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리더십 교육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

국, 영국, 홍콩의 여러 대학들은 리더십 교육과정을 제공하

고 있는데(신의향, 2007), 일례로 2010년 하버드 교육대학

원은 74년 만에 새로운 학위과정인 교육 리더십 전공 박사

과정(Doctor of Education Leadership Program)을 개설하여

(한국일보, 2009년 9월 16일자)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이외

에도 미국에는 미네르바 스쿨, 42 실리콘 밸리 등에 리더

십 역량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전상훈, 2019). 세계화로 인

해 리더십 중에서도 ‘글로벌 리더십(global leadership)’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Brown et al., 2012), 최근 들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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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수업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 활동’으로 고안된 ‘히든 컨트리 활동’의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문화 활동과 지리수업을 위한 ‘히든 컨트리 활동’에 대해 정리하고, 글로벌 리더십과 관련하여 문화지

능과 자기효능감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리교육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지능과 자기효능

감을 실제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히든 컨트리 활동’의 교육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개발된 지리수업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 활동’의 효과를 실증하는 연구로 지리교육 영역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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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hidden country activity’ designed as 

a ‘global leadership fostering activity’ for geography classes. To this end, this study summarizes ‘hidden-country 

activity’ for geography classes and multicultural activities, and examines how discussions of cultur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have been conducted in relation to global leadership. Based on the results of actually measuring cultur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f students majoring in geography education, the educational effect of ‘hidden-country 

activity’ was examine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global leadership in the field of geography 

education as a study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iously developed ‘global leadership fostering 

activity’ for geography classes.

Key words: global leadership, multicultural activities, hidden-country activity, cultural intelligence, self-efficacy, 

global leadership foster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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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도 소위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개최하는 고등

학교 및 대학교도 늘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의 생각,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며

(Mendenhall et al., 2008), 세계 각국의 문제를 세계적 맥락

에서 이해하고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이민희 외, 1999). 글로벌 리더십

은 우리나라의 세계지리 교과 교육과정에도 등장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세계지리의 

성격과 목표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지리 교과의 목표에 있어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에 

기초한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인간”(교육부, 2015, 175)으

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27년이면 다문화 가

족 2세대 성인 인구가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

는 등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화 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서(경기일보, 2021년 1월 31일자) 글로벌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리더십이 세계지리 교육과정에 공식적

으로 등장하였을 뿐, 지리교육 맥락에서 글로벌 리더십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힘들다. 교과수업에서의 리더십 교육은 체계적이라기보

다는 교사 변수에 의해 좌우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육 계획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김다원, 2011), 이는 지

리교육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지리교육 맥락에서 글

로벌 리더십에 대한 연구(예: 류재명, 2008; 류재명, 2009; 

김다원, 2011)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며, 구체적인 수

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 수업 활동 방안에 대

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글로벌 리더

십 함양’을 명시한 수업 활동으로는 최재영(2019)의 ‘히

든 컨트리 활동(hidden-country activity)’이 있는데, 이 활

동은 ‘공감적 이해’의 증진을 위해 ‘되어보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세계지리 교과에

서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의 핵심이 ‘공간적 다양성에 대

한 공감적 이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재영, 2019).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되어보기’의 형식을 취하는 활동

으로는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이야기 속 인물 되

어 보기 수업 모형’에서의 ‘주인공(등장인물) 되어보기’ 

단계의 활동(이지은, 2015)과 다문화 교육 방안으로 고안

된 ‘가상 국민 되어 보기’ 활동(윤정숙･남상준, 2009)이 

있다. 이 두 활동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해당 

논문에서 이루어졌으나, ‘히든 컨트리 활동’의 교육 효과에 

대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리더십 함양 활동’으로 

고안된 ‘히든 컨트리 활동’의 교육효과를 다문화 활동의 

맥락에서 문화지능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확인해보

고자 한다. Avolio et al.(2009), 김다원(2011), 박보람(2019) 

등 여러 학자는 글로벌 리더십에 있어 문화지능을 강조

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글로벌 리더십(박보람, 2019)

은 물론, 문화다양성(Combs, 2002), 문화수용성(김인숙･

이수진, 2017) 등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논해지고 있

다. 실제로 박보람(2019)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후속 

연구의 방향으로 문화지능 척도를 사용하여 개인의 문화

지능 역량을 평가하는 것과, 글로벌 리더십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효과를 검

토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다문화 활동을 고려하고자 하

는 것은 여러 형태의 다문화 활동이 글로벌 리더십 함양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히든 컨트리 활동 역

시 다문화 활동 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다문화 활동과 지리수업

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 활동에 대해 정리하고, 글로

벌 리더십과 관련하여 문화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논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지능과 자기효능감을 실제로 

측정한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 

함양 활동의 교육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지능과 자기효능감은 글로벌 리더십과 어떠

한 관계가 있는가?

