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사회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

리나라 한 세계화와 결혼 이민자 여성의 증가로 다문

화가족이 꾸 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는 1980년 후반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2000년

부터 정부에서 ‘농 총각 결혼시키기’ 로젝트의 일

환으로 국제결혼이 더욱 두되기 시작하 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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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융복합 시 에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가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 향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해 MAPS 다문화 청소년패 5차년도 다문화 학부모용 데이터에

응답한 960명의 학부모를 상으로 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는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와 자녀의 학습 어 형태 간에 있어

부모효능감은 완 매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 스트 스는 부모효능감을 통해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 향을 미치며, 이는 부모효능감의 간 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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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daily life stress of the multicultural parents 

on the learning care style of the child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arent efficacy on the process. To this end, 

we surveyed 960 multicultural parents who responded to MAPS’ multicultural youth panel 5th year data for paren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aily life stress of multicultural parents did not affect the learning care 

style of their children. Second, parental efficacy was found to be mediating between daily life stress of multicultural 

parents and child’s learning care style. In other words, the positive role of parental effica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hild’s learning care style by improving the stress-relieving ability of multicultural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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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큰 비 을 차

지하고있다.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은농어 지역사

회의 새로운 지역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들

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면 자신들의행복감이 증가

되고 삶의 터 인 농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1]. 2015년 교육부[2]의 보도자료에 의

하면 일반 등학교․ 학교․고등학교의 학령인구는

매년감소(약 20만명)하는 상인데 반해 다문화학생 수

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 ․고등학교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도 2012년도는

46,954명에서 2013년도는 55,780명, 2014년도는 67,806명

으로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아

동 수는 약 12.1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2].

이처럼 재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증

가하고 있지만, 학교생활에 잘 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단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천의 경우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2015년도는 4,516명, 2016년도

는 5,191명, 2017년도는 6,000명으로 꾸 히 증가하고 있

으며, 학업 단율도 2015년도는 1.2%(54명)에서 2016년

도는 1.73%(90명)로 늘어났다[3]. 학업을 단하는 이유

로 언어장벽, 편견 가정 돌 과 거부감 등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한 서울시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단 조

사결과,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을 도에 포기하는 이유

로는 친구 계 공부의 어려움, 공부 흥미 부족, 경제

인 부분 등을 지목하 다[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다문화 부모의 자

녀 학습 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일탈을 방하고 막기

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자녀의학습에

한 세심한 심 지도가 매우 요하다고 본다. 한

부모는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자녀

들의 학교생활과 학습 향상을 한 어 방법과 연구가

요구되는 시 이다. 따라서 다문화 부모의 자녀의 학습

과 양육에 한 일상생활에서 스트 스를 극복할 수 있

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 스 등은

우울 불안과 같은 건강문제를 들 수 있다[5]. 이는 가

정불화, 경제 손실, 부부 계 자녀의학업 어에부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

스트 스가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감, 상실감,

공허감 등을 느끼며, 같은 일상생활 스트 스라도 남성

보다는 여성이 스트 스를 받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6]. 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가 높아질수록

스트 스를 더많이 느끼며[7-9], 업주부들이 정체성에

한 회의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

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 스트 스가 높을수록 개

인의 정서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습 어와 가정생활

사회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부모들이 한국사회의

응에 있어 뒤따르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 한국사회에 응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악함으로써 다문화 부모들이 우리 사회에 잘 응하여

일상생활 스트 스는 감소시키고, 성공 으로 자녀의 학

습 어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 이 있다. 한 다문화 부모와 자녀의 학습 어

간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부모효능감을 볼

수 있다.

