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증가하는다문화가족에대한연구결과들에의하면다문화가족아동들의심리

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

다. 이에본연구는다문화가족의아동들을대상으로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

이아동의자아존중감과어떠한관계가있는지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아동

이지각한가족관계가어머니의한국어능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사이에어떠한영향

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학령기아동 121명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한연구결과가분석되었다. 연

구결과에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자아존중감은평균값보다약간높게나타났으며, 가

족관계에대한문항에서도비교적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

한, 어머니의한국어능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및가족관계와의상관관계에서어머니

의한국어능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및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 아동의자아존중감과

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는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였다. 또한, 아동이인지한가족관

계는어머니의한국어능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을설명하는매개변수로나타나고있

다. 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다문화가족및아동들을지원하기위한실천적제언들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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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농어촌지역을중심으로국제결혼비율이급격히증가되고있으며, 국제결혼중

에서농어업종사자가 35.9%(통계청, 2006)를차지하고있다는사실은국제결혼가정

의경제적어려움을비롯한사회문화적지원체계의한계를예측하게한다. 선행연구들

에의하면(양옥경, 2007; 최현미외, 2008), 국제결혼을통한다문화가족의경우가족

갈등, 자녀양육, 사회적차별및소외, 빈곤등의문제상황에직면해있고, 이로인한

자살, 가정폭력, 가정해체, 사회적범죄등다양한문제를유발하고있는것으로나타

나고있다. 이렇게다문화가족의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상황에

서, 한국은 UN의 인종차별위원회로부터 외국인과 혼혈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법과

제도 및 사회문화적인 관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김은미 외,

2009). 이에정부에서도국가적과제로써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의기본원칙을표방

하고, 이에대한지속적인대책및지원을강화하고있으며, 2008년 9월부터“다문화가

족지원법”의 시행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들이 강

구되고있다.

특히, 다문화가족과관련하여장기적인측면에서절대적인중요성을가지는영역은

다문화가족에서출생하고성장하는자녀들이다. 2008년기준으로다문화가족에서출

생한자녀는 58,007명으로이수치는매년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행정안전부,

2008). 다문화가족의부부들은서로의목적과필요에의해자발적으로선택한결혼인

반면에, 이들가정의자녀들은본인의선택과상관없이한국사회에서차별과편견으로

인한심각한적응문제를경험하고있다(김범수외, 2007; 전경수외, 2009). 다문화가

족자녀들의경우사회적소외및차별, 부모와의문화적이질성에따른갈등및이로

인해초래되는발달상의문제등많은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는사실은많은선행연

구들을통해밝혀지고있다(김병순, 2008; 우현경외, 2009; 임안나, 2008). 이러한이

유로다문화가족아동들의경우학업부진, 학교부적응, 집단따돌림등상당한어려움

을호소하고있으며(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박은애, 2006; 설동훈외, 2003; 신

효선, 2008; 오성배, 2005; 조영달, 2006), 이러한아동기의문제상황은이들의청소년

기및성인기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침으로써이들의열악한경제적, 사회적상황이

다음세대에도 대물림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전숙자



외, 2009). 

특히, 많은선행연구들을통해입증되고있는바와같이아동기의발달특성상가정

환경 및 가족관계는 아동의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강순옥, 2003;

김진숙, 2003; 전영실, 2003), 이러한건강한가족관계를통해형성된자아존중감은아

동기뿐만이아니라, 전생애에걸쳐서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게된다(임수경·이형

실, 2007; 정익중 외, 2006). 아동기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중요한요인인데, 특히, 부모와의언어적, 정서적, 문화적교류를통한심리사회

적안정은아동의성장에절대적인요소라고할수있다(박행모외, 2002; 윤지은& 최

미경, 2004). 그러나, 다문화가족아동들의경우문화와언어가다른어머니와의관계

에서초래되는심리적, 언어적, 사회적이질감으로심한갈등을경험하게된다. 그중에

서도특히어머니의한국어능력의제한은아동의언어발달뿐만이아니라, 이로인한

학업성취도 및 또래관계 등 학교생활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우현경 외, 2009; 정윤정, 2007).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성장하

여청소년기, 성인기에초래될수있는사회적문제의예방적측면에서다문화가족자

녀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규명하고, 이들의

건강한성장을위한환경을지원하는것은매우중요하고시급한문제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최근에국제결혼이증가함에따라다문화가족에대한연구는초

기단계이며, 이에대부분의연구는실태조사수준에머물고있는실정이다. 특히, 현재

다문화가족자녀들의상당수가저연령에집중되어있음으로이들을대상으로하는심

리적발달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고있지못한상황이다. 본연구는최근한국사

회에서급격히증가하고있는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의필요성에대한인식에

기초하여다문화가족아동들의자아존중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써어머니의한

국어능력을주요변인으로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다문화가족아동들의건강한심

리사회적발달을위해필요한정책및서비스방안모색의방향성을제시하는데연구

의의의가있다.