2) 지리수업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 활동, 즉 히

든 컨트리 활동은 학생들의 문화지능과 자기효능

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히든 컨트리 활동의 수행 시기에 따른 영향 차이

가 있는가?

4) 학생들은 히든 컨트리 활동 이외에 어떠한 다문화 

활동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 활동 경험에 

따른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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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활동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활동이라는 개념을 넓은 의미

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다

문화 활동은 다문화 상황에 직접 노출되는 것, 즉 타문화

권 사람들과의 직접 접촉은 물론, 수업을 통한 타문화에 

대한 간접 체험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설명

할 ‘글로벌 리더십 함양 활동’도 다문화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상황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하며(박보람, 2019), 

다문화 상황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 즉 ‘세계시민의식’이

나 ‘다문화 수용성’, ‘문화 지능’ 등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한국 대학생 403명을 대상으로 한 김정화 외(2010)의 연

구에서 해외 자원봉사나 외국인과의 사적인 접촉 같은 

직접 경험은 물론, 문화다양성 관련 강의 수강과 같은 간

접 경험을 한 집단은 직･간접 경험이 없었던 집단보다 

‘세계시민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에서 ‘문화

다양성 태도’에 있어서는 문화다양성 관련 강의 수강 경

험과 외국인 친구 유무가 영향을 미쳤지만, 자원봉사 및 

해외 방문 경험과 외국인과의 사적인 접촉 경험의 영향

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 활동 경험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

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윤인진･송영호, 2011, 

154)를 의미하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구 

및 경북 지역 대학생 560명을 대상으로 한 김인숙･이수

진(2017)의 연구는 다문화 상황 경험이 남녀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즉 남학생들은 대중매체에서 

한국사회와 외국 이주민들끼리 화합하는 내용을 접한 

긍정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여학생

들은 대중매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외국인들의 모

습을 접한 부정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인숙･이수진(2017)은 여학

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공감능력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한다.

다문화 활동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은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 체육계열 대학생 459명

을 대상으로 한 김우석･한광령(2012)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 해외체류 경험, 외국문

화 접촉빈도, 외국인 접촉시간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

을 미쳤다. 나아가 ‘문화지능’이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변인인 ‘다문화 지향성’에 대해 42.3%의 설명력을 지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다문화 지향성’은 “국민정

체성 인식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윤인진･송영호, 2011, 173)를 의미하며, ‘다문화 지향성’

과 대조되는 문화지능의 하위변인은 ‘자민족 지향성’이다.

요컨대, 다문화 활동 경험들과 다문화 상황에 관련된 

여러 변수들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어떠

한 다문화 활동이 앞으로 설명할 문화지능과 자기효능

감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으로 말하기는 힘든 것이

다. 우선 다음 절에서는 다문화 활동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히든 컨트리 활동’과 이와 유사한 활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지리수업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 활동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지리수업활동은 여러 형

태가 가능할 것이다. 최재영(2019)은 기존의 글로벌 리더

십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글로벌 리더십 함양이 ‘공간

적 다양성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궁극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설명하며, ‘글로벌 리더십 함양 활동’을 구성함에 

있어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을 구현하기 

위해 ‘되어보기’ 활동의 형태로 ‘히든 컨트리 활동(hidden- 

country activity)’을 제안하였다. ‘히든 컨트리 활동’에 대해 

최재영(2019)에 설명된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히든 컨트리 활동에서 학생들은 수업 상황에 맞춰 일

정 기간(가령 한 학기)동안 하나의 나라를 선택하여 그 입

장이 되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물론 매 수업시간 전체

가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매 수업시간마다 일부를 할애

하여 꾸준히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히든 컨트리 활

동은 1) 나라 선택 - 2) 되어보기 -3) 정리 의 순서로 진행

되는데, 첫 단계인 ‘나라 선택’ 단계에서 학생들은 일부 강

대국에 편중된 지역 인식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 세계 

190여 개국 중 자신의 인식 밖에 숨겨져 있던 나라, 즉 히

든 컨트리(hidden country)들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인 ‘되어보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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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 나라의 이름을 별칭으로 쓰고 자신의 나라에 대해

서 동료학생들 앞에서 5분~10분 정도의 짤막한 소개 발

표를 하면서 그 나라의 입장이 되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라를 하나 선택하여 소개 발표를 하는 것만으로

도 그 나라에 대한 인지 정도가 향상되겠지만, 그 나라 

이름을 별칭으로 삼는 것은 되어보기 활동에 더욱 몰입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소개 발표 자체는 한 번으로 끝나

