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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경험이야기

Mothers' Stories about Their Experiences on the Child's Character 
Education in Multicultural familyoman

조미영*

Mi Young Cho*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인성교육이 무엇이며, 가정에서의 자녀 인성교육의 실제 및 요

구가 무엇인지 심층면담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

구참여자는 강원도 E시에 거주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 6명이다.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

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녀의 인성교육이란 착한 사람 되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아이 되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 되기 등에 맞게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가정에서 자녀의 인성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 자녀가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하지마, 안 돼’ 등 통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서에 데리고 간다’ 등 위협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이

라서 버릇이 없어’라는 말 안 듣기, 남편의 교육적 지지받기, 조부모의 지원받기, 교육기관에서의 관심 등의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인성교육, 인식, 심층면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at was the child's character education recognized by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what was the actual conditions and needs of the child's character education 
at home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and to suggest the efficient direction of the child's character education 
for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6 mothers with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who lived in E city of Gangwon-d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child's 
character education recognized by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it was said to doing character education at 
home such as becoming a good person, becoming a child to listen to the parent's words and to reconcile with 
family, and becoming a child who was in harmony with friends. Second, as for the actual conditions of child's 
character education, they often used a control language such as "Do not, no", when children did not behave 
properly. In particular, there were some cases of using threatening words such as "taking you to the police 
station". Third, they hoped that various interests and support would be provided, such as not listening to "You 
are ill-behaved because you are in a multicultural family," receiving husband's educational support, receiving 
grandparents' support, and interests from the educational institution, etc.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mother of multicultural family, character education, recognition, in-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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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는 세계화, 정보화를 넘어 다원화 사회로 변

화해 가면서 문화, 국가,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사회에서 다

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다문화가

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부 자료(2016년 9월)[1]에 의하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36,163명으로 2015년 9월 1,874,614명에 비

해 8.6%가 증가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가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은 매년 급격

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31,788(0.44%)명에서

2016년 99,186명(20.2%)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영유아는 120,000명 정도로

학령기 아동의 2배에 해당한다[2].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및 아동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다

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영유아기를 거쳐 학

령기에 접어들면서 성장 과정에서 언어 및 기초학력 부

족, 학교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부적응, 자아정체성 혼란,

소극적인 대인관계 등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

복하지 못한 채,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위축감과 자

신감 상실 등 정서적 발달에도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린시기부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교

육이 절실히 필요하다[4].

최근 심각한 사회현상의 하나인 학생들의 학교 부적

응 현상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더욱이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 올바른 가치관, 바른 태도 형

성 등을 위한 인성교육의 주교육자로서 다문화가정 어

머니들의 부모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

니들의 자녀의 인성교육은 인격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5], 영유아기부터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녀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통해 문화 간 소통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의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성교육진흥법(2015)의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인성교

육의 핵심과 방향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면서 인성교육

을 강조하고 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을 바르고 건전하

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

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교육이다. 그 핵심 가치 덕목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

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인성교육을 접근하고 있다. 이러

한 핵심 가치 덕목은 영유아기부터 능동적으로 실천하

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영유아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생

각과 가치, 행동 양식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게 된다[6]. 그리고 유아기는 인종, 민족, 사회계층, 문화

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쉽게 가질 수 있기 때

문에 유아의 삶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그러므로 유아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일반가

정은 물론, 다문화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부모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엄연한 한국인이며, 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함으로 어린 시기의 인성

교육의 올바른 접근은 그 의미가 크며, 결혼을 통해 한

국으로 이주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에게는 자녀를 어

떻게 올바르게 키웠느냐가 성공적 이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8].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영

유아들을 양육과 교육을 주로 맡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

머니들은 대부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9],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습득이 미비하고 정보교류에 한계

가 있다[10]. 특히, 이들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부모로

서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

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부모역할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11]. 이러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현실에 비

추어보면 영유아기 자녀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부모

역할은 미흡할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

로 변화해가는 우리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및 인성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조사 연구[12].,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변용과 자

녀교육관에 관한 연구[6], 성남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

육실태 연구[13], 경북지역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교

육 실태[14],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동화 활용 인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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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방안 연구[3],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인성교육의 방향

[15] 등이 있다. 이처럼 위의 선행연구들은 자녀교육 실

태 및 교육현장에서의 인성교육과 방향 등에 관한 양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어머니

의 자녀 인성교육에 관한 실제에 대해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인지하

는 자녀 인성교육이 무엇이며, 가정에서의 자녀 인성교

육의 실제 및 요구가 무엇인지 심층면담 기법인 질적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인지하는 자녀 인성교육이

란 무엇인가?

