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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예비초등교사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다
문화 기반 초등영어교육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립 C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63명
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사들의 다문화교육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예비교
사들은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초등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초등 예비교사들의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개인적 변인(성별, 학년, 전공)에 따른 차
이를 알아본 결과,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다문화 교육 기반 영어교육의 
인식과 가치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근소하게나마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인식도에 있어서는 과
학과와 체육과 학생들이 각각 평균값 4.13, 4.49로 영어과 학생들(3.87)에 비하여 다문화교육기반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다문화 교육 유무와 개인별 변인(성별, 학년, 전공)
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 유무와 성별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 교육 유무와 학년에 따른 연관성에서는 유의수준이 p<.05보다 작으므
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다문화 교육 유무와 전공별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확률의 값이 .044로 서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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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re-service primary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s surveyed 63 pre-service teachers at 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sing an online survey. A quantitative method is used in order to collect and analyze data. 
Th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pre-service primary English teachers stand at a considerably 
high level in their overall understanding of elementary students and clearly recognize the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school. Second, concerning the difference that the personal variables of 
gender, grade, and major make in the subjects’ perception of English education based on multicultural 
education, grade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ut gender and major are responsible for 
a slight difference. Third, an analysis was made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having or not 
having received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personal variables of gender, grade, and major, yielding 
the following results: Gaining or not gaining multicultural education does not correlate with gender, but 
does significantly with grade and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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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 세계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가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물자와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국가 간
의 경계가 점차 옅어지는 지구촌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
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의 흐름에 따라 우
리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여 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0년 
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236만 명으
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세계는 점점 더 개방되어 
감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로 들어선 현재, 존중의 마음을 지녀 다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에 관한 관용의 자세를 확립하
는 다문화 감수성을 지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
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세계 시민적 태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고 따라서 학생들이 이를 올바르게 알고 
바람직한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은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문화와 언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글로벌 시
대에 ‘국제어’로서의 영어는 더욱더 그 위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영어는 더이상 영
어권 국가만의 언어가 아니며 서로 다른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링구아 프랑카’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1]은 영어 교육이 단순히 외국어 교육
의 하나로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
주는 데 역할을 하며 학생들에게 타문화를 보는 모종의 
관점을 형성하기에 영어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의 의미
는 크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 교과에서 다
양한 문화를 다루는 것은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영어과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2015 개정 영어 교과의 
목표를 영어 의사 소통능력을 향상하고 외국 문화의 올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 안목과 세계 시민으로서
의 기본 소양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내용 체계
에서는 언어 재료에서 문화 영역을 제시하여 영어권 국
가와 비영어권 국가 모두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을 
통하여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영어 학습을 통하여 외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
하고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

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영어 
교과서에서는 ‘소재’ 위주로 문화 영역을 더욱 강화하였
으며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뿐
만 아니라 발음 교육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만의 발음이 아닌 다양한 문화권의 영어 발
음에 학생들이 노출되도록 하는 노력이 곳곳에서 발견
되고 있다. [2]는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
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교사 의식의 변화가 강조된
다고 하면서 예비 교사들이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교사
로 성장하는 데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
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비교사들
에게 다문화교육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예비초
등교사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다문화 기반 초등영어교육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초등교사들의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예비초등교사들의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변인(성별, 학년, 전공)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예비초등교사들의 다문화 교육 이수 유무와 개인
별 변인(성별, 학년, 전공)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교육의 정의와 특징
다문화 교육은 인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집단

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상호 이해와 평등 관
계를 중시하고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 등
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가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
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제공하
는 것이다[3]. [4]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은 서로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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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도우며 정체성 
확립과 편견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5]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사회권과 문화권을 
인정하는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다문화 커뮤니케이
션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통해 차별적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다문화 감수성 및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교육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는 다문화교육이 다원주의 사
회를 긍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다름’을 존중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다문화 교
육을 통해 글로벌화 시대에 상호 간의 이해를 돕고 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 인식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세계 문화에 대한 열린 태
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예비교사들을 위하여 전국의 
교육대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수업이 편성되
어 있고, 현직 교사들을 위하여 다문화 교육 관련 연수
가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으로 나
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다문화 기반의 영어교육 선행연구
영어과 다문화교육이란 영어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근과 가치관 교육 및 반편
견 교육, 잠재적 교육과정을 의미한다[6]. 언어는 문화
를 학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언어에는 한 문화의 세계관이 
반영되며 그들의 생활방식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할 때에 문화를 
함께 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언어가 특정 문화와 
현실을 매개하고 구성함으로써 언어 사용자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7]. EFL 환경에서 문화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8]. 그는 언어와 문화교육에 대
한 지속적이며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영어 교과를 통하여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세계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였다.