나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자신의 별칭을 과제 제출 시

에도 쓰며, 교수자가 질문하거나 언급할 때 학생을 그 

나라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전술했듯 글로벌 리더

십 함양에 있어 ‘공감적 이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는 결국 타인의 입장이 되어 타인을 이해하는 것

이기에 이러한 ‘되어보기’ 활동은 그 입장이 되어 세계

의 공간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라에 대한 소개 발표 내용에는 그 나라의 위치와 

인문 및 자연환경 같은 기본 정보도 들어가지만, 그 나

라만이 지니는 ‘공간적 특징’ 및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

이의 ‘연계성 탐색’에 강조점을 두고 준비하게 된다. 학

생들이 이름조차 몰랐던 나라에서 우리나라 혹은 자신

의 삶과의 접점을 발견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으며(예: 

일제 강점기 한인 징용자들의 ‘아이고’ 소리가 다리 이

름이 되어버린, 태평양 서부 팔라우 공화국의 ‘아이고 

다리’), 이렇게 “예상치 못한 연계성을 깨닫는 순간 학생

들은 적잖은 지적 쾌감과 흥미를 느끼게 된다.”(최재영, 

2019, 96) 그리고 수업 상황이 허락한다면, 학생들은 자

신의 발표를 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되어보기’ 활동은 글로벌 리더십 논의에 있어 

강조되는 ‘경계초월(Boundary Spanning)’과도 관련된다. ‘경

계 초월’에 있어 ‘정보의 흐름’과 ‘지리적으로 함께 존재’하

는 것이 중요한데, 나라 소개를 하며 학생들 간의 정보의 

흐름이 발생하며 각 나라를 맡은 학생들이 지리적으로 함

께 존재하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최재영, 2019).

마지막 단계인 ‘정리’ 단계에서 학생들은 정리표를 작

성하고 세계지도에 동료학생들이 맡은 나라를 찾아 동

료학생의 이름을 적는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시

간이 된다면 반성적 글쓰기 차원에서 전체 활동에 대한 

감상을 정리하는 글을 작성해 보는 것이 좋다. 반성적 

글쓰기를 함으로써 학생들은 메타인지를 통해 자신의 

세계 인식에 대해 성찰해볼 수 있으며, Goryunova and 

Jenkins(2017)가 글로벌 리더십 교육에 있어 강조한 ‘이

문화 역량(cross-cultural competence)’을 함양할 수 있다. 

이문화 역량은 “사람들이 다문화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기술, 정서/동기”1) 

(Abbe et al., 2007)를 의미한다.

히든 컨트리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는 글로벌 시민

성 함양을 위한 ‘이야기 속 인물 되어 보기 수업 모형’에

서의 ‘주인공(등장인물) 되어보기’ 단계의 활동(이지은, 

2015)을 들 수 있다. 이 수업 모형은 총 5 단계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 중 네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주인공(등장

인물) 되어보기’ 단계가 핵심인데, 활동 이름에서도 드러

나듯 히든 컨트리 활동처럼 ‘되어보기’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 되어보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학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느낀 점을 공유하

게 된다. 이 수업모형은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한다는 맥

락과 ‘되어보기’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히든 컨트리 활동

과 유사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험을 나누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도덕 교과의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

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제시된 이야기(예: 물이 부

족한 상황에 처한 아프리카 소년의 이야기)에 대한 참여

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이지은, 2015), 국가 

단위를 기본으로 공간적 다양성 인식에 중점을 둔 히든 

컨트리 활동과는 차이를 보인다.

‘가상 국민 되어보기’ 활동(윤정숙･남상준, 2009)은 한 

국가를 선택하여 되어보기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히든 

컨트리 활동과 더욱 유사하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각

기 입장이 다른 4개의 가상 국가의 국민이 되어 난민, 외

국인 노동자, 터널 개통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실존하는 국가가 아닌 가상 국가라는 점, 4개국 

중에 선택하는 방식이라 한 학생이 각기 하나의 나라를 

맡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생이 한 나라의 국민을 이룬다

는 점, 제시된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한 협상을 한다는 

점에서 히든 컨트리 활동과 차이를 보인다. 히든 컨트리 

활동은 지역 인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실존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들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3. 글로벌 리더십과 문화지능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 or CQ)에 대하여 학자마

다 다르게 정의내리지만, Earley and Ang(2003)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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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문화적 맥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한 사람의 역

량”(Earley and Ang, 2003, 59)2)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민

경(2013)은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문

화적 차이점을 인지하고, 그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생각과 태도 및 행동 방식을 적절히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민

경, 2013, 111)으로 문화지능을 정의하고 있다. 즉 새로

운 문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

에 대한 인지와 행동에 있어서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 적응을 예측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상호문화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을 들 수 있는데, 문화지능은 상호문화역량

의 대표적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임선민･연규진, 2020). 

