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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보육시설장의 다문화역량과 조직효과성의 계와 다문화 역량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서울 C 학교에 재학 인 보육시설장 359명을 무작  

표집하여 연구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역량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한 결과, 다문화역량의 하 역인 다문화기술은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다문화지식은 부  향을, 다문화 인식 

 태도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역량이 조직 응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본 

결과, 다문화인식  태도, 다문화기술은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지식은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역량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본 결과, 다문화인식  태도, 다문화기술은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향후 보육시설장을 상으로 한 교육  연수 로그램 개발 시, 다문화 지식을 달하는 데 국한된 로그램보다

는 다문화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고 이를 실제 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문화 기술에 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보육시설장, 다문화역량, 조직효과성,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multicultural competence of the daycare 
center directors on thei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total of 359 child-care center directors studying at C 
university in Seoul were randomly selected and interviewed.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a) with respect 
to job-satisfaction, multicultural skill had a positive influence, multicultural knowledge had a negative 
influence, and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attitude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b) with 
respect to organizational adaptatio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attitude and multicultural skill had positive 
influences, but multicultural knowledge found to have a negative influence; c) with respective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attitude and multicultural skill had positive 
influences, but multicultural knowledge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The results implicate the fact that there 
need to be more practical programs for child-care center directors in which they can facilitate their 
multicultural perceptions, attitudes and develop practic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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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융합시 에 한국사회는 국제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다

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자녀들도 차 증가

하는 추세이다[1,2]. 다문화자녀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언어문

제, 종교문제, 문화 응문제, 보육시설 응에 한 문제, 

학교생활 응에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방하기 해서는 유아기와 아동기 때

부터 한국사회에 응할 수 있는 다차원 이고 융합 인 

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 교육을 보육시설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장의 역할이 요하다. 

보육시설장은 다문화자녀들을 교육하기 해 다차원

이고 융합 인 시각에서 다문화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문화역량은 다문화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에 도움이 된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보육시설의 종사

자들 상으로 다문화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이에 

한 연구도 부족한 편이어서 다문화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 기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4]. 

보육시설에서 다문화교육의 보편화, 활성화를 해서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을 상으로 다문화와 소통하고 융

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 필

요하며, 이에 따른 조직체계와 조직분 기를 형성해야 

한다[5]. 

이러한 조직체계와 조직분 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조직효과성은 매우 요한 요소로 보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 되어 왔다[6]. 보육시설에서 다문화교육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극 수용하고 응하기 해서는 보육시

설의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육시설장의 다문화역량과 조직효과성간의 

어떠한 인과 계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보육시설에서 

다문화사회에 잘 융합하고 응할 수 있는 교육의 기

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1.2 연구문제 

연구문제1. 보육시설장의 다문화역량과 조직효과성간

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보육시설장의 다문화역량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2. 이론적배경 

2.1 다문화역량

다문화역량의 개념은 다문화와 역량간의 합성어이다. 

우선 다문화는 사 인 의미에서 ‘많다라는 다(多’)자와 

‘문화(文化)‘라는 말이 합쳐서 ‘많은 나라의 생활양식’이

라는 뜻이다. 다문화 사회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

는 사회를 말한다[7]. 그리고 역량이란 조직이나 직장에

서 직무성과를 높이고 경쟁사회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다양한 행동과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문화  

이념, 충분성, 행동, 합성, 욕구 등의 맥락 안에서 개인

의 능력을 효과 으로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7]. ‘다문

화 역량’의 개념은 이주민과 계를 맺는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최혜지는 다문화 역량을 가치행

, 이해, 기술, 태도, 지식 등 다양한 차원에 걸친 능력이

며, 동시에 개인,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 조직, 정책, 차 

등의 다 인체계가 개입된 능력이라고 하 다[8].

2.2 조직효과성

조직효과성은 어떤 조직이 목표나 목 을 성공 으로 

수행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9]. 이에 김동춘은 자신

의 연구에서 보육시설의 조직효과성을 교사들이 만족감

을 느끼는 상태에서 외부 인 환경의 변화와 요구에 부

응하면서 강한 헌신감을 느끼며 보육시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10]. 조직효과성은 학자

들 마다 하  구성요인이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 응으로 보

육시설과 다문화교육과 연 성이 있는 3가지 하 요인으

로 구성해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직

무 만족 요인을 살펴보면 직무만족은 직무에 한 평가

로 인해 근로자가 느끼는 만족의 상태를 의미한다. 

