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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1993년 시작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은 올해로 15주
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청소년상담관련 전문가와 부모교육 교수요원을 
중심으로 양성된 부모교육 전문가는 현장 집단상담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 시키
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부모교육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결혼이민자와 이주인구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급속하게 증가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
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2007년 다문화가정 모의 경험연구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부모
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2007년의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외국
인 모 사례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연구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를 실시하여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를 조명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자녀의 양육에 
있어, 남편의 적극적인 동반자 역할과 주변의 도움, 정보제공에 대한 외국인 모의 욕
구가 많음이 밝혀져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외국인 모 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
족을 위한 효과적인 전문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올
해 본원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어머니용과 아버지용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자녀에 대한 이해와 부모-자녀와의 관계 이해, 자녀의 발달단계 
이해, 부모자녀 관계 증진, 부모로서의 부모 효능감 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본 프로
그램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에서 부모를 위한 구조화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상담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아버지용과 어머니용으로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
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실습지는 아주 쉬운 우리말로 구성하여 언어적 의사소통의 
무리가 없도록 하였고, 그림이나 게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인지하
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정서적 지지 및 부모역할을 다지는데 좋은 
정보와 지침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본원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부모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서로 북돋우는 계기가 될 수 있
기를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여하여 도움을 주신 다문화가정 부모님들, 안산YWCA 
최미화 선생님 그리고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박지현 팀장님, 박미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단상담 자료 준비와 프로그램 편집에 이르기까지 실무를 
지원해준 최선우 연구보조원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기까지 현장의 다문화가정을 찾아가 
집단상담을 운영하며 열정을 아끼지 않은 송미경 박사님, 이은경 박사님, 그리고 신
효정 선생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12월 
원 장 차 정 섭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
모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한국의 문화에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부모로서의 효능감
을 증진시키며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전문가와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머니용과 아버지용 프로그램 개발, 부부의 
친밀감을 증진, 부모로서의 자신 점검 등을 반영하여 6회기의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으며 7회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와 어머니용 프로그램에 대해 2회의 시
범운영이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어머니용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
여한 대상은 다양한 출신국가(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어머니들로 구성된 한 
집단과 같은 출신국가(일본) 어머니들로 구성된 한 집단 이였다.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은 
연구진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각 회기를 마친 후 프로그램 평가지를 실시하고 전문가 협
의회의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개선과 보완점들을 논의하였다. 시범운영은 총 12명이 프
로그램에 참가하였고, 참가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한국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 후반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참가자들은 전체 프로그램 
느낌에 대하여 4.45(5점 척도)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 어머니용 프로그램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도입부분이다. 도입부분에서는  참가자들의 친밀감과 동기를 높이
고 응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2-3회기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부모-자녀와
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별히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업지도에 유용
한 정보를 제공 및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셋째, 4회기에서는 자녀의 발달단계
에 따른 성장을 이해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넷째, 5-6회기에서는 어머니로서의 부모 효능감 향상을 위한 자기점검을 구성
하였다. 아버지용 프로그램에서 1회기는 참가자들의 친밀감 증진과 동기부여,  2-3회기
는 부부간의 친밀감 증진과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부부관계, 4-5회기는 아버지로서의 역



할을 이해하는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6회기는 아버지로서 자신에 대한 점검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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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확대로 세계 각국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
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국제결혼
과 이주인구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로 이주해
온 결혼당사자의 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문제가 서서히 우리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새터
민이 포함된 이주민가정을 포함하며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의미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세 부류의 가정 중 결혼이민자의 증가 추세가 훨씬 더 빠른 
실정으로, 향후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인 남
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 70%이상을 차지하며, 2006년 현재 76.1%가 외국인 아내
와의 결혼에 해당된다. 이 중,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여 
농어촌 지역은 전체 결혼의 35.9%가 외국인 아내와의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청, 2007). 이 중에서,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경우 피부색이 다른 데서 오
는 차별, 문화적 차이, 가족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적응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가족 내 문화적 이질감을 경험하게 되는 자녀와의 문제 또한 이들이 당면
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는 의사소통 능력 부족, 문화 격차 등 개인의 적
응문제(신경희, 2004; 심선진, 2004; 양선화 2004), 부부 갈등 및 시부모와의 부적응 등
과 같은 가족 내 적응 문제(임경혜; 2004; 이혜경, 2005), 이들의 수용에 대한 사회적 
준비 부족(여성가족부, 2006; 행정자치부, 2006) 등을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부재로 
인한 자녀교육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외국인 부모의 문화적 충격과 언어소통 등의 
어려움은 자녀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모의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
한 언어습득 지체현상(임경혜, 2004), 친구들과 다른 외모, 외국인 부모를 가졌다는 사
실 등이 지역사회의 편견과 또래들의 따돌림의 원인이 되고 있다(송미경, 지승희, 조은

ⅠⅠ



2

경, 임영선, 2007). 
또한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
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2001년도 펄벅 재단 조사 결과에 의하
면 혼혈인 중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학교 중퇴수준(1.1%)과 비교할 때 엄청난 수치이다(교육부, 2006 , 
이재분, 2008 재인용).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수를 고려해볼 때 학령기자녀의 수가 급격하
게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적응과 자녀교육 문제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자녀의 
사회 적응과 언어발달의 어려움, 학습능력 저하, 또래집단 따돌림 등의 위험요인은 부모
의 사회적, 문화적 적응의 문제에 추가되어 이들의 자녀교육문제가 가족 전체의 어려움
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본원에서는 2007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모 사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자녀관계
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를 조명하였다. 연구를 위해 다
문화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예비면접을 거친 결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의 결혼가정보다는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의 결혼가정이 자녀교육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결과. 자녀의 양육에 있어, 남편의 적극적인 동반자 역할과 주변의 도움, 정보제공
에 대한 외국인 모의 욕구가 많음이 밝혀져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외국인 모 뿐 
만 아니라 남편과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전문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되
었었다(송미경, 외 2007).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해 살펴본 연구결과들(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설동
훈, 임경택, 2006)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로 자녀교
육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한국어교육과 학습지도, 학부모로서 참여
해야 하는 학교활동에서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가 커갈수록 한국어실력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원에서는 다문화가정 중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 구성된 국제결혼 가정의 부
모를 위한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의 다
각적 지원을 위해 이들의 실태와 부부교육프로그램 개발, 결혼이민여성의 적응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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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연구 등 다문화가정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적응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정천
석, 강기정, 2008).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의 실태나 개인의 적응문제, 가
족 간 갈등을 다루거나 부부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발된 프로그램 또한 주로 한
국어교육, 부부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접하게 되는 부모-자녀문제의 어려
움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학령기에 진입할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양육하게 
될 당사자들을 위해 자녀교육에서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증가하는 다문화가
정의 자녀들이 한국 미래의 주역이 될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정에
서의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는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송미경, 외 2007)