부모효능감은 개개인의 고유한 변인이기보다는 가정

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련하여 잘 응하고 변화할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목 달성과 산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

(perception)이다[11]. Shin[12]은 부모효능감을 부모 역

할에서 발생하는 양육스트 스를 잘 통제하고 응, 유

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한 부모효능

감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자녀와의 문제 등도

훌륭히 처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자신에 한 지각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새로운 환경에 한 응과

사회 차별 속에서 자녀 양육을 하는 삼 고 상황에 놓

여 있다. 이와 같은환경 속에서도 다문화 여성은모국의

습과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재 소의 상황에 따라

용하게 되면 부모효능감은 향상될 수 있다. 이 게 향

상된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습지도에 정 인 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와 자녀의 학습 어

간에 양질의 효과를 발생해 자녀의 학습 어 돌 에

정 인 시 지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13]. 즉 다문화 가

정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환경에 보다 잘 응하

므로 어떠한 스트 스 상황에서도 민하지 않고 차분하

여 자녀학습 어를 효과 으로 할 수있는능력을기르

는 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13]. 부모효능감과 련

된 연구들은 부분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이 상이었으

며, 더불어 부모효능감에 향을 끼치는 변인들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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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주목하 다. 선행연구[12]에 의하면, 부모효능감은

결혼만족도나 부부 계, 연령, 자녀의 성별, 자녀양육경

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간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일상생활(양육포함)스트 스를 많

이 경험할수록 부모효능감은 낮았으며, 양육행동도 부

한 것으로 나타났다[1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유추해 보면, 다문화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가 부모

효능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습 어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모효능감은 다문화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와 자

녀의 학습 어 간에 있어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발달에 매우 요한

향을 끼치는데 부모의 효능감이 높을수록자녀의 인지․

자아개념, 사회․정서발달 등이 증진된다[14]. 따라서부

모효능감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양육에도 극 으

로 참여하며, 정 인 양육행동과 온정 격려 등이 증

진되었으나, 통제 인 양육행동이나 자녀들의 의견무시,

체벌 등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한 부모의

효능감은 부모의 심리 인 안녕과 자아형성에도 향을

미치며, 자녀의 양육과 반 인 양육발달에도 향을

끼쳐 자녀 학습 어에도 안정 인 향력을 수 있다

[14]. 따라서 부모효능감은 응에 어려움이 따르는 다문

화 가정의 특성상 자녀의 발달과업에 매우 요한 향

요인이며, 이에 한 연구는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익숙한 자국 문화

와는 다른 환경에서 문화 응이 이루어지기도

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됨으로

서 다양한 스트 스에 직면하게 된다[16-18]. 즉, 언어소

통의 문제로 자기표 이 어려우며, 한국어 구사 능력의

부족으로 자녀교육에서 소통과 양육의 문제는다문화 가

정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에 한 스트 스[19-21]를 높

임으로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 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모국에 한 향수, 주변과의 계에서 발생

되는 고립, 외로움, 가족과의 갈등, 차별 등에서 오는 스

트 스가 가 되어 진 으로 부정 인 사고와 경험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문화 가

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여러 문제들은

지속 인 심과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지엽 인 문제가

아닌 국가 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22].

이제까지 부모효능감에 한 선행연구들은 다수가

일반 가정에 국한되어 있어 다문화 가정 부모의 효능감

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와 다문화 자녀의 학습

어 형태 간에 있어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 어려움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일상생활스트 스는 다문화 자녀의학습

어 형태에 향을 것이다.

둘째, 부모의일상생활스트 스와 다문화 자녀의학습

어 형태 간에 부모효능감이 매개역할을 보일 것이다.

2. 연

2.1 조사 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 개발원에서 조사하여 축 하고

있는 MAPS 다문화청소년패 5차년도(2015) 학부모용

데이터이며, 조사 상자는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960

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조사 상자

인 다문화 부모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다문

화 부모의 국내 거주기간은 ‘14∼16년 이하’ 471명

(49.1%), ‘17∼19년 이하’ 294명(30.6%)을 차지하고 ‘20년

이상’ 112명(11.7%), ‘13년 이하’는 83명(8.6%) 순으로 나

타났다. 자녀 교육권자는 반 이상이 ‘부부 공동’이라고

응답하 으며, ‘본인’으로 답한 경우는 221명(23.0%)이

고, 다음으로 ‘남편’이 171명(17.8%), ‘기타’가 10명(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주요 소득원은 다수가 ‘남편’