상호문화역량은 전술한 ‘이문화 역량(cross-cultural com-

petence)’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논의되며, 초기엔 의사소

통에 중점을 두었다면 요즘 같은 다문화시대에서는 개

별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접촉에 중점을 두

고 있다(이병준･한현우, 2016)

Earley and Ang(2003)은 문화지능의 개념을 4 가지 영

역(초인지적,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초인지적 측면’은 “지식을 얻고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

이 사용하는 절차들”(Ang et al., 2007, 337)을 뜻한다. 그

리고 ‘인지적 측면’은 문화지능의 지식 차원으로서 다문

화 상황에서 문화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동기적 측면’

은 다문화적인 상황에서 적응하며 갈등과 도전을 헤쳐 

나가려는 추진력을, 그리고 ‘행동적 측면’은 다문화적인 

상황에서 맥락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

다(Van Dyne et al., 2010).

문화지능을 CQ(Cultural Quotient), 직역하자면 ‘문화적 

지수’라고 부르는 것은 ‘지수(Quotient)’라는 표현에서 드

러나듯이, 이 능력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보

여준다(안한나･이수정, 2020). 문화지능을 측정하는 방법

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문화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최

초로 만들어진 척도이자 가장 유명한 것은 Ang et 

al.(2007)의 CQS(Cultural Intelligence Scale)3)로 문화지능의 

네 가지 요인(초인지적,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구

성된 4차원 척도이다(김수현, 2020). CQS는 초인지적 4문

항, 인지적 6문항, 동기적 5문항, 행동적 5문항, 총 20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김수현(2020)은 CQS를 포함한 기

개발된 여러 척도에 기반하여 청소년 문화지능 척도를 

개발하였다.

표 1은 김수현(2020)이 개발한 척도의 구성을 보여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다섯 요인이 도출되었다. 

초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요인 외에도 인지적 요인의 

두 하위요인이었던 인지보편적 요인과 인지특정적 요인

이 문화지능 척도를 구성하는 5개 요인으로 도출된 것

이다. 이 연구에서 201명의 중학생과 417명의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문화지능을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전체 점

수 평균이 중학생 3.52, 고등학생 3.57로 고등학생이 약

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동기적 문화지능에서 고등학생

(3.60)이 중학생(3.4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흥미로운 것

은 문화지능에 있어 성별차는 뚜렷했다는 것이다. 즉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는 물론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

치를 보였다.

글로벌 리더십과 문화지능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다. Avolio et al.(2009)은 문화지능을 글로벌 사고방식

(global mindset)과 더불어 글로벌 리더십과 밀접한 주제

로 제시한다. 나아가 박보람(2019)은 문화지능과 경험학

습을 글로벌 리더십 발달 요인으로 보고 이 둘을 통합한 

학습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는 문화지능이 다문화 활동에

서 경험학습을 참여토록 도움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이 발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경험학습

표 1. 청소년 문화지능 척도의 구성(김수현, 2020)

요인 하위요인 문항 번호 요인별 총 문항수 

초인지적 

인식 및 이해 1-2

9적용 3-6

점검 7-9

인지적
인지보편적 10-12

6
인지특정적 13-15

동기적
내적 동기 16-21

9
외적 동기 22-24

행동적
언어적 25-28

6
비언어적 29-30

전체 문항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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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 단계, 즉 구체적 경험, 반성적 성찰, 추상적 개념화, 

적극적 실험을 문화지능이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리교육 분야에서 문화지능을 강조한 김다원(2011)

은 문화특수적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해 글로벌 리

더십 교육에서 문화지능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 그

리고 그는 문화지능과 글로벌 리더십을 이어주는 가교

로서 ‘문화적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에 주목한다. 즉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수용하고 내면화하여 문화를 읽

어내는 문화적 리터러시를 함양함으로 문화지능을 개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다원, 2011).

