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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이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다문화 아동 80명이 참가하였다. 본 연구
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6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a 계수, 그리고 t-test, Pearson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다문화 아동은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교사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
은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에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수준
이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과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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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급속한 경제 발전과 세계화 흐름인 국가 간의 교류 증가로 우리나라도 어느덧 다문화 사회
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다문화 사회를 추구하는 한국 사회와
정부의 중점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2012년 한 해만 하여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3월 통계청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98만2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2세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1.5세, 2세들은 26,412
명으로 우리나라 18세 이하 청소년 인구 10,379,000명 중에서 0.25%를 차지하며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의 통계청 기준으로 다문화 아동의 연령별 비율을 볼 때
6세에서 11세 사이가 26%로 학령기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 아동들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학업부진, 학교부적응, 집단따돌림 등 상당한 어
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박은애, 2006; 신효선, 2008), 이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박명숙, 2010)하고 있으며 다문화 아동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정서적 문제(김경
자, 2009, 장덕희, 신효선, 2010)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은 어머니와의 부족한 상호
작용에서 서툰 한국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며 이렇듯 부족한 청각자극의 문제는 언
어문제 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의 기초가 되는 정보처리 능력 및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다양한
발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권회연, 이미숙, 전병운, 2010). 따라서 이들 다문화 아동이 청
소년이 되는 10년 안, 성인이 되는 20년 안으로 우리나라는 사회의 새로운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될 다문화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에 대해 미연에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서비스를 준비 해둘 필
요가 있는 것이다.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단일문화권을 오랜 기간 유지해온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조명하
고 있는 부분이 이들 다문화 가정의 언어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가정을 벗어나 학교에 입
학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며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언어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부모가 정확히 이해 못함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초기에 해
결할 수 있는 문제를 놓쳐 인격성장에 큰 결함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한정애, 2009).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아동들의 언어발달 문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은주, 김영태, 2010).
원진숙(2008)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코시안계 자녀들은 의사소통과는 별개로 기초 문식력이
떨어져서 심각한 학업 부진을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전체 초등학생의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 284 -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이 학교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45%인 데 비하여 다문화 아동 중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은 7.5%에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희원(2009)은 다문화 아동은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학습부진,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 결핍과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정체성 혼란, 성격적 특성
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국제결혼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집단 따돌림 등 정서적 충격의
경험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은 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미숙함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박미단(2009)의 다문화 아동들과 일반아동의 언어 발달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다문화아동
들이 일반아동들에 비해 발화 길이와 전체 낱말 사용량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현 언어의 수도 발화시 적게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안원석(2007)은 ‘다문화 아동의 표현
실태 분석’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아동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어휘론적
오류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부분에서 오류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은희(2004)는 다문화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이해 언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표현 언
어도 68%의 아동이 지체 가능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다문화 아동이 충분한 언어 습득을 통
해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언어의 습득은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 아동들은 언어의 문제 및 사회생활과 또래 간 관계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Adelina, Melanie, Laura와 Shelia(2009)는 3세에서 6세 아동의 수용적 및 표현적 언어능력이 사
회적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Greco와 Morris(2005)는 사회적 적응력은
언어적인 맥락에서 개념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언어와 사회적 능력은 상호의존적이며 의
사소통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중 사회적 적응력과 표현언어 및 수
용언어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Winkleman(1994)는 언어적 능력에서의 어려움
은 또래와의 언어적 유능감이 요구되는 놀이상황에서 부적으로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다른 친
구의 이름과 같은 언어적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동이 다른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방해
가 된다고 하였다. Greco와 Morris(2005)는 언어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고, 친구들을 오해할 수 있고, 그들을 좋은 놀이친구로서 인식시키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Shaffer(2000)는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없는 아동은 또래집단에서 인기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언어능력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대화의 상대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개인의 사고나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표현하게 할 수 있는 언어표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중언어 사용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에게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도 자료에 따르면 혼혈아동의 초등학교 미 진학 또는 중도탈락률은
15.4%, 중학교 미진학 또는 중도탈락률은 39.7%에 이르는 것을 나타났는데 이는 혼혈학생이
아닌 일반학생의 중학교 미취학 및 중도탈락률의 9.9배, 고등학생은 8배 높은 수치이며, 2009년
도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아동의 미진학 및 중도탈락률은 17.7%로 일반아동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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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탈락율인 1.1%보다 무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연보(2009)
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아동의 수는 2005년 6,121명에서 2006년 7,998명, 2007년
13,445명, 2008년에는 18,778명으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업
을 중단하는 사유가 2012년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의 51%가 한국어를 잘 몰라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전반적인 학업능력의 저하, 학업동기 결여, 친구들과의 사귐에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학교 부적응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다문화 아동의 심리적 위축감
과 자신감 상실 등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위축된 학교생활을 하여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일
으키게 되며(김갑성, 2006; 한정애, 2009),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심각한 사회문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는 유아기관에서의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박미경, 엄정애, 2007; 윤갑정, 고은경, 2011)와 양미진 외(2006)와 한정애(2009)의 초
등학생의 학교적응과정을 분석한 연구 이외에 한국어 사용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의 정도에 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실력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차이에 관한 이
순실(2008)의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요인과 학교생활 어려움에 관한 분석연구에
서 부모님이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실(2008)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람은 언어를 통하여 소통하고 타인과의 친밀감을 나
타낼 수 있으므로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학교생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의 문제와 더불어 언어문제의 어려움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
이고(김갑성, 2006), 가정에서보다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게 나와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조명희, 2010)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적응의 문제는 아동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척당했다는 박탈감과 더불어 학습부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
