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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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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the Parenting Efficacy of Foreign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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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is an explanatory study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immigrant women’s parenting efficacy
in South Korea. Methods: Research participants were 80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 2011 to December 30 2011 and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18.0.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arenting efficacy depending on the spouse's education level (F=3.19, p=.046) and the type of
information source (F=6.77, p=.002). Spouse support (r=.75, p＜.001), surrounding support (r=.50, p＜.001), and spouse’s
education level (r=.23, p=.040) also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parenting efficacy. Factors affecting
parenting efficacy were spousal support (=.66, p＜.001) and “Books/Internet/TV” (=.19, p=.015) as information sources. The
final explanatory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was 57.7%. Conclusio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promoting
spousal support and surrounding support and considering the type of information source need to be developed to enhance
the parenting efficacy of foreign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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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하는 추세이다[1].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외국인 노동자나 단기체

1. 연구의 필요성

류자와는 다른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며 가정을 구

우리나라의 외국인주민 수는 최초 조사연도인 2006년

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주와 동시에 임신과

536,627명에서 2017년 1,861,084명으로 약 3.5배가 증가

출산을 경험하게 되고, 자녀 양육의 시기와 문화적응의 시

하였다. 이는 총인구의 3.6%에 해당하고, 그중에서 다문화가

기가 겹치게 된다. 또한, 한국사회가 자녀들의 양육에 아버

정의 자녀는 222,455명으로 만 6세 이하가 51.7% (115,085

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

명), 만 7∼12세가 36.8% (81,826명)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

에 문화적응 시기의 의사소통문제, 문화의 차이, 지지체계

주요어: 배우자,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정보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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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 경제적 곤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양육의 어려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이 가중된다[2-5]. 특히, 이주 초기 한국어 실력의 부족은 인

효능감을 비교하였는데, 양육효능감이 높은 여성들은 모두

터넷이나 서적을 통한 양육 관련 지식 습득을 어렵게 한다

부모의 지지에 대한 긍정적인 유년 시절의 기억, 남편과 주

[6,7]. 이는 한국인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나 양

변인의 지지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보고했다. 그러나 미국

육에 관한 고민이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 관련 사이

어머니들이 일본 어머니들보다 양육효능감의 수준이 전반

트, 선배 어머니들의 경험담, 유아교육 기관의 부모 교육, 전

적으로 높았고, 일본 여성들의 낮은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문서적,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대비

낮은 지지를 매개로 하였다.

된다[8]. 게다가 다문화가정 여성은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

가족과 양육 태도의 차이, 사회적 지지 부족 등의 문제에 부

문화가정 여성들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배우자의 지

딪히게 된다[4,6,9].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다문화가정 어

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

머니들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의 건강한 성

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자녀 양육

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를 돕는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은 Bandura의 자기효능

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우

감(self-efficacy)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으로[10], 학

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미래

자에 따라 부모효능감으로 명명하기도 한다[11]. 이는 부모

사회구성원의 양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해갈 수 있도록 돕기

역할에의 성공이나 유능감에 대한 믿음을 뜻하고, 자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잘 양육하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

2. 연구의 목적

미한다[12-14]. 부모 자신의 양육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지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

각은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인지적

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ㆍ정서적 발달, 사회적 적응, 자아개념 형성, 성격, 행동 등

같다.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5,16]. 양육효능감이 높
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 행동을 하
게 되며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
이 있어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다. 반면에, 양육효능감이 낮은 경우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
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양육 행동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양육효능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14,17]. 이처럼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1) 다문화가정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배우자 지지,
주변의 지지 및 양육효능감을 파악한다.
2) 다문화가정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
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다문화가정 여성의 배우자 지지 및 주변의 지지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조건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

연구 방법

고 있을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 역시 낮게 보고된 바 있어 이
들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6,9,16,18].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명적 조사 연구이다.