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에관한연구
: 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195



Ⅱ. 이론적배경

1. 가족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의경우가족환경은아동의성장발달에영향을미치는절대적인요인이라고

할수있으며, 특히가족의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자원이결핍되거나일반적인가

정보다더많은물리적, 정신적에너지를필요로하는가정의경우에는자녀에대한보

호및양육능력의부족으로아동의성장과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특성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요인(전영실, 2003; 한인영 외,

2006), 가족관계요인, 즉가족내상호작용과의사소통, 부모자녀간의관계, 부부간갈

등(강순옥, 2003; 김진숙, 2003; 전영실, 2003; Dubowitz, Pitts, & Black, 2004) 및지역

사회요인(이현기, 2005; DePanfilis & Dubowitz, 2005)등은아동의성장및발달과매

우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실제로아동학대가발생하는가

정의경우, 가족간의빈약한상호작용, 가족전체에게영향을주는가족원의질병및실

직과같은스트레스요인및지역사회와의관계고립등이공통적인특성으로나타나고

있다(한인영외, 2007). 

특히, 많은선행연구들에서입증하고있는것처럼아동의자아존중감은학업, 또래

관계, 문제행동, 진로등장·단기적으로삶의모든영역에서영향을미치는매우중요

한발달과제이다. 류승희와안연경의연구(2005) 및박희숙과이승은의연구(2007)에

의하면, 아동의자아존중감은유치원생활의적응력및대인불안에영향을미치는중

요한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임수경과이형실의연구(2007)에의하면, 긍정적

인자아존중감을가진아동및청소년들의경우긍정적또래관계를형성하고학교생활

에잘적응할뿐만이아니라, 부모와도친밀한관계를유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낮은아동및청소년들의경우인터넷중독및비행등문제행동

과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정익중외, 2006; 한미영·이형실, 2006), 이

러한연구결과는아동기자아존중감형성의중요성을입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아동이자아존중감을형성하는데있어서부모의역할및가

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지은과 최미경

(2004)의연구에의하면어머니의양육행동및관계는자녀의자아존중감형성에영향

196

보건사회연구 30(2), 2010, 193-218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을미치는매우중요한변인이라는사실이입증되고있고, 박행모외의연구(2002)에서

도자아존중감을형성하는데는부모와의애착이매우중요하다는사실이강조되고있

다. 이와함께, 아동및청소년자신이인식하는자신의가족및가족관계의건강성에

대한인식이자아존중감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권대희·오

윤자, 2004; 조아라·현온강, 2008). 즉, 아동이인식한가족관계요인은아동의자아

존중감을형성하는데중요한영향을미치고, 이러한자아존중감의형성은아동및청

소년들의학업및또래관계, 문제행동등에영향을미치게된다는것이다. 실제로, 최

해경과김선숙(2009)은가출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가족관계가청소년들의

우울과가출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하였는데, 가족관계는청소년의첫가출시기

에영향을미치고, 첫가출시기는다시가출상습여부에영향을미치며, 이는청소년들

의우울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이다. 또한, 강유진과문재우(2005)도청소년의학

교적응에있어서가족관련요인의효과와관련하여, 청소년학교적응에있어서전반적

으로가족배경요인보다가족관계요인의효과가더욱컸으며, 이중에서도부모관심이

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밝히고있다. 

즉, 선행연구결과들을종합해볼때, 아동기및청소년기의자아존중감은삶의모든

영역에영향을미치는매우중요한요인이며, 이러한자아존중감을형성하는데있어

서가족환경이매우중요한데, 그중에서도부모와의관계를중심으로하는가족관계

요인은아동의성장발달에핵심적인영향요인임을알수있다.    

2.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최근한국사회에서농촌지역을중심으로국제결혼을통해형성된다문화가족아동

들은건강한성장과발달을위해요구되는물질적, 심리적, 사회적자원의측면에서상

당한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아동들의경우

서로다른문화적배경을가진부모사이에서발생하는생활상의갈등으로인해가족관

계에서상당한스트레스및혼란을경험하게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아동의발달

단계에서정체성의확립은매우중요한발달적과제인데, 다문화가족의아동들은자신

들이 동시에 두 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혼성정체성

(mixed identity)”을경험하게된다(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2009). 이러한정체성의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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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은자신에대한부정적인자아상으로인해낮은자아존중감을형성하게된다. 실제

로, 다문화가족아동들의경우가족간의갈등, 부모와의사소통의어려움, 사회의부정

적인식등으로인해자아존중감형성에부정적영향을받게되며, 이로인해학업및

또래관계등전반적인어려움에직면하게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아동들이건강하

고, 긍정적인가족관계를통해자아존중감을향상시키고, 이를통해자신에대한정체

감을확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족아동의성장및발달과관련하여어머니의영향은매우중요하게

나타나고있는데, 다문화가족아동들을대상으로한많은선행연구들에서는어머니와

관련된요인중어머니의한국어능력을아동발달에중요한요인으로설명하고있다.

