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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이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의 대상은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25명과 어머니 25명으로 하였으며, 단일집단 사전사
후 검사법으로 설계하여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였다. 검사
도구는 자기효능감, 사회성(자녀용), 결혼 만족도, 우울감(어머니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자료 분석은 동일한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이 매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도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의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 매우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감도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후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이 다문
화가정 자녀의 자신감 향상, 교우 관계 개선, 교사와의 관계 유지 등에 영향이 있었
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배우자와의 결혼 만족도 향상 및 우울감 감소 등에 영향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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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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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여성 등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우
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 다양한 인종이 유입되면서 문화와 외교 등 각종 분야에 다양성을 높일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 나라와 아버지 나라의 인종적·
문화적 특성을 모두 지님으로써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노동자 또는 이주 여성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은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내국인들의 차별과 멸시로 상당수가 사회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자녀의 사회 부적응은 사회 문제로 야기되기도 한
다. 즉 내국인들의 소외와 멸시, 차별로 인한 정서 불안감 등의 경험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원희(2011)는 외국인 범죄가 직업, 경제적 빈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사회 문화
적 원인 등에 의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우리나라에 거
주하는 외국인들이 경제적 빈곤이나 차별, 기타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
운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천적인 유전자 결함이 아닌 경우
에 범죄는 정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즉 직업과 경제적 빈곤, 차별, 사회 문화적 원
인은 정서를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구성원들의 사회 부적응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적 차별과 불안정한 가정 속에서 성장한 다문화가정 자녀들
은 부정적인 정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허쉬(Hirschi, 1969)는 사회 통제 이론에서
비행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유대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은 애착(arr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
(belief)으로서 부모, 어른, 학교,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강할
수록 행동은 통제되고, 반대로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이 약할수록 법을 위반한 가능성
이 커진다(민수홍 외, 2008). 결국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 속에 그들만의 유대를 통해
노출된 다문화 구성원들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깨지거나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쳐 사회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 부적응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이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 및 어머니들이 바람직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
고, 안정적인 정서 함양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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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
를 갖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이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의 정서 함양을 위한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
로그램을 구안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의 정서 함양을 위한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
로그램을 적용한다.
셋째,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의 정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정서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성취 상황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
대를 의미하는 자기효능감,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을 의미하는 사
회성, 결혼 생활 전반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욕구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부
부의 주관적인 감정 또는 태도를 의미하는 결혼 만족도, 일상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슬픈 감정으로 질병이 아닌 기분을 의미하는 우울감을 정서의 범위로 제한한다.
정서:

4.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을 1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적용하여 정
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들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Ⅱ

.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저서 「Self-efficacy: Toward a Unit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에서 논의된 것으로 다른 이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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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으나 여러 영역에 걸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박헌일과 김기원(2001)은 사람들 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수
행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못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지능이나 적성
같은 인지적 능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특징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지표로 삼고자 할 때
이러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 실제로 Maddux,
Norton, 그리고 Stoltenberg(1986)는 자기효능감이 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라
고 주장하였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의
행동은 결국 행위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기대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
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효능감이 행동적 변화를 중재하는 공통적 인지기제이며, 개
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가 판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는 그 상황을 회피하나, 자신이 그 상
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는 자신감을 갖고 대처 행동을 한다. 따
라서 자기효능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이동영, 1997).
이에 반해 Schunk(1989)는 자기효능감을 애매하고 예상 불가한 긴장되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Wood, Mento Locke(1987)는 자기효능감을 자신
의 전체적인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고 정
의하였으며, Kanfer와 Hagerman(1981)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활동들을 조
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장차 능력에 대한 복잡한 인지적 판단이라고 정의하
였다. 또한 Gellathy와 Meyer(1992)는 자기효능감을 과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관
한 일반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안순자(1997)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유능한, 능력
있는, 효율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와 같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유의성, 효능성,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박은영(1999)은 자기효능감을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는 긴장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
다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기준에 의해 자신이 평가하는 개념이므로 객관적
인 평가와 상관없이 형성될 수 있는 정의적 특성(유효현, 2001), 특정 과제를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점에서 인지적이면서도 정의적인 특성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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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이정연, 이창숙, 2002).
이 연구에서는 Gellathy와 Meyer, 안순자의 정의에 근거해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신념이라고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고 있는 유의성, 효능
성, 자신감을 포함시켰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때에는 수준(level), 강도(strength), 일반성
(generality)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Bandura의 견
해를 수용하여 특정 과제에 국한된 효능감을 측정하고 있다(김아영, 2004). 그러나 이
척도들은 특정 과제나 영역에 대한 수행 수준은 잘 예측할 수 있으나, 주어진 상황과
과제가 변화함에 따라 척도 또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Vispoel & Chen, 1990).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상황-특수적 개념보다는 일반적
인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보는 연구자들도 있어서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
하여 동기와 수행을 예측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김아영, 2004).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Sherer(1982)에 의해 개발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SES)에 의하여 개념화 하고 있다. 즉 이 척도에 의하여 일반적 상황에서의 수
행능력과 관련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대인 관련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두 요인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김아영, 2004).
2. 사회성