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 인성교육의 실제는

어떠한가?

3.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요

구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참여자는 강원도 E시에 거주하는 유아기 자

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 6명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거주하는 E시를 선정한 이유

는 다양한 출신국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많이 거주

하는 곳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6명은

한국에 거주한지 7년 이상 되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어머니들이다. 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Table 1. General Backgrounds of Research Participants

인원 출신국 나이 학력 거주기간 자녀

1 A/필리핀 27 고졸 8 2

2 B/필리핀 37 고졸 10 3

3 C/태국 28 중졸 10 3

4 D/태국 32 고졸 9 2

5 E/중국 34 고졸 11 1

6 F/일본 36 대졸 9 1

2. 연구절차

1) 예비 연구

본 예비 연구는 2017년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다

문화가정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

별면담을 1인당 2회씩, 면담시간은 1회당 60분정도 이루

어졌다. 예비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부족으로 인해 가정에

서 실제 인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예비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

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의 인성교육을 하는데 올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17년 4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며, 강

원도 G시와 E시에 거주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자녀

의 인성교육과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실제 및 요구에

대해 알고 보기 위해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 사

전에 연구참여자가 거주하는 근처의 커피숍에서 만나서

개별적으로 어머니들과 레포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심층면담은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을 병행하여 이루어

졌으며, 1차 집단면담은 연구참여자의 배경과 특성을 파

악하고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반적인 내용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2차 면담은 각 각 어머니들과 개별면담으로 진행하였

으며,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자녀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에 대해 면담이 이루어졌다.

3차 면담도 각 어머니들과 개별면담으로 진행하였으

며, 3차 면담에서는 주로 어머니들의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심도있는 면담이 이루어졌

다. 그리고 추후 추가로 면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면

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면담은 1인당 3회씩 진행되었고, 1회당 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참여자가 거주하는 부근의 조용

한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진행되었다. 이 때 이루어진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면담내용을 녹음하

고 전사하였다. 면담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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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심층면담 방법과 내용

Table 2. Methods and Contents of In-depth Interview

면담 일시 면담 방법 및 내용

1차 면담

2017년 4월 7일부터 5월 2일

․래포 형성

․연구참여자 특성 파악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

한 인지

2차 면담

2017년 5월 4일부터 6월 30일

․연구참여자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한 실제

3차 면담 & 전화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28일

․연구참여자 자녀 인성

교육에 대한 요구 파악

또한 현장노트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면담 시 필요한

내용이나 현장의 분위기,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등

관찰자의 용어를 기록하고 연구참여자 용어와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현장노트에는 면담 과정에서 나타나

는 모든 상황과 행동을 기술하고, 연구자의 느낌, 질문,

할 일 등을 기록한다[16].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문제에 따

라 주제별로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는 다시

하위 범주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은

녹음된 면담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하였

다. 그리고 자료 분석의 객관적이고 명확성 확보를 위하

여 질적 연구에 경험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의 비평과

검토(peer debriefing)를 거쳤으며, 자세하고 세밀한 묘

사를 위해 현장노트에 기록하고,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묘사(tick description)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인지하는 자녀의 인성교육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녀의 인성은 착한 사람 되기, 부모의 말을 잘 듣

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아이 되기, 친구들과 잘 어

울리는 아이 되기를 위해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선생님이인성이무엇인지얘기해줘서생각해보

니까우리애가착한사람으로크는거, 다른사람

에게나쁘게굴지않는거, 좋은사람으로자라는

거(생략)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야지요.

(A필리핀어머니 17. 4. 7)

엄마, 아빠말을잘듣고동생이나형하고잘지내

는 아이로 키워야해요. 그런 게 괜찮은 사람이라

고 생각해요. (D태국어머니 17. 4. 11)

우리가족 잘 지내야 하는데(생략) 그래서 바르게

행동하는아이가되도록교육하고똑바른행동하

면 좋겠어요. 나도 남편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

요. (E중국어머니 17. 4. 18)

어린이집에서 사이좋게 지내야해요. 아이가 친구

들하고 잘 지내면 성격이 좋다고 생각해요. 성격

이좋아야행복하게살수있어요. 그래서아침에

어린이집 갈 때마다 친구랑 싸우지 마 말해줘요.

