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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 사회적 지지 및 가족기능에서의 차이를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초등학생 218명(다문화 아동 103명, 한국인부모 아동 115명)을 표집 하였
으며, t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보다 내적 통제소재
가 낮게 나타났으며, 외적 통제소제에서는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중 가족지지에서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모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셋째, 가족기능에서는
응집성과 유연성 모두에서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문화 아
동에게 있어서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함을 제시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임상적 의미와
연구의 제한점이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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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발표된 국내 다문화연구 중 학진 등재지에 게

서 론

재된 논문 중 심리학적 주제에 관한 연구물을 따로
국내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노동자

모아 개관한 결과, 한국인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

가정,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하였거나 한국에

은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새터민 가족

로 교육정책이나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

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다문화아

2007). 국제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로 국내 다문

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자

화가정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국제

면, 먼저 전경숙(2008)의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5

결혼건수가 11,605건이던 것이 2009년 33,300건으

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로 전체결혼건수의 약 11%에 이르며, 남한으로 유

전수조사를 들 수 있다. 조사결과 다문화 학생이 한

입되는 새터민도 총 18,339명에 이른다는 것을 통

국인 부모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고,

해서 알 수 있다(통일부, 2010). 다문화가정의 이러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낮았다. 그러나 학교에 가기

한 증가추세로 인해 최근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싫다는 생각을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비율 면에서는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다문화 학생이 더 높았다.

되고 있다.

또한 남윤주와 이숙(2009)은 다문화아동을 대상

다문화아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

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물들이 주로 다문화아동의 자

이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

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려움의 주제들은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박수정, 최연

더 포괄적인 심리적 특성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

실, 2009; 이수연, 2008; 이영주, 2007; 이은하,

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2004), 언어발달과 의사소통 능력의 장애, 사회적

인 스트레스 측면에서 전남지역 초등학교 다문화아

편견으로 인한 소외감, 학습결손, 자아정체감의 혼

동과 한국인 부모 아동을 비교한 결과 다문화아동이

돈, 집단따돌림(설동훈 외, 2005; 조영달, 2006; 조

애착과 자아개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보

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등이다.

고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한국인 부모

또한, 2008년을 기준으로 다문화 초등학생의 경우

아동이 학업과 교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

한국인부모 초등학생에 비해 38배나 높은 미취학률

꼈고, 경제 및 물리적 환경에서는 다문화아동이 더

(교육인적자원부, 2008)과 6배 높은 중도탈락률을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

보였다(박인숙, 2009).

수인(2010)은 다문화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학

그러나 이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을 비교하면서

있다. 다문화아동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가족건강성에서 다문화아동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생활전반에 만족하고 있으

따돌림피해는 다문화아동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

며(한국교육개발원, 2008), 부모나 친구, 이웃 등과

고하고 있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금명자 외, 2006).

이처럼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단순한 실태조사

심리ㆍ사회적 적응도 일반아동에 비해 비교적 양호

차원을 넘어서 심리적인 변인을 다루거나 한국인 아

할 뿐 아니라, 행동문제나 부적응 정도도 상대적으

동들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그 수가

로 낮았고(노충래, 홍진주, 2006), 학교생활에 대한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

만족도가 더 높았다(박윤경, 이소연, 2009).

과 한국인부모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두는 동시에 다

한편, 김근영, 곽금주 및 배소영(2009)은 2000년

문화아동에게 유용한 심리적인 변인들을 연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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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또래관계에서 소외감과 집단따돌림이 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아동이 적응의 어

제가 된다는 여러 연구들(설동훈 외, 2005; 조영달,

려움을 갖는다는 주장과 적응에 어려움이 없거나 오

2006;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히려 한국인부모 아동에 비해 적응을 잘한다는 주장

2007)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아동들의 대인관계에 중

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은 다문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통제소재를 살펴본

화아동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위험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다문화아동들이 관

요소들에 노출되어 있지만 모든 다문화 아동들이 똑

계의 어려움을 어디에 귀인하느냐에 따라 향후 적응

같이 그 영향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소재에 대한 연구

부적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가 필요하다.