본원의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중 모와 한국인 부의 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 모와 한국인 부로 
구성된 가정이 다른 다문화가정과 비교할 때, 자녀 양육과 학령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집단상담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였다. 도입, 과도기, 작업기, 종결기로 나타나는 집단의 진행과정을 
염두에 두며, 집단의 응집력과 수용정도, 집단상담자의 윤리 등을 전제로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려움이나 갈등이 서로 차이
가 있음을 고려하여 어머니용과 아버지용으로 구성되었다. 외국인 어머니용 프로그램은 
외국인 어머니 개인의 자기점검과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인 아버지용 프로그램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점검하고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아버지 
역할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넷째, 실제 사례와 역할극과 게임을 활용한 활동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모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인 부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실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재연과 역할극을 통하
여 자신의 어려움을 표출하도록 돕고, 겪고 있는 문제를 집단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
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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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의 정의와 현황 

결혼이민자를 다문화가정이라고 용어를 바꿔 사용하는 것에는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되어 있다. 2003년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는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는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
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큰 호응을 얻게 되어 관련단체에서 결혼이민자가 주
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정(족)을 사용하고 있다(조영달, 2006).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형성은 1950년대의 한국전쟁 당시 한국 주둔 미군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을 시작으로 1990년대 농촌 총각 결혼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증가하기 시작
하였고 통일교를 통해 대규모 집단 국제결혼이 성사되면서 활성화되었다.     

통계청(2007)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 국제결혼비율이 5.2%였으나, 그 수가 계속 증
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 결혼건수의 13.6%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11.9%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국제결혼 현황은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건
수보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외국인 여성과
의 결혼이 72.4%를 차지했다(행자부, 2007) 

이와 같이 한국에서 농촌 총각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농촌의 남녀 
성비 불균형과 저 출산의 확대, 한국 여성들이 결혼 배우자로 농촌 총각을 기피하는 현
상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설동훈, 임경
택, 2005; 법무부, 2005; 최경숙 2006 재인용).

농어촌지역에 국제결혼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후반임을 고려할 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은 학령기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결
혼 이주 여성들은 보통 3명 이상으로 다산하는 경향이 크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취학 아
동 5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모경환, 2007).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18,76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39.6%가 증가, 2006년에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는 
대부분이 초등학생이지만 조만간 이들이 청소년의 한 층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 중 외국인모 가정의 자녀수는 16,937명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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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모가 외국인인 학생 수

초 중 고 합계 초 중 고 합계

계 15,804명 2,205명 760명 18,769명 14,452명 1,885명 600명 16,937명

비율 84.2% 11.7% 4.0% 100% 91.4% 85.5% 78.9% 90.2%

고 있다. 

 표 1. 다문화가정 자녀 시․도별 학교급별 현황

※ 모가 외국인인 학생 수 비율은 결혼이민자 학생 수 대비임.
※ 자료 : 2008. 4. 1 기준 교육과학기술부(2008 내부자료), 이재분, 2008 재인용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역시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양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어 가정 내 외국인 모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모가 자녀교육을 하면서 겪을 어려움을 짐
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2.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관계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결혼 초기에 육아관련 준비 없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정보부

족 등으로 어려움을 갖게 되지만, 자녀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결혼하여 한국에 와서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을 자녀의 출생이라 꼽는 외국인 모가 많았고, 자녀의 출
생으로 엄마로서의 경험을 하면서 자녀는 한국생활을 하는데 심리적 거점이 되고 희망
이 되기도 한다(김민정, 2002; 김상임,2004; 송미경 외, 2007)  

그러나, 대부분 자녀의 육아 시기는 외국인 모의 문화적응 시기와 겹쳐져 혼란과 자
녀 육아의 고충에 대한 외로움, 두려움, 불안 등을 갖게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가 자녀들의 양육에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
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모가 교육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양육환경에 대해 
고충을 호소한다(인봉숙, 2001). 외국인 모 자신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한데 아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6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2007)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점, 특히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한국어 어휘 및 교육관행을 알지 못
하는 점이 자녀교육 지원에 큰 어려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녀의 알림장이나 일
기장 등을 보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며, 언어 및 여러 
가지 배경지식의 한계로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일이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
들이 한국어에 익숙해져가는 속도와 부모가 한국어에 익숙해지는 속도는 차이가 커서 
자녀와의 대화가 점차 줄어들게 되며 한국 문화 및 자녀양육 관행에 대해 잘 모르는 점
이 부모자녀관계에서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정기선, 김영혜, 박경은, 이은아, 박지혜(2007)는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
사에서 취학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령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조사
를 실시하였다.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
교육비 부담’(45.8%)을 들고 있으며, ‘숙제도와주기’가 35.8%로 나타났다.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변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녀
가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같이 성
장해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기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가 새로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성취를 하도록 도와주는 일과 또래관계에서 깊이 있는 우정을 
경험하며 인간관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작 익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정체성발달이 주요 과업이니 만큼 이해와 수용을 통해 자녀가 자아정체성
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변화
되듯이 문화와 사회에 따라 요구되는 부모 역할도 다를 수 있다. 즉, 자녀의 발달과업
이 문화적으로 상이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 모는 자신이 
자라왔던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자녀와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가 외모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시기는 ‘초등학교 때’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시기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사회적 자의식을 느끼게 되어 사회에서 
보는 자신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사회의 부정적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한다. 실제 한 연구에서도 혼혈인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 학생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거나 수군거리는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금연, 2003;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7). 그러
나 이 때, 절반에 가까운 부모가 그냥 달래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혈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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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문화로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에서의 자녀들이 공교육 진학 이후 가정
과 학교 사회에서 겪고 있는 한국문화와의 충돌경험을 보여주는 것이다(송미경 외, 
2007). 외모에 대해 친구들이 수군거릴 때 절반에 가까운 부모가 그냥 달래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금연, 2003).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 문화로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는 것이다. 이는 다문
화가정에서의 자녀들이 공교육 진학 이후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겪고 있는 한국문화와
의 충돌경험을 보여주는 것이다(송미경 외, 2007). 

