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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록)

  한국 사회의 다문화  변화는 학교 장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등

학교의 문화 다양화는 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사회과 교육은 다문화 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시민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다문화 역량 교육이라는 새로운 과

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한 이러한 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 교육은 

그동안 교과교육과정에 다문화 련 제재를 활용하고 다문화 교육 로그

램을 개발하는 등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문화 역량의 하  구성 

요인  다문화 감수성, 즉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인정을 바탕으로 

정 인 정서를 갖는 것은 다문화 인지능력이 다문화  행동으로 발 되

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그러나 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은 수업 

시간에 한정된 다문화 교육이나 다문화 교육 로그램의 실행만으로 달성

하기 어렵다. 다문화 감수성은 정서  측면의 역량이며 지식 교육보다는 

사회  맥락과 일상의 경험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에 효과 으로 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이 생활하는 학 의 분 기, 즉 학 풍토를 통

한 근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효과 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 풍토는 찰학습이 일어나는 학습의 장이자 감정규칙을 제시하는 사

회  맥락으로 기능하여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학

은 학생이 하루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사회·정치  경험을 

하는 작은 사회이다. 서로 다른 특성과 의견을 존 하며 력하는 분 기

의 학 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장면을 

하게 된다. 학생은 교사 는 학  동료가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하는지

를 찰하며 모델링과 리 강화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 

한 이러한 경험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낄 것인지에 한 

정보, 즉 감정규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 풍토가 그 자체로 등학

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 으로 확인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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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수행을 해 본 연구는 ‘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가 그들의 다

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문제로 제기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해 설정한 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하  가설 1>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응집성은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 2>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경쟁성은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 3>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갈등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 4>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곤란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 5>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만족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해 서울지역 등학교에 재학 인 6학년 

학생 467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 풍토의 하 요인인 학 의 응집성, 경쟁성, 갈등도, 곤란도, 만족도는 

모두 다문화 감수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학

의 응집성과 만족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은 높아졌

다. 이는 모두 p<.000 수 에서 유의미했다. 반면 학 의 경쟁성, 갈등도, 

곤란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부 인 향을 주고 있었다. 즉, 학  내 경쟁

이고 갈등이 빈번한 계가 형성되어 있고 학 의 일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다문화 감수성은 낮아졌다. 의 하 요인에 하여 경쟁성은 p<.05, 곤란

도와 만족도는 p<.01 수 에서 유의미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다.

  첫째, 학 풍토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교사

의 학 운 을 통하여 학교생활 반에 걸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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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학 풍토가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한 학습 경험

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실증하 다. 학생이 일상 으로 경험하는 학 풍

토가 다문화 감수성 형성에 잠재  교육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감수성은 정서  태도와 련된 역량이며 따라서 일시 이고 인지

인 근을 통한 다문화 교육보다 학 풍토 조성을 통한 지속 이고 정서

인 다문화 교육으로 더욱 효과 인 함양이 가능하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에 해 안  근을 시도하 다. 

그동안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한 연구는 주로 수업에 용 가능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집 되어왔다. 하지만 단순히 수업을 통해 지식

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다문화 감수성 함양이 어려울 수 있다. 

타인을 존 하고 이해하며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서와 태도는 지식 교

육이 아닌 타인과 함께 어울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형성된다.

  셋째, 본 연구는 교사들에게 학 풍토가 어떠한 모습으로 조성되어야 하

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학 풍토의 하  구성 요소로 

설정한 학 의 응집성, 경쟁성, 갈등도, 곤란도, 만족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에게 어떠한 특성을 가진 학 풍토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해 알려주고 

있다. 

  넷째,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은 간값

에 근 한 수 으로 나타났다(M=3.55). 학교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규범  

차원에서의 내용 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문화에 하여 

존 하고 배려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한 학 풍토의 조성을 통해 가능한 일일 것이다.

주요어 : 학 풍토,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교육, 다문화 교육

학  번 : 2014-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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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사회의 특징  양상이라 볼 수 있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한국 

사회에도 차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종의 다양화 상을 볼 때, 법무

부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  국내체류외국인은 189만 

9519명으로 사상 최 치를 기록하 다. 인종의 다양화 상과 더불어 재 

우리 사회는 민족, 종교, 장애여부,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하 문화 집단

에 한 편견 는 차별과 련된 이슈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

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  단일 문화에 한 신념을 유지해온 우리 사회의 

기존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에 해 개방 인 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

회에 응하고 처할 수 있는 시민  소양, 즉 다문화 시민성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 특히 사회과 교육은 이러한 사회  요구에 가장 극 으로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과 교육은 역량 있는 민주 시민의 양성을 

궁극 인 목표로 두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다양

한 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시민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사회과 교육

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지향 이 되었다. 다문화 교육은 문화, 민족, 종교

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며 개인의 변화와 미래지향

인 행동을 진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한 다문화 교육은 모든 아동의 문

화 교류에 한 정 인 태도, 인식, 행동 발달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Banks, 1993). 다문화 교육의 실행을 하여 우리나라 학교 다문화 교육 

역에서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책’을 수립하며 다문화 가

정의 자녀를 한 교육 지원을 본격 으로 시작하 다. 이후 한국어교육

로그램(Korean as a Second Language: KSL), 다문화 비학교 등 다문화 

학생의 응을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운 하고 있다. 한 학생 체

를 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을 해 국가 교육과정에 다문화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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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는 등 학습자의 다문화 시민성을 함양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

울여왔다.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한 다문화 교육에서 교육 정책의 실행과 더불어 

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교육 장에서의 학생들의 다문화 역량

(intercultural competence), 그 에서도 다문화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 함양에 한 노력이다. 다문화 역량은 다양한 문화  배경의 

사람들과 효과 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Bennett(2007)은 다문화 교육이 학습자의 다문화 역량을 발달시키는 것에

서 출발하며 그 결실을 맺는다는 을 역설한 바 있다. Chen(1997)은 다문

화 역량의 구성요소를 다문화 인지능력,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기민성으로 

구분하 다. 이  다문화 감수성은 다른 문화 는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

과 효율 으로 의사소통하기 하여 문화  차이를 존 하고 그들과 극

으로 교류하며 그러한 과정을 즐기는 정서  태도를 의미한다. 다문화 

감수성을 다문화 역량을 갖추기 한 선결요소이다. 개인의 감수성이 개인

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함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할 때 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은 개인의 다문화 역량의 증진을 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한 사회 안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

우러지고, 다양한 문화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자원으로 활용되기 해 학

교 교육 역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한 노

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문화 감수성은 문화 간의 차이를 수용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정서  측

면의 역량을 일컫는데, 박하나(2015)는 다문화 감수성이 태도  감정과 

련된 역이므로 인지  차원의 학습  교육으로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

음을 지 한 바 있다. 정서  태도는 정의  근을 통하여 효과 으로 학

습되거나 변화할 수 있다. 학생들은 특히 학교의 사회  구조를 통하여 편

견 등을 포함하는 사회·정치  태도를 학습하고 동시에 학생들이 속한 사

회  맥락은 그들의 편견  태도를 지속 으로 강화한다(이미나, 2008). 이

와 련하여 Siaw(2014)는 학 을 지식 뿐 아니라 사회 으로 용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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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다양한 문화에 하여 학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소로 기능하

는, 다문화 교육의 핵심  환경요인으로 강조하 다. 학교의 사회  맥락의 

일부인 학 은 학생이 하루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사회·정치

 경험을 하게 되는 작은 사회로서 그들의 사회·정치  태도 형성에 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학  생활을 통해 학 의 구성원으로서, 나

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 되는 행동과 태도를 내면화한다. 따라서 학

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하여 교사는 학생이 속한 사회  맥락, 즉 

학 풍토를 다문화 감수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구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인의 사회·정치  태도는 그의 정치  정체성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

한 정치  정체성은 부분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된다. 특히 편견은 어린 

시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  정체성으로 고정

되며(오성주, 2002) 일단 형성되면 수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기본 인 지식 

 가치, 태도 등의 최소한의 측면이 형성되는 학습의 결정  시기이자 정

서 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등학생을 상으로(조 달·김재근·박윤경·

박선운, 2011) 편견과 차별  인식을 교정하는 다문화 교육이 극 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 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의 다문화 교육

은 단기 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인지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재의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의 정서  태

도에 한 효과 인 근이 어렵다. 이미나(2008, p.81)는 학생들이 “설사 

학교에서 편견을 버리라는 교육을 받고 있을지라도, 경쟁과 갈등을 강요하

는 사회는  다시 편견을 되살리는 ‘무의도 인’ 그러나 ‘강력한 교육환경’

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의 편견  태도는 사회로부터 지속 인 강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편견은 몇 번의 교육만으로 수정되기 힘들다는 을 강

조하 다. 이를 통하여 학생의 정서  태도의 개선을 해서는 교육 환경 

반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하여 진행된 최근의 연구는 부분 다문화 감수성 교육 로그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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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증하거나 다문화 감수성과 성별, 외국어 능력, 타문화  정도 등

의 개인  변인 간의 계를 밝히는 등의 연구에 집 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등학생의 학 풍토를 구성하는 요소  그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가 그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친다면 본 연구는 등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

을 효과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학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가 그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

는 향과 그 의의를 탐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구체 으로 학 풍토

를 구성하는 요인  무엇이, 어느 정도로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 에 따라 도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가 그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

는가?

  본 연구는 설정된 연구 문제의 해결을 해 련 이론과 선행 연구의 검

토를 통하여 다문화 감수성과 학 풍토의 개념과 특징에 해 살펴보았다. 

한 찰학습과 감정규칙의 개념을 심으로 학 풍토가 다문화 감수성에 

주는 향력을 살펴본 후, 본 연구와 련된 선행 연구를 고찰하 다. 마지

막으로 검토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 로 도출된 연구 가설을 제시하고, 

학 풍토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향을 경험 으로 검증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학 풍토 

요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의 교사들에게 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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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 풍토의 조건을 

제시하여 등학교 생활 반에 걸친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한 교육실행

에 하여 실질 인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3. 연구의 의의  한계

  본 연구는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와 그들의 다문화 감수성 간 

계를 실증 으로 살펴본 연구이며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학 풍토와 다문화 감수성의 계를 증명한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한 연구는 주로 교육 로그램

의 개발이나 성별, 외국어 능력 등 개인  변인과의 계를 분석하는 데에 

집 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사회  맥락으로서

의 학  풍토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형성에 의미 있는 향력을 가질 것

으로 보고 학  풍토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교육이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해 할 

수 있는 일에 하여 고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학생의 정 인 다문화 감수성 형성에 향을 미치는 학 풍토의 

구성요인을 실증 으로 검토하여 다문화 감수성 향상에 효과 인 환경 요

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등학생들이 정 인 다문화 감수성을 형성하

고 유지하기 하여 학 풍토의 어떠한 하 요인  무엇이, 어느 정도로 

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 풍토의 구성원이자 학 풍

토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 등 교사에게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

에 효과 인 학 풍토 조성에 한 실제 인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 생활 속에서 실  가능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제안한다. 정

규 교육과정의 다문화 교육 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 로그램을 시행하기 

해서 교사는 별도의 교육 시간을 편성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은 단기간의 교육처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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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학 풍토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의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는 연구 진행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조사 참여 상을 편의표집 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 편 된 조사를 지양하고

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별 1-2개교를 선정하여 표집 하

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들이 지각한 학 풍토를 측정하며 따라서 학 풍토 

측정 결과는 같은 학 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의 

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와 집단으로서의 학생들이 지각한 학 풍토 간에 일

된 상 계가 지속 으로 밝 지고 있다(DeBow, 2009). 한 본 연구의 

목 이 학생 개인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학 풍토의 향을 밝히고자 하

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학 풍토에 한 인식에 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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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감수성

1)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개념

(1)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한국 사회의 다문화  변화는 학교 장에서도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등학교의 환경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2016년 교육기본통계

에 따르면 2016년 4월 기  등학교에 재학 인 다문화 학생은 73,972명

으로 학교(15,080명), 고등학교(9,816명)보다 히 높은 수치이다. 한 

학교 별 다문화학생 비율변화에서도 등학교가 2.8%로 년 비 가장 

큰 증가폭을 보 는데(2015년 비 0.6% 증가), 이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최 방에 치한 등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함을 반

증한다.

  한편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는 학교 다문화 교육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제

를 안고 있다. 첫째, 학교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해 극  우 조치를 통한 교육의 실질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교육 소외 계층이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응 문제

는 그들이 겪고 있는 기 학습능력 부족, 학교 부 응, 자퇴, 집단 따돌림,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 다문화 교육

은 다수 집단 학생들이 지닌 편견, 무 심의 문제를 해소하고 용 인 태

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재의 등학생이 시간이 흐르며 등학교에서, 나

아가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공존하며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소수 집단 

지원에 국한된 제도  차원의 다문화 교육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교육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등 교육에서부터 모든 학생이 다문화 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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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재의 다문화 교육이 해결해야할 과제이기

도 하다.

  그동안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상으로 이루

어져 왔다(최충옥 외, 2010: p.76-78).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상으로 이루

어지는 다문화 교육은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극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조 달 

외, 2011). 그러나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소수 문화 구성원에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양한 문화를 인지하고 존 하는 동

시에 스스로 다른 문화와 교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설규주(2004), 안경식 외(2008) 등은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이 학생 체를 상으로 다문화  환경에 처할 수 있

는 다문화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함을 역설한다.

(2) 다문화 교육의 개념

  다문화 환경에 한 처 방식은 변화하는 환경에 한 우리 사회 구성

원들의 인식과 가치 에 의해 향을 받는다(최충옥 외, 2010: p.43). 따라

서 다문화 환경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편견과 폐쇄 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

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에 하여 극 인 태도를 가지도록 도

와야 한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사실이 더욱 풍요롭고 발 인 사

회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가 결여된 다문화 

사회는 소수집단에 한 차별과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이 팽배한 모습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사회에 한 으로 받아들여지며 진보주의  입장

에서는 사회 발 의 기회로 여겨진다. 

  보수주의 교육가들은 다문화 교육을 동화주의의 실 으로 보며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그에 한 인정이 국가의 정체성과 통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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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Schlesinger(1992)는 문화 , 인종  다양성이 소  미국을 미

국답게 하는 통  가치를 약화시키고 국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정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소수 문화의 구성원들이 주류 문화에 동

화되는 법을 이해하고 익 야 한다는 동화주의를 지지한다. 같은 에서 

Hirsch, Bloom 등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학교의 역할을 학생들이 주류 문

화를 습득하도록 돕는 것으로 본다. 한 그들은 학교가 다양한 문화를 지

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냉소  입장을 취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Hirsch, 1987; Postman, 1995).

  이러한 입장은 국민의 일체감 형성을 교육의 기능으로 보고 있으나 소수 

민족의 문화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종 차별 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 자문화 심주의 이라는 비 을 피할 수 없다. 컨  1960년

 이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동화주의 시민교육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통일의 상으로 보았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소속 집단의 문화, 언어, 

인종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  배경을 지닌 

구성원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주류 문화 심의 교육은 학생 간의 

통합을 해하고 오히려 분열과 분리를 진하거나 민족 간 충돌을 야기할 

것이다. 