4. 글로벌 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심리학 용어사전(한국심리학회, 2014)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과제를 끝마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4)이다. 이 용

어는 캐나다의 심리학자 Bandura에 의해 1977년 제안된 

개념으로, 자신의 과업 완수 능력에 대한 판단과 믿음으

로 볼 수 있다(황순덕 외, 2017). 참고로 대구 및 경북 지

역 대학생 560명을 대상으로 한 김인숙･이수진(2017)의 

연구에서 공감 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반

면, 자기효능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상관없이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과 달리 자기효능감이 ‘다문화 수

용성’에 있어 가장 영향이 큰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다문화 활동을 통해 증진될 수 있으며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도 있다. 박보람(2019)은 다문

화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타문화 경험을 하며 자신의 행

동에 대해 실시간 피드백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구

체적 경험에 의해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발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Combs(2002)는 자기효능감

을 문화다양성 교육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정화 외(2010)는 자기효능감이 다문화 환경에

서 적절한 대응능력을 촉진함으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실제로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 지역 대학생 403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자

기효능감과 대인관계기술이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

성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

정화 외(2010)는 이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다문화 환경의 

리더에게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기술이 필수적임을 역설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북 소재 대학 지리교육과 학생 

6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중 히든 컨트리 활동 및 

기타 다문화 활동 경험이 없는 15명의 학생들을 ‘무경험 

집단’(A)으로 분류하였고, 히든 컨트리 활동 경험이 있

는 41명의 학생들은 활동 시기에 따라 ‘2019년 2학기 집

단’(B), ‘2020년 1학기 집단’(C), ‘2020년 2학기 집단’(D)으

로 나누었다. 이 학생들은 각 학기에 연구자가 진행하는 

강의에서 히든 컨트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강의 첫 시

간에 50개의 비교적 유명하지 않은 나라들이 나열된 목

록에서 자신의 나라를 정하였다. 그리고 매 강의 시간 

한두 명씩 돌아가며 간단한 나라 소개 발표를 한 후 10

주차 정도에 정리활동을 하였다. 정리 활동 시기는 수강 

인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히든 컨트리 활동 경험은 없으나 기타 다문화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기타 다문화 활동 집단’으로 분

류하여 그 활동 내역은 집계하였으나 이 집단이 6명에 

불과하여 성차를 확인할 때 외의 통계적인 분석에는 포

함하지 않았다.

2. 설문도구 및 연구절차

설문지는 크게 문화지능 측정 영역과 자기효능감 측

정 영역, 그리고 기타 영역으로 나뉜다. 문화지능 측정

에는 김수현(2020)의 ‘청소년 문화지능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척도이기는 하나 

10여 개의 관련 척도를 검토한 후 2차에 걸친 전문가 델

파이 조사 등을 거쳐 만들어진 척도이기에 완성도가 매

우 높으며,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만날 때, 그들의 

삶의 기준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김수

현, 2020, 234의 문항5)와 같은 설문 항목을 하나하나 검

토하였을 때 대학생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또한 이 척도는 한국어로 개발되었기에 한국

인 연구참여자를 위한 별도의 번역과정이 필요하지 않

다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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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측정에는 김아영･차정은(1996)의 일반 자기

효능감 척도와 봉미미 외(2012)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학습 자기효능

감’과 ‘수행 자기효능감’으로 다시 나뉘는데, 이중 “학생들

이 새로운 학습지식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기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믿음을 측정”(Schunk, 1996; 봉미미 외, 2012, 35

에서 재인용)하는 ‘학습 자기효능감’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기타 영역에는 다문화 활동 여부 및 다문화 

활동 내용을 서술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참여

자들의 동의를 받고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평균 10분 이내로 설문을 완료하

였다. 설문이 종료된 이후에 연구 참여 학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 분석

연구참여자의 다문화 학습 활동 경험과 시기에 따라서 

세 개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집단 

간 설문 결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각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

이 30명 이하 10명 이상의 소규모라 일원분산분석을 하기 

전에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만 문화

지능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화지

능 평균 비교에서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다문화 활동 경험의 종류

강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히든 컨트리 활동 및 다른 종

류의 다문화 활동을 한 적이 없는 학생들, 즉 ‘무경험 집

단’(A)은 전체 62명 중 15명이었다. 히든 컨트리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41명이었으며, 이 중 15명이 

이 외에 추가적인 다문화 활동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기

타 다문화 활동 집단’ 6명은 히든 컨트리 활동을 수행한 

경험은 없지만 이외의 다문화 활동 경험이 있었다. 따라

서 히든 컨트리 이외의 다문화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21명이 된다.