사회성에 대해 김동환(1992)은 사회 속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사회
속에서 여려 형태의 사회적 과정을 거쳐서 사회화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
간성을 사회성이라 지칭하였다. 임귀성(1999)은 사회성을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
가는 성질' 또는 '사회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특성, 남과 잘 사귀는 성질'로 설명했고,
Ambrose(1988)는 사회성을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안정을 얻기
위해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회성이 높다는 것은 타인과 잘 어
울리며 협동심이 강하고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송요
현, 2006, 재인용). 또한 서승덕(2002)은 사회성이란 ‘인간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
과 어울려 점차 폭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이며 인간
이 성장 발달해 간다는 점은 곧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성의 발달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충기(1986)는 사회성이란 사회관계의 의식을 말하며 사회생활에 적용되는 성질로
보고 있다. 즉, 사회성은 사회생활을 원활히 유지해 나가는 능력이며 심리적으로는
동정, 친애, 협동 등의 사회적 경향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이다.
이러한 사회성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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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기준에 따라 집단구성원이 되는 과정이며, 심리적으로는 인간성의 형성과정이
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학습을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혼

3. 결

만족도

결혼만족도의 개념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결혼만족도를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Hawkins, 1978)로 보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만족을 만족 대 불만족으로 양립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즐거움 대
즐겁지 않음, 행복 대 불행, 충족 대 불만과 같은 감정을 매우 만족에서부터 매우 불
만족으로 이르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판단
한다(Burr & Constantine, 1979).
결혼만족에 관한 대다수의 국내 연구들은 이러한 개념 규정에 근거해왔다. 최규련
(1988)은 한 사람이 거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그가 실제로 받는 보상의 일치정도, 결
혼생활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로 나누어 정의하
였다. 유영주(1986)는 결혼만족을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화자(1991)는 결혼만족도란 주
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좋고 싫음의 선호도로서 변화 가능한 태도
라 정의했으며, 권정혜와 채규만(1999)은 결혼만족도를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
가나 태도라 정의하였다. 정현숙(2001)의 경우는 결혼만족도를 문화적인 규범이 반영
된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결혼에 대하여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반
영하는 개인적 태도로서 결혼생활 전반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충족감
및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하였다.