  반면 Banks, Sleeter & Grant, Nieto 등 진보주의 학자들은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자유, 정의, 평등의 실 을 한 국가  처와 

노력을 진함으로써 국가의 발 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양성은 

그 사회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며 따라서 문화  다양성에 처하는 능력은 

요한 시민  자질이 된다. 이와 련하여 Pang, Gay, & Stanley(1995)는 

다양성을 사회의 존속을 한 필수요소로 강조하 다. 그에 따르면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맡는

다.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어울림을 통해 문화 으로 풍요로

운 사회가 형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하 문화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림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여 사회

의 발 을 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를 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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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다문화 교육의 궁극 인 목표로 삼는다. Banks(2014)는 진보주의  

입장에서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

면 다문화 교육은 첫째, 학생들이 다른 문화의 을 통하여 자신의 문화

에 한 이해를 더욱 심화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학생들에게 문화  

안을 제시하고 셋째,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넷째, 소수 문화의 구성원들이 주류 집단

과 동등한 권리를 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학생들은 다문화 교육

을 통해 다섯째, 다문화 사회에서 지녀야 하는 기본 인 읽기, 쓰기, 수리

 기능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섯째,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

람들이 공존하는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입장에서 Kendall(1983)은 다문화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타문화와 그 가치를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성공 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함양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소수 문화의 아동들이 정 인 자아개념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진보주의에 부정 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다문화 교육이 특정 민족, 

인종, 종교 학생들만을 한 교육이며, 반서구 이고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다원화된  사회

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비시키는 교

육으로, 소수만을 한 교육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문화 교육은 사회

 약자인 소수 집단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다수 집단의 문

화  소양과 용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즉 다문화 교육은 문화  차이가 

사회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의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다

양성이 결여된 통일성의 추구는 문화  억압으로 귀결될 것이며 통일성이 

결여된 다양성의 추구는 사회의 균열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

육이 기 하는 다문화 사회는 시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모든 시민

을 아우르는 보편  가치, 이상,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이다. 진보주의의 입

장에서 학교는 다양한 문화  자원을 최 한으로 활용하는 문화  풍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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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지향하고 한 사회에 공존하는 하 문화의 구성원들이 상호 존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진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교육은 서

로에 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한 비로서의 교육이며 따라서  사회의 유능한 시민을 양성하기 한 

기본 인 교육이다.

  진보주의 학자들은 다문화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Banks(1993)는 

다문화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 민족, 계층을 월하여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문화교류에 한 정 인 태도, 인식, 행동

의 발달을 돕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교육으로 보았다. Bennett(2001)은 문

화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사회 정의를 실 하고 교육의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이 다문화 교육이라 정의하 다. Sleeter & Grant(2003)에 따르면 다문

화 교육은 소수집단에 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소수집단의 을 

인식하도록 하는 모든 학생을 상으로 한 학교 교육  과정에 한 개

이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에 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Banks & 

Banks(2013)는 다문화 교육의 의미에 하여 학자들 간의 동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은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

족, 문화 등의 교육 외 인 요인에 상 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한 이념이자 교육 개 이며 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과업이다. 

  이상의 다문화 교육에 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 을 때 다문화 교육이

란 다양한 문화를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기며 각각의 문화에 속한 학생들

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아 그들의 최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이다. 이를 해 다문화 교육은 소수 문화의 학생에 한 차별과 제약을 

제거하는 동시에 주류 문화의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 기

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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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교육 목표로서의 다문화 감수성

(1) 다문화 역량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요하게 연구되어 온 개념  하나는 다문화 역

량이다. 다문화 역량은 다문화 상황에 요구되는 역량을 의미하며 학자에 

따라서는 다문화 의사소통 역량(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다문화 역량은 일반 인 의사소통 역량의 하 요소

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은 일상에서 매우 기

본 인 활동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 인 삶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Kim, 

2004). 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의사소통 역량의 핵심 구성 요소는 효

과성(effectiveness)과 성(appropriateness)이다(Spitzberg & Cupach, 

1984; Chen, 1989; Wiseman & Koester, 1993).

  먼  의사소통의 효과성과 련하여 의사소통 역량에 한 기 연구  

하나인 White(1959)의 연구에서는 역량을 “유기체를 둘러싼 환경과 효과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기체의 능력”이라 정의하 다. Foote & 

Cottrell(1955)과 Holland & Baird(1968)는 의사소통 역량을 “효과 인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는 내재된 능력”으로 개념화하 다. 그들의 연구에서 의

사소통 역량은 개인의 지  능력  교육과는 상 없는, 내재된 특성으로 

묘사되었다. 한편 Weinstein(1969)은 의사소통 역량을 “개인 간 과업을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이는 역량을 상호작용의 목 과 더불어 

개인 인 목  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

다. 그는 Foote & Cottrell과 Holland & Baird가 역량을 개인의 내재  특

성으로 본 것에 반해 의사소통 역량이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조작된 상황

보다는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함양된다고 주장하 다. 한 Parks(1976)는 

개인의 목  달성을 의사소통의 목표로 보고, 의사소통 역량을 개인 인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상황을 조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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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의사소통 역량을 갖춘 개인은 자신의 목 을 최 한으로 달성하

기 해서 자신의 목 을 인지해야 한다. 동시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유용

한 정보를 얻어내고 상 의 반응을 측하며 의사소통 략을 효과 으로 

선택하고 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자

신이 목표로 한 상호작용의 결과를 끌어내는 능력을 지닌다. 의사소통 역

량을 “상황  제약을 극복하고 상 와의 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개인의 

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하기 하여 효과 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

력”으로 정의한 Wiemann(1977) 역시 효과 인 의사소통이 타인을 고려하

는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을 지 한다. 

의사소통 역량에 한 의 논의들은 모두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자신이 목

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효과성에 주목하고 있다.

  의사소통 역량의  다른 핵심 구성 요소는 성이다. 의사소통의 

성과 련하여 Backlund(1978)는 의사소통 역량을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

으로 합한 의사소통 행동에 한 지식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

의하 다. Wiemann & Backlund(1980)는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성을 

언어 , 계 , 환경  맥락을 고려하여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을 

따르는 것으로 표 하 다. 의사소통의 성에 한 강조는 Trenholm & 

Rose(1981)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

여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 언행을 하기 해 다

른 상황은 다른 규범을 기반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수용되는 언행이 다르

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Getter & Nowinski(1981)은 상

호작용 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 하지 않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하지 않은 반응이란 맥락에 어울리

지 않는 반응을 의미하며 이는 의사소통의 부정 인 결과를 래한다. 

Lee(1979) 한 역량을 “개인의 능력과 사회  지식에 기반을 두어 기능

으로 한 행동이나 방식으로 표 하는 능력”이라 정의하며 의사소통의 

성을 언 하 다. 종합하건 , 의사소통의 성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들의 규범이나 규칙을 침해하지 않는 동시에 다양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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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합하고 수용될 만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이다(Spitsberg & 

Cupach, 1984). 

  이와 같이 의사소통의 효과성과 성은 성공 인 의사소통을 한 필

수 역량으로 여겨져 왔으며 다문화 역량의 개념 역시 의사소통의 효과성과 

성을 포함한다. 즉 다문화 역량은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 간의 성공

인 의사소통을 한 기능(Dinges, 1983), 다시 말해 문화 으로 상이한 배

경을 가진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하고 효과 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다. 문화는 그 자체로 세상에 한 개인의 인식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개

인 간 의사소통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의사소통에 의하여 문화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Straffon & Paige, 2001) 문화와 의사소통은 서로 

불가분한 계에 있다. 따라서 다문화 역량은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

회에서 개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필요한 시민  자질로서 그 의

미를 지닌다.

  다문화 역량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있다. Kim(1986)은 한 

개인의 사회 계망이 그 개인의 다양한 측면을 반 하여 구성된다. 따라

서 개인의 다문화 역량은 그가 형성한 반 인 사회 계망의 다양성, 즉 

다문화 상황을 실제 수용하고 있는지를 보아 단할 수 있다. 한 그는 

다문화 역량이 다문화 상황에서 교환되는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인지  

능력, 다양한 문화가 가지는 독특한 방식을 수용할 의지를 포함하는 정서

 능력, 다문화 상황에서의 유연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작업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 다. Wiseman, Hammer, & Nishida(1989)는 의사소통

에 참여하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문화에 한 지식과 다른 문화에 한 태

도를 다문화 역량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그들

은 인지 인 고정 념, 자민족 심주의와 련된 정서  태도, 행동  측면

에서의 사회  거리감을 그 하 요인으로 제시하 다. 이와 유사한 에

서 Ting-Toomey(1993)는 다문화 역량에 한 다양한 근법 간의 충안

을 제안하 다. 그는 다문화 상황을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정체성이 공존하

는 맥락으로 보고 다문화 역량이 “새로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호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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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사람 간의 효과 인 교섭과정”을 의미한다고 개념화하 다. 한 

그는 개인이 지니는 정서 , 인지 , 행동  자원이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정체성과 효과 인 정체성 교섭과정 간의 계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다.

  다문화 역량에 해 다수의 학자들은 공통 으로 다문화 역량을 인지 , 

정서 , 행동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다문

화 상호작용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인지  환(인지), 감정 변화(정

서), 행동의 표 (행동)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Gullahorn & Gullahorn, 

1963). 다시 말해 다문화 역량은 다양한 문화  맥락을 인지하고 한 

방법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타 문화의 구성원과 효과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자(Bennett, 1986; Chen, 1997; Bennett & 

Bennett, 2004) 자신의 문화를 인지하고 다양한 문화에서 일반성을 발견하

며 타 문화와의 차이 에 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진정한 상호작용을 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Bennett & Bennett, 2004).

  Chen & Starosta(1996)는 다문화 역량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

된 다양한 근을 종합하여 다문화 역량의 개념을 구조화한 모델을 제안하

다. 이 모델에 따르면 다문화 역량은 정서 (intercultural sensitivity-다

문화 감수성), 인지 (intercultural awareness-다문화 인지능력), 행동

(intercultural adroitness-다문화 기민성) 요소의 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 인지능력은 다문화 감수성의 기반이 되고 

다문화 감수성은 나아가 다문화 기민성을 이끌어 내며(Chen, 1997, pp. 

5-6)”, 이러한 요소를 모두 포함한 것이 다문화 역량이다. Chen & 

Starosta의 다문화 역량 개념은 다문화 역량을 정서 , 인지 , 행동  

역으로 구조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개념  틀을 제공한다.

  Chen & Starosta(1996)의 연구에서 다문화 감수성은 다문화 역량의 정

서  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학자에 따라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를 들어 

Hammer et al.(2003)은 다문화 감수성을 “문화  차이를 식별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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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문화 역량을 “다문화에 합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 반면 Chen & 

Starosta(1996)는 다문화 감수성을 다문화 역량을 구성하는 감정 이고 정

서 인 측면의 역량으로 한정지었으며 문화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을 인

지  차원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 감수성은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 인 정서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나아가 Chen은 다문화 감수성의 개념이 

다문화 역량 는 다문화 인지능력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에 한 

우려를 표하며 Hammer et al.(2003)의 다문화 감수성 개념이 다수의 학자

(Martin & Hammer, 1989; Wiseman & Koester, 1993; Lusting & 

Koester, 1996 등)가 그들의 연구에서 다문화 역량으로 묘사한 내용과 

첩된다는 사실을 지 하 다.

  Chen & Starosta는 다문화 역량의 인지  구성 요소를 ‘다문화 인지능

력’이라는 용어로 표 하 다. 그에 따르면 다른 문화를 가진 타인과 정

인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동기는 특정한 문화  맥락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무엇이 하며 효과 인지에 한 지식이 습득되었을 때에만 

유발된다. Chen & Starosta는 다문화 인지능력 역에서 자기 인지

(self-awareness)와 문화 인지(cultural awareness)의 두 측면을 강조한다. 

개인은 자신의 문화에 한 지식과 상 의 문화에 한 지식에 기반을 두

어 사고할 때 비로소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상 와 자신의 유사   차이

을 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타문화와의 유사 을 인지하는 것

은 문화 간 불일치에 의해 야기되는 불안을 낮추고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

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Gudykunst & Hall, 1994). 한 문화 인지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 의 문화  배경을 고려하여 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다문화 의사소통에 한 자신

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Kim et al., 1996).

  마지막으로 다문화 기민성은 다문화 역량의 행동  하 구성요소로, 상

호작용 상 에 표 된 찰 가능한 행동을 의미한다. C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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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osta(1996)는 달 기능(message skills), 자기 개방(self-disclosure), 행

동의 유연성(behavioral flexibility), 상호작용 운 (interaction 

management), 사회  기능(social skills)의 다섯 요소가 다문화 기민성을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각각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  달 기

능은 외국어 능력과 한 반응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다른 

문화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문화에 속한 구성원과 의사소통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긴장을 감소시킨다(Gudykunst, 1988). 

자기 개방은 개인 인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으로(Nakanishi & 

Johnson, 1993), 상호작용과정에서 상 가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문화에 따라 용인되는 자기 개방의 정도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Nakamishi & Johnson, 1993) 자기 개방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상 의 

문화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행동의 유연성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Chen & 

Starosta, 1996). 문화  배경에 따라 선호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Ellis 

& Wittenbaum, 2000; Kim, 1993; Kim & Kitani, 1998) 효과 인 상호작용

을 한 행동을 선택하는 데에 신 함이 필요할 것이다. 상호작용 운 은 

화의 시작과 과정, 끝맺음을 히 운 하여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다(Chen & Starosta, 1996). 상호작용 운  능력이 뛰어난 사

람들은 화 상 에게 정 인 평가를 받는다(Ebesu Hubbard, 2000). 마

지막으로 사회  기능은 공감 능력과 정체성 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공

감 능력은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정체성 지지는 상호작

용 과정에서 상 가 지닌 고유의 정체성을 옹호하는 성향을 뜻한다.

  다문화 인지능력,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기민성에 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다문화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과 상 의 문화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문화 상황에서 정 인 정서를 가지며 원활하게 의사

를 교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 다문화 감수성은 다문화 인지능력이 다

문화 기민성으로 발 되는 데에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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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감수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한편 다문화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은 다문화 역량을 구성하는 

핵심 능력이자 다문화 역량 함양을 한 제조건으로 제시되어 왔다

(Chen, 1997; Hammer et al., 2003; Bennett, 2007). 특히 Bennett & 

Bennett(1993)은 다문화 감수성이 생득 으로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기 때

문에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 

Engle & Engle(2004) 한 다문화 감수성을 다문화 역량의 기 가 되는 

역으로서 강조한 바 있다.