최현욱과황보명(2009)에의하면다문화가족이주여성의한국어능력은전반적으로 4-

5세 정도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한국어능력과 그 자녀들의

한국어능력사이에상관관계가있음을제시하고있다. 즉, 어머니의자음정확도, 표현

어휘력, 수용어휘력, 구문의미이해력은아동의언어능력과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

타나고있다. 또한, 오소영외(2009)의연구에의하면, 상당수의취학전다문화가족아

동들이일반한국아동대상표준화검사에서언어발달지체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

나고있으며, 아동의언어능력과가정내관련변인간의관계에서어머니연령및거주

년수가길수록, 그리고, 어머니의한국어능숙도가높을수록아동의언어능력발달에

긍정적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우현경외(2009)의연구에서도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자녀의 언어발달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정윤정

(2007)의연구에서도어머니의언어이해수준이아동의학교적응에영향을미치는요

인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어머니의한국어능력은아동의언어발달뿐만이아니

라, 아동의학교및또래관계에서도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 김

기덕과 박민서의 연구(2009)에서는 아동의 한국어 능력이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있

음을설명하고있는데, 이러한아동의언어발달은어머니의한국어사용과밀접한관

계가있음을밝히고있다(김선정·강진숙, 2009). 다문화가족에서이러한어머니의한

국어능력은아동의자아정체감을형성하는데도영향을미치는매우중요한요인이되

고있음이선행연구들을통해밝혀지고있다. 신혜정(2007)은다문화가족의초등학생

들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어머니의한국어실력이아동의자아정체감에영향을미치

는중요한변수임을밝히고있으며, 백종진(2009)의연구에서도결혼이민자가정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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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자기효능감은어머니와의의사소통이중요한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즉, 어머

니의한국어능력은아동의언어및학습발달뿐만이아니라, 가족간의의사소통강화

및가족관계형성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 이러한긍정적가족관계는아동의학교생활

적응및자아존중감형성에기여할수있는요인이라고할수있겠다. 결국,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다문화가족아동들의건강한성장을위한중요한보호요인중의하나로

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아동의발달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환경적

요인들을규명하고, 이에대한서비스방안을모색하는것은다문화가족지원의효과성

을높이는데매우중요한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자아존중감과어떠한관계가있는지알아보고자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설

명하고있는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의중요성을고려할때, 다문화가족아동이지각

한가족관계가어머니의한국어능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사이의매개역할을하는지

를알아보고자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호관계에서

어떠한영향이나타나는지파악하고자하며, 이러한연구목적을나타내는연구문제및

연구모형은다음과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2.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

감사이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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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절차

본연구는다문화가족의취학아동을연구대상으로설정하여비확률표집중유의표

집의표본추출방법을사용하여자료수집이이루어졌으며, 본연구에참여한아동들은

어머니가결혼이민을통해한국에온이주여성들로제한되었다. 현재강원도와경기도

지역에거주하면서다문화가족과관련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강원도 5곳, 경기도

2곳)을이용하고있는다문화가족의아동 127명이연구대상으로표집되어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설문지중기재가부실하고누락되어분석자료로사용하기부적합

한설문지를제외한 121명이최종연구대상으로선정되었다.

자료수집의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약 4개월에걸쳐이루어졌으며

각기관을방문한면접조사와우편조사를함께병행하였다. 면접조사의경우, 대상아

동이밀집되어있거나아동의연령이낮아설문문항의이해력이낮은경우조사방법에

대한교육을받은면접조사원 2명이함께조사를실시하였다. 우편조사의경우실무자

들의협조를바탕으로기관의프로그램에참여하는아동들을대상으로보호자의동의

하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를 실무자가 연구자에게 우편발송하는

방식으로진행되었다.

3. 연구도구

본연구에서사용된설문지는아동및부모에대한일반적인사항(성별, 나이, 취학

상태, 성적, 임원경험, 부모의국적및학력, 건강상태, 주거지역, 가족구성원)을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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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문항, 다문화가족아동의자아존중감을측정하는문항, 가족관계를묻는문항, 그리고

어머니의한국어능력정도를묻는문항으로구성되었다.