울

4. 우

감

Beck(1967)은 우울에 대해 자신을 무가치하게 보는 것과 외부세계를 무의미하게
보는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세계, 자기 자신, 그리고 미래를 부
정적으로 보는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울감(depression)은 심리
적 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조절되지 않는 우울한 기분과 함께 의욕 상실, 집
중력 장애, 입맛의 저하, 수면의 장애, 죄책감, 자살사고 등의 여러 가지 고통스런 경
험을 하게 되는 병적상태를 말한다(성정희, 2008). 사전적 의미에서 우울감이란 누군
가 희망 없이 슬픈 마음의 상태로 정의된다. 슬픈 감정이 심해지고 생활에 대한 흥미
와 관심이 결여되며, 활동성이 매우 떨어지고 비판적인 생각이 팽배하여 자신이 처한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게 된다. 이러한 우울감은 단순한 마음의 감기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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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알코올 중독, 만성통증, 가족 간 갈등, 사회적지지 체계의 빈약, 경제적 곤란 등
다른 요인들을 제치고 자살 및 자살시도 사건이 제 1의 요인이 되는 치명적인 질병
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신경애, 2009). 그러므로 우울은 스트레스
의 원인이며 스트레스는 건강과 사회경제적 환경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대처를 잘 한다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울증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우울증 환자가 악순환적인 대인관계
에 빠질 수 있으며, 스트레스 사건에 부딪혔을 때 이제까지 믿고 마음을 털어놓았던
측근의 인물들로부터 기대했던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
지를 받지 못했을 때 우울증 발생 빈도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우울증의 대인 관계적 접근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나 사회적 강화를 받는 것
이 힘들어서 우울 증상이 약화된다고 본다. 일반가족의 여성에게도 우울증 치료를 받
으러 온 여성들의 절반은 결혼생활에서 현저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에 가족 기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면 회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노경후,
2009). 따라서 다문화가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은 우울과 연관성을 지닌다.
또한 결혼생활의 불만족이 우울증의 결과가 아니라 우울증의 발병 확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들이 우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들의 갈등과 욕구를 알아
보아야 한다.

Ⅲ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이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다문화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25명
과 어머니 25명을 실험집단으로 하였다. 실험집단에서 어머니는 중국, 일본, 필리핀,
마닐라, 러시아, 베트남 출신이며, 결혼 기간은 평균 15년 이상이었다. 다문화가정 자
녀는 14세부터 18세까지 참여하였으며 평균연령은 17세이다.
2. 실험 설계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전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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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실험집단에 적용한 후 사후검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영향 정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₁
X
O₂
O₁ : 사전검사 X : 다문화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 O₂ : 사후검사
[그림 1] 실험 설계
O

3. 검사 도구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의 정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검사 도구를 다문화가정 자
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결혼 만족도
와 우울감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녀

가. 다문화가정 자

대상의 검사 도구

1) 자기효능감
이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김아영과 차정은
(1996)의 자기효능감 도구를 재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 도구는 전체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
타나도록 하였다. 재구성된 자기효능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 .840으로 나타
났다.
2) 사회성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성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는 김아영과 차정은(1996)의 자기
효능감 모델을 기초로 김지연(2012)이 재구성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다문화가정 2
세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적·심리적 특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다시 재구성하였다. 김지연의 도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
속변수로는 정서적 안정, 언어 발달, 교우 관계, 학교 적응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김지연의 도구를 활용하여 종속변수 중의 하나인 교우관계, 학교적
응을 사회성으로 보고 도구를 개발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성을 알아보는 도
구는 전체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사회성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
.7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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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나. 어머

대상의 검사 도구

1)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1999)에서 개발한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Happi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남녀, 특히 부부 간의 책임 분배를 알아볼 때 유
용하게 사용된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사용한 도구는 전체 9개 문항의 5
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들은 특정한 영역에서 결혼생활의 상호관
계를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결혼만족도 도구를 재구성하여 전체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
족도가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재구성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 .675로 나
타났다.
2) 우울감
어머니의 정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는 Beck의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1976)를 기초로 이영호와 송종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한 노경후(2009)의 도구를 참고하였다. BDI는 우울증 진단용으로 고
안 되었으나 정상인의 우울 상태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연구에서 사용
되어 왔다.
BDI 검사 도구는 4단계 척도의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 증상이 전혀
없는 0점에서부터 매우 심한 3점까지 4단계로 구성되어 이론상 총점은 63점까지로
주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BDI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폭넓게 검증되었
으며, 우울증의 유무와 중증도 평가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측정 도구
중 하나이다(김상아, 2004; 노경후, 2009, 재인용).
이 연구를 위하여 기본적인 BDI 검사도구의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어머니의 우울
감을 나타내는 문항은 총 13개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재구성한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 .920으로 나타났다.