어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는 정하성 외(2007)의 연구 외에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능력과 성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한국어 구
사능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된 최정아와 이승연(2008)의 연구 외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성별의 영향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이광성,
2012),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아보다 남아가 학업과 학교
적응성이 자아존중감에 더 관련있다고 보고(임소현, 2008; Granleese & Joseph, 1994)하고 있
다. 이처럼 다문화 아동의 성별에 관한 연구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으므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몇몇 선행연구(김미선, 2009: 이종우, 2010)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
감 간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다문화 아동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목소리
를 낼 수 있는 한국의 언어적 사용수준이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적응하고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에 대하여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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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도 미비하다.
한편,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아동기에서 청소년시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3학년과 4학년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비해 교과서 글들이 2배로 길어지며 학습에 어려움을 나타
내는 시기이므로 한국어 사용수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다문
화 아동에 관한 한국어 사용수준에 대한 인식과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를 거의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이 학교적응과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학교현장에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에게 학교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정책 및 서비스방안 모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올바른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지지체제 구축의 내용이 포함
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
는가?
연구문제 3.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이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아동의 특성
우리나라는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20만 명이 넘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이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은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
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문화가 공존하여 생활하
는 가족을 말한다. 다문화 아동들은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일반아동과는 다른 특성
을 보인다. 조영달(2006)에 따르면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은 학업능력
에서도 일반아동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언어소통능력의 부족으로 독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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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력, 쓰기, 작문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아동들이 겪는 어
려움을 종합적으로 보면 언어소통, 학업능력,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나타나며 특히 언어 소통문
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정확하지 못한 발음으로 인해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듣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
견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미선, 2006 재인용).
이러한 다문화 속에 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 자녀들은 남과 다른
피부색 혹은 언어 사용의 미흡함, 교육의 부재, 사회적 편견 등으로 성장과정에서 상처를 입기
도 한다. 발달 단계에서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 단계로 신체적, 정신적인 과도기이며, 삶의 전
생애 중 가장 많은 위험과 기회, 좌절과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단계이기도 하다(Erikson, 1994).
특히, 이 시기에 다문화 아동들은 가족 공동체에서 이중문화의 존재로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지
기 때문에 사회 부적응 현상을 불러 오기도 하며,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 충동이나
적개심과 같은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실제로 다문화 아동들은 부모의 낮은 경
제․사회적 지위와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과 학교교육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로는 학업문제 뿐만 아니라 다
른 학생들과 비교되는 외모․머리스타일, 말투 등을 가지고 있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
이 크며,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경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유미,
2009; 장덕희, 신효선, 2010 재인용). 이러한 따돌림의 원인은 대부분이 개인의 성격 특성과는
무관한 다문화 아동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이런 문제점을 볼
때 다문화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적극적인 도움이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
조혜영 외(2007)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국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습득 정도에 따라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매우 다양하며, 한
국어의 익숙하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매우
괴로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숙달정도는 한국 체류 기간과 한
국어 학습 여부에 따라 차이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말하기와 듣기는 우수한 데 비해 읽기와
쓰기 능력은 부족하다. 한국어 생활환경에서 말하기 듣기는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었지만 읽
기, 쓰기의 경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박지선, 2009). 특히, 조영달(2006)은 다문화 아동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의 문화적 배경이 다름으로 인해 지식은 물론 정서와 태도까지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준비도가 다른 아동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희원
(2009)은 부모가 한국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자녀의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관심을 기울
이지 못하여 일상생활에서 알아나가야 할 사회적 관습이나 예절 및 사회 전반적 지식이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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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올 때 어떻게 인사
를 하고 나오는지, 다듬이가 무슨 물건인지 모르는 등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지식이나 상식
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어사용능력은 전반적인 교과학습 결손을 가져오게 하고 이러한 학습의 결손은 학년
이 올라갈수록 점점 골이 깊어지고 폭이 넓어진다고 하였다. 이수진(2010)은 다문화 아동들은
외국인 어머니로 인해 부모들의 도움으로 익히게 되는 쓰기, 읽기, 수학문제풀이 등의 기초 학
력을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일반 아동들보다 기초학습이 떨어진다고 보고
하고 있다. 박진욱(2009)은 다문화 아동은 자신의 지적능력과 무관하게 교과적응에 실패하였고,
어머니의 문어능력이 아동들의 자극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교과적응도는 갈수록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미숙한 한국어 능력은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한 학습부진은 누적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이어지게 된다. 최정아와 이승연
(2008)은 여아가 남아보다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차가 유아
의 사회적 적응과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몇몇의 연구(박희숙,
2005; Ford, 1982)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어적 능력에서 성 차이를 보고하고 있지만 이와 상반되
는 연구(우현경 외, 2009; 이광성, 2012)들이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에게 있어 학교적응은 사회로 첫 발을 내밀게 되는 새로운 도전(연소이, 2009)이며, 변화
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다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있어 학교적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 아동의 경우 언어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
머니와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언어발달 특히, 글쓰기 영역에 지체를 보이는 경향이 있
다(오선희, 2010). 이러한 언어발달의 지체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장애
가 되며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아동에게 있어 학
교에서 생활의 성공은 이후의 사회적응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며(Bates, Luster, & Vandenbelt,
2000),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문화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현영(2006)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
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는 가족, 친구, 교사
의 지지의 순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는 교사지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안은미(2007)의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들의 이중문화에 대해 인식하고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질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박계란(2010)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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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은 학교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어려움이 감소되지 않은 채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을 초래하여 가출과 폭력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순종(200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아동들은 한
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의 양육으로 언어발달에 지체를 보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 수업
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외모가 다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
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또래관계
문제나 심리적 정서적으로 민감해지는 청소년기에 이르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등의 부적응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적응은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더욱 중요하다(박계란, 2010 재인용).