가. 자아존중감(Self-Esteem Scale)

다문화가족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1979)

의문항은총 10문항으로이루어졌으며 3, 5, 8, 9, 10번문항은부정적으로진술된역

문항들로, 역으로채점한뒤, 개별적인 4점문항의합계로채점하여처리하였다. 본척

도는합산된점수가높을수록자아존중감이높은것을의미한다. 본척도의 Cronbach's

α값은 .85의신뢰계수를보였다. 

나.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정도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들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매우 잘함”에서“거의 못함”까지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측정된점수는분석결과의용이한해석을위하여역점수처리되었으며, 점수

가높을수록한국어능력이높은것을의미한다. 

다. 가족관계척도(Inventory of Family Relation)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관계상의 문제들을 측정하는 가족관계 척도(Hudson, 1997)

는 총 25개의 문항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의 서로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가족관계척도는 부정적 가족관계를 질문하는 3, 6, 7, 9,

10, 11, 12, 13, 16, 19, 22, 24, 25번문항을역점수처리하였으므로합산된점수가높

을수록긍정적인가족관계를형성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본척도의 Cronbach's α값

은 .88로높은신뢰도를나타냈다.

라.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사용된주요자료분석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을

파악하기위해기술통계를통하여빈도, 평균, 표준편차를알아보고, 측정에사용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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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신뢰도의 확인을 위해 신뢰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여 Cronbach's

Alpha를 알아보았다. 둘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호관계와영향력을파악하기위하여상관관계(Correlation)와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한국어능력이아동의자아존중감에영향을미치는데있어서제3

의변수인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라는매개요인이어떠한효과를미치는지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제시한회귀분석을통한매개역할의검증방법을사용

하여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및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결과에서나타난다문화가족아동의성별, 학년, 학업성취도및학교(학급)내

에서의직책여부등에관한일반적인특성을분석한결과는 <표 1>과같다. 먼저연구

대상자의성별을살펴보면, 남자아동이 59명(48.8%), 여자아동이 62명(51.2%)으로응

답자의고른성비를나타내었다. 응답아동의연령은만7세-만9세아동이 58명(47.9%),

만10세-만12세아동이 57명(47.1%), 만 13세-만15세아동은 6명(5.0%)으로나타나학

령기에있는다문화가족아동은아직까지는만 12세이전의연령대에대부분위치하고

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결혼이민자여성들이한국에정착한역사가오래지않은

것과관련하여아직다문화가족아동의연령이미취학과초등학교저학년에많이분포

하는것에서비롯된것을알수있다. 

학업성적의경우, 응답자의과반수가넘는 68명(58.1%)이자신의성적을‘보통’수준

의중위권이라고생각하고있었고, 상위권에위치한다고생각하는학생이 36명(30.8%),

하위권에위치한다고생각하는학생이 13명(11.1%)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결혼이민

자아동의학교적응을연구한정윤정(2007)의연구에서연구대상자의 60%이상이자신

의성적이‘보통’이라고응답한선행연구의수치와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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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학급에서임원직을맡고있는지아닌지를묻는학교직책문항은학교나학급

의 임원을 맡고 있다는 아동이 18명(15.5%), 임원을 맡고 있지 않다는 아동이 98명

(84.5%)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결과는박윤경과이소연(2009)의다문화가족아

동을대상으로실시한연구결과의‘임원경험있음’19.9%, ‘임원경험없음’70.1%의

결과와비슷한수치를보이는것이다.

나. 연구대상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

응답한아동의부모와관련된일반적특성을살펴본결과는 <표 2>와같음을알수

있다. 먼저, 아버지의국적은대한민국이 85명(94.4%), 어머니의국적은대한민국이 3

명(3.0%)1)인데, 이는 2009년 4월현재국제결혼이민자중여성이 88.4%를차지한다는

통계와같은맥락으로, 세계적으로나타나는이주의여성화와외국인아내를맞는비

율이높은우리나라의현실을반영하는결과라고하겠다.2) 어머니의국적별현황을보

면, 일본이 54명(53.5%)으로가장많고, 필리핀 18명(17.8%), 중국 15명(14.9%),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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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문화가족아동의일반적특성

구 분 Frequency(명) Percent(%)

성별
남 59 48.8

여 62 51.2

만7-9세 58 47.9

연령 만10세-12세 57 47.1

만13세-15세 6 5.0

상위권 36 30.8

학업성적 중위권 68 58.1

하위권 13 11.1

학급임원
유(학급임원) 18 15.5

무(학급임원이아님) 98 84.5

1) 한국국적을취득한결혼이민여성임. 

2) 행정안전부(2008), 국제결혼이민자현황. 