그 외, 이들은 컴퓨터 과다사용(81.4%), 우울이나 무기력(45.7%)의 경향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서의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화된 적응을 위해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보다 세
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문화적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삶의 
변화를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동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문화차이로 인해 느
끼는 스트레스 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경험이 자녀에게 더 큰 영향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적응능력에서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아동들은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
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으며(Felner, R. D., Gimter, M., & Primavera, 
1982), 부모나 교사들과 같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지를 많이 제공한다고 지각할
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적게 발생하며 적응수준이 높다고 밝혔다(Cauce, A. M.,  Reid 
M., Landesman, s., & Conzales, 1990). 이는 부모자녀관계가 긴 하고 안정되어 있을 
수록 자녀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자녀관계가 안정된 자
녀는 다른 자녀에 비해 더 빨리 현실에 적응하고 자신의 생활에 안정될 수 있다. 그러
므로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겪고 있는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고리가 되며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
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송미경 외, 2007).

3. 부모효능감과 자녀 양육
Bandura(1977, 1982)는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은 기대, 사고의 신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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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과 흥미, 심상 및 상징 등의 인지적, 환경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즉, 행동은 외적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효능기대와 같
은 인지적 관점을 매개로 일어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효능감 기대가 어떤 행동을 
수행하고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며 또 역경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저항할 것인가를 
처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행동변화에 있어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
서,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는 반면, 자기효능감
이 약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덜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고 하였다.

즉,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또는 당면한 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 
기대’로 정의하였다. 즉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그 상황을 극복
하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문제 상황
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인지된 자기효능감이 과제수행에 미치
는 영향은 크므로 개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강도 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양식과 정서반응
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미숙, 2005).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부모역할 수행의 차원에서 볼 때,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일반 
가정의 자녀에게도 이들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반응에 민감하며,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
임은 물론, 자녀의 발달을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동, 자녀를 교육하는 
행동,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더 긍정적으로 이끄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분만 아니
라 자녀의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학업에 도움을 주는 양육행동과도 관련된다(김민화, 
신혜은, 정혜숙, 장해진, 2007). 부모로서의 높은 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행동 그 자체뿐
만 아니라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 최정미, 
2003; 최형성, 2006).  

또한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양육과 부모-자녀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주
도성을 보이고, 부모 자신이 생활과 학습에서 성공했던 경험은 부모 효능감 수준의 향
상, 부모역할의 성공적 수행과 자발적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이미란, 2007). 부모효능감
은 부모역할 적응에 도움을 주며 자녀 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나가
도록 동기부여와 양육행동의 근원으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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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발달 관련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더 강조하였고 자녀양육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율을 격려하는 행동을 하는 반면,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덜 
하였다는 보고(안지영, 2001)도 있었다. 

이와 같이,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
동을 많이 보여주며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부모효능감은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Johnston & Mash,1989; Luster & Kain, 1987; Dorsey 등, 1999).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Crockenberg(1981)는 양육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이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칭찬한
다면 이러한 경험은 어머니의 내적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기술
과 행동이 개선된다고 하였다. Belsky와 Vondra(1989)도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의 증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부모역할 기술이 좋아지게 한다고 하였
다. Frank와 그의 동료들(1986)은 실증적 연구에서 배우자가 부모로서 협조하고 돕는 
관계일수록 어머니가 부모로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효능감과 기술 등 내적 자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교육 또한 부모효능감을 증진시켜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 
신용주와 김혜수(2003)는 장애아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부모효능감과 
부모 행동 변화에 대한 인과 관계 모형을 제시하고 부모교육 참여가 부모의 부모효능감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부모교육 참여가 부모효능감을 증진
시켜 부모의 효율적 양육행동이 증가하고 성공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고 보았다. 그 결과 부모자신은 긍정적인 사고와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고양되며 
이로 인해 자녀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부모역할 수행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바
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
의 자기효능감, 부모효능감, 의사소통,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효과가 있었으며 부모-자
녀관계 향상에 도움이 된다(안희정, 200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부모 자신의 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런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기대는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 어머니가 결혼과 동시에 입국, 출산과 양육, 가정
교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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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언
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물리적 보살핌 뿐 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도 자녀에게 충분한 보살핌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오성배, 2005). 또한, 기본적인 양
육방식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시댁식구들을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양육을 한다는 오해를 받으며, 어머니의 모국어로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부정적으
로 생각하는 가족들의 압력으로 인해 서툰 한국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국어로도 자녀
와 소통하는 것을 금지당하기 쉽다(김민화 외, 2007).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수행하게 될 때 그 효능감
이 낮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자녀양육과 긴 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부모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다문화가정에서
의 자녀양육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정화된 적응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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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프로그램 개발
가.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다문화가정 부모가 한국 문화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방식을 습득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긴 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부모
로서의 효능감을 증진시키며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문화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녀를 양육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구조화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1) 자신과 자녀
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부모-자녀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며 2) 한국 초등학
생 부모가 알아야 할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와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정보를 나누어 자
녀지도에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3) 부모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녀의 성장에 맞
추어 부모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프로그램 대상
국제결혼을 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외국인 모와 한국인 부를 대상으로 한

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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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조사

- 기존 프로그램 분석
- 국내·외 문헌 검토

기초요구조사 실시
- 다문화 가정 부모

- 다문화 관련 실무 담당자   

프로그램 구조 추출

        전문가 협의회 (7차)

프로그램 초안 개발 시범운영 실시

 

프로그램 수정 ․ 보완 전문가 협의회

최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침서 제작

다. 프로그램 개발

그림 1. 다문화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연구 과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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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요구 조사
기초조사를 위한 대상은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조사되었다. 첫 번째 대상은 전국  외

