이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문화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

과 문화  차이를 존 하는 정서  태도이며 이러한 정

서  태도가 요구된다[5]. 개인 는 집단의 문화  차이

에 기인한 기본  을 측정하며 이는 곧 다문화 유능

성에 한 능력이자 다문화 역량의 기 를 이룰 수 있다

[28]. 이러한 다문화 감수성은 다른 문화에 한 흥미를 
바탕으로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존 하는 행동

의 변화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33].
교실 내에서 유아들의 문화  특징을 잘 조화시키는 

교사의 태도와 기술을 매우 요하며, 모든 교사들이 지
녀야 할 유용한 자질이다[18, 29]. 다문화교육에서 유아
교사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문화  태도를 스스로 성찰

하고 문화 으로 서로 다른 집단과 효과 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문화 간 능력, 지역사회 등에 한 심과 지
식, 효과 인 교수 략 탐색 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도 문화  가치 단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문화  존재임

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12, 35]. 유아들이 다문화 사
회의 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르도록 교사 스스로가 문화  

고정 념이나 편견이 없는지 검하고 문화 으로 개방

인 자세와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19]. 
공감하는 의사소통능력은 개인만의 사고가 아닌 상호

작용을 통한 참조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에서 공감은 다른 사람의 문화  경험을 이해하기 

한 실천가의 능력으로 효과 인 다문화 실천에서 필수

으로 갖춰야 할 요소이다[32]. 문화  공감은 문화  

역량인 지식, 기술, 태도 에서도 정의  측면의 문화  

태도에 속한다. 즉, 다양한 문화  배경의 차이에 한 

존 과 개방성을 가지고 수용하며, 문화  다양성과 

통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26, 38, 43]. 문화  공감

은 일반 인 공감의 범 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문화에 

한 이해와 수렴을 포함한다[41]. 문화  공감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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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다양한 인구집단이 직면한 편견과 차별에 한 

인식, 다문화 집단의 태도, 가치, 경험에 한 정서 인 

능력, 클라이언트 체계에 한 인지 이고 정서 인 공

감  인식을 모두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교사가 지녀야 할 역량은 유아의 발달과 학습

을 지원하는 데 유용한 문  지식, 기술, 태도이며[30], 
이는 교사의 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에 토 가 될 수 

있다. 유아의 성장과 발달, 유아 찰과 평가, 학습 환경
과 교육과정, 유아와의 상호작용, 가족과 지역사회, 문
 발달과 리더십, 건강· 양·안 , 로그램 계획  개

발은 유아교사의 핵심역량이다[37]. 문화  공감은 이러

한 핵심역량에 기 하여 다문화 교육을 한 학습 환경

과 교육과정, 유아와의 상호작용, 가족과 지역사회의 연
계성을 결정짓는 데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과 다문화 련된 

변인 탐색한 국내연구들에서는 유아교사의 개인 내  변

인과 환경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문화  역량을 발달시

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6, 2, 17, 22]. 교사 스스로의 
노력도 요하지만 교육 환경의 역할이 바람직한 교사상

을 만들어가는 데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21]. 즉, 교
사연수, 물리 인 교육환경 개선, 동료의 지원이 실제 다
문화와 련된 교육신념의 변화에 효과 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이 독립변인으로서 종속변인인 다문화 감수성, 다문
화교육 이해  태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에 따른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과 다문화 감수성 

간의 계는 어떠한가?
둘째,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간의 계는 어떠한가?
셋째,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과 다문화교육의 

태도 간의 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G지역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인 
비유아교사 200명을 임의 선정하 다. 비유아교사

의 문화  공감,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 이해  태

도에 한 선행연구들을 토 로 실습을 이행하고 온 재

학생 3학년을 상으로 실시하 다. 이들에게 총 180부
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그 에서 170부를 회수하 다. 
회수된 질문지  응답문항이 락되었거나 잘못 표기된 

불완 한 자료 5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65부(97%)를 최
종 연구 자료로 활용하 다. 