Kontos & Stremmel는 물리 인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은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정 인 향을 다고 하는데, 

교육에 한 한 비품, 유아교육기 의 공간 배치, 교

구, 그리고 교수-학습 자료의 성은 교사의 직무만족

에 정 인 향을 주고, 열악한 환경과 공간은  교사들

에게 업무에 한 스트 스와 좌 감을 심어 다고 하

다[11].

두 번째로 조직 응성 요인을 살펴보면 조직 응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진입하여 조직이 구성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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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태도와 행동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12]. 이와 

련한 선행연구는 등학교를 상으로 한 김두성의 연구

에서 학교조직문화의 하 변인은 조직효과성의 하 변

인인 목표달성, 조직통합, 조직유지, 조직 응과 정 인 

상 계가 있다고 하 다[13]. 

세 번째로 조직몰입 요인을 살펴보면 조직몰입은 조

직의 목표와 가치 을 수용하고, 업무성과 향상을 해 

노력을 다하며, 직장의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조직 구성

원의 태도이다[14].

2.3 다문화역량과 조직효과성간의 관계

다문화역량과 조직효과성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다문화역량은 조직효과성에도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해 

다문화역량을 높이게 되면 다문화역량이 조직효과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하 다[15].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사 조사를 해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 

소재하는 C 학교에서 보육종사자를 상으로 실시하는 

특강에 참여한 보육시설장 1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

다. 사 조사를 통하여 설문지에 한 수정을 해 유아

교육을 공한 교수 2명과 보육시설장 2명에게 자문회의

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 다. 

표본 수집은 확률  표본추출방법인 단순무작 표본

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운

하는 시설장으로서 C 학교에 계약학과에서 2015년 2학

기에 강의를 듣고 있는 보육시설장(유치원, 어린이집)을 

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 까지 8일간 실시되었으며, 인쇄

된 설문지를 통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을 사용하 다. 설

문지는 총 450부를 배포해 432부를 회수하 으며, 보육

시설장이 아니거나 불성실하게 답변을 제외한 후 최종 

유효표본 358부를 가지고 결과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3.2 측정도구

3.2.1 다문화역량

다문화역량척도는 최소연이 개발한 '한국  문화 역

량 척도'를 사용하 다[16]. 이 척도는 다문화역량의 3개

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데 기술(7문항), 문화  인식  

태도(13문항), 지식(13문항)의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 범주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문화

 인식  태도 .92, 기술 .88, 지식 .95로 나타났다. 

3.2.2 조직효과성

조직효과성척도는 김진아가 개발한 것으로 직무만족

의 12개 문항, 조직몰입의 13개 문항,  조직 응성의 9개 

문항 등 총 34개 문항이다[4]. 이 문항들은 모두 정 인

문항들이었고, 문항별 답변과 수는 5 으로 ‘매우 아니

다=1 ’, ‘거의 아니다’=2 ’, ‘보통이다=3 ’, ‘약간 그 다

=4 ’, ‘매우 그 다=5 ’으로 배 되었다. 따라서 역별 

총 과 평균 수가 낮을수록 각 하 역에 한 의식 

정도가 낮으며, 그러나, 수가 높을수록 의식 정도가 높

은 조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육시설장의 조직효과성

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질문지의 하 범주는 직무만족, 

조직 응성, 조직몰입으로 나눠지는데, 하 역별 신뢰

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조직 응성 .92, 직무만족 .86, 

조직몰입 .92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IBM/SPSS 20.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사용

될 통계는 이 연구의 문제를 검증하기 하여 신뢰도 검

증(Cronbach's α계수 분석), 빈도분석, 연구문제 1를 검

증하기 해 피어슨 상 계분석, 연구문제 2를 검증하

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일반적인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358명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다’ 332명

(92.7%), ‘배우자가 없다’ 26명(7.3%)으로 ‘배우자가 있다’

가 더 높은 분포를 보 으며, 주요 연령 는 30세～39세 

55명(15.4%), 40세～49세 207명(57.8%), 50세～59세 90명

(25.1%), 60세 이상 6명(1.7%)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보

육경력은 1년～10년이 142명(39.7%), 11년～20년이 202

명(56.4%), 21년～30년이 14명(3.9%)으로 분포되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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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β t

Constant 1.838 0.273 　 6.744
***

Cognitive
Attitude

0.357 0.066 0.267 5.406***

Culture
Technolog

0.398 0.081 0.366 4.910
***

Culture
Knowledgey

-0.173 0.080 -0.159 -2.155*

R2= .168, adj R2= .161 
F=2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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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Effects of Multicultural Competence on 

         Organizational Adaptation

classification n %

Marital 
status

I have a spouse 332 92.7

I have no spouse 26 7.3

Sum 358 100.0

age 30 to 39 years 55 15.4

40 to 49 years 207 57.8

50 to 59 years 90 25.1

60 years old or older 6 1.7

Sum 358 100.0

Care 
experience

1～10years 142 39.7

11～20years 202 56.4

21년～30years 14 3.9

Sum 358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4.2 다문화역량과 조직효과성간의 상관관계 

다문화역량과 조직효과성간의 계를 Table 2를 살펴

보면, 먼 , 다문화인식  태도와 조직 응, 조직몰입간

의 계에서는 직무만족(.072)에서만 유의하지 않았고, 

조직 응(.314), 조직몰입(.296)간의 계에서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p<.01). 