[9]에 의하면 다문화 교육은 아동들이 여러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지닌 고유 가치를 인식하고 이들
의 문화와 역사를 여러 교과 교육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교과로서 영어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화가 주로 영어권의 문화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다
문화교육을 실천해 온 주요 과목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덧붙여 국제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영
어는 세계화와 다문화 교육에 있어 가장 적합한 과목이
라고 하였다. [10]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관과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갈 학생들을 지도
하는 영어교사의 중대한 임무라고 하였다. 또한 영어라
는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교양 있고, 세계의 문화와 그 
차이를 이해하며 지적 균형이 잡힌 세계 시민성을 만들
기 위한 교육을 함으로써 영어교사는 세계화 시대에 부
합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11]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5, 6학년 영
어 교과서에서 문화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초등 영어 교과서에서는 주로 문화의 여러 요소 
중 ‘소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영어교과
에서 효과적인 문화 수업을 위하여 언어와 문화적 내용
의 통합, 특정 문화권 내용에 국한된 문화 활동 지양, 
문화적 지식과 내용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 참여중심의 
문화 활동 개발 등과 같은 문화 교수 학습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주어질 것을 제언한 바 있다.

영어교과에서 문화 영역의 비중은 그 필요성에 의하
여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
하게 문화 영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기도 한다. [12]는 교과서 포함 영어교재가 다문화 주
의의 이념과 원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교 영어교과서에서 
다문화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다문화 
반영이 충실하게 되어 있지 못함을 지적한바 있으며 학
습자들이 ‘다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문화 친화적
인 영어교육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영어교과에서 다루는 발음 또한 다문화 교육의 영향
에 의하여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
에서 다루는 발음 표준은 대부분 북미 표준영어의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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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러나 이는 세계영어의 영향으로 다양한 발음
을 다루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3]은 중·
고등학교 영어 수업에서 미국영어발음 외에도 영국영
어나 호주영어에 대한 수업 등은 필요하다는 연구를 보
여주었고, 이 밖에도 2017년 전국 영어듣기평가(교육
부) 문항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의 영어 발음이 고려된
다고 하였다.

3. 다문화 교육 관련 교사인식도 선행연구
[6]은 초등학교 영어지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향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
등학교 영어 지도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
하여 적극 공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어과에서 다문
화교육은 여전히 자료가 부족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효과적인 자료가 제공되고 관련된 
다양한 연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다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4]는 다문화교육 강좌를 통한 예비교사들의 다문화 
역량 변화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다문
화교육 전 예비교사들은 다문화이해에 대한 내용이 충
분히 인지되어 있지 않고 다문화 역량의 수준이 낮았으
나 다문화교육 강좌 수강 후에는 다문화 역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다문화 교육 강좌의 필요성에 대
하여 주장한 바 있다.

[15]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다문화 교육 실태와 교
사의 인식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보다 효
율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1년 내내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반면 
초등학교는 교과목 관련 시간에만 다문화교육을 실시
한다고 하면서 다문화교육 내용 뿐 아니라 지도 방법에 
대한 교사 연수교육의 필요성을 암시하였다.

[16]은 초등교사의 다문화교육 인식과 실행에 관한 
사례를 질적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교육에 대
한 교사들의 인식은 다문화학생을 주류 문화에 동화시
키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교사들의 인식과 실행

은 최근 다문화아동이 증대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간부족, 행정지원 체제의 
미비 등의 장애요인에 의하여 좌절되기도 하였다고 한
다. 따라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인식과 실행을 변화
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연수를 체계
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7]은 예비교사의 문화성향에 따른 다문화교육에 관
한 인식을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
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다문화교육 이해 및 태도가 어
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각각의 문
화중심성향에 따라 ‘다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하
는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짙을수록 다문화 교육 이해 
및 태도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커졌다고 한다. 이 
연구는 개인의 문화성향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에 다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 및 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 선행 연구를 고찰해본 결과 많은 연구에서 예비
교사 및 교사들은 다문화 교육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영어라는 과목의 특성상 
언어 속에서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내재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게 다뤄
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여러 요인에 의하여 좌절되기도 하므로 예비교사와 교
사들이 다문화 교육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준
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및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과 다문화교
육에 대한 예비초등교사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하
여 바람직한 다문화 기반 초등영어교육 방안을 살펴보
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20년 현재 국립 C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초등교사 63명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표
집을 위하여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 의도적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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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ive sampling)을 선택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
는 표본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전체 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회수된 설문 가운데 무
응답 및 중복, 반복 응답의 결과를 제외한 63부를 대상
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이어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과 학년, 전공별 구분을 
확인한 결과 남학생은 26명(41.3%), 여학생은 37명
(58.7%)으로 여학생의 비중이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2
학년이 32명(50.8%), 3학년이 31명(49.2%)로서 학년
별 응답비율은 거의 동일하였다. 학과별로는 실과교육
과 재학생(14명, 22.2%)의 비중이 타과에 비하여 근사
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하여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8명
(76.2%), ‘없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15명(23.8%)이었
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예비초