국인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총 86 기관에, 총 91부의 설문이 배부, 총 
43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자료 가운데 무성의한 응답 사례의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
시키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총 27부였다. 두 번째 대상은 Y지역에 거주하
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모로 총 30명에게 설문이 배부, 총 24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의 대상자가 외국인 모인 것을 고려하여 한글 설문지와 영어 설문지가 제작되어 배
포되었으나, 다문화가정의 모 중 한글과 영어 모두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여서 회
수된 설문 중 총 1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가) 다문화 사업 기관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속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은 주로 

‘한국문화 체험’(100%), ‘한국어 교육’(85%), ‘민원․생활․법률 상담’(81.5%), ‘부
부교육’, ‘복지지원’ 등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
육 프로그램 실시에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17명(65.4%)으로 조사되었는데, 
어려움의 내용은 다문화 가정 집단의 언어가 다양하여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 부모의 
이해능력의 차이, 나라별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방식의 차이 등이 있었다.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아버지용과 어머니용이 별도로 구성되
어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필요하다’ 12명(44.4%), ‘매우 필요하다’ 5명(18.5%)로 
62.9%의 전문가들이 부모 프로그램의 별도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
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가족 간 역할 이해’, ‘자녀양육방법’, 
‘의사전달방법’, ‘배우자 나라의 문화 이해’, ‘부부 갈등해소’, ‘다문화 가정 부
모들을 위한 정보공유 및 지지망 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
에 더하여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에 대한 이해, 아내 
나라에 대한 문화 이해와 존중,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한국생활의 문화 이해, 남편의 마
음 알기,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자녀양육 갈등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
문가들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내용 구성 시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자
녀의 발달 단계’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가 27명(1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 26명(96%), ‘교육제도 및 학습제도’ 25명(92%), ‘한국문
화’에 관한내용 25명(92%)순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의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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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과 정서문제’,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문제’가 각각 21명(77.8%)으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나)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모는 총 14명으로 20대~40대의 연령 범위였다. 

다문화가정은 중국 4명(28. 6%), 기타 4명(28. 6%), 베트남 2명(14. 3%), 일본 2명(14. 
3%)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필요하
다’는 응답이 10명(71.4%), ‘매우 필요하다’가 3명(21.4%)으로 92.8%가 다문화가정 
부모프로그램의 필요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아버지용과 어머니용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5명(35.7%)으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하다’ 3명
(21.4%),  ‘매우 필요하다’ 1명(7.1%)로 다문화 사업 기관 전문가들의 응답(62.9%)과
는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모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부모 
모두에게 자녀교육의 문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한국문화의 이해, 부부관계 
갈등 해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형태도 부모교육(자녀교육, 컴
퓨터사용지도 자녀와 의사소통 등)과 심리적 측면(다문화가정에서 겪은 어려움, 대인관
계기술, 분노조절훈련, 스트레스 관리훈련 등)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2) 프로그램 구조 추출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부모

로서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성숙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내면적인 성장을 위한 구
조화된 집단상담의 틀을 가지고 개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문화 간 차이와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친 감을 증진시키고 공동양육관계를 확립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모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가족과 가족문화에서 부딪치는 어려움
을 함께 나누고 표현하면서 보다 통합적인 적응방향을 찾도록 하였다. 특히 기본적인 
언어소통 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 가부장적 가족문화 속에서 살
아가는데 있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집단원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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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한국인 부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오랜 교제기간을 갖지 못하고 
단기간의 중매혼인 까닭에 부부 간에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과정이 생략된 경
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포
함시켜 아내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운 점을 표현하고 보다 발전적인 의사소통 방향을 
찾도록 하였다. 

둘째,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어머니 혹은 아버지로서의 역
할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표현하도록 하여 부모로서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실제적인 
양육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외국인 모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 힘든 점, 자기 자
신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긍정적 자아개념을 회복하고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갖는데 초
점을 두었다. 한국인 부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안정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통하여 건강한 아버지로서 성장할 수 있
도록 하였다. 

3) 전문가 협의회
7회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문헌 조사와 기초요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

램의 개발 방향과 프로그램 구성 내용을 구성하였다. 시범운영 후 전문가 협의회를 통
해 그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였다. 

4) 프로그램 초안개발
문헌연구 및 기초요구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기

본적인 취지 및 목적, 다문화가정 부모의 요구에 부합되는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다.

5) 프로그램 시범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은 기 개발된 다문화가정 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

기 위하여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집단을 모집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 집단
의 경우는 9월 한 달 동안 두 개 지역에서  2일에 걸쳐 3회기씩 모두 6회기의 프로그
램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아버지 대상 집단프로그램은 연구일정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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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구분 제목 내용

첫째날
9/17(수)

·
9/19(금)

1
회기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 오리엔테이션 및 프로그램 소개
▪ 자기소개 : 활동1. 나를 소개합니다~!!

▪ 가족소개 : 활동2. 우리가족 이야기

▪ 자녀소개 : 활동3. 우리 아이는...

2
회기

나와 자녀의 관계

▪ 친해지는 마당
▪ 지난 회기 점검 및 이번 회기 소개
▪ 나와 자녀의 관계 점검하기
  : 활동1. 나와 자녀의 계는~?

▪ 내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

안 집단이 구성되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시범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6) 프로그램 수정보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다문화가정 모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결과와 연

구진이 시범집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되었던 프로그램들을 분석하
여 초안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하였다. 

2. 프로그램 시범운영 
가. 프로그램 진행과정

개발된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은 일주일 간격을 두고 2008년 9
월 17일, 24일(2일 과정) 총 6시간동안 Y지역과 2008년 9월 19일, 26일(2일 과정) 총 6
시간동안 C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은 Y지역의 집단은 다양한 출
신국가(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어머니들이였고, C지역의 집단은 같은 출신국
가(일본) 어머니들 이였다.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은 연구진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각 회기를 마친 후 프로그램 평
가지를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회의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개선과 보완점들을 논의하였다. 
개최된 시범운영 일정은 <표 2> 와 같다.

표 2. 시범운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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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2.  자녀에 한 꿈이 있어요. 

▪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
  : 활동3. 부모님께 기 가 있어요!

3
회기

나와 자녀의 관계 
증진하기(1)

▪ 친해지는 마당
▪ 지난 회기 점검 및 이번 회기 소개
▪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어려운 점
  : 활동1. 우리아이 잘 키우고 싶어요.