(C태국어머니 17. 4. 10)

특히, 한국문화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문화이므로 웃

어른들께 인사성 바르고 예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

도록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 필리핀은 20이나 40도 친구처럼 지내요. 한

국에서는그러면안돼요(생략) 그런데한국은그

거안돼요. 나이 중요해요. 그리고할아버지 , 할

머니들에게 인사도 잘해야 하고(생략) 그래서 그

렇게 잘 하는 애로 키워야 해요

. (B필리핀어머니 17. 5. 2)

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한

실제 경험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해 상황

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녀의 인성교육은 바른 행동을 하지 않

을 때 이루어지는데 주로 ‘그러지 마, 하지마’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생하고 싸우고그럴 때가많아요. 그러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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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 돼’라고 하면서 싸우지 못하게 해요.

(D태국어머니 17. 5. 11)

형이 동생을 자꾸 때리고 못살게 굴어요. 그러면

‘동생 때리지 마, 하지마’ 말하면서 시영(형)한테

왜 동생 때리냐고 야단치죠.

(A필리핀어머니 17. 5. 18)

C어머니는 아이가 떼쓰고 울면 ‘경찰서 데리고 간다’

라고 하면 아이가 떼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에게

위협적인 용어를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 진영이는 너무 잘 울고 고집도 세고 떼쓰면

내가미치겠어요(생략). 그래서 ‘경찰서데리고간

다’ 하면 울다가 조금 괜찮아져요. 어쩔 수 없어

(생략) (C태국어머니 17. 6. 19)

한편 바른 인성을 위해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주기 우

해 훈육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자녀에게 인성교육을 해야할지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 준식이는 고집도 세고 키우기 힘들어요. 너

무힘들고걱정도되고성격이 나빠지지않나(생

략) 진짜 힘들고 준식이가 왜 이러는지 나 잘 몰

라. 답답해요 (B필리핀어머니 17. 5. 24)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지니도록 교육

하고 있지만 남편들은 방관하거나 오히려 아이의 편에

서서 ‘괜찮다’고 할 때 자녀의 인성교육에 방향성을 잃

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 남편은 내가 애가 잘못하면 애 편을 들어서

애를 데리고 나가서 엄마한테 야단맞았다고 뭐

사주고(생략) 나 화 나요. 그러면 애가 뭐가 되겠

어요. 버릇없고 (생략) 아휴 남편 왜 그래(생략)

(E중국어머니 17. 6. 14)

신랑은 신경 안 써요. 애들 가르치면(생략) 잘 되

라고(생략) 신랑이 같이 도와줘야지. 나 혼자 힘

들어. 이제 슬슬 거짓말도 하는데 신랑은 핸드폰

만 해(생략) (F일본어머니 17. 6. 30)

또한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은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

다고 이야기 하면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정에

도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을 하

기 어렵다고 하였다.

살기힘들어.(생략) 돈벌어야우리가족살수있

어요. 일하고집에오면힘들어서쉬고싶은데(생

략)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요.

(B필리핀어머니 17. 5 24)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키우면 안 돼지 생각해요

(생략) 그런데 일하고 오면 할 일이 많고 힘드니

까 어떨 때는 배워주고(가르치고) 어떨 때는 그

냥 두고(생략) (F일본어머니 17. 6. 30)

3. 다문화가정어머니들의자녀의인성교육에대한요구

모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유아기 자녀가 바른 인

성을 함양하도록 부모로서 바른 교육하고 싶다고 하였

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라서 버릇 없어’라는 말을 주

변에서 안 들기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하는 아이로 자라

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우리 애들 남한테 좋은 사람되게 잘 키우고 싶어

요. ‘엄마 외국에서 와서 버릇없어’ 이런 말 들으

면 안 돼(생략) (B필리핀어머니 7. 4)

다른 엄마가 애기 해줬어요. 우리 다문화 가정이

라고 애들이 인사도 안한다고(생략) 한국에서 더

잘 하고 살아야 돼요. (A필리핀어머니 7. 7)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주기적인 인성교육정

보 받기, 남편의 교육적지지 받기, 조부모의 지원 받기,

교육기관에서의 관심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

였다.

우리 동네 다문화센터에서 정보 주기도 하지만

많치않아요. 계속계속많이많이알려주면좋겠

어요(생략) (F일본어머니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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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생님이 내가 센터가면 애 키우는데 궁금

한게 있으면 알려줘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센터 안 가니까 물어봐야지 하고 잊어버려

요. 계속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어요.