등교사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다문화 기반 초등영어교육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온라인 설문지가 활용되었다. 설문문항은 학
년, 학과, 성별 및 다문화 교육 경험유무를 묻는 기초정
보와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이어 다문
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에 대한 심층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총 3개의 영역으로 구분 된 설문
은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인의 연구자가 본 연구
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6][9][14][15]. 배포 전에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예비초등교사 5인을 대상으로 예비검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영어교육 전문가(영어교육과 교수) 1인과 다문화교육 
전문가(윤리교육과 교수) 1인의 검토를 거쳤다.

표 2. 설문지의 구성과 항목

설문지는 [표 2]와 같이 3개 영역에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대면 학습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을 통하여 배포되었다. 기초정보 영역을 제외한 하위 
영역의 주요 설문은 1-5 likert scale(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설정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평균 신
뢰도 값은 Cronbach's α=.8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신
뢰도를 나타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기초자료를 수

집하여 예비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는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4주간 이어졌으며 조사 결과
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20
년 9월에 실시되었고 이후 회수된 설문결과를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예비초등
교사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배포된 온라인 설문결과는 자모비(Jamovi) 통계 프

로그램1을 이용하여 양적으로 분석되었다(유의확률 
95% 수준, p<.05).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기초 정보와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분석하고 예비초등교사의 
다문화 기반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이용하여 평균값(M)과 표준편차(SD)값을 구하였다. 이
어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에 대
한 변인(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공 간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

1 The jamovi project (2020). jamovi (Version 1.2) [Computer 
Software]. Retrieved from https://www.jamovi.org

구분 하위항목 문항수 비고
예비초등교사의 

다문화 기반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기초정보 4
1-5
likert
scale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 3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15

학과(명) N % of Total Cumulative %
과학교육과 11 17.5 % 17.5 %
미술교육과 7 11.1 % 28.6 %
수학교육과 10 15.9 % 44.4 %
실과교육과 14 22.2 % 66.7 %
영어교육과 5 7.9 % 74.6 %
음악교육과 6 9.5 % 84.1 %
체육교육과 10 15.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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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를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 유의미성이 확인될 경우 
Tukey를 이용한 사후검정(Post-Hoc)을 진행하였다. 
끝으로 다문화 교육경험의 유무와 학년, 성별, 전공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 분석
예비초등교사의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에 대한 지식, 흥미와 요
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초등 학습자의 학습 양식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초등학생 이해도 기술통계 결과

[표 3]과 같이 예비초등교사의 초등학생 이해도를 살
펴본 결과 전반도 이해도 값은 5점 평점척도에서 평균 
4.80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발달 수준에 대한 이해도는 평균 
4.70이며 흥미와 요구에 대한 이해도는 평균 4.84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 학습자의 학습양식 이해도 역시 
평균 4.86으로서 초등 학습자의 학습양식이 초등영어
교육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분석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도과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값은 4.22로 대체
적으로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은 값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3. 학년에 따른 인식도 차이 분석
하위 범주에 대한 학년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

한 결과 우선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 2학년
(M=4.78)과 3학년(M=4.82)의 평균값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도/가치관면
에서도 이와 유사한 평균값을 보였다(M=4.21, 4.22).