▪ 한국의 교육제도 이해
  : 활동2. 강의 

둘째날
9/24(수)

·
9/26(금)

4
회기

나와 자녀의 관계
증진하기(2)

▪ 친해지는 마당 
▪ 지난 회기 점검 및 이번 회기 소개
▪ 자녀의 성장 곡선 그리기
  : 활동1. 우리 아이 성장기

▪ 현재 자녀의 발달 연령에 대한 이해 
  : 활동2. 아이와 함께 커요

5
회기

어머니로서의
자신 모습찾기

▪ 친해지는 마당
▪ 지난 회기 점검 및 이번 회기 소개
▪ 자신 모습 찾기 : 입국 후부터 미래까지
  : 활동1. 마음으로 통하는 우리

▪ 장점 찾기
  : 활동2. 장 을 살려라~!

6
회기

어머니로서의 출발 

▪ 친해지는 마당
▪ 지난 회기 점검 및 이번 회기 소개
▪ 자신이 바라는 어머니로서의 모습 찾기
▪ 자녀에게 영상 편지쓰기
  : 활동1. 사랑을 외치다!

▪ 수료식 

나. 시범운영 참가자 
본 시범운영에는 총 23명이 참가하여 7명이 중도탈락하고 4명이 2일차에 새로운 집

단원으로 참석하였고 최종 12명이 수료하였다. 중도탈락한 집단원들은 개인적인 행사와 
직장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국가별로 연령의 차이와 한국에 살아온 해의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몽
골, 중국 다문화 어머니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이 2년 ~8년 이하 정도까지로 분포되어 
있었고, 일본 어머니의 경우에는 5년 ~ 13년 이상으로 평균 10년 이상의 한국생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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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1
나이
(만)

국가 자녀수 집단2
나이
(만)

국가 자녀수

1 38 필리핀 3 11 35 일본 4

2 39 중국 2 12 33 일본 2

3 32 몽골 2 13 37 일본 3

* 4 22 베트남 1 * 14 41 일본 4

5 32 필리핀 2  15 44 일본 4

6 37 중국 2 * 16 42 일본 3

7 48 일본 3 * 17 35 일본 2

8 43 일본 2 * 18 36 일본 2

9 35 중국 3 * 19 34 중국 2

* 10 43  필리핀 2 ◇ 20 41 일본 2

* 중도탈락한 집단원

◇ 2회기만 참석한 집단원

◇ 21 35 일본 3

◇ 22 37 일본 2

◇ 23 36 필리핀 2

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베트남, 몽골, 중국 어머니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까지가 대부분 이였고, 일본의 어머니들은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분포되어 있었
다. 자녀수는 두 집단 평균 2.48명이었고, 이들의 한국어 수준은 아주 세 한 단어의 뜻
을 아는 것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였다. 

표 3. 시범운영 참가자들의 인적사항

다. 시범운영 평가 
  1) 프로그램 평가 개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각각의 회기별 만족도를 묻는 

질문지를 첫째날과 둘째날 프로그램이 끝나고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관
식 문항으로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과 아쉬웠던 점을 질문하여 참여자들
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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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활동내용 평가점수 평균

1회기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자기소개 : 나를 소개합니다. 4

가족소개 : 우리가족 이야기 4.13

자녀소개 : 우리 아이는.. 4.25

2회기 나와 자녀의 관계 
이해하기

나와 자녀의 관계는.. 4.5

자녀에 대한 꿈이 있어요. 4.62

부모님께 기대가 있어요. 4.75

3회기 나와 자녀의 관계 
증진하기(1)

사례 :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어요. 4.62

한국의 교육제도 4.5

4회기 나와 자녀의 관계 
증진하기(2)

자녀성장곡선 : 우리 아이 성장기 4.5

자녀발달단계 : 아이와 함께 커요~! 4.5

5회기 어머니로서의 자신 
모습찾기 

사례 : 마음으로 통하는 우리. 3.88

장점을 살려라~! 4.13

6회기 어머니로서의 출발
영상 편지 : 사랑을 외치다! 4

수료식 : 상장주기 3.63

표 4. 프로그램 평가지 문항 
No. 영역 내용 문항 수

1  전체 프로그램  5점 리커트 척도 1

2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  5점 리커트 척도 14

3
 기억에 남는 점
 아쉬웠던 점

 주관식 2

2) 프로그램 평가 결과 
시범운영 과정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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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전체 프로그램 느낌에 대한 평가 점수는 리커트 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참

가자들은 4.45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나) 회기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회기별로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 점수도 리커트 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가

자들은 <2회기: 나와 자녀의 관계 이해하기>, <3회기·4회기: 나와 자녀의 관계 증진하
기(1),(2)> 에서 4.6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자녀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점
검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한 점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직접 사례로 다루었던 4회기의 활동 ‘우리아이 
잘 키우고 싶어요.’ 에서도 4.62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외국인 어머니로서 자
녀를 양육하는데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욕구가 많았었는데, 학교생활 및 학업지도 등의 
교육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5회기: ‘마음으로 통하는 우
리’>는 3.88,  <6회기: ‘상장주기’>는 3.63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5·6회기의 경우, 참가자들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문제를 충분히 사례로 다루어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성장을 위한 성찰 활동에 더 초점
을 맞추어 운영된 것이 어려움의 원인으로 보여 진다. 

(다) 프로그램에서 아쉬웠던 점 
참가자들은 한국의 교육 제도 및 학교·학업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초등학교 입학 할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입학 후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
보가 필요하였으며, 이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과 학업·진로·선생님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중학교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들을 함께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다
양한 교육정보를 알기 원했으며, 교육정보가 적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짧은 시간에 해야 할 활동들
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한국말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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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읽고 이해하거나 글로 써야 하는 활동의 경우 활동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보여 진다.  