아동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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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모의일반적특성

구 분 Frequency(명) Percent(%)

대한민국 85 94.4

일본 1 1.1

아버지의국적 파키스탄 2 2.2

필리핀 1 1.1

몽골 1 1.1

일본 54 53.5

중국 15 14.9

필리핀 18 17.8

대한민국 3 3.0

어머니의국적 베트남 4 4.0

태국 3 3.0

파키스탄 2 2.0

라오스 1 1.0

몽골 1 1.0

30-39세 16 16.3

아버지의연령 40-49세 67 69.4

50세이상 15 15.3

20-29세 5 4.7

어머니의연령
30-39세 45 42.1

40-49세 54 50.5

50세이상 3 2.8

초등학교졸업 6 7.4

중학교졸업 14 17.2

고등학교졸업 43 53.1

아버지의학력 전문대졸업 3 3.7

대학교졸업 12 14.8

대학원졸업이상 1 1.2

기타 2 2.5

초등학교졸업 3 3.5

중학교졸업 3 3.5

고등학교졸업 43 50.0

어머니의학력 전문대졸업 19 22.1

대학교졸업 14 16.3

대학원졸업이상 3 3.5

기타 1 1.2

부모관련

특성



남 4명(4.0%), 태국 3명(3.0%), 파키스탄 2명(2.0%), 라오스와몽골각각 1명(1.0%)의

순서로나타났다.

아버지의연령은 30대 16명(16.3%), 40대 67명(69.4%), 50세이상 15명(15.3%)의분

포를 보였고, 어머니의 연령은 20대 5명(4.7%), 30대 45명(42.1%), 40대가 54명

(50.5%), 50세이상이 3명(2.8%)으로아버지의연령보다다소낮은것을확인할수있

다. 부모의학력을살펴보면, 아버지의경우, 초졸 6명(7.4%), 중졸 14명(17.2%), 고졸

43명(53.1%), 전문대졸 3명(3.7%), 대졸 12명(14.8%), 대학원졸업이상 1명(1.2%), 기

타 2명(2.5%)의분포를보였고, 어머니의학력은초졸과중졸이각각 3명(3.5%), 고졸

이 43명(50.0%), 전문대졸 19명(22.1%), 대졸 14명(16.3%), 기타 1명(1.2%)으로나타났

으며, 대학원졸이상의고학력자도 3명(3.5%)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아버지의학력

보다높은수준을보였다. 

2.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

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4점 척도이며, 부정적으로

진술된문항들을역점수처리하였으므로, 합산된점수가높을수록자아존중감이높은

것을의미한다. 

다문화가족아동의자아존중감전체평균은 2.83으로다소높은자아존중감을가지

고있는특성을나타내었다. 자세히살펴보면, ‘나는좋은성품을가졌다고생각한다’

라는문항의평균이 2.74, ‘나는내가다른사람들처럼가치있는사람이라고생각한다’

와‘나는내자신에대하여대체로만족한다’의평균이각각 2.74와 2.69로나타나비

교적높은평균값들을나타내었다. ‘나는대부분의다른사람들과같이일을잘할수

가 있다’와‘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평균값이 각각

2.59로확인되었다. 또한, 부정적자아존중감을묻는질문의평균값을살펴보면, ‘나는

내자신을좀더존경할수있으면좋겠다’의평균이 2.66, ‘나는자랑할것이별로없

다’라는문항의평균값이 2.06으로‘그렇다’라고대답한아동이다소많다는것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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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수있다. 그러나, 그밖의부정적자아존중감문항인‘나는때때로내가좋지않은

사람이라고생각한다’, ‘나는대체적으로실패한사람이라는느낌이든다’, ‘나는가

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문항의 평균값들은 각각 1.81,

1.74, 1.57로‘그렇지않다’라고응답함으로써긍정적인자아존중감이비교적우세하

다는해석을가능하게한다. 

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관계

Hudson(1997)의가족관계척도를이용하여다문화가족아동의가족관계를측정한결

과는 <표 4>와같다. 가족관계척도는 4점척도로부정적가족관계를질문하는문항을

역점수처리하였으므로, 합산된점수가높을수록긍정적인가족관계를형성하고있는

것을의미한다.