2. 연구도구

1) 유아교사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

유아교사역량을 검사하기 하여 최소연[24]이 개발
한 문화  역량 척도를 이규림[19]이 유아교사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검사는 문화  지식 

8문항,  문화  기술 9문항, 문화  태도 7문항의 3요소
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교사의 찰에 의해 각 문항별
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5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의 총 은 31～155
의 분포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문화  지식 .89,  문화  기술 .88, 문
화  태도 .86, 체 .89으로 나타났다. 

2) 문화적 공감 측정도구

유아교사의 문화  공감 척도는 Wang 등[42]이 개발
한 SEE(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를 김정연[8]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문항을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본 도구의 구성은 공감  감정과 표  15문항, 공
감   취하기 7문항, 문화  차이 수용 5문항, 공감
 인식 4문항으로 총 31문항이다. 검사는 교사가 각 문
항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5  평정척

도로 평정하도록 하 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체 
수의 범 는 31∼155 의 분포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공감  감정과 표  .77, 
공감   취하기 .78, 문화  차이 수용 .87, 공감  

인식 .76,  체 .81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으로 사회

과학에서 검사의 신뢰도를 인정하는 Cronbach ⍺값의 
기  수치(Song, 2010)가 .60 이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었다.

3) 다문화 감수성 측정도구

유아교사의 다문화 감수성을 측정하기 하여 Chen
과 Starosta[31]가 개발하고 김옥순[5]이 번안한 도구로 
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는 교사가 각 문항별로 평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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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tendency of cultural empathy, multi 
cultural sensitivity,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and attitude

(N=165) 

M SD skewne
ss kurtosis

cultural 
empathy

Empathic emotion and 
expression 45.04 4.04 .51 .40

Empathic perspective 
taking 19.57 2.40 .06 -.19

Accommodate cultural 
differences 16.08 2.24 .67 1.53

Empathic awareness 10.75 2.21 -.45 .36

Total 91.43 7.43 .27 1.18

며, 각 하 요인은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

류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 참여도 7문항, 
다른 문화를 존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문화차이 존 도 

6문항, 나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할 때 가지는 자
신감의 정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 자신도 5문항,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행동을 즐기는 정도인 상호작

용 향유도 3문항, 나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상호작용
함에 있어서 상 에게 기울이는 주의력의 정도를 의미하

는 상호작용 주의도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24문항으
로 각 문항은 5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
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는 상호작용 참여도 
.87, 문화차이 존 도 .77, 상호작용 자신도 .83, 상호작
용 향유도 .82, 상호작용 주의도 .86, 체는 .85로 양호
하게 나타났다. 

4) 다문화 교육의 이해 측정도구

유아교사의 다문화 교육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Pang[39]이 제시한 다문화교육에 한 오개념 6문
항을 번안, 수정한 모경환, 황혜원[13]과 김옥순[5]의 도
구를 사용하 다. 각 문항별로 평정하며, 총 6문항으로 
각 문항은 5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수 범 는 6-30
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는 다문
화교육 이해1 .87, 다문화교육 이해2 .77, 체는 .8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5) 다문화 교육의 태도 측정도구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 태도를 측정하기 하여 

Ponterotto, Baluch, Greig와 Rivera(1998)가 개발한 ‘교
사의 다문화  태도 척도’를 번안 수정한 최충옥, 모경환
[13]과 서 , 이승은[15]이 번안, 수정한 도구로 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는 교사가 각 문항별로 평정하며, 각 하
요인은 다문화  환경에 한 태도 3문항, 다문화  

교사역할에 한 태도 5문항, 다문화 교사교육에 한 
태도 3문항, 다문화 교육과정에 한 태도 3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은 5  평정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는 다문화  환경에 한 태도 .82, 다문화  교사역

할에 한 태도 .78, 다문화 교사교육에 한 태도 .81, 
다문화 교육과정에 한 태도 .83, 체는 .85로 양호하
게 나타났다. 

3. 검사 및 자료수집

검사도구의 양호도와 난해 을 악하기 해 비검

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 상과 련이 없는 유아교육

과 재학생 10명을 상으로 비검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검사도구의 이해와 난해한 은 없었고, 본 검사는 
연구 상인 유아교육과에 재학 인 비교사를 상으

로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
되었다.