이 학생들의 히든 컨트리 이외의 다문화 활동 경험들

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었는데, 강의 활동을 통해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 봉

사를 통해 다문화 활동 경험을 한 학생들 역시 적지 않았

다. 가령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에 교육 봉사를 가서 러시

아인 학생에게 우리나라 및 아시아 여러나라 문화에 대

해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관련 강

의와 교육 봉사에 대한 수요 및 기회가 늘어난 결과로 보

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문화 활동 경험은 학생들의 자

기효능감과 문화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 문화지능과 자기효능감

우선 히든 컨트리 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학생 41명

을, 활동 수행 시기별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 문화지능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3) 히든 컨트리 활동을 수

행한 시기가 최근일수록 문화지능이 높을 것으로 예상

했으나, 수행 시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히든 컨트리 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 41명은 

다시 히든 컨트리 활동 경험만 있는 집단(h) 26명과 히

든 컨트리 활동 외에 수행한 추가 다문화 활동을 한 집

표 2. 다문화 활동 경험의 종류

집단 N 활동 세부 내역

다문화 강의 수강 (및 활동) 8
UCC 제작 활동, 유학생 인터뷰 후 연극활동,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토론 활동 등

국내 교육 봉사 7 외국 초등학생 혹은 다문화 초등학생 학습 지도, 멘토링 등

국내 접촉 교류 3 홈스테이, 강의시간 및 동아리에서의 접촉 등

해외 접촉 교류 3 전공연계체험(남아공 등), 해외봉사(인도네시아) 등

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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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m) 15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둘을 분류하

여 히든 컨트리 활동 및 추가 다문화 활동 경험이 없는 

무경험 집단(A)과 문화지능 차이를 보았다(표 4). 무경험 

집단(A)은 예상대로 h집단과 m집단에 비해 문화지능이 

유의하게 낮게 나왔다. 추가 다문화 활동 경험까지 있는 

m집단이 히든 컨트리 활동만 수행한 h집단에 비해 높

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으나,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지능 척도를 개발한 김수현

(2020)의 연구에서는 문화지능을 다섯 요인(초인지적, 인

지보편적, 인지특징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다섯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표 5) 그 결과 다섯 요인 중 세 요인(초인지적, 

인지보편적, 동기적)에서 ‘무경험 집단’(A)이 ‘히든 컨트

리 단독 수행 집단’(h)과 ‘추가 다문화 활동 집단’(e)에 비

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인지적 요인은 새

로운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는 인지 전략(김수현, 2020)

이며, 지식 이해의 절차를 의미한다(Ang et al., 2007). 그

리고 인지보편적 요인은 언어나 의상, 화폐 같은 여러 

문화권을 아울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에 대한 이

해를 뜻하며(김수현, 2020), 동기적 요인은 다문화적 도

전 상황에 부딪혀나가는 투지와 인내심을 아우른다(Van 

Dyne et al., 2010). 그렇다면 무경험 집단은 새로운 문화

에 대한 지식 이해의 절차와 보편적 문화 요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문화 상황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문화지능에 있어 성차를 알아보았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현(2020)의 연구에서는 

문화지능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성별차

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해 본 결과,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수치상으로는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문화지능처럼 자기효능감 또한 히든 컨트리 활동 수

행 경험이 있는 학생 41명을, 활동 수행 시기별로 세 집

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6) 히든 컨트리 활동 수행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분석 결과 시

기별 차이는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히든 컨트리 활동 수행 여부와 추가 다문화 활동 수

행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히든 

컨트리 활동 및 추가 다문화 활동 경험이 없는 ‘무경험 

집단’과 다른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

다. 하지만 이 경우 히든 컨트리 활동 및 추가 다문화 

활동 경험이 있는 ‘추가 다문화 활동 집단’(m)의 자기효

능감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표 7). 추가 

다문화 활동 경험이 있는 m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다

문화 활동 시간이 전체적으로 많고, 타문화 사람들과의 

표 5. 집단별 문화지능(세부)

집단 N 초인지적 인지보편적 인지특수적 동기적 행동적

무경험 (A) 15 3.23 4.10 3.59 3.10 3.95

히든 컨트리 활동 단독 수행 (h) 26 3.96 4.82 3.63 3.82 3.45

히든 컨트리 활동 + 추가 다문화 활동 (m) 15 3.97 4.71 3.98 3.80 3.79

Scheffé test - A** < h, m A** < h, m - A* < h,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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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활동 시기별 문화지능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2019년 2학기 (B) 13 3.98 .42

.29 .7532020년 1학기 (C) 12 3.89 .64

2020년 2학기 (D) 16 3.85 .42

표 4. 활동 유형별 문화지능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무경험 (A) 15 3.27 .55

9.43 < .001

히든 컨트리 활동 

단독 수행 (h)
26 3.87 .46

히든 컨트리 활동 +

추가 다문화 활동 (m)
15 3.94 .56

Scheffé test A* < h, m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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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와 같은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 척도가 세부적으로는 일반 자기효능감과 

학습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집단별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8) 모든 집단은 학습 자기효능

감이 일반 자기효능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

고 학습 자기효능감에서 ‘추가 다문화 활동 집단’(m)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따