보호요인(Compas,

사회적 지지 또한 다양한 문제행동으로부터 개인

Hinden & Gerhardt, 1995)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

을 보호하고 완충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김

다.

애경, 2002). 사회적 지지란, 관계를 통해 긍정적

때

그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Carr(1999)는 청소년에게 작용하는 보호요인을

자원을 얼마나 얻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개인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으로 구분하면서 개인적

말하며, 스트레스 경험수준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요인에 내적 통제소재를 제시하였다. 내외통제성은

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한미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을 어디에 두

현, 1996). 또한, 특정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

느냐에 대한 개념이다. 자신의 행동 후에 따르는 결

않은 개인의 경우도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신체적

과가 자신이 한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지각하는

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Newman &

경우를 내적 통제라고 하고, 우연이나 운명이 작용

Newman, 1995). 한국인부모 아동의 경우 사회적 지

했다고 여길 때를 외적 통제라고 한다(Rotter,

지를 더 높게 지각하는 아동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1966).

보다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보였다(김윤경, 정문자,

이러한 내외통제성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

2009; 소영원, 2006).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을 미치게 된다. 김애경(2001)은 내적 통제를 지닐

아동의 적응, 특히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유의미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높고 삶에 적극적이라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꼽히고 있다(김기덕,

했다. 반면, 사건의 결과를 행운이나 과제난이도와

박민서, 2009; 이순미, 2010; 홍정미, 2008). 새터민

같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요인에 두는 사람

청소년만을 따로 연구한 이소래(1997)도 사회적 지

은 스트레스, 무기력감, 좌절감, 불안, 우울 등에 취

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기 때문

약하다고 했다. 민하영(200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

에 삶의 적응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로 한 연구에서 외적통제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아동

또 하나,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관심을 가져야

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며, 이는 또래-소외의 상

하는 것은 가족변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민

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믿어서 이러한 소외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더 밀접한 유대를 갖을수록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을 덜 기울이기

외부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보호되고, 여러 위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민영과 김광웅(2011)도 초등

상황을 보다 잘 극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통제소재

(Crosnoe, 2005). 국내 다문화아동의 적응에 있어

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

서도 가족기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은선경

다. 이처럼 통제소재가 대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2010)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는 주요인으로 가족기능을 들고 있다. 즉,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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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모 출신국가

소통을 하는 가족의 자녀일수록 적응을 잘 한다. 김

모 출신국가

빈도

%

수인(2010)도 다문화아동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중국

12

11.6

에는 부모 개인이 아닌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는

일본

34

33.0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형태(2004)도 가족

베트남

10

9.7

의 역할이 역기능적일 때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할

태국

2

1.9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인 부모아동의 경우도 가족의

캄보디아

1

1.0

건강성이 교사와 친구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필리핀

25

24.3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이혜경, 2008).

새터민

16

15.5

과테말라

2

1.9

모아동을 비교집단으로 두고 다문화아동의 내·외통

페루

1

1.0

제성과 사회적 지지 및 가족기능을 상호 비교해 보

합계

103

100.0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부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통제
소재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다문화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사회적 지
지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다문화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가족기능
은 차이가 있는가?

교분석 시에는 사례수가 비슷해야 하므로, 사례수를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우선, 4개 초등학교 중에 3학년부터 6
학년까지 골고루 설문을 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성비의 편포가 적은 학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경제수준이 매우 높거나
또는 매우 낮은 지역의 학교는 제외하였다. 설문조
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진행되었으

연구 방법

며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교사들에게 연구를 설명하고 설문을 부탁하는 형식

연구대상

으로 진행되었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문항내용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할 경우 담당교사가 의미를 설명해주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도록 하였다. 설문에 협조해 준 교사들에게는 소정

를 고려하였다. 표집에 있어서 외국인 부모 가정 뿐

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연구대상의 모 출신국가는

아니라 새터민 가정의 자녀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표 1과 같으며, 연구대상에 대한 성별 분포는 표 2

또한 다양한 어머니 국적을 포함하려고 하였다. 본

와 같다.