표 5. 학년별 인식 비교 기술통계값

이어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와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비교하기 위하
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6. 학년별 독립표본 t값

 
결과는 위 [표 6]과 같이 두 하위범주(초등학생에 대

한 이해도,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도/가치
관) 모두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
시 말해 두 집단 모두 동일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내용 N Mean Mode Sum
전반적 이해도 63 4.80 5.00 302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에 대한 
지식 63 4.70 5.00 296

흥미와 요구에 대한 이해 63 4.84 5.00 305

초등 학습자의 학습양식 이해 63 4.86 5.00 306

내용 N Mean Median Mode Sum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도/가치관 63 4.22 4.20 3.80 266

표 4. 다문화 교육의 인식도 기술통계값

내용 Statistic df p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 Student's t -0.443 61.0 0.659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도/가치관 Student's t -0.106 61.0 .0916

내용 학년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도/가치관

N 2 32 32
3 31 31

Mean 2 4.78 4.21
3 4.82 4.22

SD 2 0.312 0.385
3 0.33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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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에 따른 인식도 차이 분석
다음은 성별 간 초등학생 이해도와 다문화 교육의 인

식 및 가치관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
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7]에서와 같이 남학생의 평균
(M=4.26)이 여학생 집단(M=4.19)에 비해 근소하게나
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성별 간 인식 비교 기술통계값

이어 성별에 따른 하위 범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파
악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이 두 하위 범주(초등학생 이해도: p=.214,
다문화 교육의 인식 및 가치관 p=.517) 모두 성별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별 독립표본 t값

 
5. 전공에 따른 인식도 차이 분석

전공에 따른 두 하위 범주의 인식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 9] 및 [그림 1]과 같이 두 개 범주 모두 연구 참여자 
중 체육전공의 평균(M=4.97, M=4.49)이 가장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영어전공 예비교사들의 초
등학생에 대한 평균 이해도와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
은 4.47과 3.87을 나타내었다.

표 9. 전공 간 인식 비교 기술통계값

 그림 1. 전공 간 인식 비교 평균값

기술통계 외에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에 따른 초등학
생 이해도와 다문화 교육의 인식 및 가치관을 비교·분
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 배치분석(One-Way ANOVA)
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아래 [표 10]과 같이 두 하위 
범주 중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 영역에서 전공 간 
F=5.62로 유의미한 차이(p=.002)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10. 전공 간 인식 비교 One-Way ANOVA 결과

이어 초등학생의 이해도 영역에 있어 어느 전공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사후검정
(Tukey Post-Hoc Test)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이 과학과에 영어과, 그리고 영어과와 체육
과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1. 초등학생의 이해도에 대한 전공 별 사후검정 결과

내용 성별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도/가치관

N 남 26 26
여 37 37

Mean 남 4.86 4.26
여 4.76 4.19

SD 남 0.253 0.367
여 0.357 0.450

내용 학과 N Mean SD SE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

과학 11 4.94 0.201 0.0606
미술 7 4.81 0.325 0.1230
수학 10 4.60 0.410 0.1296
실과 14 4.86 0.313 0.0835
영어 5 4.47 0.183 0.0816

음악 6 4.72 0.390 0.1591

체육 10 4.97 0.105 0.0333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도/가치관

과학 11 4.13 0.368 0.1110
미술 7 4.19 0.360 0.1360
수학 10 4.15 0.460 0.1454
실과 14 4.29 0.399 0.1065
영어 5 3.87 0.346 0.1549
음악 6 4.21 0.472 0.1928
체육 10 4.49 0.407 0.1288

학과 구분 과학 미술 수학 실과 영어 음악 체육

과학

Mean 
difference — 0.130 0.339 0.0823 0.473 0.217 -0.027

p — 0.954 0.283 0.983 0.015
* 0.843 1.000

미술
Mean 

difference — 0.210 -0.047 0.343 0.087 -0.157

p — 0.894 1.000 0.322 0.999 0.861

내용 Statistic df p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 Student's t 1.255 61.0 0.214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도/가치관 Student's t 0.652 61.0 0.517 내용 F df1 df2 p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 5.62 6 19.8 0.002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도/가치관 1.54 6 20.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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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문화 교육 유무와 각 범주/변인별 상관관계 
분석

6.1. 초등학생 이해도와 다문화 교육 유무에 따른 분석
예비초등교사들의 초등학생 이해도와 다문화 교육의 

인식도간 관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관성 분석
(Association Analysis) 중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12]와 [그림 
2]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

표 12. 두 범주별 상관분석 결과

위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초등학생 이해도와 다문화 
교육의 인식도간 상관계수는 .300으로 상관관계가 형
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은 .017로써 .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임이 확인
되었다.