라서 표 3에 나타난 ‘추가 다문화 활동’ 집단과 다른 집

단 간의 차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즉 ‘추가 다문화 활동’ 집단은 다른 집

단들에 비해 특히 학습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높은 편인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리더십 함양 활동’으로서의 

‘히든 컨트리 활동’의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리

교육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지능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 62명 중에 ‘히든 

컨트리 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41

명인데, 히든 컨트리 활동 이외의 다른 다문화 활동이 

문화지능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문화 활동 경험을 별도로 조사하였다. 실제로도 21명이 

다른 다문화 활동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15명은 히든 

컨트리 활동과 다른 다문화 활동을 모두 경험하였기에 

‘추가 다문화 활동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문화지능의 경우, 히든 컨트리 활동을 수행한 

학생이 다문화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문화지능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최근에 히든 컨트리 활동을 

수행했을수록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단 예상

대로 히든 컨트리 수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다문화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문화지능에 있어 유의하

게 높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히든 컨트리 활동만 수

행한 집단과 히든 컨트리 활동 외에 추가적으로 다문화 

활동을 수행한 집단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히든 컨트리 활동 수행 시기에 따른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치만 놓고 봤을 때 히든 컨트

리 활동 시기가 가장 오래된 ‘2019년 2학기 집단’이 오

히려 가장 높았다. 

문화지능의 요인별로 살펴보면 ‘초인지 요인’, ‘인지보

편적 요인’, ‘동기적 요인’에서 ‘무경험 집단’과 다른 집단

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일단 새로운 문화

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다문화 상황

에 도전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유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히든 컨트리 활동을 수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벨리즈라는 나라를 맡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활동 자체가 

생소한 나라를 맡아 발표하는 거라서 생각보다 자료가 없

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진 문화를 학

습할 때보다 더 뿌듯했고, 생소한 나라에 대한 관심도 전보

다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발표할 때도 다른 수업보다 집

중해서 듣게 되고, 친구와 나라이름을 결부해서 학습하게 

표 6. 활동 시기별 자기효능감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2019년 2학기 (B) 13 4.04 .47

.01 .9892020년 1학기 (C) 12 4.03 .31

2020년 2학기 (D) 16 4.05 .32

표 7. 활동 유형별 자기효능감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무경험 (A) 15 4.01 .33

11.14 < .001

히든 컨트리 활동 

단독 수행 (h)
26 3.81 .36

히든 컨트리 활동 +

추가 다문화 활동 (m)
15 4.47 .33

Scheffé test A, h < m*

*p < .001

표 8. 집단별 일반 자기효능감과 학습 자기효능감

집단 N 일반 학습

무경험 (A) 15 3.95 4.19

히든 컨트리 활동 

단독 수행 (h)
26 3.77 4.01

히든 컨트리 활동 +

추가 다문화 활동 (m)
15 4.04 4.84

F 2.92  7.24*

Scheffé test - A, h < m*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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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니까 학습한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

계에 이렇게 많은 수의 나라와 문화가 있었나 깨달으며 신

기하기도 한 수업이었습니다. (2019년 2학기 히든 컨트리 

활동 수행 학생)

응답 내용을 보면 발표 준비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있

지만, 새로운 문화적 지식 습득에 따른 뿌듯함과 동료 

학생과 동료 학생이 맡은 나라가 엮이며 기억에도 도움

이 되었다는 점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름조차 몰랐던 나라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든가 

“활동을 하며 이중 내륙국이라는 개념을 처음 듣고 이

해하게 되었다.” 등의 인지적인 측면에서 인상적이었다

는 응답을 다수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개 발표 준비

에 있어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소개 자료를 탐색하게 

하였는데, 2020년 1학기에 벨리즈를 맡은 학생은 “벨리

즈에 자녀 교육 목적으로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이 생각

보다 많아서 놀랬고, 막연히 벨리즈가 휴양지라고만 생

각했으나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다는 점도 인상 깊

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의 연계성에 중점

을 두고 탐색을 함으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초인

지적인 측면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소 해외 

축구에 관심이 많던 학생(2020년 1학기 가봉 발표)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들의 국적을 알고는 있었는

데, 히든 컨트리 활동을 하고 난 뒤 내가 맡은 가봉 출

신 선수는 물론, 활동을 통해 다루어졌던 나라들 출신 

선수들을 볼 때마다 친구들의 소개발표 내용들이 떠오

르며 선수들이 그 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고 응답하기

도 했다. 기존의 축구선수에 대한 지식과 히든 컨트리 

활동을 통해 새로이 습득한 지식이 연계되며 선수에 대

한 인식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 학생은 해외 축구를 시

청하며 이름으로만 알던 나라들을 히든 컨트리 활동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해외 축구 보는 것이 더욱 재미있