  Bronfenbrener, Harding, & Gallwey(1958)의 연구는 ‘감수성’ 개념에 

한 기 연구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감수성의 유형을 일반  타인에 

한 감수성과 개인의 차이에 한 감수성(개인 간 감수성)을 사회 인식에 

한 두 가지 주요 기능 유형으로 분류하 다. 그에 따르면 일반  타인에 

한 감수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회  규범에 한 감수성을 의미하며

(McClelland, 1958), 개인 간 감수성은 자신과 타자 간의 행동, 인식, 감정 

측면의 차이를 하게 인지하고 알맞게 반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Bronfenbrener et al., 1958; Bernieri, 2001: p. 3). Bronfenbrener et al.의 

감수성 유형 구분에 따르면 다문화 감수성은 이  개인 간 감수성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hen, 1997). Davidson, Giller, Zisook, & 

Overall(1988)과 Davidson, Zisook, Giller, & Helms(1989)는 개인 간 감수

성이 뛰어난 사람은 개인 간 상호작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았다. 동

시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계에서 자신이 부족한 을 

인지하고 부정 인 평가에 한 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한 Hart & Burks(1972)와 Hart, Carlson, & Eadie(1980)는 감수성

을 일상에 용되는 사고방식으로 보았다. 그들은 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개인의 복잡성을 받아들이고 의사소통이 유연하게 진행되도록 이끄

는 능력이 있으며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황을 스스로 단하고 행동하는 동

시에 생각의 변화를 정 으로 받아들이고 탐색과정을 즐기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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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차이에 

한)
발달 단계 

문화 인식 

거부

-타문화와의 차이를 인지  인정하지 않음

-자신이 속한 문화에 한 우월감을 느낌

-문화  차이에 한 극단 인 편견을 지님
자문화 

심주의

방어

-타문화와의 차이를 인식함

-자신이 속한 문화에 한 우월감을 느낌

-타문화를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하는 존재로 

-문화  차이에 한 부정 인 선입견을 지님

<표 Ⅱ-1> Bennett의 다문화 감수성 발달 모델

다고 묘사하 다. 이상의 감수성에 한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일반 인 

감수성의 개념은 인지  능력에 기반을 두어 발 되는 정서  측면의 태도 

 성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감수성에 한 연구는 크게 다문화 감수성을 다문화 상황에서 필

요한 인지 , 정서 , 행동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능력으로 보는 연구와 

정서  역의 역량에 한정하여 진행된 연구로 나 어 볼 수 있다. 

Bennett(1986)은 다문화 감수성을 ‘거부’단계에서 ‘통합’단계를 향해 스스로 

변화해가는 인지 , 정서 , 행동  측면이 통합된 능력으로 본다. 그에 따

르면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개인은 다문화 상황

을 바라보는 특정 세계 에서 야기되는 장애를 단계 으로 극복하고 문화

 차이를 수용하는 공감능력을 계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최

종 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  차이를 즐기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Bennett은 문화차이에 한 경험이 더 정교할수록 다문화 역량이 발

달한다고 가정하 다. 그는 이러한 가정 하에 다문화 감수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여섯 단계로 정리한 다문화 감수성 발달모델(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을 제안하 는데, 그가 제시한 DMIS의 

발달 단계별 특징은 인지 , 정서 , 행동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묘사되

고 있다(<표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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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타문화와의 차이를 인지  인정함

-문화  유사성에 무게를 두어 문화 간 차이보다는 

각 문화가 공유하는 특성에 집 함

수용

-다양한 문화  맥락에서 발생하는 가치, 신념, 행

동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 함

-문화  차이를 평가하지 않음

-자신의 가치와 신념 등이 여러 안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함

문화 

상 주의
응

-타문화의 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다

문화 역량이 발달함

-공감과 감정이입을 통하여 타문화를 이해하고자 

함

통합

-다문화  을 내면화하고 보편  가치를 기

으로 다양한 문화에 한 단을 내림

-특정 문화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다양한 문화의 고

유한 특성이 독립 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공존 

가능함을 인식함

(Bennett, 1986. 재구성.)

  Bennett이 제안한 DMIS는 태도와 행동 변화에 한 것이 아니라 인지

 구조의 변화를 묘사하는 모델이다(Bennett & Bennett, 2004). 한 

DIMS의 각 단계는 특정한 세계 을 반 하고 있으며 각각의 세계 에 의

해 특정한 태도와 행동이 유발된다. 이 발달모델에 따르면 다문화 감수성

은 자문화 심주의 에서 문화 상 주의 으로 발달한다. 먼  자

문화 심주의 을 가지는 개인은 자신이 경험한 문화를 세계의 심으

로 생각하며 거부, 방어, 최소화의 세 단계를 거친다. 먼  거부 단계에서 

개인의 문화는 유일하게 실재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문화  차

이로부터 스스로를 심리 으로 는 신체 으로 고립시킴으로써 다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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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고려 자체를 피하고자 한다. 이후 방어 단계에서 개인의 문화는 

유일하게 옳은 것으로 여겨지며 문화  차이는 무시된다. 마지막으로 최소

화 단계에서는 개인의 문화  세계 이 보편화되며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표면 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가 가지는 유사성에 

더 집 한다. 일반 으로 자문화 심주의 에서는 문화  차이를 부정

하거나, 문화 간의 유사성에 더욱 집 하거나 는 문화  차이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문화 간 차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문화 상 주의 을 취하는 개인은 타 문화의 맥락 내에서 자신

의 문화를 경험하는데, 수용, 응, 통합의 세 단계가 이 에 속한다. 수

용 단계에서는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여기지만 문화 간 차

이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후 다른 문화의 세계 으로 

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습득했을 때 개인은 응 단계에 속하게 된다. 마

지막으로 통합 단계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다양한 문화의 세계  안 으로 

확장하며 여러 문화의 세계 을 정체성에 통합하게 된다. 종합하건  문화 

상 주의 을 취하는 개인은 문화  차이의 요성을 받아들이고 상

의 에서 사고하며 다문화  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통합함으로써 

문화 간 차이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Bennett과 유사하게 다문화 감수성을 인지 , 정서 , 행동  특성을 모

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은 다문화 감수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Bhawuk & Brislin(1992)은 다른 문화와의 효과 인 상호작용을 해 

다른 문화에 한 심, 문화  차이에 해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

력, 다른 문화에 속한 타인을 존 하기 해 자신의 행동을 히 수정하

기 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이 다문화 감수성의 개념에 포함된다

고 주장하 다. Hammer et al.(2003) 역시 다문화 감수성은 문화 간 차이

를 합한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인지  능력과 히 경험할 수 있는 

행동 , 정서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역량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통해 문

화 간 차이를 히 구별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Chen(1997)은 다문화 감수성을 인지 , 정서 , 행동  요소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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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본  학자들의 다문화 감수성 개념이 다수의 학자(Martin & 

Hammer, 1989; Wiseman & Koester, 1993; Lusting & Koester, 1996 등)

가 그들의 연구에서 다문화 역량으로 묘사한 내용과 첩된다는 사실을 지

하 다. 따라서 그는 다문화 감수성을 다문화 역량의 정서  하  구성 

요소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Chen은 다문화 감수성의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강조하 다. 이는 첫째, 다문화 감수성이 다문화 상호작용 상

황에서의 인지 , 정서 , 행동  측면과 하게 계를 맺고 있으나 주

로 정서와 련된 역량이라는 이며 둘째, 다문화 인지능력이 다문화 감

수성의 기반이 되고 다문화 감수성은 다문화 기민성을 이끌어 낸다는 이

다. 즉 그에 따르면 다문화 역량을 구성하는 인지 , 정서 , 행동  역

은 서로 매우 긴 하게 계되어 있지만 사실상 서로 다른 개념이다. 앞선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진행되어온 다문화 역량 개념에 한 연구

에서 다문화 역량은 정서 , 인지 , 행동  역량이 포함된 개념으로 정의

되어왔다. Chen의 주장은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다문화 역량 개념을 구조화

하고 그 하 구성요소로서 다문화 감수성을 개념화 하 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Chen & Starosta(2000)는 다문화 역량의 세 가지 다른 구성 역을 명확

히 개념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정의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에 직 인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한

다. 부분의 다문화 교육 로그램은 문화 간 차이에 한 공감과 이해를 

증진하고 다문화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실행되는 다문화 교육 로그램은 크게 정서

 측면에 한 교육, 인지  측면에 한 교육, 행동  측면에 한 교육

과 특정문화-문화 일반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Triandis, 1977; 

Brislin, Cushner, Cherrie, & Yong, 1986). Triandis(1977)와 Gudykunst, 

Ting-Toomey, & Wiseman(1991)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 로그램에서 정

서  측면에 한 교육은 다른 문화 는 인종에 속한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피교육자의 동기와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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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 감

-사회  환경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잘 계발할 수 있는가에 

한 개인의 지각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자신감을 

가진다.

-다문화  상황에서 자아존 감은 상호작용을 통해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측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자아존 감은 다문화 상호작용에서 차이를 인지하고 존

하기 한 정  정서를 향상시킨다.

<표 Ⅱ-2> 다문화 감수성 구성요소

다. 한 인지  측면에 한 교육은 문화  차이 과 유사 에 한 이해

를 통해 무엇이, 왜 합한 행동인지에 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행동  

측면에 한 교육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더 효과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문화-문화 일반에 한 교육

은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경험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정서 , 인지 , 행동  측면에 한 

교육에 각각 용될 수 있다. 이처럼 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 

로그램이 정서 , 인지 , 행동  측면을 구분하여 다문화 역량에 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Chen(1997)이 제안한 다문화 감수성 개념이 재 실

시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 로그램과 일 된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en(1997)에 따르면 다문화 감수성은 다문화 상황에서 상 방의 행동, 

, 감정  등이 자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데에 향을 미

치는 태도이며 “문화  차이에 한 이해와 인정을 바탕으로 다문화 상황

에서 하고 효과 인 행동을 진하기 해 정 인 정서를 가지고자 

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Chen은 이러한 다문화 감수성의 

정의에 기반을 두어 자아존 감, 자기통제, 개방성, 감정이입, 상호작용 참

여, 단보류의 여섯 가지를 다문화 감수성의 하  구성 요소로 제안하

다(<표 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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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통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행동을 히 조 하는 능력

-자기통제가 뛰어난 사람은 사회  상호작용 상황에서 그

들의 행동의 성에 해 민감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합한 행동 략을 활용한다.

-자기통제는 상황에 한 단서를 발견하고 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개방성

-다양한 과 신념을 기꺼이 인지하고 수용하며 가치 있

게 여기고자 하는 욕구

-개방 인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욕구와 차이에 

하여 수용 이며 그러한 정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다문화 상황에서 상호이해 과정은 상 에게 호의 인 인

상을 심어 다.

감정이입

-타인의 에서 사고하며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

는 과정

-감정이입은 문화 간 래포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상호 이해

를 유도한다.

-감정이입 능력은 다문화 상황에 하게 처할 수 있도

록 한다.

상호작용 

참여

-상호작용의 화제와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

- 화의 차를 통제하는 방법에 한 지식

-상 의 표 에 숨겨진 의미 는 의도를 더 잘 악하고 

한 행동을 하며 유창하고 한 다문화 상호작용이 

이어질 수 있게 한다.

단보류

-다문화 상황에서 상 에게 진심으로 집 하는 태도

- 단을 보류하는 것은 문화 간 차이에 하여 흥미를 느

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hen, 199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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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자아존 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자아 존

감은 자신의 가치에 한 인식으로, 개인이 사회 환경 내에서 자신의 잠

재력을 얼마나 잘 계발할 수 있는지에 한 평가에 기반을 둔다(Borden, 

1991). 자아 존 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 환경에 하여 낙 인 을 

취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Foote & 

Cottrell, 1955). Hamachek(1982) 한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정 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타인이 자신을 수용할 것이라 단하는 경향

이 있다고 주장하 다.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  배경을 갖는 사람과 

계를 맺는 과정에서 개인은 심리  스트 스를 받게 되는데, 자아존 감은 

개인이 다문화 의사소통을 통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지를 단하는 

데에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자기 통제는 상황 맥락에 합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 하고 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의사소통 상황

에서 자신의 행동과 표 이 한지 민감하게 단할 수 있다(Snyder, 

1974). 특히 다문화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기통제가 뛰어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상 의 표 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빠르

게 응하는 경향이 있다(Berger & Douglas, 1982; Spitzberg & Cupach, 

1984).   

  개방성은 자신을 표 하고 타인의 표 을 받아들일 때 개방 이고 

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확장된 세

계 을 내면화하고 있다(Bennett, 1986). 이와 련하여 Adeler(1977)는 다

문화  인간을 생활 방식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실의 다문화  측면을 이

해하는 사람이라 정의하며 개방성을 강조하 다. 이 듯 개방성은 다양한 

과 생각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며 즐기려는 의지를 포함하며 개방성에서 

비롯되는 타인에 한 배려, 타인의 요구에 한 민감성, 다문화 상황에서

의 감정 표  능력은 다문화 감수성을 구성한다(Smith, 1966).

  감정 이입은 타인의 에서 상을 바라보고 타인과 동일한 생각을 하

고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다(Adler & Towne, 1987, p. 95). 감정이입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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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감수성에 한 연구가 시작된 시기부터 다문화 감수성의 주요 구성 

요소로 여겨져 왔다. 감정 이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반응

에 더 민감하며 상 의 표 에 내재된 의미를 잘 악한다. 때문에 다문화 

상황에서 합하게 행동하고 상 와 극 으로 소통하며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Davis, 1983; Parks, 1994). Barnlund(1988)에 따르면 다문화 감수

성이 높은 사람은 다문화 상황에서 타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지 을 

찾고자 노력하며 상황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감정과 반응에 공감

할 수 있다. 

  상호작용 참여는 상호작용의 상황과 주제에 하여 심이 있고 통찰력

을 가지며 상호작용에 신 하게 근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egala, 1984). 

이러한 능력은 타인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다문화 의사소통을 원

만하고 하게 이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단보류는 다문화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 의 발언에 해 진지한 태도

로 집 할 수 있게 한다. 다문화 상호작용 상황에서 단을 보류하는 것은 

문화  다양성을 즐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문화  차이를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다문화 상호작용을 

즐기고자 한다. 반면 다문화 감수성이 낮은 사람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불

충분한 정보만으로 성 히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Hart & Burks, 

1972). 

  Chen(1997)과 유사하게 다문화 감수성을 다문화 역량의 정서  역으

로 보는 학자들은 다문화 감수성을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발 되는 타문화에 한 공감능력, 몰입, 감정이입, 친 성 등 정의  성격

과 연계된 구성개념으로 정의한다(유종열, 2011). 특히 김 순·김 희·

은(2013)은 다문화 감수성이 문화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

는 능력이며 타 문화와 타문화의 구성원에 한 유연하고 개방 인 태도라

는 을 강조하 다. 요약하면 다문화 감수성은 다양한 문화  맥락에서 

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문화  차이에 한 민감성인 동시에 의사

소통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음미하며 받아들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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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인 욕구를 의미하는 정서  측면의 개념이다. 따라서 다문화 감수성

이 높은 사람은 상호작용에 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교환

되는 상황을 즐기고 상 의 문화를 존 하며 개인의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Bronfenbrener et al., 1958; Hart & Burks, 1972). 

   사회의 다문화  변화를 고려할 때 하고 효과 으로 다문화 

계를 형성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기능하기 해 매우 요한 과

업이며 이는 사회과 교육 역의 다문화 역량 함양에 한 노력으로 가시

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  맥락에서 Bhawuk & Brislin(1992)은 다른 

문화에서 효과 으로 기능하기 하여 시민들은 타 문화에 심을 가져야 

하며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는 데에 민감해야 하고 타 문화의 구성원을 존

하기 해 행동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는 다문화 감

수성이 다문화 사회에서 필수 으로 갖추어져야할 시민의 기본 역량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감수성이 뛰어날수록 다문화 역량 

한 증가함을 경험 으로 증명한 Hernandez & Kose(2012)의 연구에서도 

밝 졌듯이, 다문화 감수성은 바람직한 개인 간 계 형성을 한 필수 역

량이자 다문화 역량 함양의 주요 선행 조건이다(Hammer et al., 2003). 다

시 말해 다문화 감수성은 다문화 인지능력이 다문화 기민성(다문화  행

동)으로 발 되기 한 매개 역할을 하며(Chen, 1997) 다문화 감수성이 결

여되었을 때 다른 문화에 한 이해와 지식은 다문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다문화 감수성 함양은 효과 인 다문화 의사소통을 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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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풍토와 다문화 감수성

1) 학 풍토의 개념과 역할

(1) 학 풍토의 개념

  학 은 학교조직의 기본 구성단 이며 교육을 목 으로 교사와 학생, 학

생과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역동 인 학습의 장이자 생활의 장이다. 한 사

회 내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이 속한 환경을 사회  맥락이라 할 

때, 학 은 학생이 속한 사회  맥락으로서 학생들에게 향을 미치게 된

다(DeBow, 2009). 학 은 보통 의도 이고 인 인 과정을 통하여 구성

되기 때문에 학  편성 기에는 학  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  내 구성원 사이에 정서 으로 친 한 

인간 계가 맺어지고 에 보이지 않는 독특한 학  분 기가 형성되며 일

정한 경향성을 지니게 된다. 이 게 다른 집단이나 조직과 구별되는 특정 

집단 는 조직의 특성, 분 기를 집단의 풍토라 한다(남정걸, 1997).