케

4. 다문화 오

스트라 활동 프로그램 분석

다문화 오케스트라는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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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
오케스트라를 주관하는 광주 여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정서 안정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다문화 오케스트라의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 특별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정규
교육 프로그램은 음악에 대한 기초와 이해를 비롯해 단계별 교육이 포함된다. 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매년 연말에 한차례 열리는 정기 공연에서 연주될 곡을 완
벽하게 습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곡에 대한 이해, 악보읽기를 거쳐 악기 연주를 실시
하고 파트별 연습을 위주로 진행된다.
합주곡은 대략 8~9곡 가량이다. 단원들이 오케스트라에 처음 참여했을 때에는 단
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연주하기 편한 곡을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단원들의 실력이
향상된 현재는 인지도가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곡을 두루 편성하였다.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과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비롯해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곡 등이 정기 공연에서 연주하였다. 합주곡 연습은 매달 1곡씩 습득
을 목표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동안 광주 빛고을시민문화
관 대연습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일에는 다문화 오케스트라에 재능 기부를 하
고 있는 광주 여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1대 1로 악
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오케스트라의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정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악기 매칭을 통한 멘토링’을 들 수 있다. 또 전문성을 키
우고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세계 여러 나라의 콘
서트, 무용,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리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배운 과정을 발표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에서 열리고 있
는 다양한 음악제에 참여해 공연하며 스스로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악기매칭을 통한 멘토링’을 다문화 오케스트라 단원 선발에 앞서 음악과 악
기를 다뤄본 경험의 유·무를 파악하여 참여자들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음
악, 악기, 오케스트라’ 등의 요소들을 접하면서 예술 장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강사가 다문화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찾아가 1대 1로 교육을 해주는 것은 정서 안정감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과 원주민가정의 교육 격차를 해소시키고, 각자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그 결과 다문화 오케스
트라 교육 예비 참가자들의 학습단계별, 대상별 특성에 따른 음악의 지적 수준을 고
려한 오케스트라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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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매칭을 통한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단원들에게 자연
스럽게 동기부여가 형성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 내부에서 각자의 단원들이 고른 악
기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길러지고 있다. 이는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해낼 수 있는
교육 방식의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문화 오케스트라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

구분
합주 활동
1월 오리엔테이션
J.Brahms/Hungarian Dance
2월 No.5
(브람스/헝가리무곡 제5번)
J.StraussⅡ/An
der
schonen
blauen
Donau
3월 (요한스트라우스 2세/아름답
고 푸른 도나우강)
D.shostakovich/Jazz Suite
Waltz
4월 No.2
(쇼스타코비치/재즈모음곡
제2번 왈츠)
5월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Fantasia
6월 E.Morricone/Nella
(모리코네/넬라 판타지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로그램 내용
공연관람 및 참가
·광주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폐
허 속에서 태어난 음악’
·국제청소년연합: ‘굿뉴스코 페스티
벌-청춘, 세계를 품다’
·광주시향: ‘재미있는 20세기 공연’
·한국퓨전음악협회: 퓨전음악 공연
·시립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라의 계보 공연
플루티스트 김치형 독주회
·김소리 바순 독주회
·창작 판소리극: '방탄철가방-배달
의 신이 된 사나이'
·제2회 빛고을 음악회
·광주시립합창단 공연
·그라시아스합창단: 콘서트 ‘스바보
드나’
한국 민요 ‘아리랑’
·순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다락 콘
서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전통국악식내악단: 율 ‘악, 가, 무
궁중심청’
R.Lopez/Let it go
·광주시향: 가족음악회 ‘팝스콘서트’
(로페즈/렛 잇 고)
·광주아리랑축전 공연 참가
·몽 교류음악회
R. Rodgers/Sound of ··한광주시
향: ‘마스터워크 시리즈;베토
Music
(로저스/사운드 오브 뮤직) 벤-영웅’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공연 참가
정기공연
·광주무용협회: ‘2015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5년 겨율,
영화를 노래하다’