6.2. 다문화 교육 이수 유무와 학년 간 상관관계
다문화 교육 이수 유무와 학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연관성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학년 참여자의 경우 전체 32명 중 28명(87.5%)이 3
학년의 경우 31명 중 20명(64.5%)이 다문화 관련 교육
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다문화 교육유무와 학년 간 연관성 분석 결과

이어 학년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교차분석 결과

분석 결과의 값은 4.59이며 점근 유의확률(양측검정)
의 값이 .032로 유의수준 p<.05보다 작으므로 다문화 
교육 유무와 학년 간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6.3. 다문화 교육 유무와 성별 간 상관관계
다문화 교육 이수 유무와 성별 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참여자 63명 중 48명(76.2%)이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했거나 이수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가운
데 남학생은 20명(76.9%), 여학생은 28명(75.7%)으로
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수학
Mean 

difference — -0.257 0.133 -0.122 -0.366

p — 0.644 0.971 0.996 0.181

실과
Mean 

difference — 0.390 0.134 -0.109

p — 0.062 0.984 0.878

영어
Mean 

difference — -0.255 -0.500
*

p — 0.774 0.016

음악
Mean 

difference — -0.244

p — 0.737

체육
Mean 

difference —

p —

내용 Statistic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도/가치관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도 Pearson's r —  
p-value —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도/가치관

Pearson's r 0.300* —

p-value 0.017 —

그림 2. 상관관계 Plots

학년 다문화 교육 경험 유무 total없다 있다
2 4 28 32
3 11 20 31

total 15 48 63

구분 Value df p
χ² 4.59 1 0.032
N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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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다문화 교육유무와 성별 간 연관성 분석 결과

이어 성별 간 다문화 교육 이수 유무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16]에서와 같이 두 변인 간 상관관계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909).

표 16. 교차분석 결과

6.4. 다문화 교육 유무와 전공 간 상관관계
다문화 교육 수강 및 이수 유무를 전공별로 살펴보면 

[표 17]에서와 같이 과학, 수학, 체육전공에서 약 90%
이상이 완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전공 간 다
문화 교육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위하여 교차검정
을 실시하였다.

표 17. 다문화 교육유무와 전공 간 연관성 분석 결과

표 18. 교차분석 결과
구분 Value df p
χ² 112.9 6 0.044
N 63

결과는 위와 같이 카이제곱(χ2) 값은 112.9이며 점
근 유의확률의 값이 .044로 유의수준 p<.05보다 작으
므로 다문화 교육 유무와 전공 간 관계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예비초

등교사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다문화 기반 초등영어교육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63명이 참여하였으
며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본 연구 문제에 대하여 알
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사들의 다
문화교육 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예비교사들은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평점 4.80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학습양식에 관하여 평
점 4.86으로 역시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둘째, 초등 예비교사들의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대
한 인식에 따라 개인적 변인(성별, 학년, 전공)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학년별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드
러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다문화 교육 기반 영어교
육의 인식과 가치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근소
하게나마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인식도에 있어서
는 과학과와 체육과 학생들의 평균값이 각각 4.13, 
4.49로 영어과 학생들(3.87)에 비하여 다문화교육기반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셋째, 다문화 교육 유무와 개인별 변인(성별, 학년, 전
공)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 유무
와 성별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두 변수 간
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 교육 유무
와 학년에 따른 연관성에서는 유의수준이 p<.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다문화 교육 
유무와 전공별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확률의 값이 .044
로 서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보면 예비초등교사들은 다

문화 교육 기반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
었으며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다문화 기반 초등영어교
육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자들을 국립 C 교육대

성별 다문화 교육 경험 유무 total없다 있다
남 6 20 26
여 9 28 37

total 15 48 63

구분 Value df p
χ² 0.0131 1 0.909
N 63

학과 다문화 교육 경험 유무 total없다 있다
과학 1 10 11
미술 3 4 7
수학 1 9 10
실과 4 10 14
영어 3 2 5
음악 3 3 6
체육 0 10 10
total 15 4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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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
는 다른 지역의 예비교사들을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전공에 따른 다문화 교육 기반 
영어교육의 인식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다문화 교육 이수 유무와 전공별 상관관계에서도 두 변
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었으나 시기상 모든 전공이 참여
되지는 않았으므로 윤리과를 포함한 조금 더 다양한 전
공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어과 학생들이 다른 전공에 비하여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에 있어서 인식도 및 가치관이 낮게 나타
난 것으로 보았을 때 심화전공에서 다문화 관련 영어교
육 강좌를 통하여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세계
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드높여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많은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기반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다양한 문화를 지닌 사
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국제어로서의 영어 성격을 
이해하고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
로그램이 주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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