연구의 다문화아동 대상자들은 부산, 양산, 충남, 충
북 4개 지역 37개 초등학교 재학 중인 3학년에서 6

표 2.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

학년 104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을 제외한

103명이다. 그리고 다문화아동과 비교하기 위해 4
개 초등학교 444명의 한국인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그 중 부산지역 소재의 1개 초등학교
한국인부모 학생 120명을 표집하여 불성실하게 응
답한 5명을 제외한 115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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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자
n(%)

여자
n(%)

전체
n(%)

다문화

56(54.4%)

47(45.6%)

103(100.0%)

한국인부모

61(53.0%)

54(47.0%)

115(100.0%)

117(53.7%) 101(46.3%)

218(100.0%)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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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의 학년 분포
구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다문화

39(37.9%)

24(23.3%)

24(23.3%)

16(15.5%)

103(100.0%)

한국인부모

29(25.2%)

29(25.2%)

29(25.2%)

28(24.3%)

115(100.0%)

68(31.2%)

53(24.3%)

53(24.3%)

44(20.2%)

218(100.0%)

전체

표 4. 연구대상의 경제수준
구분

경제수준

전체

매우잘산다

잘산다

보통이다

못산다

매우못산다

다문화

5(4.9%)

27(26.2%)

57(55.3%)

11(10.7%)

3(2.9%)

일반

19(16.5%)

46(40.0%)

45(39.1%)

5(4.3%)

0(0.0%)

115(100.0%)

전체

24(11.0%)

73(33.5%)

102(46.8%)

16(7.3%)

3(1.4%)

218(100.0%)

표 3은 학년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표 4

103(100.0%)

사회적 지지 척도

는 연구대상의 경제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
와 SAB(Scales of Available Behavior)를 한미현

측정도구

(1996)이 수정ㆍ보완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
내·외 통제소재

였다. 사회적 지지척도의 하위척도는 친구지지, 가

민하영(1998)이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족지지, 교사지지의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아동용 통제소재 척도(Locus of Control Scale for

며, 각 척도별로 8문항씩 총 24문항이다. 이 척도는

Children)와 Wellborn, Conell과 Skinner(1989)의

실제로 주어진 지지보다는 개인이 지각한 지지를 측

학생용 통제력 지각 질문지(SPCQ : The Student

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Perception of Control)를 바탕으로 개발한 내·외 통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

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답할 수 있게

한미현(1996)이 보고한 신뢰도는 친구지지 .89, 가

되어있으며, 내적통제문항 10개, 외적통제문항 10개

족지지 .89, 교사지지 .88, 전체 신뢰도 .92로 나타

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적통제문항의

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친구지지 .88, 가족지지

경우 역채점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점수

.89, 교사지지 .88, 전체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민
하영(1998)이 보고한 내적통제문항의 신뢰도는 .77,

가족기능 척도

외적통제문항의 신뢰도는 .73이며 전체 신뢰도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Adaptability

&

개발한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문항은 .77,

FACES-III(Familily

Cohesion

외적통제문항은 .75, 전체 신뢰도는 .75였다.

Evalution Scales III)를 전귀연(1993)이 번안하고
김미애(1997)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 간의 심리적 유대를 나타내는 응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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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항, 가족이 내·외적인 필요와 목적에 따라 가족

통제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2.35, 한국인부모

의 규칙, 역할 및 전략을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시킬

아동은 2.02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족 적응성 10문항의 총 20

한 차이를 보였다(t=4.64, p<.001). 즉, 내적통제소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재는 다문화 아동보다 한국인부모 아동이 많이 사용

가족 응집성 .88, 가족 적응성 .77, 전체 신뢰도는

하였으며, 외적 통제소재는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

.91로 나타났다.