으로 답했으며, ‘본인’으로 응답한 경우는 153명

(15.9%)이었으며, 가정형편은 ‘보통이다’ 417명(43.4%),

‘어려운 편이다’가 402명(41.9%), ‘아주 어렵다’는 120명

(12.5%), ‘잘 사는 편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21명

(2.2%)으로 매우 낮은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출신국으

로 ‘일본’이 378명(3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필리핀’

이 250명(26.0%), 조선족 포함한 국이 229명(23.9%),

‘동남아시아’가 62명(6.5%), ‘기타’는 41명(4.3%) 순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

2.2.1 녀  학습 케어 형태 

이 척도는 다문화패 5차년도 학부모용 데이터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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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성 향상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 으

로 질문문항을 살펴보면, ‘시험을잘 보지못했을 때 야단

을 침’, ‘직 학교공부를 가르침’, ‘학원에 보냄’, ‘학교 선

생님과 상담을 함’,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알

아 ’, ‘시험 때가 되면 평소보다 더 공부를 시킴’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녀의 학습 어 형

태라고 조작 으로 정의한다. 자녀의 학습 어 형태는

탐색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은 일반최소제곱법으로

요인회 은 직 오블리민을 용한 결과 타당도가 .4미

만인 ‘개인과외를 시킴’, ‘학원에 보냄’을 제외한 총 7문항

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음’ 1 에서부터 ‘매우 자주 함’ 5 순서로 되어

있다. 자녀의학습 어 형태는 부정 인학습 어와

정 인 학습 어 형태인 하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자

녀의 정 ․부정 학습 어의 Cronbach's alpha값은

각각 .737, .726을 보여주고 하 요인의 총합의 평균값을

자녀의 학습 어라 한다.

2.2.2 상생활스트레스 척도 

본 척도는 다문화패 5차년도 학부모용으로 지난 1

주일간 걱정거리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

으로 질문문항을 살펴보면, 아이, 남편, 친구, 시부모/

시 식구, 친정부모/친정식구, 가족의 건강, 가족에 한

의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걱정거리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라

조작 으로 정의한다. 일상생활스트 스는 8문항으로 분

류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4 척도로 ‘ 그 지 않

다’ 1 에서부터 ‘아주많이 그 다’ 4 순서로되어있다.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의 Cronbach's alpha값

은 .894으로 나타났다.

2.2.3  효능감 척도

본 척도는 다문화패 5차년도 학부모용으로 자녀 양

육 생각을 묻는 문항이다. 구체 으로 질문문항을 살펴

보면,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음’,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 ‘아이와의 계

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수 있음’ 등으로 이루어졌

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이라고 조작 으로 정의

한다. 이 척도는 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탐색 요인분

석에서 일반최소제곱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직 오블

리민을 용하여 요인회 한 결과 타당도가 .4미만인

‘부모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음’,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음’을 제외한 총 7문항

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부터 ‘매우 그 다’ 5 순으로 되어있

다. 부모효능감의 Cronbach's alpha값은 .877을 보여주고

있다.

2.3 료 

자료 분석은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 련된 요인들

의 특성과 상 계, 경로 등을 분석하기 해 SPSS

WIN21.0 로그램 Amos 21.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

은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주요 변인 간의 기술통계

상 분석을 실시하 고, 구조 인 인과 계는 Amos로

분석을 진행하 다. 한 본 연구는 SPSS에서 데이터의

이상 을 처리하고 결측값은 회귀 체법을 용하여 이

후 분석을 실행하 다.