  Lewin(1936)은 교육 역에 풍토의 개념을 용하 다. 그는 인간의 행

동이 생활공간의 역동 인 장 속에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과정에 의하

여 결정된다는 명제를 제시하고(<그림 Ⅱ-1>) 집단 내의 심리  구조를 

반 한 기풍을 분 기(atmosphere), 사회풍토(social climate)로 명명하 다

(김경식, 1999). 이 듯 학 풍토는 풍토의 개념을 학교의 기본 구성단 인 

학 에 용하여 제시된 용어이다. 학 풍토의 개념에 어떠한 에서 

근하느냐에 따라 크게 개인에 을 두는 심리학  근과 제도와 조직  

차원에 을 두는 사회학  근, 두 가지 근을 통합 으로 취하는 사

회-심리학  근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이지 ·허승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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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행동에 한 인간과 환경의 향

(Lewin, 1936)

  학 풍토에 한 심리학  근은 인간의 행동을 개체와 환경의 함수

계 [B=f(P·E)]로 공식화한 Lewin의 향을 받은 Murray의 욕구-압력

(need-press) 모형에서 출발한다. Murray(1938)는 유기체의 심개념을 욕

구로, 환경의 심개념을 압력으로 보고 욕구-압력 모형을 통해 인간 행동

을 욕구와 압력의 상호작용 결과로 설명하 다. 그의 욕구-압력 모형에 따

르면 행동이 가장 잘 유발될 때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의 압력이 같은 종류

일 때이다. 한 Murray는 외부의 압력을 다시 외부에 실재하는 객 인 

압력(α 압력)과 구성원이 지각하는 주 인 압력(β 압력)으로 구분하 다. 

Murray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해서는 이  구성원이 지각하

는 β 압력에 한 이해가 필수 이다. 심리학  에서 보았을 때 학

풍토는 학 에서 구성원이 지각하는 자극 는 압력이며 학생의 행동은 그

들이 지니는 욕구가 학  환경이라는 외  압력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사회학  근은 Parsons의 일반 행동 이론과 Getzels와 Guba의 조직행

동 모형을 토 로 한 것으로, 학 집단에서 일어나는 사회  상호작용과 

역할기 에 따른 교사의 행동이 학 풍토를 조성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Parsons(1953)는 어느 사회 체제나 다음의 세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한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기능상 상호의존 이며 

둘째, 한 체제의 구성요소들은 그 체제의 계속 인 작용에 극 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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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하고, 셋째, 한 체제는 다른 체제에 향을 주며 이 체제들은 상 체제의 

하 체제이기도 하다. 일반 행동 이론에 기반을 둘 때 학 은 사회화와 사

회  선발의 기능을 하는 사회의 하  체제이다. 한 학 의 구성 요소들

은 상호의존 으로 작용하고 학 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

회체제이다. Getzels와 Guba의 조직행동 모형은 인간의 행동을 개인의 성

격과 욕구성향의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개인 심  차원과 사회체제의 목

달성을 한 역할과 기 의 규범 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제도 심  차

원의 상호작용에 의해 특정 행동이 일어난다고 본다. 사회학  근에서 

보았을 때 학 풍토는 학 의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과 학 과 사회의 상

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사회-심리학  근은 앞서 언 한 학 풍토에 한 심리학  근과 

사회학  근을 통합한 근 방식으로, Getzels와 Guba가 제시한 역할과 

역할 기 의 두 개념이 Murray가 제시한 압력의 개념과 상응한다고 본다. 

이러한 에서 학 의 독특한 분 기는 학  구성원 간의 계와 학 의 

사회구조  특성의 상호작용 결과 형성되는 것이다. 즉 학 풍토는 심리  

기후와 사회-정서  풍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심연흠, 2011). 

  학 풍토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  

Jarolimex & Pascoe(1997)는 사회학  근을 취한다. 그들은 학 풍토를 

교실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일 처리의 합성물의 결과로서 교사의 학

경 차에 련된 것으로 보았다. Anderson(1982)은 학 풍토를 직 으

로 증명할 수 있는 집단(학 )의 속성으로 보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인간 계, 교과  교수방법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하

다. Larrivee(1992)는 학 풍토를 학생들이 학 활동이나 학 생활  지각

하는 기본  욕구, 즉 소속과 인정, 사랑과 애정, 힘과 조정, 만족감과 즐거

움 등을 채워  수 있는 교수-학습 분 기  학 의 제반 환경에 한 

느낌이라 보았다. 따라서 그는 학 구성원이 지각한 학 풍토의 의미를 강

조한다. 심 흠(2011) 한 학생이 지각한 학 의 특성을 요하게 생각하

다. 이러한 에서 그는 학 풍토를 ‘담임교사, 구성원의 성격,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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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생활과 한 계를 갖고 있는 학  조직 내의 물리 , 심리  

환경과 긴 한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학 에서 형성되는 독특한 특성으로 

학생에게 지각된 체’로 정의한다. 김경식(1999)은 학  구성원 간의 인 

상호작용과 여러 압력으로부터 조성되는 한 학 의 독특한 사회심리 인 

유 상과 분 기로 학 풍토를 정의한다. 김혜온(2012)은 사회-심리학  

근에 기반을 두어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교실의 사

회, 심리 인 상을 표하는 학  고유의 분 기를 학 풍토라 보았다. 

학 풍토의 개념에 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학 풍토는 학교교육의 

기본 구성단 를 학 으로 보고 있으며 학  구성원 간, 는 구성원과 환

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  맥락의 성격을 가지는 개념으

로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  역량에 한 학 풍토의 향

  학생들은 학 에서 교우 계의 부분을 맺게 되고(Cappella, Hughes, & 

McCormick, 2016) 학 의 규범을 반 하여 형성된 태도를 내면화한다. 이

러한 과정에서 학생의 사회  역량은 반 인(global) 학 풍토와 상

계를 가지게 된다(Dishion, Spracklen, Andrews, & Patterson, 1996; 

Howes, 2000). 이와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단기 으로 뿐 아니라 장기

으로도 정 인 학 풍토가 부정 인 학 풍토보다 학생의 더 나은 사회

 역량을 견한다는 사실을 지속 으로 밝히고 있다. 를 들어 

Howes(2000)는 유치원 학 의 정서  풍토를 찰하고 2년 후 학생의 사

회  역량을 측정하 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 변인(성별, 연령, 성 )을 통

제한 후에도 학 풍토와 사회  역량 간에 정 인 상 계가 있음이 밝

졌다. 이와 유사하게 Gazelle(2006)은 정 인 학 풍토는 구성원들의 

력 인 행동과 구성원 간의 정 이고 친 한 상호 계에 기인하여 형성

되는, 반 으로 친사회 인 환경으로 구성됨을 찰하 다. 반면에 부정

인 학 풍토에서는 학 의 일상 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빈번하

게 일어나며 학  구성원 간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 같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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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정 인 학 풍토가 개별 아동의 인 태도를 유발하는 반면 

정 인 학 풍토는 학  구성원 간의 허용 인 상호작용을 진함을 실증

하 다. 미국 등학교의 학 풍토에 한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NICHD, 2003)의 연구에서는 부정 인 

학 풍토가 아동의 심리‧사회  응을 어렵게 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이 밝 졌다.

  나아가 학 풍토의 특정 구성요소(교사 당 학생 수, 교사의 정 인 반

응 등) 한 학생의 사회  역량과 상 계를 지닌다는 것이 Pianta, La 

Paro, Payne, Cox, & Bradley(2002)의 연구에서 밝 졌는데, 이러한 상

계는 학생이 속한 가정의 소득수   어머니의 교육수 을 통제하 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 Cappella & Neal(2012)은 학생에 한 교

사의 정서  지지가 학 의 규범, 즉 학 풍토를 조성함을 주장하 다. 이 

연구에서는 학 풍토가 학생에게 련된 사회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의 

사회  역량과 사회  지지감의 형성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상을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 다.

  학 에서는 학  구성원 간의 인간 계, 사회 정치, 성 에 한 기  등

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토가 조성된다. 따라서 학 은 학생들이 하루의 

부분을 보내게 되는 공간이자 그들이 속한 사회  맥락으로 기능하며, 학

풍토는 학생의 사회  역량에 향을 미친다.

(3) 학 풍토의 형성

① 학 풍토의 구성요소

  학 풍토를 구성하는 요소는 학생들 간의 계, 교사와 학생 간의 계

를 포함한 인간 계, 학습방법과의 계(Anderson, 1970), 교과문제와 교육

환경, 학생의 특성과 학 의 규모, 학년, 성비(Fresko, Canmeli & Chain, 

1989), 교사와 학생, 학생간의 상호작용과 학 의 반 인 분 기(Pianta 

et al., 2005; Gazelle, 2006; Urdan & Schoenfelder, 2006) 등이 있으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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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 학 풍토의 구성의 핵심 요인이다(Carmen, 1996). Moos(1974)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학 풍토 구성 요소를 물리  환경, 조직  

요인, 인간  유 , 사회  분 기의 네 가지 기 으로 분류하 다. Moos

의 분류에 따르면 물리  환경은 학습을 한 학습 자료와 상호작용을 

한 활동 공간을 포함하며 조직  요인은 학  고유의 수업, 평가, 교실 활

용 등에 한 시스템  탄력성을, 인간  유 는 개별 학생이 지니는 교사 

 학생과의 유 계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사회  분 기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작용과 참여 등에 기반을 둔 사회·심리  환경 요인을 뜻한다. 

  학 풍토는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심리  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회  분 기의 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게 된다(Moos & 

Trickett, 1973). Moos(1974)는 다양한 학 풍토 측정 도구들의 하 요인을 

분석하여 학 풍토의 사회·심리  요인을 계차원, 개인발달차원, 체제유

지차원  체제변화차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 다. 첫째, 계차원에서의 

학 풍토는 학  내의 인간 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회  맥락이며 인간

계의 강도와 본성을 규정한다. 학 풍토의 계차원은 구성원이 환경과 

련되는 정도, 즉 서로 돕고 지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계차원을 통해 

학 의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학 풍토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 강조한다. 둘째, 학 은 학습을 하여 구

성되고 유지된다. 이러한 개인의 성장과 자아 증진이 일어나는 기본 방향

을 반 한 것이 개인발달차원이다. 학생의 학습에 한 태도 는 학습을 

지원하는 분 기 등은 개인발달차원의 학 풍토에 속한다. 셋째, 한 조직의 

문화 는 규칙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의 행동에 여한다(한진환, 

2002). 따라서 학 의 체제유지  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지는 학 풍토의 형성에 향을 미친다. 이를 반 한 체제유지  변화 

차원은 환경이 질서정연하고 상되는 일이 명확한 정도, 조 되고 변화되

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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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원 내  용

계 차원
환경 안에서 인간 계의 본성과 강도를 규정하고, 사람

들이 환경과 련되는 정도, 서로 돕고 지지하는 강도

개인발달 

차원
개인의 성장과 자아 증진이 일어나는 기본 방향

체제유지  

변화 차원

환경이 질서정연하고 상되는 일이 명확하며, 조 되

고,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

<표 Ⅱ-3> Moos의 학 풍토 차원

(민상기·나승일, 2007. 재구성.)

② 학 풍토구성에서의 교사의 역할

  교사는 학 의 구성원으로서, 학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문가로서 

학 풍토의 형성에 향을 미친다. 이와 련하여 Pica-Smith(2009)는 교

사가 학생 개인의 인격과 개인 간 계 형성 능력의 함양에 요한 모델이

자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한 그는 학교의 인종 집단 간 계 

개선을 해 교사는 안정 인 학 풍토의 형성에 극 인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Urdan & Schoenfelder(2006)는 학생의 동기에 미치는 

학 의 향에 한 연구에서 학생과 교사의 계는 학 풍토에 향을 미

치며 학생이 인지한 교사의 지지는 래 동을 야기하는 사회  책임감을 

향상시킴을 밝혔다. 이를 통해 Urdan & Schoenfelder는 교사가 교실 내 

개인 간 의사소통 방식을 형성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

서 학 풍토 형성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을 역설하 다. 이

와 유사하게 Wentzel(1994, 1997)은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와의 정 인 

계는 그들의 사회  책임감, 타인과의 동, 학교 애착에 향을 미치며 

이는 래 계 는 부모와의 계가 학생에게 미치는 향보다 더 강력

함을 실증하 다.

  한 교사의 태도는 학 풍토 형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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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Kalis(1980)는 교사의 태도 변화를 측정한 연구에서 교사의 태도가 

교사의 학 풍토에 한 인식과 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한 

Sargeant(1967)는 학교에 만족도가 높은 교사는 학교의 풍토를 개방 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밝혔다. Ellett, Payne, Masters, & Pool(1977)은 업무에 

한 교사의 태도가 등학생이 인지한 학교 풍토와 상 계를 지닌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태도가 등학생과 학생의 교

실활동 참여도  성취도와 유의미한 계가 있음이 밝 졌으며 이는 

Brookover & Lezotte(1979)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Anderson, 

1982 재인용). 

  일상 인 학  생활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교사는 학 풍토 구성에 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학

풍토는 학생의 태도를 특정한 방향으로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학 풍토

는 주로 단기 으로 시도되는 공식  교육과정 내 다문화 교육과는 달리 

일 년 간 지속 으로 학생들에게 향을 미치며 다른 문화에 한 그들의 

정서와 태도 형성에 하여 잠재  교육과정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2) 학 풍토의 측정

  학 풍토에 한 연구의 진행에 있어 학 풍토를 실제에 근 하게 묘사

하기 하여 측정방법의 선택은 신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 풍토를 측

정하기 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DeBow, 2009), 

그  첫 번째는 연구자의 찰을 통해 학 풍토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찰된 학 풍토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사회 , 정서 , 

물리 , 교수법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다(Pianta et al., 2005). 이러한 요

소들은 학생의 연령, 학교의 지리  치, 학  당 학생 수 등에 따라 다양

하게 연 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령과 다른 상황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도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연구자의 학 풍토 찰을 한 

측정도구(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Revised; H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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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fford, & Cryer, 1998; 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 La 

Paro, Pianta, & Stuhlman, 2004 등)가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을 실행하기 해서는 찰자가 측정도구에 하여 명확히 이해한 상태여

야 하며 시간 ·경제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학 을 연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 교사가 지각한 학 풍토를 측정하는 방법(Pianta, 1994; 

Stormshak, Bierman, Bruschi, Dodge, & Coie, 1999)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방법은 교사가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주체이자 학 풍토의 형성자라는 

(Pianta, 1999; Howes, 1999)을 지지한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매일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찰하는 학 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교사가 지각

한 학 풍토를 측정하는 방법은 학 의 사회  맥락에 한 풍부한 조사가 

가능하다(Kenny & Cheakaluk, 1993). 학 풍토에 한 교사의 지각을 측

정하는 방법이 지니는 이러한 정  측면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 풍토

를 찰한 결과가 체 으로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나 교실의 물리  환경

이 가지는 향 등에 하여 무시하고 있다는 (Mashburn et al., 2006)은 

이 방법이 가지는 객 성의 결여를 우려하게 한다. 