(C태국어머니 7. 24)

남편이 애들이 나쁜 행동하면 나하고 같이 아이

들 배워줬으면(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나

안 도와주면 애들 어떻게 키워요. 그러면 애들도

엄마 말 안 들어요. (D태국어머니 7. 12)

남편하고 같이 아이 낳고 사는데 밥하고 빨래하

고 하는 거는 잘 도와주는데 아이교육은 안 도와

줘요(생략) 도와주면좋겠어. 한국에서남편이안

도와주면 나 누가 도와줘(생략)

(E중국어머니 7. 21)

나 일가고 우리 시영이는 시엄마하고 같이 하루

종일이 있어요. 시엄마가 나보다 엄마(역할) 잘

해요. 시엄마가 한국문화 잘 알고(생략) 우리 시

영이 말 잘 듣는 애로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A필리핀어머니 7. 7)

반면 자녀의 인성교육에 있어서 조부모와의 인성교

육에 대한 관점 차이, 세대 간의 이해 차이로 인해 갈등

을 겪고 있다고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시어머니나한테애들잘못키운다고해요. 시어

머니우리집에오면나한테속상하게하고(생략)

시어머니하고있으면힘들어. 시어머니잔소리많

아요. 시어머니왔다가가면내가애들한테화더

많이내요. 내가볼때는괜찮은데시어머니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그래서 (애들)가르치기

힘들어요. 나 혼자 가르치는게 더 괜찮아요.

(B필리핀어머니 7. 4.)

아이들이매일잘할수없잖아요. 시어머니한국

사람은예의있고우리나라예의없다고해요. 우리

필리핀에서 가족끼리 잘 어울려요. 그래서 다 있

으면 큰소리로 얘기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시어

머니 우리 아들이 조금만 큰 소리로 얘기하면 화

내고(생략) 내가일을하니까시어머니가와서우

리 아들 봐주고(생략) 시어머니 옛날사람이에요.

(C태국어머니 7. 24)

어머니들은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자신들의

자녀처럼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알고 그들의 아이들을

지도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 잘 배워주지만 우리 엄마

들이 아이들 성격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략)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애들한테 필요하게

배워주면 좋겠어요. (F일본어머니 7. 14)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자녀에 대한 이후에

학교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해주기

를 원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내년에 학교가요. 지금 선생님이 착한

아이로 자라해 가르쳐주면 좋겠어요(생략) 학교

가서선생님말잘듣고학교잘갔으면좋겠어요.

어린이집선생님(이) 지금에서(부터) 계속인성교

육 가르쳐주면 학교가서 괜찮아(요).

(D태국어머니 7. 12)

Ⅳ.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의 인성교육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실제

는 무엇이며,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머니들의 자녀 인성교육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에 연구문제에 따른 논

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녀의

인성교육이란 착한 사람 되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가

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아이 되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 되기 등에 맞게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특히, 한국사회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의 인성교육도 문화적 맥락에 맞

게 교육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어

머니들은 자녀의 인성교육은 결국 자녀 개인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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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

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자녀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

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

한 실제 경험에 있어서 자녀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부모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그 방법적인 측

면에서 자녀가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하지마, 안

돼’ 등 통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경찰서에 데리고 간다’ 등 위협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들에게 자녀의 인성교육의 올바른 지도방법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과 부모교육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맞벌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녀의 인성교육에 시간

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부모의

기분이나 심신 상태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인성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교육은 기본생활습관 형성

과 인격형성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인[5], 영유아

기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이라서 버릇 없어’라는 말을 주

변에서 안 들기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하는 아이로 자라

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는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

주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에게는 자녀의 바른 성장은

성공적 이주의 기준이 되므로[8], 자녀의 인성교육은 그

들에게 의미가 크다. 또한 주기적인 인성교육정보 지원

받기, 남편의 교육적지지 받기, 조부모의 지원 받기, 교

육기관에서의 관심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

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남편들은 자녀교육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17]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들이 자녀의 공동양육 및 교육자로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자녀의 인성교육에 있어서 조부모와의 인성

교육에 대한 관점 차이, 세대 간의 이해 차이로 인해 갈

등을 겪고 있었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로

조부모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상황이 많으나 세대 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는 가정이 늘어

나고 있다고 한 [1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일

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들은 나

라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손자녀의 인성교

육에 있어서 한국 문화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19]가 제시한 간 문화적

감수성 발달 여섯 단계에서 처음 단계인 문화적 차이를

부정하기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조부모

는 자신이 주류 집단의 성원 자격으로 우월하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자녀의 인성교육의 실제에 있어서 조부모의 타문

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대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

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가 다니는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알고 그들의 자녀들에 적절한 인

성교육의 지도와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가 학교에서 바

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해주기를 희망하였

다. 그러므로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들의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

여 이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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