3. 연 결과

3.1 주  변수들  기술 통계  상

다문화 부모의 부모효능감 자녀의 학습 어 형태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주요 변인

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부모의 일상

생활스트 스 평균값(sd)은 1.769(sd=.624), 부모효능감

평균값(sd)은 3.458(sd=.554), 자녀의 학습 어 형태의

평균값(sd)은 2.348(sd=.602)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 평균값이 다른 변인에 비해

히 낮게 나타난 것을 볼수 있고, 부모효능감은 체로

높게 나타났다. 한첨도와 왜도는 각각 값 10과

값 3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이루고 있어 이후 분석 진

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960)

vari
ables

Min. Max. Mean S.D.
Skew
ness

Kurto
sis

DailyLifeStress 1.00 3.88 1.769 .624 .705 -.194

ParentEfficacy 1.86 5.00 3.458 .554 -.121 -.057

Child’sLearning
Care

1.00 4.14 2.348 .602 -.108 -.186

다문화 부모의 자녀의 학습 어 형태와 일상생활스

트 스 부모효능감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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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Will
Average
Income

Mom
Age

Papa
Age

Daily Life
Stress

Parent
Efficacy

Child’s
Learning
Care

Will
Average
Income

1 　 　 　 　

Mom Age
-.079
*

1 　 　 　

Papa Age
-.183
**

.450
**

1 　 　

Daily Life
Stress

-.233
**

-.024 .013 1 　

Parent
Efficacy

.073
*

-.079
*

-.043
-.065
*

1

Child’s
Learning
Care

.136
**

-.078
*

-.072* .005
.168
**

1

*p<.05, **p<.01

주요 변인들의 상 계를 진행하기 해 pearson의

률상 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와 부모효능감

(r=-.065, p<.05) 월평균 소득(r=-.233, p<.01)은 유의

미한 부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녀 학

습 어 형태(r=.005, p>.05)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효능감은 자녀의 학습 어 형태(r=.168, p<.01)

월평균 소득(r=.073, p<.05)은 유의미한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모연령(r=-.079, p<.05)과

는 부 인 상 계가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 계

계수가 모두 0.5이하로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3.2 연 형 검  결과

3.2.1 측정 형 

측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악

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행하 다. 이를 해 잠

재변인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 부모효능감,

자녀의 학습 어 형태 등을 포함한 측변인들의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한 측정모형의 결과 값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기측정모형의 분석결과

X2=2718.275, df=224, p=.000, RMSEA=.089, SRMR=.056,

CFI= .819 등의값을 보여 모형의 합도 CFI 값이 .90

보다 낮아 높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 측

정모형의 CFI 값을 .90 이상의 값을 갖도록하기 해 설

명력이 낮은 문항과표 화계수값이 .4미만인 값을 제거

하고 모형을 재정립하 다. 수정측정모형의 분석결과,

X2=1236.668, df=127, p=.000, RMSEA=.079, SRMR=.046,

CFI=.901 값을 나타내어 모형의 합도가 향상되었다.

한 요인부하량값은 모두 유의수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설명되고, 이는 측변인들이 잠재변인

을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인 요인분

석결과 일상생활스트 스는 자녀, 남편, 시부모/시 식

구, 친정부모/친정식구에 한 스트 스로 구성되어 이

후 분석에 용한다.

Table 3. Goodness-of-fit statistics

Fig. 1. Amos test of Proposed Model

First model
name of fit index X2 df p SRMR CFI RMSEA

index 2718.275 224 .000 .056 .819 .089

Final model
name of fit index X2 df p SRMR CFI RMSEA

index 1236.668 127 .000 .046 .901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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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연 형 검

본 연구는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와 자녀

학습 어간에 있어 부모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Fig. 1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구조모형의 합

도를 살펴보면 x²=600.683, df=114, p<.001,

RMSEA=.067, SRMR=.052, CFI=.912 등의 값을 나타내

어 최 모델 기 에 부합하여 모형이 합하게 이루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구체 으로 각 요인 간 경로계수를 Table 4에서 살펴

보면,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 스가 높

을수록 부모효능감에 부 인 향을 끼치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ß=-.136, t=-3.538, p<.01).

