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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 까지 다문화교육은 일반학생들의 도덕성 향상과 같은 근본 인 교육효과보다는 다문화에 한 인식 

개선이라는 단편 인 효과에만 을 두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의 성과는 제한 이었다. 본 연구의 목

은 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이 친사회  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이 두변수 간의 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상은 경기도 I도시의 등학교 2개교의 5, 6학년 재학생으로서 설문조

사를 실시하 고, 그  457부를 다 회귀분석하 다. 분석결과, 다문화수용성과 공감능력은 친사회  행동

과 유의미한 련이 있으며, 공감능력은 다문화 수용성이 친사회  행동과의 계를 부분 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단편 인 인식교육보다는 친사회  행

동과 공감을 향상시키기 한 상시 인 도덕교육과정을 통해서 운 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다문화수용성∣도덕성∣친사회성∣공감능력∣
Abstract

Previous multi-cultural education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focused on improving  

negative perceptions on multi-culture rather than enhancing morality among student, thus the 

outcomes seem to be not successful as inte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pro-social behavior and to investigate the role 

of empathy as mediator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two variables. A convenience sample 

of 457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I city of Kyeonggi-do was employed. Results showed that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ha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pro-social behavior 

controlling for gender, grade, multi-cultural education. Findings suggest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moral education course for improving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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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는 2013년 1,569,470명에서 

2015년 1,741,919명으로 증가하 고[1], 다문화가정 학

생도 꾸 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82,536명으로 년도 

67,806명보다 21.7%나 증가하 다. 특히, 2015년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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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  등학생 수는 60,283명으로 73.0%를 차지하

고 있어[2], 앞으로도 다문화학생들의 비 은 지속 으

로 커질 것으로 상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육환경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 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학생들도 꾸 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학생들

의 학업 단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다문화학생

들의 학업 단률은 2012년 0.98%에서 2015년 1.01%로 

증가하여 일반학생의 학업 단률 0.83%보다 더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한 다문화학생들의 학업 단률

은 등학생(0.8%) 보다 학생(1.2%), 그리고 고등학

생(2.1%)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업 단의 

주된 이유를 보면, ‘친구나 교사와의 계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23.8%로 가장 많았는데[2],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에 있어 일반학생들과

의 계가 얼마나 요한 지를 잘 보여 다.

재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은 효

과 인 인성교육의 하나의 수단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

다. 본래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인간 존엄에 기 한 평

등과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존 하는 

통합된 사회구성원의 양성이다[3]. 따라서 다문화교육

내용에는 자기 심  특성에서 보편  단계로 발달해 

가는 도덕  추론의 발달구조를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요하다. 특히, 아동기에는 타인에 한 심과 배려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친 한 사회  계를 형성할 수 

있는 친사회  행동의 발달이 요한 시기이므로, 친사

회  행동은 등학생 상의 다문화 교육에서 요한 

성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친사회  행동과 함께 다문화교육에서 요하게 다

져야 할 개념들로 다문화수용성과 공감능력을 들 수 

있다. 문화역량모델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아

동은 친사회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4]. 이와 함께 일반학생들의 친사회  행동과 련이 

있는 요한 요인  하나로 공감을 들 수 있다. 공감은 

타인의 느낌과 느낌에 한 이유 모두에 해 이해하고 

이를 상 방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5]. 공감

은 동성, 사회성, 인 계능력, 이타행동을 포함하는 

친사회  행동을 발하는 요한 정서기제이며 공격

성이나 반사회  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6]. 따라

서 다문화수용도가 높은 학생이 공감능력도 높고 친사

회  행동도 더 많이 할 것으로 상된다. 

로벌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을 감안할 때, 학생들에 한 다문화교육의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 까지 한국에서 진행되

어 온 다문화 교육은 이주자들의 교육지원에  집 해

왔거나[7]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국제

이해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8]. 한

편 일반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이주민 

등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에 한 편견 없는 태도나 

친 감 등과 같은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식 환에도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따라서 일반

학생들을 상으로 타자를 받아들이고 평등과 공존의 

삶을 모색하는 것에 심을 두는 교육으로 확 될 필

요가 있다[10]. 