  마지막은 학생들이 지각한 학 풍토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한 

학생이 그가 속한 환경을 인식하는 방식이 그들의 개인 인 배경과 특질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 사회를 바라보는 의 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

로 한다. 학생들이 지각한 학 풍토는 학 의 일에 한 그들의 참여나 

래 계 등에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를 측정

한다면 학 풍토가 개별학생에게 미치는 향을 보다 더 잘 측할 수 있

다(Patrick, Ryan, & Kaplan, 2007). 한 시민  태도에 한 연구에서는 

학 차원에서의 학 풍토보다 개인차원의 학 풍토가 시민  태도와 더 높

은 상 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Gniewosz & Noack, 2008). 이를 

통해 학 에 한 주  인식이 우와 공유된 객  풍토보다 학생 개

인의 시민  태도와 한 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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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 풍토가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향

(1) 찰학습을 통한 태도의 형성

  Bandura(1977)는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직  경험뿐만 아니라 찰을 통한 간  경험에 의하여도 

향을 받는다고 주장하 다. 이 의 고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직  행

동으로 익힌 경험만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왔다. 반면 사회학습

이론은 학습의 과정을 좀 더 확장 이고 실제에 가깝게 해석하고자 하

다.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학습을 바라보는 학자들은 상징  과정의 역

할을 시하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학습에 직 인 향을 미침을 

강조한다. 한 개인은 타인의 행동을 찰함으로써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한 정보를 얻게 되고, 이 정보는 개인의 학습과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학습 방법을 찰학습이라 한다.

  사회학습이론을 주장한 표 인 학자인 Bandura는 개인이 타인의 성공 

는 실패에 한 찰을 통해 간 인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

한 간  경험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를 통해 나

름의 방식으로 변형되고 개인의 고유한 사고와 감정을 형성한다. 그에 따

르면 찰학습은 주의, 기억, 운동재생, 동기화의 네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한 개인은 먼  새로운 상황에 마주하 을 때 역할 모델에 집 하고 

주의를 기울인다(주의). 이 상황에서 찰 결과는 개인의 기억 속에 상징

인 표상으로 장되어 있다가(기억) 유사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발 되고

(운동재생) 직 강화 는 리강화를 통하여 해당 행동에 의해 야기된 

정 인 결과에 한 기 를 형성한다(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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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관찰학습의 구성요소

  찰학습의 과정에서 학생의 정서는 모델링과 리 강화를 통해 변화한

다. 모델링과 리 강화는 학생의 정서에 각각 다음과 같은 향을 미치게 

된다. 먼  학 생활에서 자신이 모델로 설정한 교사 는 동료학생이 다

른 문화와 가치 을 존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를 찰하는 학생은 이를 

모방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학생들은 “언어화된 훈계보다는 존

하는 모델의 행 를 오히려 더 잘 모방”하기 때문이다(김태훈, 2004, p. 

261). 따라서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은 모델링을 통하여 변화를 겪는다. 자

신이 존경하는 모델이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 데에 있어 정 인 태도를 

보 다면, 학생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자신이 찰한 모델의 태도와 유사한 

태도를 가지고자 할 것이다. 

  리 강화는 타인의 행동이 강화 받는 장면을 지속 으로 목격했을 때, 

자신이 직  강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정 행동을 수행하려는 동기가 자극

되는 상을 지칭한다. 교사가 다른 문화를 존 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

진 학생을 강화하는 모습을 찰할 때, 다른 학생들 역시 리 강화를 경

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장기 으로 반복되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리 

강화에 지속 으로 노출될 것이며 찰학습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의 함양

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 풍토는 학생들이 학 환경  학  구성원, 학 조직과 직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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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찰학습이 일어나는 환경 요인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학 풍토

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구 하는 공식  교육과정에 비하여 보다 지속 이

고 깊이 있는 태도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Mikami, Griggs, Reuland, & 

Gregory(2012)는 교사의 행동과 학  내 아동의 사회  선호 간의 계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이 연구에서 학업 성 이 우수한 학생을 편애하

는 교사의 행동은 학 에 속한 학생들의 사회  선호를 떨어뜨렸다. 한 

그들은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을 공개 으로 높이 평가해주는 교사의 행동

은 사회 으로 낙인 힌 학생이 학  내에서 사회  선호를 회복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는 교사에 의해 형성되는 학

풍토가 찰학습의 과정을 통해 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향을 보여 다. 

일상 인 교실 생활에서 다른 문화에 한 폐쇄 인 언행을 경험한다면 구

성원들은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반면 다양한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타문화와의 상호작용에 해 극 인 모습을 

보이는 모델의 모습을 찰할 때, 는 그 모델이 강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리 강화를 경험할 때 학  구성원들은 그 경험을 상징 으로 기억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효과 으로 형성할 수 있

을 것이다.

(2) 감정규칙과 정서의 형성

  다문화 감수성은 단기간의 다문화 련 수업만을 통하여 함양되기 어려

운 역량이다. 인간의 정서는 직 인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기보다 사회

문화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반 된 독특한 방식으

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Thoits, 1989). 

  Hochschild(1979)는 정서의 형성을 ‘감정규칙(feeling rules)'의 개념으로 

설명하 다. 감정규칙은 주어진 사회  계에서 개인이 어떤 감정을 느끼

고자 하는가에 향을 미치는 사회 으로 공유된 규범이다. 개인의 정서는 

감정규칙을 통해 사회 구조 는 문화를 반 하여 형성된다. 즉 개인은 자

신이 느끼는 정서와 그 정서로 인하여 표 되는 언행이 그가 속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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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떠한 반응을 받을 것인가에 한 기 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형성

하고 수정한다. 를 들어 결속력이 낮고 갈등 정도가 높은 학 풍토에서 

학생들은 타인에 한 공감이나 인정의 정서를 갖는 것이 강화 받지 못한

다고 인지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학 의 풍토는 그 학 의 감정규칙으로서 

학생들에게 향을 미칠 것이다. 반 로 서로 정 인 계를 맺고 상호

배려가 충분히 일어나는 학 풍토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의 상황과는 다

른 감정규칙을 인지할 것이다. 이러한 학 풍토에서 학생들은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타인과 갈등을 겪을 때 그들이 인지한 학 의 감정규칙에 따

라 자신의 감정을 조 하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하여 노력할 것이고 

그 결과 다양한 과 문화에 한 정 인 정서를 형성할 것이다.

  한 정서는 강화, 모델에 한 모방 등에 의하여 내면화되는데(Thoits, 

1989), 이는 학 풍토를 반 하여 형성된 감정규칙의 수용과정이라 볼 수 

있다. 높은 다문화 감수성이 발 되는 상호작용을 찰하고, 높은 다문화 

감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신의 정서  반응에 하여 강화 받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다문화 감수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처럼 학 풍토는 학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 하고 이해하기 

한 태도를 요구하는 규범을 제시한다. 한 학생들은 이러한 규범에 지

속 으로 노출되며 다문화 감수성을 형성하게 된다. 

3.  선행연구 검토

  지 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학 풍토가 아동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교육일반 역에서 다문화 교육 연구는 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응을 돕고 학업 성취 향상을 지원하기 한 방향으

로 진행되었다(임정수, 2015). 한편 사회과교육은 시민  자질 함양을 궁극

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의 시민을 양성하기 한 다문화 교

육의 심 교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하는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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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감수성의 함양 방안에 한 사회과 교육 역에서의 연구가 더욱 활발

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감수성 연구에서 학 풍토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진

행된 경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문화 감수성 연구는 부분 개인

 변인과의 계 규명이나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한 교육 로그

램 개발을 목 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감수성이 단기

이고 인지 인 자극만으로는 효과 으로 형성될 수 없다고 가정하며 다

문화 감수성 함양을 해 학교교육이 극 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한다. 

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을 해서는 학생들이 일상 으로 하게 되는 학

풍토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형성에 유리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과 련하여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과 학 풍토가 구성

원의 태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를 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자 한다.

1)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다수의 다문화 감수성 련 연구들이 다문화 감수성 발달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다문화 감수성과 상 계를 가지

는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다문화 감수성의 형성에 하여 구체 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한 이 과정은 본 연구의 설계에 있어 학 풍토와 다문화 감

수성 간의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변인을 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타문화 경험 변인이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향력에 한 연구는 주로 

해외 체류 경험이나 타문화 구성원과의  경험, 해외여행 경험 등의 직

경험이 다문화 감수성과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생시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했던 경험(May, 1997)과 성장과정에서 인종 ·

문화 으로 혼합된 이웃과 살았던 경험(Chang, 2002)은 타 인종에 한 태

도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쳤다. 한 Smith, Moall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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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rill(1997)은 문화  다양성에 한 교사의 인식에 한 연구에서 교육, 

해외여행 경험, 차별경험, 타문화에 한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문화  다

양성과 련된 교사의 태도는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형성됨을 밝혔다. 

박윤경(2007)의 연구에서도 역시 등 비교사들이 타문화에 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외국인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이는 김옥순(2008b), 김 랑·우수

명(2011)의 연구와 일 된 결과이다.

  타문화 경험 변인에 한 선행연구가 주로 성인을 상으로 진행된 반

면, 일부의 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 상인 등학생을 상으로 그들의 다

문화  성향과 련된 다문화 경험 변인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장인

실·이혜진(2010)은 등학생을 상으로 다문화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

인을 연구하 다. 이 연구에서는 비형식 인 다문화 경험을 가족, 친구, 지

역사회, 학교·학원, 종교, 미디어, 외국어, 여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하 다. 이 연구 결과, 비형식  다문화 경험이 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향이 실증되었다. 박순희·김선애(2012) 한 기 청소년인 등

학교 6학년 학생을 상으로 그들의 문화  경험과 다문화 인식에 한 연

구를 진행하 다. 그들은 여행이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인종과 민족에 한 거부감을 이고 타문화

를 존 하며 공감하는 데에 향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경험, 미디어 경험, 외국어 경험, 여행경험 수 이 높을수록 다문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 따르면 비형식  경험은 자신의 문

화권과 다른 곳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문화에 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서 작용한다. 특히 한수

진·정진경(2012)은 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 미디어, 친구, 여행, 학원, 

종교, 가족에서의 다문화 경험에 향을 받아 형성됨을 실증하 다. 

  반면 형식  경험인 다문화 교육 경험 여부는 련 선행연구에서 일 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련하여 Pedersen(2010)은 다문화 교육 

로그램에의 참여 여부에 따른 다문화 감수성 수 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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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다문화 교육을 받았는가보다 그 로그램이 효과 인가에 따라 참

여자의 다문화 감수성 수 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에 의도된 교육과 인지  학습이 가질 수 있는 효과

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한 개인  변인인 연령(Penland, 1996), 성별(Holm, Nokelainem, & 

Tirri, 2009),  외국어 능력(Chen & Starosta, 1996; 김옥순, 2008a) 등은 학

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외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진다. 한편 아동의 개인 인 특성은 다문화 감수성에 

큰 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특성이 반드시 개인의 감수성 체를 설명하

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특성은 감수성을 측하는 변수로 작용

하지만 이 변수가 개인 간 차이를 완벽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개인의 

특성 외에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함을 반증한다. 를 들어 

소심한 아동은 보통 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지만, 소심한 성격을 

가진 모든 아동이 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Stormshak et al., 

1999). 나아가 공식 인 교육과정보다 상황  조건이 아동의 정치  태도

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한 Gniewsz & Noack(2008)의 연구결

과를 염두에 둘 때, 아동의 다문화 감수성은 개인의 특성과 다문화 교육 

경험 외에도 그들이 처한 사회  환경과 련된 변수의 향을 받아 형성

될 것이다.

2) 학 풍토가 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향 연구

  학 풍토의 향에 한 연구는 주로 학업 성취 등의 인지  측면과 

련하여 진행되어왔으며 일부의 연구가 교과에 한 태도, 소수집단에 한 

존 , 자아효능감 등의 정서  측면에 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는 학 풍토와 다문화 감수성 간의 계를 직 으로 보여주지는 않으나 

집단의 풍토가 구성원의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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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정서  역량으로서의 다문화 감수성에 심을 두고 있으며, 

때문에 학 풍토와 학  구성원의 정서  태도 간의 계에 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  학 풍토와 정치  태도 간의 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은 학 풍토

의 개방 인 정도가 학생의 정 인 정치 태도와 정  상 계를 가진다

는 것을 일 되게 밝히고 있다. Campbell(2008)은 28개국의 14세 학생들을 

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 풍토와 정치  참여 태도의 계

를 분석한 결과 학 풍토가 개방 일수록 아동의 정치  참여 태도가 정

으로 나타난 것을 발견하 다. 황미 ·박성 (2014)의 연구에서는 학교 

3학년 학생을 상으로 정치 태도에 한 학  자치활동 참여와 학 풍토

의 효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학 풍토가 개방 일수록 

정치자신감, 정치신뢰감, 정치흥미감이 높아짐이 실증되었다. Manganelli, 

Lucidi, & Alivernini(2015) 역시 8학년에 재학 인 3,352명의 학생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의 개별 수 과 학  수  모두에서 개방  학 풍

토가 시민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정 으로 향을 미침을 확

인하 다. 한 Knowles & McCafferty-Wright(2015)는 14개국 학생들을 

상으로 수집된 국제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ICCS)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치  효능감에 개방 인 학 풍토가 

지니는 향을 실증 으로 확인하 다. 학생의 민주  태도에 미치는 학

풍토의 향에 한 Perliger, Canetti-Nisim, & Pedahzur(2006)의 연구에

서는 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학생의 민주  태도에 직 으로 미치는 

향의 크기는 비교  작으며 민주 인 학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시민교육의 

실행이 학생의 민주  태도 형성에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한 Perliger 등은 같은 연구에서 민주  학 풍토가 시민교육에서 

습득한 지식과 학생의 민주  태도를 매개할 뿐 아니라 학 풍토가 학생의 

민주  태도에 하여 그 자체로 독립 인 변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학 풍토와 학  내 소수집단에 한 태도와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두 



- 45 -

변인이 유의미한 계를 가진다는 것이 지속 으로 실증되어 왔다. 이지

·허승희(2014)의 등학교 학 풍토가 집단따돌림에 한 방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는 등학교의 학 풍토가 아동들의 집단따돌

림 방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 졌다. 특히 학 풍토

의 개인발달차원  경쟁성이 집단따돌림에 한 방  태도를 가장 잘 

측하는 변인이었으며 인 계차원의 민주성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에 

한 방  태도는 낮아짐이 실증되었다. 김정효·김정아(2000)는 등학교 

6학년 408명을 상으로 래 괴롭힘과 학 풍토 간의 계를 알아보는 연

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자율 이고 친교  풍토의 학 은 래 

괴롭힘 정도와 부  상 계를 맺고 있음이 실증되었으며 교사의 학  경

 방식  태도에 따라 아동간의 괴롭힘 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 다. 

