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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게시판

가정에서부터 자녀의 자신감을 키워주세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이중언어에

독려하고 응원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성취 경험이 쌓여 평소

대한 잠재력과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자신감으로

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할 것입니다.

대다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외모,
언어, 문화 등이 다른 이유로 자신의

넷째, 자녀 스스로 규칙과 습관을 정해 일상적 문제를 해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하도록 조언해주세요. 자녀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역시 부족합니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일상에서

자녀가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기를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는 다음 5가지 주제로 자녀와 친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규칙과 습관을 정할 수 있게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안내해주세요. 자녀가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적극
적인 네 태도가 보기 좋구나.’ ‘좋은 습관을 지키는 네 모습이

첫째, 자녀의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유도해주세요.
자녀에게 자신의 약점을 떠올리게 한 후 그 약점을 강점으로

활기차서 엄마 기분이 참 좋아.’ 등 자녀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바꾸어 생각하도록 유도해주세요. 예를 들어, ‘소심함’이 약점
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심하여 겁이 많을 수 있지만 그만큼

다섯째, 자녀의 꿈에 관심을 갖고 함께 만들어보세요. 자녀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실수가 적을 수 있음을 일깨워주세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에 다가가기 위한 실천 항목을 자녀와

자녀가 생각하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부정적

함께 만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훌륭한 요리사’를 꿈꾼다면

생각이 긍정적 생각으로 바뀔 때 자신감, 기쁨 등과 같은 긍정적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 올해 꼭 지켜야 할 실천 항목을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성해보세요. 이때 실천 항목은 유명한 요리사들의 동영상
찾아보기, 관련 대학 정보 탐색하기 등처럼 구체적일수록

둘째, 자녀와 함께 주변의 롤모델을 찾아보세요. 다문화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꿈을 정하지 못했더라도 꿈을

가정에서 자라 훌륭한 가수가 된 인순이, 탈북한 후 피나는 노력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가 의미 있음을 알려주시고,

끝에 한의사가 된 삼형제,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요리 오디션

그동안 쌓아올린 자신감으로 자녀의 꿈이 곧 현실로 이루어질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된 크리스틴 하 등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수 있음을 일깨워주세요.

롤모델이 존재합니다. 자녀가 이들을 보며 ‘이 사람들도 좌절을
했지만 노력 끝에 극복했구나.’ 등과 같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보이는 깊은 관심과 부모와 나누는 친밀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는 롤모델과

대화는 자녀의 자신감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비타민이랍니다.

비슷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부모가 아는 만큼 자녀의 미래도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자녀가 작은 것에서부터 성취감을 맛보도록 도와주세요.
성취 경험은 자녀의 자신감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선 자녀가 목표를 세우면, 부모님께서 목표 성취를 위한
방법이나 노하우를 전해주고 자녀가 실행으로 옮길 때마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센터장)
※ 다문화 자녀에게 필요한 진로정보 및 교육프로그램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진로교육자료>
학교진로상담지원(사회적배려대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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