그동안 공감과 친사회  행동에 한 직 인 계

를 규명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거나[11][12],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다문화수용성으로 상정하여 향요인들

을 살펴보았거나[13-16],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의 방향[17][18]이나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한 교육목

표의 체계 구성에 한 내용을[19-21] 다루었다. 본 연

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단순히 다문화 수용성

을 넘어 공감능력이나 친사회  행동과 같은 도덕발달

의 맥락에서 상정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계를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등학생의 성별, 학년, 다문화수업경험여

부에 따라 다문화수용, 공감능력, 친사회  행

동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둘째, 일반 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은 친사회  행

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일반 등학생의 다문화 공감능력은 다문화 수

용성과 친사회  행동을 매개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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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교육 목표로서 친사회적 행동 

다문화사회로의 도래는 등학생부터 다른 문화  

가치를 존 하며 문화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갈등의 

상황에서 상호 소통하며 원만한 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인정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  역량을 키워주는 기 교육에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다문화에 한 민감성과 

도덕발달은 한 계가 있으므로 아동들에게 다문

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도덕발달에 요하다[22]. 친

사회  행동은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에

게 도움이 되는 자발 인 행동으로,  ‘돕기, 나 기 로

하기, 동하기 등의 좁은 범 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심보이기, 배려하기 등의 넓은 범주에 이르기까지 타

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의도를 가진 자발 인 행동’이다

[23]. 따라서 친사회  행동은 다문화교육이 지향해야 

할 도덕발달의 결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친사회성과 한 련이 있는 인구학  요인들로 

성별과 연령을 들 수 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래

친구에게 더 하고 동 이며[24] 친사회  행동을 

더 많이 한다[25]. 반면 친사회  행동이 성별 간에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어

[26]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일률 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연령의 변화에 따른 친사회  행동의 차이를 보

면, 친사회  행동은 유아기에서 청소년 기에 걸쳐 

발달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지만[27] 연령에 따른 친

사회  행동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어 선행연구들

의 결과가 일 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2. 다문화수용성, 공감,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2.1 다문화수용성과 친사회적 행동

그동안의 다문화 수용성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보

면, 다문화수용성을 학생들의 다문화 교육경험이나 외

국인 는 소수집단과의  경험과의 계를 심으

로 살펴보거나[13][14][28], 부모와 친구의 다문화 수용

성교사와의 계, 공동체 의식, 그리고 다문화 활동 경

험 등 다양한 요인들과의 계를 분석하 다[16]. 

그러나 최근 다문화수용성의 논의는 단순히 다문화

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다문화수용성이 아동의 친사회  행동을 높이는 데 어

떤 역할을 하는 지로 확 되고 있다. 사실 다문화사회

에서의 사회통합은 타인에 한 개방  인식구조와 정

서를 바탕으로 아동의 친사회  행동규범이 발달될 때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역량모델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아동

은 친사회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기 된다. 실제

로 청소년의 친사회  행동이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4]. 한 개인주의문화에서 자란 아

동보다 집단주의문화에서 자란 아동이 친사회  행동

을 더 많이 표 한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선행연

구결과들을 토 로 다문화 수용성과 친사회  행동에

는 한 계가 있을 것으로 측된다. 

2.2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공감은 친사회  행동의 발달에 주요한 선행요인으

로 알려져 있다[29][30]. 공감을 타인의 정서 상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수용능력, 그리고 정서반응

성으로 보아 공감의 인지  측면과 정서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 인 개념이다[31]. 다문화사회에서 문

화  역량의 주요 개념  하나인 문화  민감성은 공

감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32]. 실제로 련 연구들

을 보면, 문화  역량과 공감능력이 계가 있는 것[33]

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경우 도덕  정서가 친사회  

행동에 정  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집단주의 

혹은 개인주의 문화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도 다

르고, 결과 으로 친사회  행동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4].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 로 다문화 수용성과 친

사회  행동, 인지와 정서를 포함하는 공감능력 간에 

한 계가 있음을 측할 수 있다.