4.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 정신건강의 중심이 되는
요인이다(류광식, 2002).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일 경우 우리 생활에서 삶의 윤활유 역할
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대부분의 다문화 아동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학교생
활의 부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김미선, 2009). 자아존중감에 따른 행동 특성은 자아존중
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이에 반해 자아존중
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며 자신을 무가치한 인물로 보고 자주 불안을 느
끼며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학교생활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즉, 자아존중감
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낮으며, 학교생활에 부적응적 행동을 보인다. 특히 친구관계에서
공부 잘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미선, 2009).
그러므로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통한 자아존중감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80명의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6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다문화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9.24년으로 초등학교 3, 4학년 재학 중이다.
여아는 37명(54.4%)이고 남아는 31명(45.6%)이며, 대상의 형제수는 본인을 포함해서 1명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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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11.8%), 2명이 18명(26.5%), 3명이 19명(27.9%), 4명이 14명(20.6%)이며 5명이상이 8명
(11.8%)로 2명에서 4명의 형제수가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만 43.94이며, 출생국은
중국, 파키스탄이 각각 1명이며 나머지는 아버지의 출생국은 한국이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7.48이며 출생국은 일본 20명(29.4%)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19명(27.9%), 필리핀 13명
(19.1%), 태국 3명(4.4%), 베트남 1명(1.5%)의 순이었으며, 이주여성으로 본인의 국적을 밝히지
않은 어머님이 11명(16.2%)에 해당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N=68)