어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응답들을 종합해보면, 히든 컨트리 활동이 학

생들의 문화지능, 특히 초인지 요인과 인지 요인 측면에

서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무경험 집단’과 문화지능에 

있어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히든 컨트리 활동 ‘수행 시기’에 따른 문화지능 차이

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상과 달라 일견 의아한 부분이

었으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고찰해보면 고무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경우, 학습 이후 시간이 경

과할수록 내용 파지와 같은 학습 효과 면에서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인상적인 내용을 학습한 경우, 학

습 이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며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도 하는데 히든 컨트리 활동 수행 시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는 후자와 더 관련이 깊어 보이기 때

문이다. 앞서 인터뷰 내용 예시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학

생들은 지구상에 자신이 몰랐던 나라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과 이 중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도 있

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워했으며, 그 나라들의 존재를 

인지함을 통해 이전까지는 무관심했던 나라들에 대한 관

심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히든 컨트리 활동 이

후 뉴스나 신문기사, 인터넷 매체, 영화 등을 통해 히든 

컨트리 활동에서 알게 된 나라를 다시 접하게 되었을 때,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그 나라 소식을 반가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거나 읽게 되었다는 응답도 여럿 있었

다. 이와 같은 응답이 활동을 갓 끝낸 ‘2020년 2학기 집

단’보다 활동을 수행한지 1년 정도 경과한 ‘2019년 2학기 

집단’에서 더욱 많이 나온 것은 이와 같은 접촉들이 활

동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라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당초 예상과 달리 히든 컨트리 활동 수

행 ‘시기’에 따른 문화지능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나라에 대한 장소감까지 표하며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가보고 싶다.”고 답하였는데, 이와 같은 응답들은 문화지

능의 ‘동기적 요인’과도 관련되는 동시에 히든 컨트리 활

동의 장기적인 영향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히든 컨트리 활동을 수행한 학생

들이 다문화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특히 최근에 히든 컨트리 활동

을 수행했을수록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결

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히든 컨트리 활동 수행 여부

나 시기 자체는 자기효능감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 히든 컨트리 활동과 이외의 다른 다문화 활동 경

험이 있는 ‘추가 다문화 활동 집단’만이 다른 집단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다. 일단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히든 컨

트리 활동 여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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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결국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혹은 믿음을 나타내는데, 개인에 따른 차이도 클 

수 있고 그 속성상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 

번의 히든 컨트리 활동을 한 집단들보다 여러 시기에 걸

쳐 다양한 다문화 활동 경험을 한 집단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역으로 자기효능감

이 높기 때문에 다른 다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했을 가능성도 있다. 자기효능감에 대해 사전-사후 테스

트를 실시하면 더욱 정확하겠으나 히든 컨트리 활동을 

포함한 다문화 활동 시기 범위가 넓다보니 본 연구에서

는 구현하지 못 했음을 한계점으로 밝힌다.

‘글로벌 리더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지리 

영역에 등장하였고,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구체적

인 수업 활동 차원에서 개발된 히든 컨트리 활동의 교

육적 효과에 대해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

며 아직 가야할 길은 요원하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리더십 함양 활동’으로서의 ‘히든 컨트리 활동’의 교육효

과를 자기효능감과 문화지능 측면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교육 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히든 컨트리 활동’ 자체도 개선 및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수업 상황과 학생들의 수준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1학기를 기

점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

자는 온라인상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히든 

컨트리 활동을 진행하였을 때 현실적인 제약을 많이 느

낄 수 있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서의 

활동 진행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히든 컨트리 활동은 하나의 예일 뿐, 글로벌 리더십 함

양을 위한 수업 활동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개발될 수 

있다. 가령 박보람(2019)은 경험학습을 기반으로 글로벌 

리더십 학습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리교육에서 연

구되고 있는 여러 학습모형과 통합적 관점에서 지리수

업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학습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 교육적 맥락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속성에 

대한 후속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리 수업 모형 및 

구체적인 학생 활동에 대한 후속 연구가 다양하게 이어

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

1) “the knowledge, skills, and affect/motivation that enable individuals to 

adapt effectively in cross-cultural environments”(Abbe et al., 2007, 2)

2) “a person's capability to adapt effectively to new cultural contexts”(Earley 

and Ang, 2003, 59)

3) CQS는 ‘Cultural Quotient Scale’의 약자로 봐야겠으나, 이 척도를 

개발한 Ang et al.(2007)이 ‘Cultural Intelligence Scale’로 표기하였

기에 이를 따랐다. 

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201&cid=41991&

categoryId=41991(2021년 1월29일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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