모 아동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사회적
지지 비교

다문화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두
집단의 변량의 동등성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교사지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동
등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t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 ․외
표 6.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사회적 지지 차이

통제소재 비교

검증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

변인

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t분석을 실시하기
에 두 집단의 변량의 동등성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t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SD

M

SD

사회적 지지
전체

3.70

.60

3.81

.66

-1.15

친구지지

3.61

.79

3.78

.81

-1.54

가족지지

3.97

.79

4.33

.76

-3.41

교사지지

3.55

.71

3.35

.95

1.68

재 차이 검증

변인

M

*

SD

한국인부모 아동
(n=115)
M

**

**

p<.01

t

SD

표 6에 제시된 사회적 지지의 t값은 변량의 동등

내적
통제소재

3.09

.49

3.26

.46

-2.44

외적
통제소재

2.35

.55

2.02

.47

4.64***

p<.05,

t

M

표 5.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적 통제소

다문화 아동
(n=103)

다문화 아동 한국인부모 아동
(n=103)
(n=115)

*

성이 가정되지 않았을 때의 수정된 t값으로 제시하
였다. 사회적 지지 전체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3.70, 한국인부모 아동은 3.81로 나타났으며, 두 집
단

***

p<.001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15,

p>.05).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친구지지에서 다문
내적 통제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3.09, 한국

화 아동의 평균은 3.61, 한국인부모 아동은 3.78로

인부모 아동은 3.26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44, p<.05). 외적

다(t=-1.54, p>.05). 가족지지에서 다문화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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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3.97, 한국인부모 아동은 4.33로 나타났으

국인부모아동의 가족기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며,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3.41, p<.01). 교사지지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
균은 3.55, 한국인부모 아동은 3.35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논의 및 결론

없었다(t=1.68,

p>.05). 즉,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 비교에

본 연구는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서는 한국인부모 아동의 가족지지를 제외한 다른 하

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점들을 고려하여 다문화아

위요인에서 차이가 없었다.

동의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내·외통제소재,
사회적 지지, 그리고 가족기능 변인을 살펴보되, 한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가족기능 비교

국인부모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두어서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국 4개 지역 37개 초등학교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가족기능에서

재학 중인 3학년에서 6학년 다문화가정 아동 103명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두 집단

과 한국인부모 아동 115명을 합한 총 218명을 대상

의 변량의 동등성 확인한 결과, 변량의 동등성이 확

으로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

인되었다. 다음으로 t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 통제소재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는 표 7과 같다.

내적 통제에서는 다문화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에
표 7.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가족기능 차이
검증

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다문화 아동 한국인부모 아동
(n=103)
(n=115)

변인

M
가족기능 전체
응집성

p<.01,

3.36
3.51

적응성
**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외적 통제에서는 다문화

3.22

SD
.68
.77
.67

M
3.74
3.88
3.59

하게 높았다. 국내 다문화아동의 내외통제소재가 대
인관계나 적응에 미치는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한

t

국인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

SD
.74
.81
.71

***

펴보면, 내적통제성을 보이는 한국인부모 아동은 타

***

인과 친교를 추구하고, 친구관계에서 보다 친애적이

-3.79

-3.89

**

-3.30

고 수용적이었으며(이미진, 2005), 책임감 있는 대
인관계 행동을 보였다(김영례, 1981). 외적통제를

***

p<.001

하는 한국인부모 아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기비
가족기능 전체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3.36,

하적이 되며(김영례, 1981),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

한국인부모 아동은 3.74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하고, 적대적, 공격적 성향이 높아서 부적응 행동을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79, p<.001).

유발하였다(박영신, 김의철, 1998).