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국적, 학력, 경제수
준, 자녀의 수, 국내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결혼만족도, 사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회적 지지, 문화적응 수준[6,9,18], 집단상담 프로그램[2] 등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0

이 있다. 특히, Suzuki 등[19]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일까지였다. 일 지역에 소재한 다문화교육센터, 교회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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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출석 중인 다문화가정 여성을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

ance Inventory (PAI)의 하위척도 가운데 16문항을 바탕으

자 모집을 위해 각 기관의 장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

로 Shin과 Chung [17]이 번안ㆍ수정한 사회적 지원 척도

고 연구의 허락을 받았다. 연구자가 직접 각 기관을 방문하

중, 남편의 협력에 대한 13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전혀 그렇

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먼저 연구의 목적과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는 Likert 척

내용, 철회 가능성, 익명성 보장, 불이익과 무해, 자발적인

도로 최저 13점부터 최고 6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

참여과정 등을 명시한 동의서를 구두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e와

한국어로 된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로

Chung [2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93이었으며 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수락한 후 서면

연구에서는 .93이었다.

으로 된 사전동의서를 작성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 한
국인 남편과 결혼한 맏이가 취학 전인 아동을 둔 외국인 여

3) 주변의 지지

성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다.

주변의 지지는 Park [23]이 개발한 25개 문항의 사회적 지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

원척도를 토대로 Shin과 Chung [17]이 수정한 주위의 도움

하였다[20]. 다중회귀분석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

에 대한 12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는 예측변수 6개(배우자 지지, 주변의 지지, 배우자의 학력,

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는 Likert 척도로 최소 12점

결혼만족도, 정보매개체 유형, 한국어 능력)와 유의수준

부터 최고 6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

5%, 효과크기 0.15, 검정력 90%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e와 Chung [22]의 연구

표본 크기는 73명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과 응

에서는 Cronbach's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

답의 불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었다.

총 150명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 중 90명이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나 응답이 부적절한 10명의 자료를 제

4) 양육효능감

외하였다. 최종적으로 8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양육효능감은 Choe와 Chung [24]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통계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충족하였다.

도구 37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는 Likert 척도로 최소 37점부터

3. 연구 도구

최대 18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대상자의 연령, 배우자의 연령, 출

Cronbach's 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신국가, 종교, 자녀의 수, 학력, 배우자의 학력, 가정의 월수
입, 국내거주기간, 결혼만족도, 한국어 능력 정도와 자녀 양

4. 자료분석방법

육시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참고하는 정보매개체 유형을 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

사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사

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

용하는 질문인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를

성, 배우자의 지지, 주변의 지지, 양육효능감을 파악하기 위

사용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매우 못함’ 1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점부터 ‘매우 잘함’ 5점까지 측정하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

효능감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duncan 사

여 조사하였다. 측정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4점에서 최고

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배우자의 지지 및 주변의 지지와 양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

의미한다.

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 배우자 지지
배우자의 지지는 Abidin [21]이 개발한 Parenting A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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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Differences of Parenting Efficacy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80)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 or F

p (Duncan)

Age (yrs)

≤29
30∼39
40∼49
Average

38 (47.5)
35 (43.8)
7 (8.7)
30.60±6.20

130.26±24.84
136.83±16.56
135.57±21.20

0.90

.411

Spouse’s age (yrs)

≤39
40∼49
≥50
Average

18 (22.5)
50 (62.5)
12 (15.0)
43.79±6.73

140.17±27.28
132.62±19.82
127.83±15.24

1.37

.261

Nationality

China
Vietnam
Philippines
Others

15 (18.7)
35 (43.8)
22 (27.5)
8 (10.0)

135.20±17.22
128.91±23.21
137.67±20.28
139.88±20.49

1.10

.353

Religion

Buddhist
Protestant
Catholic
Others

13 (16.3)
19 (23.8)
11 (13.6)
37 (46.3)

127.92±24.15
132.74±21.62
144.00±16.02
132.95±21.12

1.22

.308

Number of child

1
2
3
4
Average

42 (52.5)
31 (38.8)
4 (5.0)
3 (3.8)
1.60±0.76

137.14±18.87
127.35±23.95
139.00±16.06
141.33±23.07

1.53

.214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 over

27 (33.7)
41 (51.3)
12 (15.0)