2.3 다문화수용성과 공감

다문화수용성은 타문화에 한 수용이라는 에서 

조망수용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도덕  발달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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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수용과 공감은 한 계가 있으며[34], 공감을 

타인의 고통을 간 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때 도덕  추론의 추상  원리들은 공감을 통해 친

사회 인 인지로 변화될 수 있다[35].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등학생들은 새로운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해 고민하고 타문화에 

한 정  인식이라는 동화와 조 의 단계를 거친 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공감의 단계는 단순히 

안다는 차원을 넘어서 타문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

과 공감  이해를 겪고 이를 통해 이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자기화의 단계로 나갈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성별, 학년, 다문화교육경험 여부를 통제한 

후, 다문화 수용성과 친사회  행동과는 계가 유의미

한 있는지, 그리고 공감능력을 이 두 변수의 계를  매

개하는 효과가 있는 지 살펴보기 해 아래와 같이 분

석모형을 설정하 다. 

독립변수
다문화 수용성

매개변수
공감능력

종속변수
친사회적 행동

통제변수
성별, 학년, 다문화교육경험 여부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 상자는 경기도 일산에 치한 두 곳

의 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다. 설문조사는 해당학교 

교사에게 설문지를 검토 받은 후 설문지 조사가 가능한 

학 의 교사의 조를 받아 해당 학 의 교사가 학생들

에게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동의하는 학생

들에게 배포하여 조사하 다. 설문조사 상자가 등

학생이지만 고학년학생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이 최

한 반 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무기명 상태로 교사가 수거하 다. 설문조사는 

2016년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최종 으로 

46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 등으로 

7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457부를 분석하 다.

3. 측정도구

3.1 다문화수용성 척도

다문화 수용성 척도는 김미진(2010)[37]의 다문화 수

용성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33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4개 하 역(다문화 계형성능력, 다문화

 인식,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공감)으로 구성되

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값은 .950이다. 

3.2 공감능력검사

공감능력검사는 Davis(1980)[38]의 IRI검사 조망취

하기, 상상하기, 공감  심과 Bryant(1982)[39]의 공

감  각성검사를 박성희(1997,1994)[40][41]가 번안한 

내용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의 총 30문항을 사

용하 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값은 .867

이다. 

3.3 친사회적 행동검사

친사회  행동검사는 Eisenberg(1989)[42]의 이타성 

자기보고를 토 로 이선화(1999)[43]가 수정․보완한  

내용을 등학생 고학년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도움주기, 나 기, 안하기, 동하기의 4개 하 역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값은 .857이다. 

3.4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  특성은 성별, 학년, 다문화교육 경험 여부를 

조사하 다. 

4. 분석방법

조사 상자의 인구학  특성은 빈도분석, 다문화 수

용도, 공감능력, 친사회  행동은 평균과 표 편차를 알

아보는 기술분석을 사용하 다 다문화 수용도, 공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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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n=457)

남 249 54.5

여 208 45.5

계 457 100

학년
(n=456)

5학년 226 49.6

6학년 230 50.4

계 456 100

있다 357 78.5다문화수업 
경험

(n=455)
없다 98 21.5

계 4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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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력, 친사회  행동 간의 계는 단순상 계, 다회귀

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 다. 특히, 다문화 수용도

와 친사회  행동 간의 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 간 

경로를 악하 으며, 특히 매개효과 분석은 Baron과 

Kenny(1986)[44]가 제시한 4단계 방법을 바탕으로 매

개효과분석을 실시하 다. 매개변수의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하여 Sobel test[45]를 통

해 검정하 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성별을 보면, 재 경

기도에 소재한 등학교에 재학 인 5, 6학년 학생이

며 남자가 54.5%, 여자가 45.5%를 차지한다. 조사 상

자의 다문화수업 경험 여부를 보면, 다문화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78.5%, 경험이 없는 학생이  21.5%를 

차지하고 있어 4명  3명 이상은 다문화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일반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 공감능력, 

