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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출판된 다문화와 관련 메타분석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분석의
대상은 2000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다문화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메타분석 연구이다.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학술데이터베이스서비스(Databasepia: DBpia), 학지사 뉴논문, 한국학술정보원(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회도서관(National assembly Library), 국가과학기술정보
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를 이용하였으며, 검색어로는 “다문화”와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검색된 총 9편의 논문
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 평가를 위한 도구는 AMSTAR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총
9편의 다문화와 관련된 메타분석 논문 중에서 4편이 낮은 수준, 5편은 중간 수준의 질 정도로 평가되
었으며, 논문의 질이 높은 수준의 논문은 없었다. 포함된 논문의 질 평가 총점은 11점 만점에 4.1점으
로 나타났으며, 연구의 대상은 다문화 아동과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나
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메타분석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메타분석 연구 시 가이드라인을 따라 수행
해야 할 것과 앞으로의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 연구영역의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핵심어 : 다문화, 다문화가족, 메타분석, 질평가, AMSTA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quality of meta-analysis on multi-cultural family published
in South Korea. Relevant meta-analyses were identified through searches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Hakjisa, and
the DBpia and RISS4U databases from 2000 to Feb 2016. We analyzed 9 meta-analyses using AMSTAR, a
validated tool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systematic review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4 studies
were rated as low quality, 5 as moderate quality, and none as high quality. The mean score for the
reviews was 4.1 (range 0–8). The subject of research is limited to multi-cultural children and families.
Based on the result of data analysis, we suggested that meta-analysis should be conducted to follow the
guideline for improving the quality and focus various domains for expanding the research in multi-cultur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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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 및 국제 결혼 등의 이유로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면
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를 둔 사람은 150,051명이며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외국인 수는 2012년 267,727명에서 2015년 1,104,876명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또한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결혼이주건수가 1990년 4,710건에서 2007년 38,491건으
로 꾸준히 증가하여 다문화 가족의 수가 2030년 1,215,156가구, 2050년 2,164,886가구로 크게 증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사
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아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제정되었다[3]. 이러한 다문화 가족의 사회 부적응, 편견 및 제도적 차별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
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들이 이루어지며 있으며 메타분석 연구 또한 최근 계속 증가하
고 있다[4-8]. 이는 메타분석이 특정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특정 학문분야 또는 특정 전공분
야의 전체 연구특성 또는 시대별 동향 또는 선택된 개념이나 변수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으로 이 그 결과가 매우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 가능하기 때문이다[9][10].
메타분석은 공통된 주제로 다양하게 연구된 결과들을 일정기준(주로 효과크기)을 적용하여 통계
적으로 평가 및 분석하는 양적 연구방법으로 메타분석의 수행은 높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수반되어
야 한다[11][12]. 하지만 포함된 연구의 출판편의, 독립성 가정 위반 등으로 연구결과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받고 있다[14]. 따라서 메타분석 결과를 적용하기 전에 메타분석 연구들에
서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측정도구, 자료 분석 방법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연
구 방법론적 검증이 필수적이며 메타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질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메타분석 논문의 보고체계를 통일시키고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질 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도구들 또한 개발되어 왔다[14].
메타분석의 대표적인 질 평가 도구로는 21개의 항목과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흐름도

(flow diagram)을 제안하고 있고, 다양한 임상분야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는
QUORUM(Quality of Reporting of Meta-Analyses)[15]. 임상지침을 만들기 위한 메타분석, 체계적
문헌고찰 등을 위한 연구 보고를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MOOSE(Meta-analysis of Observation

Studies in Epidemiology)[16]. 체계적 문헌고찰의 보고양식인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14].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타분석 초기
질 평가 도구로 사용된 OQAQ(The Overview Quality Assessment Questionnaire)[17] OQAQ와

Sack’s의

checklist를

수정,

보완하여

만든

AMSTAR(Assessment

of

Multiple

Systematic

Reviews)[18][19] 등이 있다. 이 중 AMSTAR는 기존의 OQAQ와 Sack’s checklist를 토대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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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쟁점을 반영하기 위해 3개의 평가항목(언어제한, 출판비뚤림, 출판상태)를 추가하여 수정 보
완하여 개발되었다[18][19].