다문화가족아동의가족관계전체평균값은 3.19로가족관계에있어큰문제를나타

내지는않는것을알수있다. 구체적인문항내용을살펴보면, 가족관계를긍정적으로

묻는문항들가운데, ‘나는진정으로우리가족을소중하게여긴다’, ‘나는우리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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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문화가족아동의자아존중감

문 항 내 용 Mean SD

1 나는내가다른사람들처럼가치있는사람이라고생각한다. 2.67 .978

2 나는좋은성품을가졌다고생각한다. 2.74 .904

3 나는대체적으로실패한사람이라는느낌이든다. 1.74 .921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2.59 .983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2.06 .965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59 .892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2.69 1.022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2.66 .900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57 .878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81 1.024

평균(Mean) 2.83 Missing 12

표준편차(SD) 0.473 N 110



과잘지낸다’라는문항이각각 3.43, 3.44로비슷한수치를보이며가장높은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그다음‘우리가족의구성원들은서로잘지낸다’(3.38), ‘나는우리가족

이자랑스럽다’(3.34), ‘우리가족은나에게안락함을주는진정한근원이다’(3.30), ‘우

리가족구성원들은진정으로서로를보살핀다’(3.27), ‘우리가족은나에게커다란즐

표 4. 다문화가족아동의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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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Mean SD

1 우리가족구성원들은진정으로서로를보살핀다. 3.27 .806

2 우리가족은훌륭한것같다. 3.16 .776

3 우리가족은내신경을건드린다. 2.29 .989

4 나는진정으로우리가족을소중하게여긴다. 3.43 .796

5 나는전적으로우리가족에게의지할수있다. 3.20 .904

6 나는한순간도우리가족과함께있기가싫다. 1.46 .778

7 나는우리가족의일부가아니었으면좋겠다. 1.47 .870

8 나는우리가족과잘지낸다. 3.44 .666

9 우리가족의구성원들은자기주장이너무강하다. 2.27 .953

10 우리가족에게는친밀감이없다. 1.90 1.053

11 우리가족 안에서나는낯선사람같이느껴진다. 1.50 .841

12 우리가족은나를이해하지않는다. 1.71 .898

13 우리가족은서로너무미워한다. 1.45 .750

14 우리가족의구성원들은진정으로서로에게도움이된다. 3.20 .833

15 우리가족은우리가알고있는사람들에게존경받는다. 2.81 .906

16 우리가족에게는마찰이자주일어나는것같다.  2.05 .956

17 우리가족에게는온갖사랑이넘친다. 3.11 .928

18 우리가족의구성원들은서로잘지낸다. 3.38 .717

19 우리가족의생활은일반적으로유쾌하지못하다. 1.95 .931

20 우리가족은나에게커다란즐거움을가져다준다. 3.26 .836

21 나는우리가족이자랑스럽다. 3.34 .763

22 다른가족들이우리가족보다더잘지내는것같다. 2.52 1.123

23 우리가족은나에게안락함을주는진정한근원이다. 3.30 .863

24 나는우리가족에게서소외감을느낀다. 1.91 1.050

25 우리가족은행복하지못하다. 1.64 .961

평균(Mean) 3.19 Missing 4

표준편차(SD) 0.430 N 117



거움을가져다준다’(3.26), ‘나는전적으로우리가족에게의지할수있다’(3.20), ‘우리

가족의구성원들은진정으로서로에게도움이된다’(3.20), ‘우리가족은훌륭한것같

다’(3.16)의평균값순서를보였다. 긍정적인질문중, ‘우리가족은우리가알고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이 2.81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가족관계를부정적으로묻는문항의경우에는, ‘다른가족들이우리가족보다

더잘지내는것같다’라는질문의평균값이 2.52로다소많은아동들이‘그렇다’라는

의견을가지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밖에‘우리가족의구성원들은자기주

장이너무강하다’(2.27), ‘우리가족에게는마찰이자주일어나는것같다’(2.05), ‘우

리가족의생활은일반적으로유쾌하지못하다’(1.95), ‘나는우리가족에게서소외감

을느낀다’(1.91), ‘우리가족에게는친밀감이없다’(1.90), ‘우리가족은나를이해하지

않는다’(1.71), ‘우리가족은행복하지못하다’(1.64), ‘우리가족안에서나는낯선사

람같이 느껴진다’(1.50), ‘나는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1.46), ‘우리

가족은 서로 너무 미워한다’(1.45), ‘나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1.47)의평균값순서를확인할수있다. 

3.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본연구에서다문화가족아동이인지하는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의정도

를알아본결과는 <표 5>와같다. 어머니의한국어구사능력이‘보통’이라고인지하고

있는아동이 57.0%로가장높게나타났고, ‘매우잘함’이라고인지한아동은 2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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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

문 항 내 용 Frequency(명) Percent(%)

매우잘함 29 24.0

다문화가족 보통 69 57.0

어머니의 약간가능함 10 8.3

한국어능력정도 거의가능하지않음(거의못함) 4 3.3

무응답 9 7.4

합계 121 100.0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약간 가능함’,

‘거의가능하지않음’의응답은각각 8.3%, 3.3%로나타났다. 즉, 본연구에서다문화

가족어머니들의경우한국어능력에문제가없다고보이는경우는 24%에불과하며,

이러한부족한언어능력은가족간의의사소통이나관계형성에어려움을초래할것으

로예상된다. 