멘토링

·비올
·

주2~3회 실시
가정 방문 혹
은 지정장소에
서 미팅
·1대1 개인레
슨 및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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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이 다문화가정 자녀 및 어머니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인 1월 첫째 주에 실험
집단인 다문화가정 자녀 25명과 어머니 25명에게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1년간의 다문
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12월 마지막 주에 동일한 검사 도구를 이
용하여 50명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검사 도구와 실험집단에게 검사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 사회성, 결혼만족도, 그리고 우울감 검사 도구의 신
뢰도는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를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정
서에 대한 실험집단의 변화는 t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여 분석
하였다.

Ⅳ

. 연구 결과

녀

1. 다문화가정 자

에 대한 분석 결과

가. 자기효능감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기효능감의 변
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효능감 변화

<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 p<,001

N
25
25

M
1.90
2.40

SD
.719
.840

t
6.859***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효능감은 사전검사의 평균값이 1.90(SD=.840)이었고,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값이 2.40(SD=.840)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이 다문화가
정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매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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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성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표 3>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성 변화

<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N
25
25

** p<,01

M
1.92
2.10

SD
.808
.748

t
2.698**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성은 사전검사의 평균값이 1.92(SD=.808)이었고,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값이 2.10(SD=.748)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
녀의 사회성을 높이는데 매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

2. 다문화가정 어머

혼

가. 결

에 대한 분석 결과

만족도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머니들의 결혼 만족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

<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 p<,001

N
25
25

M
1.61
3.33

SD
.663
.777

t
23.223***

어머니들의 결혼만족도 사전검사의 평균값이 1.61(SD=.663)이었고,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값이 3.33(SD=.777)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이 어머니들의 결혼만
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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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나. 우

감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머니들의 우울감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우울감 변화

<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 p<,001

N
25
25

M
4.19
1.83

SD
.682
.743

t

- 43.157***

어머니들의 우울감 사전검사의 평균값이 4.19(SD=.682)이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값이 1.83(SD=.743)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1). 즉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이 어머니들의 우울감을
낮추는데 매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언

. 결론 및 제

1. 결론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론은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중 하나인 자기효능
감이 향상되어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자신감이 매우 높아졌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성도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향상되어 교우
관계가 좋아지고, 교사와도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오케스트
라 활동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
배우자와의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고,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우울감도 활동 전에 비
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이 어머니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화음에 지속적
으로 노출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울한 감정이 치유되고 결혼 만족도가 높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다문화 구성원들의 정서에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이 매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오케
스트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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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준다면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 적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언

2. 제

이 연구는 다문화 오케스트라의 활동이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의 정서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써, 연구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와 어머니의 정서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명하는 연구
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변화된 한 집단의 정서가
다른 집단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연구 방법과 더불어 향후 연구에서는 변화되는 정
서상의 변인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양적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면접 등
질적 방법을 동시에 수행하여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의 대상을 광주지역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
는 다문화 오케스트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결과를 비교·분석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평균 17세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
정 자녀로 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 등의 정서 변화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보
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어머니의 출신 국가별로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향후 연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내적 타당성 영향 요인들을 통제한 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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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fluence on Emotions of Children and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Multicultural

O

rchestra Activity

Park, SangJi · Bang, GiHyeog(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multicultural orchestra activity affects
the emotions of children and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subject of the research is 25 children and 25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who participate in multicultural orchestra activity program. The research developed
multicultural orchestra activity program and applied the method of before and after test
for single group. For th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earch developed and
applied the instrument for examination of self-efficacy and sociality. For the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it developed and applied the instrument for examination of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as shown in the following;
Self-efficacy which was a variable of emotions such as self-efficacy and sociality for
th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was much improved after the test compared to the
test before. And marital satisfaction by the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was much
improved after the test compared to the test before. Moreover, the multicultural
orchestra activity had great impact on abating depression of the mothers.
Key words: depression, emotion, marital satisfaction,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orchestra, self-efficacy, soc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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