친사회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인구

학  특성별 다문화 수용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

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5학년이 6학년보다, 다문화 교

육을 받은 학생이 다문화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다문화 수용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학  특성별 공감능력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5학년이 6학년보다, 다문

화 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공감

정도가 높았다. 친사회  행동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다문화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

생보다 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학년에 따

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수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친사회  행동

n
평균
(표
편차)

t n
평균
(표
편차)

t n
평균
(표
편차)

t

성별

남 214
3.1042
(.51276) -3.855 

***

211
2.7494
(.38593) -5.045 

***

228
2.8586
(.40370)-4.477

***
여 186

3.2911
(.44783)

183
2.9308
(.32747)

198
3.0230
(.34629)

학년

5
학년

186
3.2858
(.48690) 3.582 

***

181
2.8866
(.36369) 2.621 

**

206
2.9595
(.39074)

1.255
6

학년
213

3.1117
(.48202)

212
2.7888
(.37247)

219
2.9123
(.38278)

다문화 교육경험

있음 313
3.2286
(.48327) 3.003 

**

310
2.8706
(.37378) 3.880 

***

332
2.9627
(.38224) 2.837 

**
없음 86

3.0504
(.50203)

82
2.6947
(.33025)

92
2.8342
(.39111)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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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문화 수용성, 공감능력, 친사회적행동 간의 

관계

[표 3]은 조사 상자의 성별, 학년, 다문화교육 여부 

등의 일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문화 수용성, 

공감능력, 친사회  행동 간의 련들을 살펴본 결과이

다. 우선, 회귀분석 모델 2는 성별, 학년, 다문화교육 여

부 등을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두고 다문화수용성을 독

립변수, 친사회  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여학생인 경우(β=-.095, 

p<.05),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β=.597, p<.001), 친

사회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특성만을 투입했을 때보다 친사회  행동에 한 다문

화 수용성의 설명력은 33.5%나 증가하 다. 

모델 3은 성별, 학년, 다문화교육 여부를 통제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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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감능력이 친사회  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결과, 여학생인 경우(β=-.095, p<.05), 공감능력이 높

을수록(β=.709, p<.001) 친사회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만을 투입했을 때보다 친

사회  행동에 한 다문화 수용성의 설명력은 45.5%

나 증가하 다. 

모델 4는 성별, 학년, 다문화교육 여부를 통제한 후 

다문화수용성을 독립변수로, 공감능력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을 투입

한 후에도 공감능력과(β=.709, p<.001) 다문화수용성은

(β=.286, p<.001) 여 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

=.286, p<.001). 즉, 다문화수용성과 친사회  행동과의 

계에서 공감능력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면 공

감능력이 높아지고 결과 으로 친사회  행동을 더 많

이 하도록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다.  

공감능력의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변수인 공감능력

(z=8.690 p<.001)은 독립변수인 다문화수용성과 공감능

력과의 계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S.E) β B(S.E) β B(S.E) β B(S.E) β
통제
변수

성별
더미

-.156(.037) -.201*** -.072(.032)* -.095 -.031(.030)* -.040-.033(.029) -.043

학년 .038(.037) .049 -.050(.031) -.065 -.017.029) -.022-.048(.029) -.062

다문화
교육
경험
여부

.114(.045) .121* .072(.038) .077 .007(.036) .077 .019(.035) .020

독립
변수

다문화
수용성

.466(.033)*** .597 .225(.038)*** .286

매개
변수

공감
능력

.751(.041)*** .709 .554(.051)*** .524

상수 2.911(.049) 1.454(.110) .821(.121) .670(.124)

Ｒ²=.062
 F=9.309***

Ｒ²=.397
F=61.008***

Ｒ²=.517
F=96.129***

Ｒ²=.560
F=83.126***

표 3. 다문화 수용성, 공감능력, 친사회적행동 간의 관계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일반 등학생을 상으로 다문화 

수용성과 친사회성과의 계, 그리고 이 두 변수의 

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 로 

보다 효과 인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한 함의를 제공

하는 데 있다.