즉, 다문화 부모가 배우자나 자식 는 친정 식구들과 시

에 한 걱정과 근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아이가 무엇

을 힘들어하는지는 심이 없었고, 한 좋은 부모가 되

기 하여 노력을 하거나 필요한 방법과 지식을 학습하

기 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일상

생활스트 스가 높으면 자신이 유능한 부모라고 인지하

지 못하고 부모 역할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

트 스는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 부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 정 으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ß=.188,

t=4.516, p<.001), 부모효능감이 높아지면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도 정 으로 작용하여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는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 있어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ß=.044, t=1.072, p>.05).

종합 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부모는 일상생활속에서

스트 스에 노출되면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응할수 있

도록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 부모효능감이 정 요인으

로 작용한다. 결과 으로 자녀의 학습 어 형태의 지도

방법에 있어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가 자녀

의 학습 어 형태에 직 으로 향을 주기 보다는 부

모효능감을 통해서 간 으로 향을 주고있음을 의미

한다.

Table 4. Model estimate 

Path
Daily Life Stress→

Parent Efficacy

Parent Efficacy →

Child’s Learning

Care

Daily Life Stress→

Child’s Learning

Care

B -.201*** .115*** .039

� -.136 .188 .044

S.E. .057 .025 .037

C.R. -3.538 4.516 1.072

*p<.05, **p<.01, ***p<.001,

3.2.3 연 형 효과 해

연구모형의 경로를 확인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Bootstrapping 방식으로 효과분해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는 부모효능감에

해 직 인 효과가 있으며, 확률 으로 유의수 .05

미만의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 부모의 부모

효능감은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 유의수 .01수 미

만에서 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일상생활스

트 스는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 확률 으로 유의미한

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효능감에 의한 간 효과는 확률 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

와 자녀의 학습 어 형태 간에 부모효능감이 완 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효능감이 다문화 부

모의 일상생활스트 스와 자녀의 학습 어 형태간의

계를 매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Table 5.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Daily Life

Stress
⟶Parent Efficacy -.136* -.136

Parent

Efficacy

⟶Child’s Learning

Care
.188** .188

Daily Life

Stress

⟶Parent

Efficacy

⟶Child’s Learning

Care
.044 -.026** .018

*p<.05, **p<.01, ***p<.001

4.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와 자녀의

학습 어 형태 간의 계를 악하고 그 경로를 분석함

으로써, 부모효능감의 간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 인

검증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제안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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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다문화 부모의일상생활스트 스는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 스로 인해 자녀의학습을 돌보

는데 소홀히 하거나 무 심하지 않고 별개로 행동함을

엿볼수 있다. 반면, 한국인부모의 가족아동들이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에 비해 교사 계와 학업 계에서 스트

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느 으며,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한국인 부모 가족의 아동에 비해 경제 물리 인 환경

에서 스트 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23].

둘째, 다문화 부모의일상생활스트 스와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 주는 향에 있어부모효능감은 완 매개하

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문화 부모가 배우자

나 자녀 는 가족과 양가 부모에게서 받는 스트 스가

높으면 부모효능감이 떨어졌으나, 부모효능감이 향상되

면 자녀의 학습을 어하는데 있어 더 많은 효과를 발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

스는 자녀의 학습 어에 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모

효능감을 통해서 자녀의 학습 어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학습 향

상을 해 돌 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모효능감을 향상

시킬수 있는 로그램 정책 마련을 해 학교와 지자

체 정부가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지역사회복

지 을 심으로 자녀의 학습 향상을 해 정기 으로

문가를 빙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체에서는 다문화부모의 스트

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극 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자녀의학습 어 형태를잘 할 수 있는 처방안으로

다문화 부모를 해 그 나라의 언어로 만들어진 자녀교

육 방법 학습 어 방법에 한도서를보 하여 다문

화 부모가 자녀를 어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

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본 연구의 한계 을 살펴보면, 첫째, 선행연구가 부족

하여 각 변인에 한 조작 정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으며, 이로 인하여 각 척도의 이론 근거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둘째, 자녀의 학습 어 형태에

향을 끼치는 변인은 다양하지만 일상생활스트 스와 부

모효능감으로 한정지어 연구를 진행하여 한계 으로 작

용한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와의 계를 살펴

보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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