이를 통하여 김정효와 김정아는 래 괴롭힘 상에 있어 학 풍토가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으며 교사의 역할  향력의 요성을 강조하 다.

  한 강석순·김자경·강혜진(2014)은 등학생 484명을 상으로 등학

교 통합학 의 일반아동이 지각하는 학 풍토와 장애수용태도와의 계에 

하여 연구하 는데, 그 결과 연구 상이 지각한 학 풍토의 유형과 장

애수용태도 간에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자율  풍토와 친교  풍토는 장애수용태도와 양  상 계가 나타난 반

면, 통제  풍토와 방임  풍토는 장애수용태도와 부  상 계가 나타났

다. 김성연·박남수(2008)는 등학교 5, 6학년 아동 650명을 상으로 아동

이 지각한 학 환경 변인에 따른 장애아 수용태도를 분석하 다. 이 연구

에 따르면 학 풍토의 난이성과 갈등성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인에 한 수

용 태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성연과 박남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변인에 한 심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

  마지막으로 학 풍토와 다른 인종에 한 태도 간의 계를 주제로 진행

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Blankenship(1990)은 9-12

학년 학생 202명을 상으로 분석하여 학 풍토와 세계시민성에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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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세계시민  태도, 정치  태도 간의 상 계에 하여 연구하 다. 그

는 그 결과 학 풍토는 세계시민성에 한 지식과 낮은 상 계를, 세계

시민  태도와 정치  태도에 높은 상 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Gniewosz & Noack(2008)은 6, 8, 10학년의 독일 국  학생 1312명을 상

으로 외국인에 한 태도에 한 학 풍토의 향을 분석하 다. 이 연구

에서는 개인의 배경 특성뿐만 아니라 학 운 의 공정성, 학업성취 압력, 

개방정도 등의 학 풍토 특성이 외국인에 한 정  는 부정  태도 

형성과 유의미한 계를 지님이 밝 졌다. 한 Cappella et al.(2016)은 학

 내 학생들의 인종 간 계와 교사의 역할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경쟁 인 학 풍토보다 지지 인 학 풍토에서, 신뢰, 동, 

존 을 강조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학 에서 집단 간

의 더 정 인 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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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가 그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

는 향과 그 의의를 탐구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구체 으로는 학 풍토

를 구성하는 요인  무엇이, 어느 정도로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진행된 이론  선행연구에 한 고찰을 바탕

으로 등학생들이 지각한 학 풍토가 그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어떠한 상

계를 지니는지 살펴보기 해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주가설>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칠 것

이다.

<하  가설 1>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응집성은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학생이 그의 학  동료와 친 한 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지각한다면 타문화 구성원을 했을 때 학 에서 학습한 타인에 한 존

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임할 것이다. 그는 이미 학  내 생활에서 타인과 

친 한 계를 맺는 법을 학습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  가설 2>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경쟁성은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학 의 일에 경쟁 으로 참여하는 분 기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타인의 

존재 는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고려할 심리  여유를 갖기 힘들 것이

다. 타인보다 먼 , 더 좋은 평가를 받기 한 경쟁심이 타인의 존재에 

한 학 의 감정규칙이라면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존 하는 정서를 형성하

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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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가설 3>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갈등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인간 계의 갈등은 주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발생한다. 학생 간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 에서는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 

정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따라서 다문화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

생은 정 인 정서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하  가설 4>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곤란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학생이 학 의 일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학교생활에서 맺

어지는 인간 계에 하여 긴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긴장은 주변 상황

을 정 으로 인지하기 힘들게 한다. 이는 타인의 다양한 문화  배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부정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  가설 5>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만족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소속된 공동체에 느끼는 만족감은 심리  안정으로 이어지며 타인에 

한 배려로 발 된다. 한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 조 인 분 기로 받아

들일 수 있게 되며 따라서 타인의 문화  배경에 하여 폭넓은 이해를 가

능하게 할 것이다.

2. 연구변인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설정한 독립변인은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 풍토를 학  구성원 간의 계와 학 의 사회구

조  특성의 상호작용 결과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사회-심리학  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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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다. 즉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학 풍토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의 인간 계, 교과  교수방법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학 의 고유한 속성 

는 사회·심리  분 기로 정의할 수 있다(Anderson, 1982). 본 연구에서

는 학 에 한 학생 개인의 주  인식과 시민  태도의 한 련을 

밝힌 Gniewsz & Noack(2008)의 주장을 근거로 개별 아동이 지각한 학

풍토를 측정하 다. 학 풍토는 Fraser, Anderson, & Walberg(1982)가 제

안한 학 풍토의 하 요인 분류에 따라 응집성(cohesiveness), 경쟁성

(competition), 갈등도(friction), 곤란도(difficulty) 만족도(satisfation)의 다

섯 가지 하 요인으로 분석한다.

2)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

문화 감수성을 다문화 역량의 정서  측면을 묘사하는 개념으로 보고 “문

화  차이에 한 이해와 인정을 바탕으로 다문화 상황에서 하고 효과

인 행동을 진하기 한 정 인 정서를 가지고자 하는 개인의 능력

(Chen, 1997, pp.5-6)”으로 정의한다. 다문화 감수성은 상호작용 참여

(interaction engagement), 문화간 차이 존 (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s), 상호작용 유능감(interaction confidence), 상호작용 향유

(interaction enjoyment), 상호작용에 한 심(interaction attentiveness)의 

다섯 개 하  요인으로 구성된다.

3) 통제변인

  독립변인인 학 풍토 이외에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통제하기 하여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진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 다. 이에 따라 설정된 통제변

인은 성별(Holm et al., 2009), 해외거주 경험(Chang, 2002), 외국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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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 Starosta, 1996; 김옥순, 2008a), 해외여행 빈도(Smith et al., 

1997; 한수진·정진경, 2012)이다.

  이상의 독립, 종속  통제 변인을 바탕으로 구성한 본 연구의 분석 모

형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학 풍토

응집성

↘

다문화 

감수성

상호작용 참여경쟁성

갈등도
문화간 차이존

곤란도

상호작용 유능감만족도

상호작용 향유
통제변인 ↗

상호작용에 한 

심성별, 해외거주 경험,

외국어 능력, 해외여행 횟수

<표 Ⅲ-1> 연구 분석 모형

3. 연구방법

1) 측정 도구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지각된 학 풍토를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가 개발

되어 왔다. 이러한 학 풍토 측정도구는 크게 특정 교과 수업에서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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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설      명

응집성

학생들 간에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 돕는 정도, 친하게 지내

는 정도를 측정하며 학  학생 개개인이 일정기간동안 상호작

용할 때 응집성에 한 정서가 함양된다.

경쟁성

학생들 간의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학 의 일을 

해결함에 있어 더 좋은 수를 얻거나 더 빨리 끝내고자 하는 

분 기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갈등도

학생들 간 긴장의 정도와 다투는 정도를 측정하며 학  내 상

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상, 긴장 상태, 개심 등

을 의미한다. 갈등도 수가 높다는 것은 학생이 학  내 갈등

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곤란도

학생들이 그들의 학  일에 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는

가를 평가한다. 곤란도 수가 높을 때 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 학 에서 요구되는 역할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지한다.

<표 Ⅲ-2> Fraser, Anderson, & Walberg(1982)의 

학 풍토의 하  구성 요인

풍토를 측정하고자 개발된 도구와 반 인 학 풍토 측정을 목표로 한 도

구로 나  수 있다(Fraser & Wilkinson, 1993). 본 연구는 학생의 학교생

활에 큰 비 을 차지하는 반 인 학 풍토와 종속변인 간의 계를 발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학 풍토를 측정하기 해 Fraser et 

al.(1982)가 개발한 MCI(My Class Inventory)를 활용하 다. MCI는 

Walberg가 고등학교학생을 상으로 학생들이 학 의 반 인 분 기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측정하기 하여 개발한 LEI(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를 8-12세 학생의 수 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이다. MCI는 응

집성, 경쟁성, 갈등도, 곤란도, 만족도의 다섯 가지 하  요인에 따른 총 38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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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하  요소 문항번호
본 연구의 

Cronbach's α

학 풍토

응집성 5, 6, 7* .81

경쟁성 8, 9, 10 .84

갈등도 11, 12, 13 .78

곤란도 14, 15*, 16* .82

만족도 17, 18*, 19 .70

<표 Ⅲ-3> 학 풍토 설문 구성

만족도

학생들이 자기 학 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어느 정도 즐기고 

있는가를 측정하며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 에 하여 형성

한 이미지가 정 인지, 는 부정 인지를 알 수 있다.

(손상희, 2005.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Fraser et al.(1982)의 MCI를 활용한 손상희(2005)의 설문

지를 사회과교육 문가와 등학교교사의 검토를 통해 15개 문항으로 재구

성하여 사용하 으며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구성

하 다. 지각된 학 풍토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항들은 손상희

(2005)의 연구를 통하여 신뢰도를 검증받은 도구이다. 본 연구를 해 재구

성된 척도의 신뢰도를 단하기 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 풍토의 측정도구는 하 요소별로 응집성 .81, 

경쟁성 .84, 갈등도 .78, 곤란도 .82, 만족도 .70의 값이 나왔다. 모두 .7 이

상으로 본 연구의 학 풍토 측정도구는 그 신뢰도를 확보하 다고 볼 수 

있다. 학 풍토를 묻는 설문 문항의 구성은 다음 <표 Ⅲ-3>과 같다.

*는 역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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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집성은 학 을 구성하는 학생들 사이에 형성된 친 감의 정도를 측정

한다. 이를 묻는 문항은 5, 6, 7번으로, 7번 문항은 역채  문항이다. 경쟁

성은 학생들 간 경쟁의 정도를 의미하며 8, 9, 10번 문항이 경쟁성과 련

된다. 갈등도는 학생들 간의 긴장과 다툼의 정도를 뜻한다. 갈등도는 11, 

12, 13번 문항으로 측정한다. 곤란도는 학생들이 학 의 일을 하는 데에 어

느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는가를 반 한다. 14, 15, 16번 문항으로 곤란도를 

측정하며 15, 16번 문항은 역채  문항이다. 만족도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

한 학 을 어느 정도 정 으로 지각하고 있는가를 보여 다. 17, 18, 19

번 문항이 이 요인을 측정하며 18번은 역채  문항이다.

(2)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다문화 감수성이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역량의 

정서  측면으로서의 다문화 감수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동안 다문화 감

수성을 측정하기 한 다양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Hammer & Bennett(1998)은 Bennett(1986)이 제시한 다문화 감수성 발

달 모델(DIMS)에 기반을 두어 연구 상의 다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를 측

정하는 IDI(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를 개발하 다. IDI는 개

인의 타인과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하여 행동 패턴을 분석하

는 자기보고식 설문 측정 도구로서 최근에는 2009년 수정된 제 3 이 사용

되고 있다. IDI는 Bennett이 제시한 DMIS에 그 이론  기반을 두고 있다. 

어가 유창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엄격하게 역번

역된 IDI 버 을 사용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문화 간 타당도가 높은 도구

로 평가된다(배재정, 2010). 그러나 DMIS 자체가 개인의 다문화 감수성 발

달을 지나치게 직선 으로 단순화하고 있으며 다문화 감수성을 인지·행동·

정의  역을 포 하는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용어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Che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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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IS

(1986)

자문화 심주의 문화 상 주의

부정 방어 최소화 수용 응 통합

IDI v.3

(2009)

부정
양극화

(방어/역 )
최소화 수용 응

문화  이탈

<표 Ⅲ-4> Hammer & Bennett(1998)의 

다문화 감수성의 발달 단계(DMIS)와 IDI 제 3 의 하 측정요소

인지  역 문화  배경에 한 자아인식이나 자각

인지  역 타문화에 한 지식 수

동기부여  역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동기의 보유

행  역 문화 으로 한 행동의 실천

<표 Ⅲ-5> Ang et al.(2007)이 제안한 

다문화 감수성의 하  측정 역

(배재정, 2010)

  Ang et al.(2007)은 미국과 싱가포르 학생들을 상으로 자기보고식 

다문화지능 측정을 실시한 후 구조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가 높은 4

개의 하 역( 인지 ·인지 ·동기부여 ·행  역)을 설정하고 총 20

개 문항을 산출하 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감수성 수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국내에서는 김

랑·우수명(2011) 연구 등에서 이 도구를 사용한 바 있다. Ang et al.(2007)

의 도구는 다문화 감수성을 비교  폭넓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의 

내용이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 다소 어울리지 않게 구성되어 있고 문항 내

용이 명확한 응답을 하기에 다소 모호하게 구성된 경향이 있어 문항 이해

와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 한 제기되고 

있다(이철 , 2013). 

(이철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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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통합

자신과 다른 인종 , 민족 , 문화  집단 성원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수

문화  

지식

다른 문화를 배우고, 다른 가치와 신념을 수용하며 소수집

단에 한 불공정을 인식하고 통과 습을 가치 있게 여

기며 보존하는 것

기회 균등
교육과 련하여 선입견 배제, 동등한 교육기회, 소수 인종

으로서 경험하는 일반 인 문제들에 한 인식

문화  

독특성

주류 문화의 생활 형태와 다른 문화들의 독특한 성향들을 

인정하는 개인의 신념

언어사용
유창한 언어구사 없이 직장 혹은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것에 

한 개인의 태도와 신념, 느낌

<표 Ⅲ-6> 최승희·김성희·임명희(2008)가 제안한 

다문화 감수성의 하  측정 역

  국내에서는 최승희·김성희·임명희(2008)가 Pirtle와 Cushner의 다문화 감

수성 측정도구를 번안  수정하여 문화  민감성 척도를 개발하 다. 

Pirtle의 문화  민감성 척도는 문화  기호 균등성 30문항, 문화  지식 

23문항, 문화  동화/정체성 14문항, 문화  보호막/통합 16문항, 언어 20문

항의 총 103문항으로 구성되며, Cushner의 문화  민감성 척도는 문화  

통합 10문항, 행동척도 6문항, 지 통합 6문항, 타인에 한 태도 5문항, 공

감척도 5문항의 총 4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최승희 외, 2008). 최승희 외

(2008)는 의 두 측정도구를 토 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합하지 않다고 

단되는 문항과 복문항을 제외하고, 사 검사를 통해 최종 으로 문화

 통합태도, 문화  지식습득, 문화  기회균등, 문화  독특성 수용, 자국 

언어 사용 배려의 다섯 개의 하 요인, 35개의 설문 문항을 확정하 다. 이 

도구는 한국의 다문화 상황을 고려하여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실무자 등 성

인을 상으로 문항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교육 역에서 학생의 다문화 감

수성을 측정하기 해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철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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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의미

상호작용 참여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의 교류에 한 참여의 

극성

문화 간 차이 

존

다른 문화와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견되는 가치  

는 행동의 차이에 한 공감  개방성

상호작용 유능감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한 자기 진단  존 감

상호작용 향유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의 교류 행동을 즐김

상호작용에 한 

심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상 에

게 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표 Ⅲ-7> Chen & Starosta(2000)이 제안한 

다문화 감수성의 하  측정 역

  Chen & Starosta(2000)는 ‘다문화 감수성 측정을 한 도구 개발 연구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에서 Chen(1997)이 제안한 다문화 감수성의 개념에 기 하여 

ISS(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를 개발하 다. ISS는 총 24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를 사용하며 수가 높

을수록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단한다. ISS에서 설정한 다문화 감

수성의 구체 인 구성 요인과 그에 한 설명은 다음 <표 Ⅲ-7>과 같다.