가족기능 하위요인 응집성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

본 연구결과와 한국인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은 3.51, 한국인부모 아동은 3.88로 나타났으며, 두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아동들이 대인관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89,

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보이는 행동들을 예상해

p<.001). 적응성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3.22,

볼 수 있다. 즉, 다문화아동이 겪는 집단따돌림이나

한국인부모 아동은 3.59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차별의 이유가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 습관적인 행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30, p<.01).

동 등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어

즉,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 비교에서는 한

머니가 외국인이어서 또는 피부색이나 생김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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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서라는 외적인 이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문화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가

기 때문에(이소희, 최운선, 2008; 전경숙, 2008; 조

족지지가 교사지지나 친구지지에 비해 가장 높았던

영달, 2006),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덜

점은 정현영(2006)과 안은미(2007)의 연구결과와

기울이게 되어 효과적으로 문제상황을 해결하기가

일치한다. 그러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줬던 가족

더욱 힘들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본다. 이는 다문화아

지지 하위요인에서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

동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 주

서 성장발달에 역기능을 보인다는 Cohen(1982)의

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다문화아동들에게 사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가 가장 높게 인식되고는 있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으나 한국인부모 아동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낮은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부모 아동에 비해 다문화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가족의 지지를 고취하여서

아동이 외적통제에서 유의미하게 높기 때문에 다문

다문화아동을 조력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화아동들이 자기비하적이 되고 부적응행동을 할 수

셋째, 가족기능 전체에서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불

모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

안이나 우울(김애경, 2001)등에 대한 심리상담적

한, 가족기능의 하위요인인 응집성과 적응성 모두에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아동들이 자신이 겪는

서 다문화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여러 어려움이나 제약에 대해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에서 다문화아동

라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적 통제를

이 한국인부모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김수

하도록 조력하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

인(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다문화아

러한 개입은 또래-소외의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동이 집안 분위기를 더욱 화목하게 느끼고 있고, 그

있다고 믿어서 이러한 소외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로 인해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가출충동도 한국인부

의지나 노력을 더욱 많이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

모 아동에 비해 낮았다고 한 전경숙(2008)의 연구

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와는 맥을 달리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아동의 가

둘째, 사회적 지지 전체에서 다문화 아동과 한국

족기능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온 것은 언어와 문화

인부모 아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

차이로 인한 부부간 불화가 많고, 외국인 모가 자녀

며, 두 집단 모두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보고

를 양육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다(설동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친

훈 등 2005, 조영달, 2006)는 것과 연관된다. 강기

척들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도움을 거의 받지

정(2009)도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하다는 주장(박

관심도는 높은 반면,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와 부모

윤숙, 윤인진, 2007; 설동훈 등, 2005; 조영달,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모

2006)과는 맥을 달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역할 수행에 갈등을 경험한다고 했다. 이처럼 다문

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에서

화아동의 적응에 가족변인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침에도 다문화가정은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

는 다문화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학

다. 그러나 기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교현장에서 다문화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교

주로 외국인 어머니의 언어교육,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들이 다문화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교육해

이해 교육, 법률상담, 의료상담 등에 집중되어 있다.

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했던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사

다문화아동이나 한국인 남편이나 시부모 등 다른 가

뭇 상반된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

족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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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애주기와 가족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이

변인을 연구함으로써 다문화아동에 대한 이해를 넓

부족하여서 구성원 각각에 대한 지원이 개별적으로

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박정윤, 2009) 따라서 다
문화가족 전체를 지원의 단위로 여겨서 다문화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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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in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ing Betwee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Children of Korea-Parents Family
Byun, Eun-Joo

Kim, Hong-Seok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s in locus of control,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ing betwee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children of Korean-Parents family who
reside in South Korea.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18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family 103; Korean-Parents family 115). Results of data analysis by t-test indicate that children with
multiculural parents were lower in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higher in external locus of control. Children
with multiculural parents were lower in family support, family coherence, and adaptability than those with
Korean par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be in need of more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from familial environment.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Multi-Cultural Children,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Family Functio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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