4. 자료분석

SPSS/PC 21.0 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상의 인구

학  배경을 알아보기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고, 일반 인 경향을 살펴보기 해 평균, 표 편차, 왜
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의 률상 계수를 산출하 으며, 비유

아교사 문화  공감이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의 이
해와 태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결과 및 해석

1.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이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 이해, 다문화 교육 태도 간의 

관계 분석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과 다문화 감수성, 다문
화 교육 이해, 다문화 교육 태도 간의 계  향력을 
살펴보기 에 이들의 기 가 되는 일반  경향을 살펴

보았다.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이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육 이해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443

multi cultural 
sensitivity

Interact participation 23.63 3.10 .39 -.27

Also respect cultural 
differences 16.19 2.38 .41 1.87

Also their interaction 14.78 2.12 .51 1.13

Interaction also enjoy 6.11 2.12 .35 -.05

Note also interact 8.62 1.67 -.15 .33

Total 69.41 7.11 .69 1.59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1 7.14 2.14 -.21 -.11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2 7.86 2.05 .08 1.11

Total 15.01 3.74 -.11 .57

multi cultural 
attitude

Attitude to a multicultural 
environment 12.34 1.84 -.45 .29

The attitude toward the 
teacher and cultural role 20.14 3.17 -.38 .18

Attitude towards the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10.39 1.44 .68 1.01

Attitude towards the 
multicultural curriculum 11.07 1.84 .19 -.32

Total 54.02 6.77 -.17 .47

평균과 표 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 으며 비유

아교사 문화  공감,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육의 이해  
태도 체의 평균과 표 편차는 각각 M=91.43(SD=7.43), 
M=69.41(SD=7.11),  M=15.01(SD=3.74), M=54.02(SD=6.77)
로 나타났다.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 하 요인별 

평균 수는 10.75∼45.04, 표 편차는 2.21∼4.04, 왜도
는 -.45∼.67, 첨도는 -.19∼1.53의 분포를 이루었다.  
한 다문화 감수성 각 하 요인별 평균 수는 6.11∼
23.63, 표 편차는 2.12∼3.10, 왜도는 -.15∼.51, 첨도는 
-.27∼1.87의 분포를 보 다. 다문화 이해와 태도의 각 
하 요인별 평균 수는 7.86∼20.14, 표 편차는 1.44∼
3.17, 왜도는 -.45∼.68, 첨도는 -.32∼1.01의 분포를 보
다. 왜도와 첨도의 값 기 에 하여 이 연구 자료

는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34].
비유아교사 문화  공감,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

육의 이해  태도 간의 상 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
과는 표 2와 같다.

Independent variable

Depéndent váriable

cultural empathy

Empathic 
emotion 

and 
expression

Empathic 
perspecti
ve taking

Accomm
odate 

cultural 
differences

Empathic 
awareness Total

multi 
cultural 
sensiti
vity

Interact 
participation .39** .18* .46** .03 .42**

Also respect 
cultural 

differences
.09 .21** -.08 .32** .19*

Also their 
interaction .27** .24** .25** -.03 .31**

Interaction also 
enjoy -.14 .21** -.21** .25** -.02

Note also 
interact .27** .11 .21** .23** .31**

Total .30** .31** .24** .25** .41**

multi 
cultural 
underst
anding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1 -.10 .10 -.23** .28** -.01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2 .11 .26** -.04 .23** .21**

Total .01 .20** -.15 .29** .11

multi 
cultural 
attitude

Attitude to a 
multicultural 
environment

.21** -.08 .29** -.16* .15

The attitude 
toward the 
teacher and 
cultural role

.16* -.13 .27** -.31** .04

Attitude towards 
the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06 .08 .30** -.14 .11

Attitude towards 
the multicultural 

curriculum
.26** -.04 .24** -.29** .13

Total .21** -.07 .33** -.30** .11

Table 2.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eer 
competence of cultural empathy, multi 
cultural sensitivity,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and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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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에서와 같이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과 다문

화 감수성 간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보 다. 비유아교사 문화  공감의 하 요인 

에서 공감   취하기가 다문화 감수성과 가장 높

은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  공

감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태도와의 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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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보 다. 문화  