  ISS는 신뢰도(Cronbach alpha .86)와 타당도가 매우 높은 조사 도구이며

(Chen & Starosta, 2000) 국내외 교육 역의 다문화 감수성 련 연구에

서 폭넓게 사용되어왔다(김한솔, 2012; 김 옥·이규림, 2012; 김정덕·모경환, 

2012; Aktaş, Ertu , & Öztürk, 2015). ISS는 Chen(1997)의 다문화 감수성

에 한 정의에서 출발하여 개발된 측정도구이기 때문에 정서  역의 다

문화 역량의 측정에 그 목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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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하  요소 문항번호
본 연구의 

Cronbach α

다문화

감수성

상호작용 참여 20, 30, 32, 40, 41*, 42, 43

.90

문화간 차이존 21*, 26*, 27, 35, 37*, 39*

상호작용 유능감 22, 23, 24, 25, 29

상호작용 향유 28*, 31*, 34*

상호작용에 한 

심
33, 36, 38

<표 Ⅲ-8> 다문화 감수성 설문 구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hen & Starosta(2000)가 개발한 ISS를 번안·

용한 유종열(2011)의 설문지를 등학생의 언어 수 에 맞게 수정하고 사

회과교육 문가와 등학교교사와의 논의를 거쳐 내용타당도를 확보한 설

문지를 사용하 다.

  ISS는 상호작용참여도, 문화차이존 도, 상호작용 자신도, 상호작용 향유

도, 상호작용 주의도의 5개 요인을 측정하는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하 다. 측정도구를 구

성하는 각각의 문항들은 유종열(2011)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해 재구성된 척도의 신뢰도를 단하기 해 Cronbach α 계

수를 산출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 감수성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90이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다문화 감수성 측정

도구는 신뢰도를 확보하 다고 단한다. 다문화 감수성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의 구성은 다음 <표 Ⅲ-8>과 같다.

*는 역채  문항

  상호작용 참여도는 개인이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의 교류에 참

여하려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를 묻는 문항은 20, 30, 32, 40, 41, 42, 43번 

문항이며 41번 문항은 역채  문항이다. 문화간 차이존 도는 자신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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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하여 얼마나 인내하고, 응할 수 있으며 존 하는가와 련된다. 

21, 26, 27, 35, 37, 39번 문항이 이를 측정하고 있으며 21, 26, 37, 39번 문

항은 역채  문항이다. 상호작용 유능감은 다른 문화의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가지는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22, 23, 24, 25, 29번 문항이 상호작

용 유능감에 한 내용을 묻는다. 상호작용 향유도는 타문화 사람들과 상

호작용하는 것을 즐기는 정도를 뜻한다. 28, 31, 34번 문항이 이 요인을 측

정하게 되며 세 문항 모두 역채  문항이다. 상호작용에 한 심도는 다

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와 련된 문항은 33, 36, 38번 문항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 공립 등학교에 재학 인 6학년 학생을 상으로 

하 다. 

  먼  연구 상을 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연령이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향을 통제할 수 있다. 

Penland(1996)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다문화 감수성 한 높아지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학 풍토와 다문화 감수성 

간의 계를 명확히 밝히기 해서는 연령을 통제하는 것이 하다. 둘

째, 지각된 학 풍토를 측정하는 데에 합한 연령의 연구 참여자를 표집 

할 수 있다. Debow(2009)는 등학생의 지각된 학 풍토를 측정하는 연구

들이 주로 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상으로 하고 있음을 지 하며 그 이

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고학년에서는 학년보다 학 에서 보내는 시간

이 많으며 따라서 학 에서의 경험이 지속 으로 일어난다. 한 등학교 

고학년 학생은 자기보고식의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인지  성장이 이루어

진 상태이다. 학생들에게 지각된 학 풍토를 측정하기 해서는 아동들은 

자기보고식의 설문 응답에 합할 정도로 인지  성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Woolley, 2004: Debow, 2009 재인용).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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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세의 아동들은 인지  발달의 구체  조작기에 해당한다. 구체  조작

기의 아동들은 그들의 사회  경험에 한 내 인 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한다. 이러한 능력이 발달했을 때 아동들은 이러한 묘사를 다

루고 그들이 경험한 사회  환경에 하여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지각한’ 학 풍토를 측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문장

을 읽을 수 있는 언어  능력에 더하여 그들의 경험에 하여 내 으로 묘

사하고 결론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동이 필요하다. 셋째, 더불어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다문화 감수성의 측정을 해서는 학생이 ‘문화’의 개념

에 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행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문화’라는 개념은 3학년 2학기 ‘다양한 삶의 모습들’에 처음 

등장한다. 이 단원에서는 문화의 뜻을 알아보고 자연환경과 종교, 사회 변

화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며 문화 간에 공통 과 차이 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5학년 1학기 ‘우리 사회의 과제

와 문화의 발 ’에서 학생들은 통문화와 세계 문화에 하여 학습하며 

과거와 재에 걸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문화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6학년 2학기 ‘세계 여

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의 특성과 다

양한 문화를 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하여 탐구하는 학습기회를 가진다. 

이 게 행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에 한 학습이 문화의 개념에 한 이

해에서 시작하여 자문화와 타문화에 한 인식, 문화의 다양성에 한 고

찰로 차 확 ·심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 풍토  

다문화 감수성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자기

보고가 가능한 등학교 고학년 학생으로 연구 상을 설정하 으며, 연령 

변인의 통제를 해 등학교 6학년으로 연구 상을 제한하 다.

  나아가 서울시 소재 등학교에 재학 인 등학생을 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편 된 표집을 피하고자 서울시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별 각 1-2 개 학교, 교당 2-3개 학 을 편의표집 하 다.

  와 같은 과정에 의해 표집 된 467명의 배경 정보는 다음 <표 Ⅲ-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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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47 52.9

여자 220 47.1

합계 467 100.0

해외거주 

경험

유 41 8.8

무 426 91.2

합계 467 100.0

외국어능력

한 개 외국어 이상 

유창
155 33.2

유창하지 않음 312 66.8

합계 467 100.0

해외여행 

횟수

상(3회 이상) 141 30.2

(1-2회) 123 26.3

하(0회) 203 43.5

합계 467 100.0

<표 Ⅲ-9> 연구 상의 특성

같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을 해 SPSS 22.0 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

인들에 하여 기술통계, 상 분석, 문항 간 내 신뢰성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을 통제하 을 때 학 의 풍토가 다문화 감수성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해 

  학급풍토배경변인 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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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a + b1X1 + b2X2 + b3X3 + b4X4 + b5X5 

+ b6X6 + b7X7 + b8X8 + b9X9 +ei

Y :  다문화 감수성　

X1　:　응집성

X2　:　경쟁성

X3　:　갈등도

X4　:　곤란도

X5　:　만족도

X6　:　성별 (남=1)

X7　:　해외거주 경험 

(해외거주 경험 있음=1)

X8　: 외국어 능력 

(한 개 이상의 외국어 능통=1)

X9　:　해외여행 횟수

a  :　상수

ei　 :  오차항

된 학 풍토 외에 다른 변인들(성별, 해외거주 경험, 외국어능력, 해외여행 

횟수)이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하여 모든 변수를 일

 투입(ENTER)하 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해 사용된 회귀분석 모형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가설 ‘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에 한 <하  가설 1> ‘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응집

성은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 2> ‘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경쟁성은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하  가

설 3> ‘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갈등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 4> ‘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곤란도는 다문화 감수

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 5> ‘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만

족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각각 학  응집성의 회귀

계수(), 학  경쟁성의 회귀계수(), 학  갈등도의 회귀계수(), 학  

곤란도의 회귀계수(), 학  만족도의 회귀계수()가 Y(다문화 감수성)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경우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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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1.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와 다문화 감수성의 특성

  학 풍토가 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이

에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의 특성과 다문화 감수성의 수 을 확인하

기 하여 기술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통계치를 통해 등학생이 

체 으로 그들이 속한 학 의 풍토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은 어느 수 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1)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

  조사에 참여한 467명의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의 기술통계 값은 

<표 Ⅳ-1>과 같다. 먼  학생들은 학 의 응집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 으

며(M=11.52) 만족도(M=10.69), 경쟁성(M=10.21) 한 간값보다 높았다. 

반면 학생들은 학 의 갈등도와 곤란도를 비교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M=8.05, M=6.36).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등학생은 학

 동료와 친 하고 갈등이 은 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시에 경쟁상 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그들은 학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학 의 일이나 

학습과제를 비교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속한 학 에 

하여 정 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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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감수성

체(467명) 남자(247명) 여자(220명)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3.55
(.610)

3.56
(.641)

3.53
(.573)

(최솟값=1, 

최댓값=5)

<표 Ⅳ-2> 다문화 감수성의 특성

학 풍토

하 구성요인
체(467명) 남자(247명) 여자(220명)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최솟값=5, 최댓값=15)

응집성
11.52

(3.106)

11.36

(3.187)

11.71

(3.008)

경쟁성
10.21

(3.435)

10.15

(3.545)

10.27

(3.313)

갈등도
8.05  

(3.320)

7.86

(3.362)

8.26

(3.268)

곤란도
6.36

(3.024)

6.24

(2.982)

6.49

(3.072)

만족도
10.69

(2.682)

10.72

(2.727)

10.65

(2.637)

<표 Ⅳ-1> 학 풍토 하 구성요인의 특성

2) 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 어느 정도의 수 이며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해 기술통계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Ⅳ

-2>와 같다. 먼  연구 상 체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은 간값보다 약

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3.55) 표 편차가 비교  높게 나타나(.610) 

개인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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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풍토가 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향

  본 연구의 주가설은 ‘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먼  수집된 데이터가 회귀분석의 통계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하여 독립 변인 간 상 계를 분석하여 다

공선성 문제를 진단하 다. <표 Ⅳ-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독

립 변인 간 상 계는 모두 값 .6 미만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나

타나지 않았다. 

 성별
해외거주
경험

외국어
능력

해외여행
횟수 응집성 경쟁성 갈등도 곤란도 만족도

성별 1 .081 -.009 .035 -.056 -.018 -.060 -.041 .014

해외거주
경험 (.082) 1 .231** .336** .016 .078 .087 -.001 -.023

와국어
능력 (.847) (.000) 1 .321

**
.048 -.011 .011 -.080 -.012

해외여행
횟수 (.454) (.000) (.000) 1 .109

*
.046 .058 -.096

*
.025

응집성 (.226) (.733) (.302) (.018) 1 -.234** -.497** -.289** .567**

경쟁성 (.700) (.091) (.815) (.322) (.000) 1 .592
**

.017 -.125
**

갈등도 (.198) (.061) (.805) (.213) (.000) (.000) 1 .231
**

-.406
**

곤란도 (.378) (.975) (.084) (.038) (.000) (.710) (.000) 1 -.435**

만족도 (.763) (.622) (.792) (.583) (.000) (.007) (.000) (.000) 1

<표 Ⅳ-3> 독립변인 간 상 계

(괄호 안은 유의수준)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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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 풍토의 하  구성 요인이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

는 향

  본 연구의 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학 풍토의 하  구성 요인이 

각각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가를 다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학 의 응집성, 경쟁성, 갈등도, 곤란도, 만족도와 학생의 성별, 해외거

주 경험, 외국어 능력, 해외여행 횟수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독립 변인들이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40.9%(R2=.409)이며,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df=9,457=35.141, p=.000).

변인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p 

공선성통계량

회귀계수
(B) 표 오차 Beta 공차 VIF

(상수) 2.977 .187  15.959 .000
***

  

응집성 .052 .009 .267 5.611 .000*** .571 1.751

경쟁성 -.019 .008 -.107 -2.348 .019* .625 1.600

갈등도 -.027 .010 -.149 -2.861 .004
**

.474 2.111

곤란도 -.027 .008 -.134 -3.298 .001
**

.785 1.274

만족도 .041 .011 .182 3.843 .000
***

.577 1.735

성별 .028 .044 .023 .630 .529 .973 1.028

해외거주
경험 .059 .084 .027 .705 .481 .857 1.167

외국어
능력 .187 .050 .144 3.748 .000

***
.872 1.147

해외여행
횟수 .011 .006 .073 1.825 .069 .803 1.246

<표 Ⅳ-4> 다문화 감수성에 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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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640 .409 .397 .473

<모델 요약>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70.862 9 7.874 35.141 .000***

잔차 102.393 457 .224   

합계 173.255 466    

(*: p<.05, **: p<.01, ***: p<.001)

  학 풍토의 하 구성요인이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  가설 1은 학생이 그의 학  동료와 친 한 계를 맺고 서로 돕

고 있다고 지각한다면 타인에 한 존 을 바탕으로 타문화에 한 이해와 

정 인 정서를 형성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설정되었다. 실제 학 풍토의 응집

성의 회귀계수는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p=.000). 그러므로 

하 가설 1 ‘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응집성은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즉 학 의 높은 응집성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주장이 통계 으로 검증되었다. 한 학  응

집성의 회귀계수는 .052로, 학  응집성이 한 단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다문

화 감수성은 .052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학  경쟁성의 회귀계수는 p<.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

(p=.019). 즉 학 의 경쟁성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

인으로 나타났다. 한 학  경쟁성의 회귀계수가 -.019인 것으로 보아 학 의 

경쟁성과 다문화 감수성 간에는 부  상 계가 성립하고 있었다. 즉 학  경

쟁성이 한 단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은 .019 감소함을 보인다. 

이는 학 의 경쟁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즉 동료와 력  계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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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각할수록 개인의 다문화 감수성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  가설 

2 ‘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경쟁성은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셋째, 학 의 갈등도는 학생들 간의 긴장 정도와 다투는 정도를 반 한다. 

갈등도의 회귀계수는 p<.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p=.004). 즉 학

의 갈등도는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따라서 

하  가설 3 ‘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갈등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

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한 학  갈등도의 회귀계수가 -.027인 것으로 보아 

학  갈등도가 한 단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은 .027 감소한다. 

즉 갈등도를 낮게 지각할수록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은 높아지는 경향을 해석

할 수 있다. 학  내 갈등이 빈번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학  내 계 형성에 

있어 더 긴장하게 된다. 이러한 긴장감은 나와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 을 

하는 데에 이고 부정 인 감정을 느끼는 데에 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학  곤란도의 회귀계수는 -.027로,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했

다(p=.001). 이에 따라 하  가설 4 ‘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곤란도는 다문

화 감수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학 의 곤란도는 다문화 감수

성과 부  상 계를 맺고 있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학  곤란도가 한 단  

증가하면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은 .027 감소한다. 즉 학생이 학 의 일을 수행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다문화 감수성은 낮아지며 학 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비교  수월하다고 지각할수록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은 높아진다. 