133.93±24.65
132.05±19.31
138.17±20.48

0.38

.683

Children

1
2
3
4
Average

42 (52.5)
31 (38.8)
4 (5.0)
3 (3.8)
1.60±0.76

137.14±18.87
127.35±23.95
139.00±16.06
141.33±23.07

1.53

.214

Spouse’s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 over

14 (17.5)
51 (63.8)
15 (18.7)

129.86±24.76a
131.06±19.12b
145.73±21.88c

3.19

.046
(c＞a,b)

Monthly income
(10,000￦)

≤150
151∼200
201∼300
≥300

13 (16.2)
45 (56.3)
12 (15.0)
10 (12.5)

132.08±26.96
130.38±20.15
135.83±16.77
147.40±19.81

1.88

.141

Residence period in Korea
(month)

12∼24
25∼60
≥61
Average

14 (17.5)
41 (51.3)
25 (31.2)
57.09±34.88

133.21±13.19
132.54±24.88
135.56±18.84

0.16

.855

Marital satisfaction

Low
Average
High

3 (3.7)
35 (43.8)
42 (52.5)

106.00±6.08a
132.60±20.08b
136.40±21.66c

3.09

.051
(b,c＞a)

Information source

Book/Internet/TV
Educational institution/Lecture
Acquaintance/Neighbor

8 (10.4)
13 (16.9)
59 (72.7)

147.63±9.52a
147.08±20.07b
128.73±20.71c

6.77

.002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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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평균 3.61점이었다(Table 2).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0.6세로 20대가 47.5%, 30대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을 비교

43.8%로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배우자의 연령은 평균

한 결과 배우자 학력(F=3.19, p=.046), 정보매개체 유형(F=

43.8세로 40대가 62.5%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2.5%, 50

6.77,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배우자 학력

세 이상이 15.0%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은 대졸이상이 고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이하 군보다, 정보

43.8%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27.5%, 중국 18.7%, 기타

매개체 유형에서는 ‘서적/인터넷/TV’와 ‘기관교육/강연’

10.0%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개신교 23.8%, 천주교

군이 ‘친지/이웃’ 군보다 양육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13.6%, 불교 16.3%, 기타 46.3%였고, 자녀의 수는 평균 1.6

결혼만족도(F=3.09, p=.05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명이었다. 본인의 학력은 고졸이 51.3%로 가장 많았고, 중

없었지만, 만족과 보통이 불만인 군보다 양육효능감의 총점

졸 이하 33.7%, 대졸 이상 15.0%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이 높았다(Table 1).

학력은 고졸 63.8%, 대졸 이상 18.7%, 중졸 이하 17.5% 순으
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72.5%를 차지

4. 양육효능감과 제 변인들의 상관관계

하였고, 200만원 초과가 27.5%를 차지하였다. 국내거주기

배우자의 지지, 주변의 지지, 정보매개체 유형, 한국어 능

간은 평균 57.1개월로 25∼60개월이 51.3%로 가장 많았으

력, 배우자 학력 및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상관성을

며, 61개월 이상 31.2%, 24개월 이하가 17.5% 순으로 나타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지지(r=0.75, p＜.001), 주변의 지지

났다.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음’이 52.5%였고, ‘보통’ 43.8%,

(r=0.50, p＜.001), 배우자의 학력(r=0.23, p=.040)이 통계

‘낮음’이 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에 있어 어려움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이 있을 때 참고하는 정보매개체 유형은 ‘친지/이웃’이
5.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2.7%로 가장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2. 제 변수들의 서술적 통계

위해, 분산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변인

대상자의 한국어 능력은 최소 2.00점, 최대 4.75점으로 평

들(배우자의 지지, 주변의 지지, 배우자의 학력, 결혼만족

균은 3.12점 이었고, 배우자 지지는 최소 2.00점, 최대 5.00

도, 정보매개체 유형)과 대상자의 한국어 능력을 독립변수

점으로 평균 3.61점, 주변의 지지는 최소 1.25점, 최대 5.00

로 투입하고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점으로 평균 3.16점, 양육효능감은 최소 2.46점, 최대 5.00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인 중 범주형 변수는 더미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확인한 공차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N=80)