<표 1> 연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출생순위

아버지의 국적

어머니의 국적

구분
여아
남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기타
중국
파키스탄
한국
베트남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기타

빈도(명)
37
31
8
18
19
14
8
1
1
66
1
20
19
3
1
13
11

백분율(%)
54.4
45.6
11.8
26.5
27.9
20.6
11.8
1.5
1.5
97.1
1.5
29.4
27.9
4.4
1.5
19.1
16.2

2. 연구도구
1) 한국어 사용수준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하였던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서 사용된 한국어 실력 평가 문항을 가져와서 사용하였
다.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로 나누어서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한국어를 편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한국
어 사용수준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를 합쳐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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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전체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2) 학교생활 적응(school adaption)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남정희(2008)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수
업내용의 이해 및 학습태도, 친구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친구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
을 측정하는 8문항을 제외한 3개의 하위요인의 22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친구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외한 이유는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부분만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남정희(2008)의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관
계 .73, 교사와의 관계 .78, 수업 내용의 이해 및 학습태도는 .86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친구와의 관계 .73, 교사와의 관계 .79, 수업 내용의 이해 및
학습태도는 .50이다.
3) 자아존중감(self-esteem)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2)가 개발한 자기유능
감 척도 중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을 아동학 박사 1명, 가족학 박사 1명이 번안한 후 이
중언어자인 가정학 교수 1인, 한국어와 영어가 어느 정도 능통한 아동학 교수 1인이 정확한 의
미전달여부와 타당성을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Harter(1982)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따라 .73에서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의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대상인 다문화 아동이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
하게 응답할 수 있는지, 응답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 3월에 남
아, 여아 각각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예비 조사 시 발견된 의미와 애
매한 어휘를 수정하는 등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으
며 대구․경북지역의 초등학교와 지역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안내문과 함께 질문지를 배
부하였다. 회수는 연구자가 직접하거나 담임교사 혹은 센터의 담당자에게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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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각 하위변인에 따른 측정도
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 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
수준이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의 차이
다문화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t=2.35,
p<.05)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 학교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t=1.51, ns), 수업
이해 및 학습태도(t=1.70, ns), 자아존중감(t=.20, ns)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다
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여아와 남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종속변인
학교생활-친구와의 관계
학교생활-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수업이해 및 학습태도
자아존중감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여자

37

2.98

.42

남자

31

2.82

.46

여자

37

2.88

.52

남자

30

2.55

.65

여자

36

3.05

.77

남자

29

3.01

.70

여자

36

3.05

.42

남자

29

3.0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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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수준,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수준,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정도와 학교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는 정적상관(r=.281, p<.05)
을 보였으며, 자아존중감과도 정적상관(r=.321, p<.05)를 나타내었다. 이는 다문화 아동이 한국
어 사용에 능숙하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도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은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r=-.149, ns)와 수업이해와 학습태도(r=.131, ns)와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는 교사와의 관계(r=.443, p<.01), 수업이해 및 학습태도(r=.509,
p<.01)와 자아존중감(r=-.203, p<.01)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다문화 아동은 학교생
활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교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업을 이해하는 이해도와 학습태
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수업에 대한 이해와 학습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r=.610, p<.01)과도 정
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과 학교생활의 적응 및 자아존중감
은 서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한국어 사용수준과 학교적응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한국어 사용
한국어 사용
학교생활친구와의 관계
학교생활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수업
이해 및 학습태도
자아존중감
평균
표준편차

학교생활학교생활학교생활-수업이해
자아존중감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및 학습태도