(라) 가장 기억에 남는 점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

저 가족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나와 자녀의 관계 프로그램은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또한 자녀의 성장을 보면서 힘들고 좋았을 때를 살펴보면서
는“자녀가 기쁘고 힘들때 함께 부모도 기쁘고 힘들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으며, 
“성장 곡선을 통해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한국 학교·학업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가 있는데 교육제도에 대해 배워서 좋았습니다.”, 
“아이의 학업지도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마지막으
로 자녀에게 스스로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를 다짐을 하고 자녀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쓰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엄마가 아이한테 편지로 표현 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 너무 즐거워요”라고 하였다. 언어적으로 읽고 쓰는 것이 어려움이 없는 참가자들
은 평가지에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였지만,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는 참가자들은 평가
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3)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자문 결과 및 중간평가 내용, 시범운영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모교

육 프로그램을 수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기별 시간을 조정했다. 연구자들의 욕심이 앞서 회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주제를 다루려고 한 반면에, 한국말이 서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회
기별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외국인 모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한 회기 당 활동 수는 줄이고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 
회기별 시간을 통일하기 보다는 회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에 맞게 60-90분으로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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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시간을 다르게 배분했다. 

둘째,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에서는 회기를 시작함에 있어 워밍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집단의 긴장을 풀고, 친 감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임조차도 많이 어려워했으며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 활용되는 
레크리에이션에 익숙치 않아 워밍업을 진행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보다 쉬운 레크리에이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진행에서는 자녀를 동반한 참여가 많았고, 게임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 길어 주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간단한 지난 회기 소개 및 인
사와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셋째, 시범운영에서 실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회기별 활동의 재선정 및 조정이 있었
다. 시범운영 참가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선정한 1회기의 <우리가족 이야
기>와 4회기의 <자녀성장곡선>의 시간을 늘리고, <영상 편지쓰기>는 진행방법과 활용교
구재를 보강하였다. 만족도 1위였던 2회기의 <부모님께 기대가 있어요>의 경우, 각 회
기별 주제의 흐름에 맞추어 볼 때, “어머니로서의 자기 자신 찾기”가 전체 주제인 5
회기에 더 적합할 것 같아 <마음으로 통하는 우리>란 제목으로 변경하여 이동시켰다.  
4회기의 <아이와 함께 커요>는 <우리 아이 성장기>와 합쳐서 시간을 50분으로 늘렸다. 
이는 프로그램의 분량과 적절성, 각 활동의 유기성과 통합성에 대한 고민과 검토 과정
에 의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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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1. 프로그램 내용
가. 어머니용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 시범운영을 통하여 수정된 어머니용 
프로그램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도입부분이다. 1회기로 이루어진 도입부분에서는 집단 상담에 대한 소개와 함

께 자기소개 및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의 친 감과 동기를 높이
고 응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개의 방식 또한 워크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닌 교구재를 사용하여 직접 활동하는 작업을 통해 집단원의 호기심을 높일 수 
있는 동(動)적인 방식을 제안하였다. 

둘째, 2-3회기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여기서는 각자가 자신과 자녀의 관계를 점검하고,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 한
국문화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 등을 함께 나누도록 하였다. 특히 한국의 교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입학 후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업지도, 예비 중학생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여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등 제공하고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자녀의 학교
생활 및 학업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및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셋째, 4회기에서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장을 이해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
모자녀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발달 연령 별로 자녀의 성장 곡선을 그
려보며, 자녀의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알아보고 힘들었거나 좋았던 기억
을 떠올리며 자녀와 함께 어머니로서의 자신은 어떻게 그 시기를 극복하며 함께 성장해 
왔는지 나누도록 하였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자녀의 성장곡선의 위치를 확인해 봄으로
써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알아보고 부모로서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 지원 및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도록 하여 부모자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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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목표 내용 시간

1
회기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도모
▪ 참여자의 동기 부여
▪ 참여자간 친밀감 형성

▪ 오리엔테이션 및 프로그램 소개
▪ 자기소개: 활동1. 나를 소개합니다~!!

▪ 가족소개: 활동2. 우리가족 이야기

   
60

2
회기

나와 자녀의 
관계 이해하기

▪ 자녀관계에 대한 
   파악
▪ 현재 자녀관계에 
   대한 이해

▪ 지난 회기 점검 및 이번 회기 소개
▪ 자녀소개: 활동1. 우리 아이는....

▪ 나와 자녀의 관계 점검하기
  : 활동2. 나와 자녀의 계는~?

▪ 내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
  : 활동3  자녀에 한 꿈이 있어요. 

90

3
회기

나와 자녀의 
관계 

증진하기(1)

▪ 나와 자녀의 이해증진
▪ 한국의 교육제도 이해

▪ 지난 회기 점검 및 이번 회기 소개
▪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어려운
   점 
  : 활동1. 우리아이 잘 키우고 싶어요.

▪ 한국의 교육제도 이해
  : 활동2. 강의 

60

4
회기

나와 자녀의 
관계

증진하기(2)

▪ 나와 자녀의 관계증진
▪ 발달연령별 차이를 
   이해

▪ 지난 회기 점검 및 이번 회기 소개
▪ 자녀의 성장 곡선 그리기
  : 활동1. 우리 아이 성장기

60

5
회기

어머니로서의 
자신 모습찾기

▪ 자신의 모습 이해하기
▪ 자신의 긍정적 부분 
   인정

▪ 지난 회기 점검 및 이번 회기 소개
▪ 장점 찾기
  : 활동1. 장 을 살려라~!

▪ 자신 모습 찾기 : 입국 후부터 미래    
   까지 : 활동2. 마음으로 통하는 우리

90

6
회기

어머니로서의 
출발 

▪ 자신이 바라는 
   모습정리
▪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 수료식

▪ 지난 회기 점검 및 이번 회기 소개
▪ 자녀에게 영상 편지쓰기
  : 활동1. 사랑을 외치다!

▪ 수료식 

60

넷째, 5-6회기에서는 어머니로서의 부모효능감 향상을 위한 자기점검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성격이나 대응방식의 장점을 찾는 등 보다 개인
적인 점검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미래설계를 통해 앞으로 보다 힘 있게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어머니용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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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버지용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 아버지용 프로그램 역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1회기로 이루어진 도입부분에서는 집단 상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참가자들의 
동기를 높이고 응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하여 구성원간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제결혼의 공통적인 어려움을 토대로 자
기소개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2-3회기는 부부간의 친 감을 증진시키고 보다 협력적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소
통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배우자의 국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
한 재연극, 성격에 대한 점검, 일상적인 갈등의 표현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구성하였다. 