다문화지식과 직무만족(.168), 조직 응(.159), 조직몰

입(.146)간의 계에서는 모두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1). 

 Multicultural Competen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ercepti
on and 
Attitude

Knowle
dge

Skill Job 
Satisfac
tion

Organiz
ational 
Adaptati
on

Organizati
onal 

Commitm
ent

Perception and 
Attitude

1

Knowledge .158** 1

Skill .196
**

.755
**

1

Job
Satisfact-ion

.072 .168
**

.323
**

1

Organizational 
Adaptat-ion

.314** .159** .298** .499** 1

Organizational 
Commit-ment

.296
**

.146
**

.229
**

.572
**

.682
**

1

**p<.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다문화기술과 직무만족(.323), 조직 응(.298), 조직몰

입(.229)간의 계에서는 모두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1). 

4.3 다문화역량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4.3.1 다문화역량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역량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다

문화역량의 하 역인 다문화기술(β=.455, p<.001)에서

만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지식(β=-.177, p<.05)은 직무만족에 부 인 향

을 미쳤으며, 다문화인식  태도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SE β t

Constant 2.837 0.248 　 11.442
***

Cognitive
Attitude

0.013 0.060 0.011 0.217

Culture
Technolog

0.437 0.074 0.455 5.931***

Culture
Knowledge

-0.170 0.073 -0.177 -2.329
*

R
2
= .118, adj R

2
= .111 

F=15.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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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Effects of Multicultural Competence on Job 

Satisfaction

 

4.3.2 다문화역량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역량이 조직 응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문화역량의 하 역인 다문화인식  태도(β=.267, 

p<.001), 다문화기술(β=.366, p<.001)에서만 조직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지식(β

=-.159, p<.05)은 조직 응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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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다문화역량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역량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

문화역량의 하 역인 다문화인식  태도(β=.262, 

p<.001), 다문화기술(β=.229, p<.01)에서만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지식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SE β t

Constant 2.144 0.282 　 7.598
***

Cognitive
Attitude

0.352 0.068 0.262 5.150
***

Culture
Technolog

0.250 0.084 0.229 2.981**

Culture
Knowledge

-0.074 0.083 -0.068 -0.888

R
2
= .120, adj R

2
= .113 

F=16.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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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compet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보육시설장의 다문화역량과 조직효과성간의 계를 

악하고 보육시설장의 다문화역량이 조직효과성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역량과 조직효과성간의 계를 살펴본 결

과 다문화인식  태도와 조직 응, 조직몰입간의 계

에서는 직무만족에서만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그 이유는 아직 보육시설장

의 다문화에 한 인식과 태도가 정 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4]. 그리고 조직 응, 조직몰입간의 

계에서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문화지식과 직무만족, 조직 응, 조직몰입간의 

계에서는 모두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기술과 직무만족, 조직 응, 조직몰입

간의 계에서는 모두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와 

일치하 다[14].

둘째, 다문화역량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한 결과 다문화역량의 하 역인 다문화기술에서만 직

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 다[14]. 그러나 다문화

지식은 직무만족에 부 인 향을 미쳤으며, 다문화인식 

 태도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

인이 되었다. 이는 다문화에 한 인식과 태도가 정

으로 수용하고 있을 때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인데 아직 다문화에 한 인식과 태도가 정 이

지 못하기 때문이다[14]. 한, 다문화역량의 하 역인 

다문화인식  태도, 다문화기술에서만 조직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 다[14]. 다문화지식은 조직 응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불일치한다[14]. 다문화역량의 하 역인 다문

화인식  태도, 다문화기술은 조직몰입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 다[14]. 다문화지식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14]. 

5.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다문화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과 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장의 다문화역량과 조직효과성간의 

계에서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개변

수나, 조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육시설장의 다문화역량의 하 역  다문화

에 한 인식과 태도에 정 으로 수용할 수 있

는 교육 로그램개발  효과성에 한 연구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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