한계는 .11∼.91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는 1.10

Variables

Min

Max

M±SD

∼9.07로 10을 넘지 않았으며, 상태지수는 1.00∼28.63으

Korean language level
Spouse support
Surrounding support
Parenting efficacy

2.00
2.00
1.25
2.46

4.75
5.00
5.00
5.00

3.12±0.54
3.61±0.64
3.16±0.90
3.61±0.57

로 3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오차
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 watson 값이 1.733으로
2에 가까워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Research Variables
Spouse support

Surrounding
support

Information
source

Korean language
level

Spouse’s
education

Marital
satisfaction

r (p)

r (p)

r (p)

r (p)

r (p)

r (p)

0.50
(＜0.001)

−0.12
(.273)

0.08
(.439)

0.23
(.040)

0.14
(.217)

Variables

Parenting efficacy

(N=80)

0.7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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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arenting Efficacy among Foreign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Variables

B

SE



(constant)
44.33
14.97
Spouse support
1.68
0.26
.66
Surrounding support
0.34
0.18
.17
Information source (book/internet/TV)
13.54
5.41
.19
Information source (educational institution/lecture)
0.62
4.68
.01
Korean language level
0.34
0.77
.03
Spouse’s education (high school)
−1.10
4.45
−.03
Spouse’s education (college & over)
3.24
5.40
.06
Marital satisfaction (average)
−6.29
9.14
−.15
Marital satisfaction (high)
−9.94
9.32
−.24
R2=0.625, Adjusted R2=0.577, F=12.98, p＜.001

(N=80)
t
2.96
6.49
1.87
2.50
0.13
0.44
−0.25
0.60
−0.69
−1.07

p
.004
＜.001
.065
.015
.894
.660
.805
.550
.494
.290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12.98, p＜.001), 가

/TV’ 및 ‘기관교육/강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성들은 한

장 주요한 영향요인은 배우자의 지지(=0.66, p＜.001)와

국사회에 적응한 수준이 어느 정도 높거나 친지를 이용하는

정보매개체 유형 중 서적/인터넷/TV(=0.19, p=.015)를 이

대상자들보다 적극적인 개인적 특성을 지녔기 때문인 것으

용하는 것이었다. 이들 변수들은 대상자의 양육효능감을

로 추측되지만,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개

57.7% 설명하였다(Table 4).

인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다. 또한 연구대상자 개인마다 한국어 능력에 차이가 있는

논 의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전문서적에서 얻는 양육지식 관련 내
용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정확성에 대해서도 추후연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다

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양육의 질을 향

만, 정보매개체의 빈도 상 ‘친지/이웃’의 비중이 가장 많았

상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

는데, 이것은 Kim과 Kim [26]의 연구에서 육아 관련 인터넷

되었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을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일반적인 자녀 양육

분석한 결과 배우자 학력과 정보매개체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에 대한 정보획득 수단으로 친지와 이웃을 많이 이용하는 것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결혼만족도는 양육효능감과 통계적

과 일치한다. Baik과 Park [8]의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만족과 보통인 군

련된 교육 정보를 주로 얻는 데 이용하는 정보매개체로 ‘신

이 불만인 군보다 양육효능감의 총점이 높아 관련경향이 있

문/잡지/TV’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친구, 이웃,

을 것으로 보여져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친정부모와 시부모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는 달랐

생각된다. 그 외 대상자의 연령, 배우자 연령, 출신국가, 종

다. 이는 Baik과 Park [8]의 연구대상이 다문화가정 여성이

교, 학력, 월평균소득, 국내거주기간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아닌 일반가정 여성으로서 매체를 통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상자들의 연령, 교육수준, 경

보를 얻을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인

제수준, 거주기간의 차이에 따른 양육효능감이 차이가 있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어머니들은 가족이나

는 선행연구[6,9,18,25]의 결과와 다르지만, 결혼만족도에

친구, 또는 의미 있는 타인의 사회적 지지 관계망으로부터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6]와는 일치한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정보매개체 유형에 따른 양육효능감에 있어서는 ‘서적/