4.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

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 그리고아동이지각한가족

관계사이의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는 <표 6>과같다. 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

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211, p< .05) 및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233, p< .05)는각각

정적인상관을가지고있으며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아동의자아존중감과아동이지

각한가족관계또한정적인상관관계(.464, p< .001)를나타내었으며, 이는통계적으로

도매우유의미하였다. 

5.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서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역할

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이아동의자아존중감에미치는영향에있어아동

이지각한가족관계의매개효과를 Baron & Kenny의매개효과검증단계에맞추어확

인하였다. Baron & Kenny의 매개효과검증방법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로 널리

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에관한연구
: 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209

표 6. 주요변수의상관관계

구분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어머니의한국어능력 -

아동의자아존중감 .211* -

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 .233*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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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되고있으며, 이방법은 4가지전제, 즉, 1)독립변인은종속변인에유의미한영향

을미쳐야함, 2)독립변인은매개변인의변량을유의미하게설명해야함, 3)매개변인

은종속변인에유의미한영향을미쳐야함, 4)독립변인은매개변인을통제한후에, 유

의미한영향력이사라져야함을확인하는것으로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관계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의 요인분석을 위해 변수(문

항)간에상관관계가존재하여야한다는검증인 KMO값은 0.5이상이어야적합한수준

인데, 가족관계척도는 .751로나타나본연구에서사용한척도의하위변수간상관관계

는적합한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 Bartlett의구형성검정치(Sphericity)는 “요인간상

관관계가없다”라는영가설을기각할 수있는지를보여주는결과치로 분석결과의검

정치가 969.622이고, 이값의유의수준이 .000이므로영가설은기각된다. 따라서, 요인

분석의사용이적합하며공통요인이존재한다고결론을내릴수있다. 자아존중감역

시 KMO값 .691, Bartlett의구형성검정치(Sphericity)는 281.865, 유의수준 .000으로영

가설이기각되어요인분석의사용이적합하며공통요인이존재한다고결론을내릴수

있다.

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이아동의자아존중감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

의단계는다음과같다. 1단계의회귀모형은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을독립

변인으로설정하고, 아동의자아존중감을종속변인으로설정하여분석하는것으로연

구모형상의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이동하는 직접적인 회기선을 의미하는 것이

다. 아래 <표 7>에서보여지듯이독립변인에의하여종속변인이유의미하게예측되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확인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회귀계수

.211는전체효과(total effect)이다. 검증결과, 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이높을

수록아동의자아존중감또한향상되어지는것을알수있는것으로써, 본연구에서아

동이지각한가족관계가매개변인의역할을하는지검증되기위한첫번째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결과이다.  

2단계는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이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에어떠한영향

을미치는지를검증하기위한회귀모형으로연구모형에서독립변인으로설정되는어

머니의한국어능력과연구모형에서매개변인으로설정되어지는아동이지각한가족관

계의정도를종속변인으로설정하여분석하는것이다. 그결과, 어머니의한국어능력

이아동이지각하는가족관계에직접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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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머니의한국어능력이높을수록아동은자신의가족관계를긍정적으로지각하는

것을알수있다. 따라서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이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

에직접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주어야한다는두번째전제조건이충족되었다. 

3단계회귀모형에서는매개변인으로설정된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가종속변수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증결과,

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와아동의자아존중감에대한직접적인영향력이통계적으로

유의한것으로나타나, 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가긍정적일수록아동의자아존중감또

한향상된다는것으로세번째전제조건또한충족되었다. 또한, 아동이지각한가족관

계의회귀계수(β)는 .507(p< .001)로나타나, 어머니의한국어능력이아동이지각한가

족관계에미치는효과(α)인 .233(p< .05)에비교해더큰값을가지고있다.  

마지막 4단계의회귀모형에서는독립변인인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이매

개변인인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를통제한후에종속변인인아동의자아존중감에통

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을살펴보는것이다. 검증결과, 어머니의한국어

능력의회귀계수 .071은 1단계의회귀계수 .211보다감소한동시에유의하지않은것

으로나타나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은완전매개효과를갖는다고할수있다. 

한편, 매개효과의회귀계수를구하면, 어머니의한국어능력이아동이지각한가족관

계로향하는회귀계수 .233과매개변인인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가종속변인인자아

존중감으로향하는회귀계수 .469의곱이된다. 따라서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

력의매개효과회귀계수는αβ=(.233)×(.469)=0.1092이다.