셋째, 4-5회기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부모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부모역할을 점검하
여 보다 건강한 아버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
한 점검, 자녀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자녀에게 비치는 아버지의 모습 등을 점검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마지막 회기는 자신에 대한 점검으로 구성하였다. 자신의 다짐을 서약서로 쓰
고 아내와 자녀에게 공개하여 앞으로 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미래설계를 내
용으로 구성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 중 아버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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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목표 내용 시간

1
자기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도모
▪ 성원의 동기 부여 
▪ 구성원 간 친밀감 형성 

▪ 오리엔테이션 및 프로그램 소개
▪ 자기소개
▪ ‘맞아 맞아’ 베스트

70분

2 부부관계 1

▪ 배우자 문화에 대한 
   친밀감 
▪ 증진과 이해
▪ 부부간의 친밀감 증진 

▪ 몸 풀기, 지난회기 점검과 이번회기  
   소개
▪ 재 연극 찬반 토론 
▪ 아내나라 문화는?

70분

3 부부관계 2
▪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와 강화
▪ 협력적 부부관계 형성 

▪ 몸 풀기, 지난회기 점검과 
   이번 회기 소개
▪ 나의 성격유형, 아내의 성격유형
▪ 화성남자와 금성여자

70분

4 자녀관계 1

▪ 자녀에게 보이는 
   내 모습 점검
▪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아버지로서의 역할 이해  

▪ 몸 풀기, 지난회기 점검과 
   이번 회기 소개
▪ 나는 어떤 아버지?
   (아이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 
   아이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

70분

5 자녀관계 2

▪ 자신의 부모역할 점검  
▪ 학령기 아동에 대한 
   부모역할 
▪ 이해와 건강한 
   아버지로서의 성장

▪ 몸 풀기, 지난회기 점검과 
   이번 회기 소개
▪ 우리 아이 알아보기 퀴즈
▪ 자녀의 발달단계와 아버지의 역할

70분

6 나의 장점

▪ 아버지로서의 
   자신에 대한 점검
▪ 가족과의 미래설계
▪ 앞으로의 다짐

▪ 몸 풀기, 지난회기 점검과 이번 회기 
   소개
▪ 나의 장점 찾기
▪ 나의 다짐 서약서-편지(아내, 자녀)
▪ 수료식

70분

표 7. 아버지용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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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운영 방법
가. 교육기간 및 시간 

이 프로그램은 6주 동안 6회기의 구조화된 집단상담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직으로 하
나, 다문화가정 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주 1회 2회기를 연속 운영
할 수 있고 따라서 전체 과정은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소요하게 된다. 교육시간은 직업
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모의 경우 퇴근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저녁 7시~ 9시로 운
영되거나 혹은 주부인 경우 자녀가 학교에 있는 시간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전까지
로 집단상담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버지용 프로그램의 경우도 일을 끝낸 저녁
시간이나 주말 혹은 농번기를 피한 시기에 운영하는 것이 참여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
일 것이다.  

나. 프로그램 운영 방식
본 프로그램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집단상담의 방법들을 각 회기의 주제별 특성에 맞

게 적용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각 회기는 3단계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는데, 먼저 1단계
로 도입부분에서는 지난회기에 대한 점검과 참가자들의 워밍업을 위한 도입활동이 전개
되고, 해당 회기의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진다. 2단계는 그 
회기의 주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집단상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강의식
으로 전개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개방하
며, 참여자간의 대화와 공유 피드백을 통해서 생각을 재정립할 기회를 갖는다. 참가자들
에게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한 경우 진행자는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3단계는 오늘 참
가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점, 아쉬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다음회기 안내로 마
무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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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도입
   - 이전회기 점검
   - 참가자 워밍업
   - 이번회기 소개

                        

 
 2 단계: 전개 

     

   - 집단활동을 통한 자신의 생각 정리
   - 참가자간의 대화와 공유· 피드백
   - 자신의 생각 재정립

   - 관련 정보 및 지식 제공
     (강의식· 참여식)

 3 단계: 마무리
   - 오늘 새롭게 깨달은 점
   - 아쉬운 점
   - 다음회기 안내

그림 2. 프로그램 운영방식

다. 집단상담 교구 자료 
워크시트는 각 회기별 주제별 핵심 내용과 이미지를 넣었고, 질문에 대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여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졌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언어를 읽고 쓰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고
려하여 주제별 관련 이미지로 슬라이드를 구성하여 상황적 내용과 느낌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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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논의
1.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외국인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있는 다문화가
정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에서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로
서의 효능감을 증진시키며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다문화가정 부
모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기존의 실태조사와 연구, 지금까지 개발되거나 발표되었던 
국제결혼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또한 다문화사업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와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머니용과 아버지용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할 것, 부부의 친 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의사소통 방향을 찾
을 것, 부모로서의 자신을 점검할 것 등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
였다. 프로그램은 6회기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으며 7회에 걸친 전문가 협
의회와 2회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 어머니용 프로그램은 크게 네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도입부분이다. 도입부분에서는  참가자들의 친 감과 동기를 
높이고 응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2-3회기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부모-자
녀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별히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업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및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셋째, 4회기에서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성장을 이해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넷째, 5-6회기에서는 어머니로서의 부모 효능감 향상을 위한 자기점검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적인 점검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미래설계를 통해 앞으로 보다 힘 있게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08년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은 다양한 출신국가(중국,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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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어머니들로 구성된 한 집단과 같은 출신국가(일본) 어머니들
로 구성된 한 집단 이였다.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은 연구진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각 회
기를 마친 후 프로그램 평가지를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회의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개선
과 보완점들을 논의하였다. 시범운영은 총 참가자 22명 중 7명이 중도탈락하고 최종 12
명이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참가자들은 국가별로 연령의 차이와 한국에 살아온 해의 차
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10년 이상의 한국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에서 40대 후반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참가자들은 전체 프로그램 느낌에 대하여 4.45(5점 척도)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회기별로는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는 프로그램과 교육정보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5,6회기의 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활동은 주로 자아성장을 위해 스
스로를 통찰해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이 어렵게 느껴 실제 프로그램 
운영 시 시간이 초과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는 짧은 시간 안에 해야할 
활동이 너무 많아 힘들었다는 의견과 청소년자녀에 대한 교육관련 내용이 좀 더 많았으
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2.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위한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

이 있다. 집단상담은 교육프로그램과 달리 자신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안도
감과 함께 집단이 형성되는 안전하고 신뢰로운 분위기를 통해 얻어지는 응집력과 역동
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다문화가정과 같이 일반가정과의 
차별화된 경험을 하는 부모들에게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원들과의 정서적 교류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구조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연구진은 프로그램 개발 시 구성되는 

내용을 최대한 평이한 단어로 바꾸거나 그림을 제시하여 집단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
다. 대개 거주기간이 길수록 일반적인 의사소통에서는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를 적거나 읽는 활동에서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어려워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기존연구에서 쓰였던 설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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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도구를 활용하게 될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경
우 집단원의 실습지는 매우 쉬운 우리말로 구성되어야 하며, 말로 쓰거나 읽는 활동보
다는 집단상담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에 대
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에 대한 평가 혹은 효과성을 검증하기위해서는 기존의 도구를 다양한 언어로 번안하거
나 혹은 질적인 면접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야 함이 밝혀졌다. 