공감의 하 요인 에서는 공감  인식이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가장 높은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차이 수용이 다문화교육의 태도와 가장 높은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정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비유아교사 공감

 감정과 표 은 다문화 감수성  상호작용 참여도(r 
= .39, p < .01)와 가장 높은 정  상 계가 나타났다. 
공감   취하기는 다문화교육의 이해1(r = .26, p < 
.01)과 가장 높은 정  상 계가 나타났다. 문화  차

이 수용은 다문화 감수성  상호작용 참여도(r = .46, p 
< .01)와 가장 높은 정  상 계가 나타났다. 공감  

인식도 다문화 감수성  문화차이 존 도(r = .32, p < 
.01)과 가장 높은 정  상 계가 나타났다. 

2. 예비유아교사 문화적 공감이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비유아교사 다문화 련 변인에 한 문화  공감

의 향력을 알아보기 해 먼  독립변수인 비유아교

사 련 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하 다. 분산확
인자(VIF)의 범 는 1.73-1.92로 1에 근 하 고, 

Durbin-Watson을 살펴본 결과 2.10-2.19로 2에 가까운 
수치를 보임으로써 잔차에 한 상 계가 없이 회귀모

형이 합하며 서로 간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과 다문화 감수성, 다
문화교육의 이해와 태도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Depéndent 
vá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² adj 

R² F

multi 
cultural 

sensitivity

constant 32.051 6.767 4.736***

.182 .160 8.337***

Empathic 
emotion and 
expression

.398 .159 .226 2.505*

Empathic 
perspective 

taking
.569 .243 .192 2.341*

Accommodate 
cultural 

differences
.065 .297 .021 .219

Empathic 
awareness .676 .236 .212 2.860**

Table 3. The influence of multi cultural sensitivity for 
early childhood peer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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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에서와 같이 문화  공감과 다문화 감수성의 

계를 살펴본 결과, 문화  공감은 다문화 감수성을 

18.2%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F=8.337, p<.001).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과 다문

화 감수성과의 계에서 공감  감정과 표 (β=.226), 
공감   취하기(β=.192), 공감  인식(β=.212)은 정
 측 계를 보 다. 그러나 문화  차이 수용은 다문

화 감수성을 유의하게 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péndent 
vá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² adj 

R² F

 multi 
cultural 

understand
ing

constant 6.071 3.500 1.735

.187 .166 8.928***

Empathic 
emotion and 
expression

.108 .081 .118 1.332

Empathic 
perspective 

taking
.423 .124 .273 3.403**

Accommoda
te cultural 
differences

-.572 .153 -.347 -3.742***

Empathic 
awareness .477 .122 .285 3.903***

Table 4. The influence of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for early childhood peer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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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에서와 같이 비유아교사 문화  공감과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의 계를 살펴본 결과,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이 다문화교육의 이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체 변량의 18.7%(F=8.928, p< .001)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비유아교사 문화  공감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간의 계에서 공감   취하기(β=.273), 공감
 인식(β=.285)은 정  측 계를, 문화  차이 수용

(β=-3.742)은 부  측 계를 보 다. 그러나 공감  

감정과 표 은 다문화교육 이해를 유의하게 언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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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énd
ent 

vá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² adj 

R² F

multi 
cultural 
attitude

constant 51.033 6.189 8.245***

.240 .221 12.248***

Empathic 
emotion and 
expression

.099 .144 .059 .689

Empathic 
perspective 

taking
-.563 .220 -.198 -2.552*

Accommoda
te cultural 
differences

1.205 .271 .399 4.447***

Empathic 
awareness -.925 .216 -.302 -4.278***

Table 5. The influence of multi cultural attitude for 
early childhood peer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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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에서와 같이 비유아교사 문화  공감과 다문화

교육의 태도와의 계를 살펴본 결과,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이 다문화교육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체 변량의 24.0%(F=12.248, p< .001)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비유아교사 문화  공감과 다문화교육

의 태도 간의 계에서 문화  차이 수용(β=.399)은 정
 측 계를, 공감   취하기(β=-.198)와 공감  

인식(β=-.302), 은 부  측 계를 보 다. 그러나 공감
 감정과 표 은 다문화교육의 태도를 유의하게 언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비유아교사 문화  공감이 다문화 감수