를 구하게 된다는[22]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다문화

인터넷/TV’와 ‘기관교육/강연’을 이용하는 경우가 ‘친지/

가정 여성이 자녀 양육에 ‘친지/이웃’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웃’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다문화

는 결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정보 매개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

대상자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은 총 5점에서 평균 3.12점

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서적/인터넷

으로 중간수준 이상에 해당되며, 13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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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정 어머니 연구[27]에서 확인된 2.89∼3.23점보다 약

라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다문

간 높은 수준이었다. 배우자 지지는 총 5점에서 3.61점, 주

화가정 여성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와 자녀양육

변의 지지는 3.16점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국내 어머니를

에 대한 정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 확인된 배우자 지지 2.75점, 주변

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 지지 2.70점보다 각각 높았고, 결혼이주여성 대상연구

또한 자녀양육에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친정어머니나 가

[28]에서 확인된 배우자 지지 2.94점보다 높았다. 양육효능

까운 친구가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감 수준은 총 5점에서 평균 3.61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높았

대상으로 한 배우자가 함께하는 체계적인 부모교육프로그

으며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 연구[9]에서 확인

램이나 동호회 및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된 3.65점, 13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 연구

지역사회 중재프로그램을 통한 관계형성을 마련하는 것이

[27]에서 확인된 3.76점보다 낮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한국어 능력 수준, 배우자의 지지와 주변의 지지를 선행연

다문화가정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다문화가정의 자

구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나, 양육효능감의 수준은 낮게 인식

녀가 취학아동일 경우 학습지도에 대한 부담감까지 가중된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는 선행연구[27]를 볼 때, 어머니의 건강한 양육행동을 촉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의 지지

진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와 주변의 지지 모두 양육효능감과 높은 순 상관관계를 나타

사회적 지지기반을 강화한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었고, 배우자의 학력도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선행연

중재프로그램이 조기에 시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구 결과를 지지하였다[6,18]. 또한, 회귀분석결과 배우자의

다문화가정 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

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

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6,28,29]

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구성에 배우자의 지

일치하고, 국내 어머니 대상연구[22]에서 배우자의 지지와

지와 정보매개체 이용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 점

주변의 지지가 양육효능감과 높은 순 상관관계를 가지고,

에서 의의가 있지만, 일 지역의 3개 관련기관에서 비교적 적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것과 일치한다. 이는 양

은 수의 대상자를 편의 표집했으며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을

육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지지가 어머니의 내적

제외한 일반적 특성과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자세히 다루지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양육기술과 행동을 개선시키는 효과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

가 있다는 Crockenberg [3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인 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특징적인 부분은 다른 다문화가정 여

문화가정에게까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

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5,9,18,27]에서 나타난 대상

서 좀 더 많은 연구대상자와 지역을 확대한 후속연구가 시행

자의 출신국가, 연령, 학력, 경제수준, 국내거주기간 및 한국

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중재프로그램의 구성 및 시행에 배

어 능력 등의 변인이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우자를 함께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았고, 오히려 일반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
[11,22]에서 나타난 배우자 지지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발

결론 및 제언

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가정 여성도 일반가정 여성
과 다르지 않게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매우 중요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명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여성이라 해도 경제적 조건, 학력 등의 조건이나 한국사회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배우자의 지지와 정보매

에 적응 정도보다는 배우자의 지지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달

개체 중 ‘서적/인터넷/TV’ 이용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

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으로 보아 자녀를 양

회적 지지 중 배우자의 지지가 주변인의 지지에 비해 양육효

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보와 정서적 지

능감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문화

지는 양육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거할 뿐만 아니

가정 여성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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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배우자의 지지와 주변의 지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09;14(2):77-98.

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행에 배우

7. Chung HI. Child rearing experiences of foreign wives mar-

자를 함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정보매개

ried to Korean husbands. Asian Nursing Research. 2010;

체 중 ‘서적/인터넷/TV’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될 필

4(2):75-89.

요가 있고 중재프로그램의 성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함께 시

https://doi.org/10.1016/S1976-1317(10)60008-4
8. Baik JW, Park SY. Maternal efficacy influenced by the

행되어야 할 것이다.

internet. -Based on environment & actual condition of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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