첫째, 등학생의 성별, 학년, 다문화 교육경험을 통

제한 후 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이나 공감능력은 친

사회  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문제에 한 추론  단이나 

조망수용능력 등과 같은 다문화 수용성이 사회성과 

련이 있으며[4][46], 공감과 친사회  행동이 유의미한 

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들과[47-49] 일치한다. 

둘째, 다문화수용성과 친사회  행동과의 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감은 다문화 수

용성과 친사회  행동과의 계를 부분 으로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수용성이 친

사회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공감

능력을 통해 간 인 효과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이는 다문화 역량이 공감

능력과 계가 있고[33], 공감은 친사회  행동의 발달

에 주요한 선행요인이라는 연구결과들과[29][30] 동일

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일반  특성과 친사회  행동,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다문

화수용성, 공감능력, 친사회  행동의 차이를 보 다. 

구체 으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 

공감능력이 높고, 친사회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

문화수용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50][51]등과 일치

한다. 그러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

다는 선행연구들도[52][53]도 있어 표본의 상이성이나 

척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심도 있는 분석이 필

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사회  행

동이나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성역할 정체감

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일반 으로 여학생은 남학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6148

에 비해 친사회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사회화되고

[54], 공감능력도 더 발달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55][56]과 일치한다. 

학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 친사회  행동

의 차이를 보면, 6학년이 5학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

는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도덕발달 지체와 무 하

지 않다는 에서 향후 다문화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다

문화수용성, 공감능력, 친사회  행동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 교육경험이 도덕발달에 있

어 요한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제언을 하면 우선, 일반 

등학생을 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도덕발달의 맥락

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 으로 일반 등학

생들을 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재처럼 단순한 

방식의 다문화에 한 이해와 소수집단에 한 편견 감

소를 한 교육보다는[57] 일반 등학생이 경험하는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고 시민  역량을 실천

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

다. 등학생을 한 다문화 로그램의 메타분석 결과

를 보면[58], 내용이 다문화인식, 다문화수용성 등 다문

화 련 변인들에 주로 을 둔 반면 친사회  행동이

나 사회  기술, 조망수용능력 등 력기능 련 효과

변인들에 한 심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향후 다문

화교육의 방향은 아동기의 보편  도덕발달에 을 

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등학생들에게 정서  공감능력을 

진작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에

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학교 고학년에서 학생 

시기 동안에는 친사회  도덕추론능력의 발달이 더디

고[59],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이 등학교 5학년

보다 6학년이 모두 낮은 ‘시민성 지체 상’이 나타났다

[60]. 따라서 향후 다문화교육은 도덕  추론에서의 상

에 한 이해라는 인지  공감뿐 아니라 타인에 한 

정서  반응을 추론하여 정서  공감을 진작시키는 상

호 문화  감수성 개발을 한 교육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수용성, 공감, 친사회  행동에 미치는 

성별의 향력을 감안하여,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다문

화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 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분석을 통해 다문화수용성과 친

사회  행동과의 계를 밝혔을 뿐 인과 계를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횡단분석이 아닌 종단분석을 통해 다문

화수용성과 친사회  행동 간의 인과 계를 밝힐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문화 련 측정들은 기존

의 척도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 으나 검사도구

의 타당도가 연구의 질에 미치는 체계  향을 검토하

지 못하 다. 향후 다문화교육의 연구를 해 다양한 

검사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61].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문화수

용성과 친사회  행동 간의 계,  두 변수들 간의 

계에서 공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을 밝힌 것

은, 등학교 다문화교육이 보편 인 사회 혹은 도덕교

육과 하게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경험  

근거를 토 로 제시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즉, 

다문화 교육의 을 다문화  인성발달에 부합할 필

요성을 제로[62] 다문화사회에서 친사회  행동규범

을 갖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시키는 기회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을 실증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다문화사회에서 아동이 갖추어야 할 문

화  역량은 문화  정체성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  역량은 타문화에 한 

다름의 인정이라는 수용의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공감

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응의 단계를 거쳐 자신이 삶의 

방식을 다문화  개인(multicultral person)으로 통합함

으로써[63] 강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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