성,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태도를 측하는 요한 변인
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이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요한 요인이 되며, 더불어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은 다문화 련 요인을 설명하

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능력이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육 이해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은 다문화 감수성

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태도와의 계는 
체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화  공감은 다문화 감수성과 한 련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  공감의 하 요인 에서도 공

감   취하기가 다문화 감수성과 가장 높게 의미 있

는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유
아교사의 인종, 언어, 문화  배경에 한 심과 표 , 
지지 등이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시 가 요구하는 문화 역량으로서 교사의 

문화지능이 다문화 교수효능감과 한 련성을 밝힌 

김 경, 김경희의 연구결과[10]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 보육교사의 문화역량이 개인 교수효능감에 

향요인임을 밝힌 강정원의 연구[1]와 직무 분야는 다
르지만 비 간호사들의 문화  공감과 감성지능이 정  

상 계를 보인 김정민의 연구[7]도 부분 으로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이효림의 연구[22]에서도 비유아교사
들의 다문화 교육 수업을 통해 문화  지식, 문화  기

술, 문화  태도에 변화를 보 으며, 남혜진, 박승희의 
연구[11]에서도 아동의 다양성 이해 교육 로그램을 통
해 공감능력, 문화  민감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연
구 상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육의 교수능력을 함양시키기 해서

는 교사의 문화  공감능력을 인정해주며 보다 폭넓은 

문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수과정에서 문화  

지원이 있어야 함은 일치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이 기본 소양을 함양하여 다

문화 교육을 보다 효율 으로 실시하고 유아의 다문화 

인식 발달에도 정 인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감  공감  감정과 

표 이 다문화 감수성을 정 으로 측하 고, 문화  

공감  문화  차이 수용을 부 으로 측하 다. 한 
문화  공감  문화  차이 수용이 다문화교육의 태도

를 측하는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서로 다
른 문화  요소를 인정해주고 이에 한 차별을 교육환

경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교사가 조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유아교사의 다문화에 한 심정

도, 문화  공감, 문제해결력이 문화  역량임을 제시하

며 이를 해 문화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학 

교육과정의 개편을 요구한 윤갑정의 연구[16]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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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고 있다. 유아교사는 교실 내의 각기 다른 유아의 
문화  특징을 이해하고 효율 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기본 인 태도이며 이를 함양하기 해서는 

유아교사의 양성과정에서 문화  공감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  공감

능력을 토 로 유아들이 다문화 사회의 시민 역량을 함

유할 수 있어야 하며 다문화 로그램을 실제로 용함

에도 문화  공감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
로 비유아교사의 문화  수용과 공감을 진할 수 있

는 문화  공감 향상을 한 교육 로그램이 강화되어

야 하며 이로써 문화  공감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배출

해 내는 것이 교사양성체제 안에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유아교사의 문화  공

감이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태도에 미

치는 향력을 확인하고자 하 다. 비유아교사의 다문
화교육에 한 이해도를 높이기 한 기본 변인으로서 

문화  공감능력의 요성을 증명하고자 하 다. 
첫째, 문화  공감,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교육의 이

해  태도가 상호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문화  공감의 함양을 통한 다문화 감수

성과 교사의 다문화 교육과정의 이해  태도 증진에 주

목해야 하며 이를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비유
아교사의 문화  공감능력이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

육의 이해  태도의 정  측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
라서 비유아교사가 다문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의 문화  공감능력을 지원해주는 교육 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를 토 로 문화  공감을 체계 으로 이해

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사 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계획에 요하게 반 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공감능력은 다양한 요인을 매

개로 변화될 수 있다. 추후 문화  공감능력의 다양한 매

개변수에 한 연구를 통해 문화  공감능력의 다면  

요인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유아교사의 문
화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교육 

로그램에 용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문화
 공감능력은 다문화 교육, 리과정의 술경험 역

에의 근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반 인 부분에서 용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다문화 교육과 련하여 비유아교사의 문
화  공감능력을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교육에 한 올

바른 이해와 태도로 연결시키는 교육 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교실 안에서만이 아닌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
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이 요구되며 이에 한 효과를 밝히는 연구들도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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