1
.281*

1

-.149

.443**

1

.131

.509**

.591**

1

.321*
3.566
.713

.650**
2.910
.442

.441**
2.733
.600

.610**
2.803
.475

1
3.033
.735

*

p< .05, **p< .01

3.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이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어 사용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적응과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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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을 종속변수로 다문화 아동의 성별을 통제변수로, 한국어 사용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성별과 학교적응에
서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인 성별을 투입한 모형 1은 13.1%
의 설명력을 보이고 성별이 통계적으로 친구와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β=-.25 t=-2.01, p<.05)
을 주고 있다. 2단계에서는 성별과 함께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학교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는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51, p<.05). 즉 모형 1에
서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성별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0.23, ns), 한국어 사
용에 따른 친구와의 관계는 통계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한 친구와의 관계
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3.1%로 1단계보다 6.9%(△R2=.069)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성별과 학교적응에서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인
성별을 투입한 모형 1은 11.6%의 설명력을 보이고 성별이 통계적으로 교사와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β=-.29 t=-2.40, p<.05)을 주고 있다. 2단계에서는 성별과 함께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변수
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F=3.95, p<.05),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은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β=-.17, ns)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사용수준이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에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1.6%로 1단계보다 3.0%(△R2=.030) 증가하였다. 결과로 보았을 때, 다문
화 아동의 학교적응의 교사와의 관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학교적응에서 수업이해 및 학습태도에 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통
제변수인 성별을 투입한 모형 1은 3.4%의 설명력을 보이고 성별이 통계적으로 무의한 영향(β
=-.22, ns)을 주고 있다. 2단계에서는 성별과 함께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
입한 결과, 학교생활에서 수업이해 및 학습태도(F=3.95, ns)는 회귀식이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수업이해와 학습태도는
통계적인 영향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학교적응에 대한 한국어 사용 수준의 영향력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모형 1

모형 2

B
β
t
-.212 -.249 -2.008*

성별1)
친구와의
관계 한국어 사용
성별1)
-.355 -.294 -2.403*
교사와의
관계 한국어 사용
성별1)
-.211 -.219 -1,827
수업태도
한국어 사용

B
-.195
.156
-.371
-.146
-.211
.077

1)

성별(남아=1, 여아=0)
p<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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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228
.263
-.308
-.174
-.219
.114

t
-1.891
2.177*
-2.528*
-1.426
-1.747
.910

F

R2

△R2

4.509*

.131

.069

3.952*

.116

.030

2.078

.034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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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사용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을 종속변수로 다문화 아동의 성별을 통제변수로 한국어 사용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성별을 투입한 모형 1은 성별(β=-.69, ns)은 통계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성별과 자아존중감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53, p<.05). 즉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성별은 모
형 2에서도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05, ns), 자아존중감(β=.32 t=2.60, p<.05)은
통계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이 능숙할수록 아동의 자아존
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0.5%로 1단계보다
10.0%(△R2=.10) 증가하였다.
<표 5> 자아존중감에 대한 한국어 사용 수준의 영향력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성별1)
자아
존중감 한국어 사용

모형 1
B
-.095

β
-.068

모형 2
t
-.533

B
-.067
.310

β
-.048
.318

t
-.391
2.596

F

R2

△R2

3.525*

.105

.100

1)

