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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은 서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자아존중감이 부모 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이 다른 문화
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알아보는 기준을 제공
하고 나아가 갈등 없는 다문화사회로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은 어
떠한가?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G광역시 소재의 중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470명의 자료 중 잘못 기입
된 자료를 제외한 총 46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김미진(2010)이 한국적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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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상황을 반영하여 제작한 ‘다문화 수용성 척도’와 오성심․이종승(1982)이 제작하고 임
선화(1987)가 재편성한 ‘부모 자녀 양육태도 지각검사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
으며, Rosenberg(1986)가 수정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 측정도구의 신
뢰도 Cronbach'a 는 부모 전체 신뢰도 .88이며 부의 신뢰도 .79 , 모의 신뢰도 .81이었다. 자
아존중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a는 .91이었고 다문화수용성의 Cronbach'a는 전체 신뢰
도가 .95이고 하위변인인 다문화적 관계형성 능력 .95, 다문화적 인식 .85 다문화적 개방성
.82, 다문화적 공감 .82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계수,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고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와
Sobel test(1982)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 존중감 및 다문화수용성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와 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수용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
관계(부의 양육태도와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 r=.11, p<.05, 다문화적 인식 r=.13, p<.05, 다
문화적 개방성 r=.14, p<.01, 다문화적 공감 r=.12, p<.05이고, 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 r=.14, p<.01, 다문화적 인식 r=.14, p<.01, 다문화적 개방성 r=.20, p<.01, 다
문화적 공감 r=.13,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와 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
감의 관계 역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 모든 하위요인(자아존
중감과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 r=.17, p<.01, 다문화적 인식 r=.16, p<.01, 다문화적 개방성
r=.11, p<.05, 다문화적 공감 r=.14, p<.01)들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다문 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는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이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인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 다문화적 인식, 다문화적 공감
과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검정 결과 부의 양육태도와 다문화적 인
식, 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적 관계형성 능력, 다문화적 인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변수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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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과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은 서로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은 증가함을 확인했다.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자신
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판단으로 다문화에 대한 수용의 정도를 받아들이게 됨을 알 수 있
다. 청소년 개인에 대해서도 초기 성인기라 할 수 있는 중학생 시절에 긍정적인 자아존중
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면에서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다문
화적 감수성과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및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제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민족의 우수성과 타문화
의 통합과 공존이라는 시대정신을 갈등 없이 수용 가능하도록 상담의 중재 방안을 제공한
다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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