표 7. Baron & Kenny의 단계별매개효과검증

상수항 2.410*** .203 2.737*** .183 1.220*** .299 1.127*** .325

母한국어능력 .211* .064 .233* .058 - - .071 .060

가족관계 - - - - .507*** .093 .469***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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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종속변인:
자아존중감변 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2단계
종속변인:
가족관계

3단계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4단계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이러한매개효과의유의미도를검증하기위하여 Sobel’s test3)를수행한결과는아래

<표 8>과 같다. Sobel’s test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의 검정량이

2.37로 .05수준에서의 Critical value인 1.96을넘어, 0.05수준에서유의미하게매개하고

있음을알수있으며, 엄격성이다소떨어지는 Aroian test와 Goodman test 검증방법에

서도유의미성이검증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아동이인지한가족관계는어머니

의한국어능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를완전매개하고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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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의검증결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어머니의 한국어능력

표 8. Sobel’s test 검증결과

Type of Test Test statistic p-value

Sobel test 2.371 0.017

Aroian test 2.339 0.019

Goodman test 2.240 0.016

3) Sobel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방법에기반하여매개효과인αβ의유의도를검증하는공식은매개효과회귀계수를표준오차로

나누는것이다. 표준오차값을이용하여구한매개효과검증치가 1.96보다크다면, 유의수준 .05수
준에서매개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고말할수있다. 

.071

.233* .469***



Ⅴ. 결론및제언

최근한국사회에서증가하고있는다문화가족들은사회문화적인차이에서오는많

은적응상의문제를경험하고있으며, 이러한다문화가족에서발생하는문제들은이들

가정의아동들의건강한성장과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많은선행연구

들에의하면, 다문화가족아동들의심리사회적발달과관련하여어머니의한국어능력

은매우중요한변인으로설명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다문화가족의아동들을대상

으로다문화가족아동의일반적인특성을살펴보고, 다문화가족어머니의한국어능력

이아동의자아존중감과어떠한관계가있는지알아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아동

이지각한가족관계가어머니의한국어능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사이에어떠한영향

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학령기아동 121명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한연구결과가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

며, 가족관계에대한문항에서도비교적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

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와의 상관관계에서

어머니의한국어능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및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 아동의자아존

중감과아동이지각한가족관계는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였다. 또한, 아동이인지한

가족관계는어머니의한국어능력과아동의자아존중감을설명하는매개변수로나타나

고있다. 

본연구의결과는다문화가족의아동들에대한지원방향과관련하여몇가지중요한

실천적함의를제공하고있다고하겠다. 첫째, 본연구결과에서보여지듯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가족의긍정적인관계를높여줌으로써아동의자아존중감을포함한정

서발달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어머니들에대한한

국어교육의강화가필요하다. 농촌지역등다문화가족이밀집되어있는지역에서는학

교, 구민회관, 지역복지관, 주민자치센터등접근성이용이한지역내기관에서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의무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 또한, 개인및가정의상황에따라

방문교육서비스및순회교육서비스등다양한형태의교육프로그램을통해서다문화

가족에대한한국어교육이효과적으로제공되어야할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에대

한개입과관련하여이주여성인어머니개인에대한접근보다는가족전체에대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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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서비스접근이보다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본연구결과에서보여지듯이, 아동이

인지한 가족관계는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가족관계를강화하는것은아동의사회정서적발달에도매우중

요한영향을미치므로, 가족이함께할수있는가족단위의프로그램이나개입이보다

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특히, 남편이나시부모와함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의개

발을통해가족간의긍정적인유대관계를강화하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

실제로많은연구에서다문화가족의경우지역사회중심의지지체계를형성하여사회

적상호작용, 전통의유지, 상호원조등의다양한역할을제공하는통합적지지망의형

성이매우중요하다는사실이강조되고있다는측면에서(Moon et al., 2001; Moon &

DeWeaver, 2005; Cohen et al., 2007), 다문화가족의자녀및부모자조집단, 동일국가

이주여성들의모임, 멘토연계, 지역사회내활용가능한자원망구축등다문화가족을

위한다양한지지체계를형성할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이러한다양한서비스및

지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기초가

될것이다. 본연구의결과는경기, 강원지역의다문화가족만을대상으로한연구이므

로전체다문화가족에대한일반화에한계가있으며, 향후보다다양한지역및변수를

포함하는포괄적인연구를통해다문화가족의문제및개입방안에대한심도깊은논의

가진행될필요가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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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ildren’s lif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in multi-cultural fami-

lies, which are form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e study, 121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scores of respondents’ self

esteem are higher than medium scores and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atti-

tudes toward family relationships. This study verified the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Also, the variable of family relationship

recognized by children identified as a mediation variable to explain the variables of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Social interventions and strate-

g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e suggest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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