성별(남학생=1, 여학생=0)
p< .05

*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과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국
어 사용수준에 따라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
교현장에서 다문화 아동에게 학교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모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
에 따라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교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 수업이해 및 학습태도 뿐만 아
니라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에서 다문화 남아
에 비해 여아가 교사와의 관계가 더 좋다는 선행연구들(박계란, 2010; 이주성, 2009; 이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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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과 일치한다. 다문화 아동들의 학교생활에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공격적이고 두드러지는
문제들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한 연구(Baolian, 2006)에서처럼 남아들이 여아보다 반사회
적 행동들을 더 보이며 이러한 후광효과가 교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여아의 침착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학습하는 태도 등이 교사와
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채승희(2003)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성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고 있는 임소현(2008)과 이
광성(2012)의 연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과 자아존
중감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다소 연구방법에 따른 차이도 있
지만 매년 달라지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사회적 환경 및 의식 구조가 개선되어졌기 때문이며
연구대상의 표본수의 한정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문화 아동의 성별은 다문화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 중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둘째,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수준,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과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학교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
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아동이 한국어 사용의 정도가 능
숙할수록 학교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호의적이며 자신의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을 의
미한다. 하지만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의 정도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
계와 수업이해와 학습태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학년이 올라가고 한국어
사용수준이 높을수록 수업의 이해와 학습태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이러한 상관이 없다
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이다. 다문화 아동이 한국어 사용정도에 따라 교사와의 관계와 수업
이해와 학습태도가 무조건 관련이 있기 보다는 지속적인 한국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교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는 교사와의 관계와 수업이해 및 학습
태도 및 자아존중감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친
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교사와의 관계가 좋다는 연구결과(송지혜, 2012)를 지지하며, 수업을 이
해하는 이해도와 학습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는 송
지혜(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과 학교생활의 적응 및 자아
존중감은 서로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우선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에
능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부모의 양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학령기 이전의 사
회관계 적응에 대한 기회와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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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며 조
기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를 살펴본 본 연구결과 상관을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어
사용수준에 따른 학교적응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위해서 다문화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후
한국어 사용정도에 따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적응의 하위변
인 중 학교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는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이 능숙할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모든 사회적 능력이 상승한다고 보고
하고 있는 최정아와 이승연(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
에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최지은, 신용주, 2003)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안정과 학업성취
가 높을수록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Rosenfeld 등(2000)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문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
기 위하여 지속적인 한국어 사용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래관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과정에서 다문화 아동들의 한
국어 사용능력이 중요하다. 교사는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이 능숙하지 못하여 또래들과 어
울리지 못할 때 더 많은 관심을 아동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는
아동에게 보여주는 인격적 존중과 신뢰감과 느낌을 공감해 주는 긍정적인 언어표현과 지속적
이고 일관성 있는 관심과 격려를 통하여 풍부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보여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어 사용수준에 따른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성별
을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어 사용수준을 투입한 모형 2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교우관
계와 학습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교사와의 관계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안은미(200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학교적응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한국어 사용수준 보
다는 성별에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성별이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예
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이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수업이해 및 학습태도는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과 수업이해도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연구한 박영신과 김의철(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다문화 아
동은 읽고 이해하기와 작문하기, 어휘력 등 읽기영역과 관련한 언어기술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
한다는 이수진(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최근 들어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
활에서 교사의 역할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 생각된다. 이에 후속연구로 교사의
자질과 지도경험과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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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살펴본 본 연구결과 상관을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어 사용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위해서 다문화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후 한국어 사용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 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이 능숙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는 것으
로 한국어 수준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송선진, 2007; 신혜정,
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지역적 교육환경의 영향의 차이는 있지만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나타낸다는 정행준(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간관계만족도, 생활만족도, 학업만족도가 높아진다(김미선, 2009; 박솔
지, 2010)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는 중요한 관련성
을 지니고 있다. 이에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을 높이게 하기 위한 다문화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 아동은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심리적인 소외감(이영주, 2007)과
학업에 곤란을 겪는 것도 낮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김경자, 2007; 정
현영, 2006).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심리적 우울 등으로 부적응을 경
험하게 될 경우 청소년기를 맞이하여 자아정체감에 위기를 맞이하거나 나아가 직업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어질 수 있기(권순황, 2009)에 조기에 효과적인 중재가 이루어질 필요
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수준이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연구이지만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한국어 사용수준과 부모의 양육방식
이나 촉진적 의사소통과 같은 변인들을 고려하여 검증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하
여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어 다
문화 아동의 학교생활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줄 초기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
초적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평균연령이 9.24년인 초등학교 3, 4학년의 68명의 다문화 아동을 연구대상으
로 실시되었다.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령기 보다는 학령기 이전에 충분
한 지원이 요구되므로 학령전기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사용정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후속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령전기의 아동의 언어능력이 학령기에 학교적응과 자아존중
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변인 중 한국
어 사용수준이 학령기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2년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통계청, 2013)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능력 향
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가 되므로 인해 20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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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때 보다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적응 및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
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초기에 학교현장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각적
인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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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Korean Language
Skills on School Adjustment and the
Self-Esteem of Multicultural Children
Jang, Hye-Ju
Lim, J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Korean language skills on school
adjustment and the self-esteem of multicultural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8
multicultural children.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by SPSS program(18.0 ver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gender and the relationship of the
teacher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sub-variables of multicultural children.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ulticultural children's Korean language skills,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Finally, multicultural children's Korean language skills affected school adjustment in the
sub-variables of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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