  다섯째, 하  가설 5는 ‘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만족도는 다문화 감수성

에 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이 가설은 소속된 공동체에 느끼는 만족감이 심

리  안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타인에 한 존 과 배려로 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되었다. 학  만족도의 회귀계수는 .041로, 소속된 학

에 한 만족도가 한 단  증가하면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은 .041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이는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

(p=.000). 따라서 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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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표 화된 계수(β)를 통해 학 풍토의 각 하 구성요인이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를 분석하 다. 다문화 감수성에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변인은 학 의 응집성이었으며(β=.267, p=.000), 그 뒤를 이어 만족

도(β=.182, p=.000), 갈등도(β=-.149, p=.004), 곤란도(β=-.134, p=.001), 경쟁성

(β=-.107, p=.01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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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결론

1. 요약  논의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기반으로 정치·사회  정체성을 형성

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변화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정

체성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반증한다. 다문화 가정이 늘고 외국인 근로자

가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의 문화  다양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

문화가족 아동에 한 국내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부분이 집단따돌

림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서 ·이승은, 2007; 양순미, 2007; 이 주, 

2007; 경숙, 2008). 일반 등학생의 집단 따돌림 경험과 비교할 때 집단따돌

림을 경험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비율이 크게 높지는 않았으나 따돌림을 당한 

이유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이재분, 2008). 이재분(2008)의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의 경우 따돌림의 가장 큰 이유가 잘난 척하는 행  때문인 반면, 다

문화가족의 아동은 어머니의 출신국이나 외모 등 개인의 배경변인이 따돌림의 

주요 이유 음을 밝혔다. 즉 다문화가족 아동은 개인의 성격문제가 아닌 그들

을 하는 주변 아동의 태도와 인식으로 인해 따돌림을 경험한다(김미진, 

2010).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피부색이나 언어, 종교를 달리하는 

타문화 구성원과 효과 이고 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 즉 다문화 역

량을 지녀야 한다. 특히 다문화 역량의 구성 요인인 다문화 감수성은 다문화 

인지능력이 다문화  행동으로 발 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따라

서 다문화 감수성에 한 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와의 원만한 래 계 형성

과 일반학생의 다문화 역량 함양을 하여 극 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등학교의 다문화  변화가 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

려할 때, 태도 형성의 결정  시기에 있는 등학생을 상으로 한 다문화 감

수성 교육에 한 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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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교육은 문화  다양성에 한 존 과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따

라서 학 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하여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일과의 부분을 학

 내에서 보내며 그들에게 학 풍토는 학생의 태도 형성의 사회  맥락으로

서 지속 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환경에 한 처 방식은 변화하는 

환경에 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가치 에 향을 받으며(최충옥 외, 

2010: p. 43) 동시에 학생이 속한 사회  맥락은 그들의 편견  태도를 지속

으로 강화한다(이미나, 2008).

  이에 본 연구는 정 인 학 풍토 조성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함양의 가능

성을 발견하고 장 교사에게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한 실 인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는 하나의 주가설과 다섯 개의 하

 가설을 설정하 다. 

<주가설> 등학생이 지각한 학 풍토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칠 것

이다.

<하  가설 1>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응집성은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 2>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경쟁성은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 3>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갈등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 4>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곤란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 5> 등학생이 지각한 학 의 만족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서울시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소

속 각 1-2개 학교의 6학년 2-3학 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수합

된 설문지  불성실하거나 락된 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6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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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독립 변인

다문화 감수성

회귀계수 계수의 p값

응집성 .052*** .000

경쟁성 -.019
*

.019

갈등도 -.027
**

.004

곤란도 -.027** .001

만족도 .041
***

.000

<표 Ⅴ-1> 다문화 감수성에 한 회귀분석 결과 요약

의 설문지를 분석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가설의 검증을 해 지각된 학

풍토와 성별, 해외거주 경험, 외국어 능력, 해외여행 횟수를 독립 변인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

과 학 풍토를 구성하는 5개 하  요인(응집성, 경쟁성, 갈등도, 곤란도, 만족

도)은 모두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p<.05, **: p<.01, ***: p<.001)

  첫째, 학 의 응집성, 만족도와 다문화 감수성의 계에서, 학생이 학 의 응

집성과 학 에 한 만족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그의 다문화 감수성은 높게 

나타났다. 응집성은 학생 간에 서로 친 하게 지내는 정도를 반 하는 변인이

며 만족도는 학 에 해 형성된 정 인 이미지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

동료와 친 하고 력 인 계를 맺을 수 있는 학  분 기, 학 에서 즐겁

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학생이 다른 문화의 구성원을 하게 되었을 때 개

방 이고 허용 인 태도로 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학 의 경쟁 인 분 기, 빈번한 갈등, 학 의 일에 해 느끼는 곤란

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경쟁 이고 갈등의 빈도가 높

으며 능력에 비하여 어려운 과업이 주어지는 학 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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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로 인해 심리  긴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른 문화를 존 하는 것은 

나와는 다른 특성, 의견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한다. 한 자신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에 하여 포용  자세를 갖기 한 심리  여유는 사회  

맥락에서 비롯될 수 있다.

  셋째, 한편 통제 변인 가운데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는 변인은 외국어 능력으로 분석되었다(p=.000). 이러한 결과는 등학생이 외

국어를 학습할 때 단순히 언어에 한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외국어 능력은 연구 상 본인이 생각하는 주

 실력을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해외거주경험과 외국어 능력 간의 격차가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다문화 감수성이 정서  측면의 역

량임을 고려할 때, 외국어 능력을 묻는 문항이 학업성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객 인 외국어 실력이 아닌 자신의 외국어 능력에 한 주 인 단을 요

구했기 때문에 다문화 감수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근 문화  다양성이 속도로 심화되어감에 따라 다문화 시민성에 한 

심이 꾸 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 교육은 그

동안 교과교육과정에 다문화 련 제재를 활용하고 다문화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 감수성이 효과 으로 함양되었

는가에 하여 의문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 감수성은 정서  특성을 가진 역량

이며 개인의 정서는 단기간의 인지  근보다는 학생이 생활하는 환경과 문

화의 향을 받기 때문이다(이미나, 2008). 실제 본 연구는 학 풍토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학 풍

토의 응집성, 경쟁성, 갈등도, 곤란도, 만족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치

고 있었다.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해 한 학 풍토의 조성이 교육  효과

가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가지는 시사 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자 한다.

  첫째, 학 풍토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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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운 을 통하여 학교생활 반에 걸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가능함을 시

사한다. 본 연구는 학 풍토가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한 학습 경험으로서 활

용될 수 있음을 실증하 다. 학생이 일상 으로 경험하는 학 풍토가 다문화 

감수성 형성에 잠재  교육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다문화 교

육은 주로 공식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다문화 감수성이 정

서  태도와 련된 역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감수성은 일시 이고 인지

인 근을 통한 다문화 교육보다 학 풍토 조성을 통한 지속 이고 정서 인 

다문화 교육으로 더욱 효과 으로 함양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에 해 안  근을 시도하 다. 그

동안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한 연구는 주로 수업에 용 가능한 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집 되어있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교

육 로그램은 다문화 감수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왔다. 하지만 

단순히 수업을 통해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다문화 감수성 함

양이 어려울 수 있다. 타인을 존 하고 이해하며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서

와 태도는 지식 교육이 아닌 타인과 함께 어울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함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효과 으로 자극하기 해서는 학생

이 생활하는 학 의 풍토가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유리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학 풍토가 어떠한 모습으로 조성되어야 하는지에 한 정

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학 풍토의 하  구성 요소로 분석한 학 의 응집

성, 경쟁성, 갈등도, 곤란도, 만족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에게 어떠한 특성을 가진 학 풍토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해 알려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

할 때 교사는 학  내 구성원이 서로 친 하고 비경쟁 이며 우호 인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학  일 는 학습 

과제의 구성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학생들이 학 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 풍토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성공 으

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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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은 간값에 근 한 

수 으로 나타났다(M=3.55). 학교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규범  차원에서의 내

용 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문화에 하여 존 하고 배려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한 학 풍토의 조성을 통해 가

능한 일일 것이다.

  지 의 등학생은 재보다 문화  다양성이 더욱 심화된 사회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들이 다양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데에 정 인 정서와 태도를 

가지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풍요, 개인의 사회  행복을 하여 요한 일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한 심이 필요함을 

주장하 으며 동시에 한 학 풍토는 학습자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효과

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경험 으로 증명하 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을 해 학생의 정서 형성에 지속 인 

자극을  수 있는 학 풍토의 역할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실증하

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다문화 감수성 교육과 학 풍토

에 련된 후속 연구를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다른 문화에 하여 정 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  맥락을 

구성하는 방법에 한 후속 연구는 장의 교사들에게 실질 인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정 인 학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학  

운  략에 한 극 인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해 련 역에 

한 탐색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교사의 학 운 방식은 학 풍토 형성에 

결정  역할을 한다(Urdan & Schoenfelder, 2006; Pica-Smith, 2009). 

  둘째, 학 풍토가 형성되고 학생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에

서 다문화 감수성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설문을 실시

한 특정 시 에 학 풍토가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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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 풍토의 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해 학 풍토가 형성되기 

이 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시 에서의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 풍토와 다문화 감수성 간의 계에 기반을 두어 다문화 역량의 행

동  하  요인인 다문화 기민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

의 궁극 인 목표는 학생들이 다문화 상황에서 하고 효과 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 풍토의 향을 받아 함양된 다문화 감수성이 어떠한 과정

을 통하여 다문화 기민성으로 발 되는가, 학 풍토는 학생에게 어떤 의미의 

경험을 제공하는가 등에 한 직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교실 상황에

서 는 일상생활에서 학생 행동과 경험의 의미를 찰, 분석하는 질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에 제시한 연구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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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우리 반의 분위기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
는지와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의 내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표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과 그 결과는 순수한 연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임을 약속드립
니다. 응답 도중에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절대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질문들은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학교 성적과도 상관이 없
습니다. 이 설문지는 점수를 매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
각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답해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일반사회교육과 강하윤 드림.

[부록] 학 풍토  다문화 감수성 설문지

설문지

Ⅰ.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하거나 숫자를 써 주

세요. 

1.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      ② 여

2. 해외에서 1년 이상 살아 본 경험이 있나요?    

 ①       ② 아니오

3.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다녀 본 횟수를 어주세요.  (        번)

4.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나요?

①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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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별로
아니
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5 우리 반 분위기는 정답고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반 학생들은 서로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반 학생들은 서로를 따돌리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반 학생들은 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한
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반 학생들은 다른 친구의 점수를 궁금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반 학생들은 학급일이나 공부를 서로 먼저 끝내려
고 경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반의 일들이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되어 불만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반 학생들은 친한 친구들하고만 놀고 다른 아이들과는 
잘 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반 학생들 대부분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
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반의 학급일이나 공부는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반은 능력별로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반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나 
학급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반은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반 학생들은 우리 학급에 대해 불평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반 학생들은 학급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한
다. ① ② ③ ④ ⑤

Ⅱ. 각 문항을 읽고 우리 반에 한 여러분의 평소 생각 는 느낌과 가

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 93 -

번호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속이 좁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꽤 자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은 상당히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때 무
슨 말을 해야 할지 항상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친근하게 행동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을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을 존중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때 쉽
게 기분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때 자
신만만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섣불리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주 소극적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개방적이
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때 매우 세
심하게 그들을 관찰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때 자주 내
가 무능력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행동하는 나름
의 방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때 가능
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각 문항을 읽고 다른 문화에 한 여러분의 평소 생각 는 경험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여기에서 ‘다른 문화’란 성별, 인

종, 사회·경제  지 , 장애여부 등에서 나와는 다른 조건 는 생각을 

가진 문화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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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7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
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때 그
들이 표현하는 깊은 의미를 잘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동안 자주 긍정적으로 반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
야 하는 상황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
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과 몸짓으로 자주 표현해준
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점 그 자체가 나에게 즐거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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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lassroom Climat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Intercultural Sensitivity

Kang, Ha-Yoon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ultural diversification of Korean society is starting to emerge in 

schools, and it is especially fast in elementary schools. Now, social 

studies education is faced with a new task of multicultural competence 

education which should cultivate the students to harmoniously coexist 

in intercultural society. Schools have come up to these social demands 

and utilized multicultural materials and developed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in their curriculum. Being equipped with 

intercultural sensitivity, one of the components of multicultural 

competence, that is understanding and recognizing of cultural diversity 

is an essential competence in the process of multicultural cognitive 

ability to manifest in multicultural behavior. However, intercultural 

sensitivity cannot be achieved only through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in school curricula, because it is related to affective aspect 

and it can be better accessed through social context and daily 

experience rather than cognitive approach. Therefore, approache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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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ambiance of the class, classroom climate, will be more 

effective towards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the students.

  The classroom climate will function as the learning field where 

observational learning takes place and as a social context which puts 

forth feeling rules and will affect the students' intercultural sensitivity. 

Classroom is a small society where a student spends most of his or 

her time and takes in political social experiences. In a classroom where 

the students respect others and work together, students are able to 

come to understand and accept various cultures. The students are also 

able to observe how teachers or other students treat various cultures 

and nurture intercultural sensitivity through modeling and vicarious 

reinforcement. Moreover, these experiences provide feeling rules, in 

other words, how to feel in similar situations, positively affecting the 

student's intercultural sensitivity. 

  On the basis of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confirm if classroom climate influenced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achieve this, this study rais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does the classroom climat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fect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set the following hypotheses:

<Hypothesis 1> The classroom cohesiveness perceived by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ll affect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Hypothesis 2> The classroom competition perceived by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ll affect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Hypothesis 3> The classroom friction perceived by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ll affect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Hypothesis 4> The classroom difficulty perceived by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ll affect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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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5> The classroom satisfaction perceived by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ll affect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To verify the hypotheses above, 467 sixth grade students currently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in Seoul were given survey question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All of the lower factors of classroom climate, i.e. cohesiveness, 

competition, friction, difficulty and satisfaction, displayed significant 

effects on intercultural sensitivity. Students with higher perceived 

cohesiveness and satisfaction had higher intercultural sensitivity; which 

was significant with p<0.001. On the other hand, classroom competition, 

friction and difficulty had negative effects on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other words, if the competition and friction among students are high in 

a classroom and they feel difficulty, their perceived intercultural 

sensitivity was lower. Among the lower factors, competition, difficulty 

and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with p<.05, <.01 and <.01, respectively.

  The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First, the fact that classroom climate affects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students indicate that inter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is 

possible throughout school life by the teachers. This study substantiated 

that classroom climate can be utilized as a learning experience to 

develop intercultural sensitivity. It means the classroom climate which 

the students experience on daily basis is functioning as a latent 

curriculum for form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Intercultural sensitivity 

is a competence relevant to affective attitude and continuous and 

affective approaches to education will prove to be much more effective 

compared to temporary and cognitive ones.

  Second, this study took an alternative approach to inter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Previous studies on the topic mostly focused on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applicable in classes. However, taking 

in intercultural sensitivity via cognitive means in classes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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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Emotions and attitudes to respect, understand and communicate 

with others come not from knowledge-based education but through 

everyday social life.

  Third, 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on how to built proper 

classroom climates for the teachers. The lower factors of classroom 

climate, namely cohesiveness, competition, friction, difficulty and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se 

results inform the teacher on the type of characteristics of classroom 

climates that exhibit positive effects on the students' intercultural 

sensitivity.

  Fourth,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o 

promote intercultural sensitivity.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close to the 

median(M=3.55). The multicultural education curriculum in schools must 

not linger in plain normative means of delivering required messages but 

enable students to personally experience the situations where they 

respect and be considerate of other cultures; and this is possible 

through creating proper classroom climates.

keywords : classroom climate, intercultural sensitivity, inter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4-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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