둘째, 대상자과 선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집단원을 같은 출신국별로 구
성할 것인가 혹은 다양하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프
로그램을 시범운영함에 있어서 한 집단은 다양한 출신국별로, 한 집단은 같은 출신국별
로 진행하였다. 다양한 출신국별로 구성된 집단의 경우 초기 집단의 응집력을 형성하고 
신뢰로운 분위기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거주기간도 다양하여 어떤 이는 한국
말에 능숙하였지만 어떤 이는 아주 쉬운 단어 외에는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였
다. 또한 자신의 출신국이 표현적인 문화인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출신의 집단원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개방하는
데 주저함이 많았다. 따라서 다양한 출신국별로 집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집단의 초기
단계에서 안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중도탈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처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출신국가로 구성된 집단은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초기 집단
운영은 보다 수월하였다. 그러나 집단이 운영될수록 동질집단 내에서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이므로 자신에 대한 개방이  좀 더 깊이 있는 개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같은 출신국별로 구성되는 경우 집단상담자는 자기 개방의 깊이를 높이는 방안, 동질집
단에서 있을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노출하는 위험에 도전하는 용기 등을 
북돋우는 개입전략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다. 본 프로그램은 매주 1회씩 총 6회의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었으나 참가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여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
형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주 1회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낮
은 수준에 있음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6주간을 집단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직장을 쉬
거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범운영때에도 몇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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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는 아직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만큼 사회적 지원체
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운영 시 지역별, 기관별 상황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운영하거나 1박2일의 마라톤 형식을 취하거나 하는 등 보다 융통성 있게 진
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문제이다. 다문화가정을 다루는 상담자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태도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어로서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능숙하지 
않아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원이 많으므로 보다 쉽게 설명하거나 혹
은 부족한 설명을 잘 인지하거나 침묵을 해석하고 견디는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집단원의 출신국에 대한 문화적 편견 없이 객관적인 태도로 집단원을 대해야 하며, 
세심하게 이들의 문제가 출신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인지, 개인의 문제인지를 변별
해야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아직까지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인
해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므로 집단상담자는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에 대하여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아버지 프로그램의 경우 시범운영을 하지 못해 프로그램의 틀만을 제시하였
다.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은 차후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여야 할 것
이다. 

여섯째,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대부
분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재학 중으로 이들 부모가 가장 많은 대상군
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현재의 어려움도 있으나 앞으로 이들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었을 경우 자신들이 겪을 어려움도 예상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청
소년기 문제행동과 부족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의 혼란 
등을 고려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등 자녀의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부모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은 자녀의 연령대별로 세분
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프
로그램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에서 부모를 위
한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검증한 
의의가 있다. 구성 및 운영의 한계가 있긴 하나 기존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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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혹은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어 부모자녀관계를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본 프
로그램은 상담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고, 이를 아버지용과 어머니용으로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실습지는 아주 쉬운 우리말로 구성하여 언어적 의사소통의 무리가 없도록 
하였고, 그림이나 게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인지하도록 구성하였
다. 

앞으로 아버지용 프로그램의 시범운영과 수정된 프로그램의 운영확대를 통하여 프로
그램 내용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집단상담 지침서를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검사도구나 설문지를 통하여 효과검증을 하고 그 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하여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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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서  론  263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elementary-school-aged children, and thus 
increase parental self-efficacy and assist in becoming mature parents in rearing their 
children in a Korean cultural context. The pare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Korean fathers and mothers whose nationalities of origin were not Korean. 

Literature review and a need analysis conducted against experts and multicultural 
families’mothers with foreign origins were used to examine detailed contents 
needed to develop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such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mother- and father-versions of the program were developed. The 
programs consisted of 6 sessions that included contents such as enhancing intimacy 
between couples and evaluating oneself as a parent. Modifications were applied to 
the program structure and contents according to outcomes of 7 expert conferences 
and 2  exemplar administrations of the mother-version of the program  .  

Participants in the exemplar administration of the program for mothers consisted 
of a group of mothers from diverse nationality backgrounds (China, Vietnam, 
Japan, Philippines, and Mongolia) and another group consistedof a group of 
mothers from a single nationality background (Japan). The exemplar administration 
of the program was run by the researchers themselves, and after each session, 
program evaluation surveys were conducted. Improvements and modifications were 
suggested and discussed through conference with experts. A total of 12 mothers 
participated in the exemplar administration of the program, and most of them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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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d in Korea for over 10 years. Participants were diversely aged, ranging from 20 
to 40 years old. They indicated high satisfaction on overall program, reporting an 
average rating of 4.45 (out of 5 in total). 

The mother-version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consists of four major parts. First is the introductory part. The introduction 
was designed to increase intimacy and motivation levels and promote cohesion 
among participants. Second, sessions 2 and 3 were built to aid understanding of 
their children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Especially, these sessions aimed to 
provide and support with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children’s school lives and 
educational guidance. Third, in the 4th session parents are encouraged to 
understand children’s growth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al stages, and enhance 
parent-child relationship according to such growth curves. Fourth, sessions 5 and 6 
consists of self-evaluation activities designed to increase parental self-efficacy as a 
mother. In the father-version of the program, session 1 is focused on intimacy and 
motivation enhancement among participants, session 2 and 3 on improvingmarital 
relationship through intimacy and communication skills strengthening, sessions 4 
and 5 on understanding one’s role as a father with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ssion 6 on self-evaluation of oneself as a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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