AMSTAR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문항이 간결하고 적용이 용이하며 낮은
질(0-3점), 중등도의 질(4-7점), 높은 질(8-10점)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점수화하여메타분석연구의 질
평가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 및 분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요영역을 정하고 주요
영역의 문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지에 대한 여부와 체계적 문헌고찰의 질을 범주화 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
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구에 비해 메타분석 연구의 연구 방법론적 검증과 함께 연구의 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평가도구로서 방법
론적인 질 평가가 가능하고 적용이 용이하여 활용도가 크다[13][19][20]는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에
서는 2011년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AMSTAR를 메타분석 연구의 질 평가도구로 사용할 것
을 권장하고 있다[21].
메타분석의 질 평가를 수행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간호학 분야 메타분석 논문의 질 평
가를 수행한 Kim, Kim(2013)의 연구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운동 관련 메타분석 논문의 질을 분
석한 Song et al.(2014)의 연구, 국내 노인관련 메타분석 연구의 방법론적 질 평가를 실시한 Song,

Gang, Kim(2014)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모두 메타 분석의 질 평가 도구로 AMSTAR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연구 주제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의 질 평가를 통해 관련 연구주제의 메타분
석 연구의 발전과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13][22][23].
이에 본 연구에서는‘다문화’와 ‘메타분석’을 주요어로 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현재시점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메타분석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메타분석 질 평가 도구
인 AMSTAR를 이용하여 다문화 관련 메타분석 연구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다문화 관련 실
무자가 근거기반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다문화 관련 메타분석 연구를 AMSTAR 평가기준에 따라 연구의 질
을 평가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 및 자료수집
국내 사회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복지학 및 간호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메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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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석 연구를 검색하기 위해 학술데이터베이스서비스(Databasepia: DBpia), 학지사의 뉴논문, 한국
학술정보원(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회도서관(National assembly

Library),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한국어로 '메타분석',
'다문화'를 주요어로 하여 2000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검색하였다.
자료검색은 인터넷과 도서관 상호대차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된 같은 주요용어를 입력한 후 독립
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자료 추출 또한 사전에 합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은 첫째, 메타분석,
둘째, 다문화 관련 효과크기를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 셋째, 한국어로 발표한 메타분석 연구이다.
검색전략에 의해 검색된 논문의 총수는 95편이었으며, 이 중 중복된 23편을 제외하였다. 남은 72편
의 제목과 초록을 살펴보고 연구의 대상이 다문화가 아닌 경우, 메타분석 연구가 아닌 경우, 단순
연구 동향 논문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논문 55편과 전문 검토 후 배제된 논문이 8편을 제거
하여 최종 9편이 논문이 선택되었다[Figure 1].

[그림 1] 문헌 검색 흐름도
[Fig. 1] Literature search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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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2.3.1 메타분석 논문의 질 평가 도구
본 연구에서 질 평가에 이용한 도구는 메타분석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AMSTAR의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다(Kim et al., 2011). 본 도구는 사전에 체계적 문헌고찰 계획의 수립 여부,
문헌선택과 자료추출 연구자의 수, 포괄적인 문헌검색 여부, 포함기준에 출판 상태 고려 여부, 포
함 및 배제된 연구목록 제시 여부, 포함된 연구의 특성 제시 여부, 포함된 연구의 질 평가 제시 여
부와 결론 도출시 사용여부, 개별연구의 결과를 결합한 방법의 적절성, 출판 비뚤림 가능성 평가,
이해상충에 대한 기술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예’는 1
점, ‘아니오', ‘대답할 수 없음', ‘적용할 수 없음’은 각각 0점을 부여하며,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총점이 최하 0점에서 최고 11점까지로 측정 가능하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0-4점은 연구의 질이
낮은 수준, 5-점은 연구의 질이 중간 수준, 9-11점은 연구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자 2인은 연구자간 측정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수행 전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절
차는 AMSTAR 도구를 이용하여 3편의 메타분석 논문을 연구자 각각 평가하여 결과를 비교해 봄
으로써 연구자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상충된 결과에 대해서는 합의과정을 거쳐 문항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고 판단기준을 정하였다. AMSTAR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평가 도구로서

Song et al. (2014)의 선행연구에서 측정자간 일치도는 Cohen's kappa=.74, Intra class coefficients
는 .96 이었으며(Song et al., 2014), 본 연구에서 측정자간 일치도는 Cohen's kappa=.791, Intra

class coefficients=.884이었다.
2.3.2 대상 논문의 연구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의 특성은 논문의 출판 분야, 연구자의 수, 연구대상, 포함된 연구와 메타분석
에 활용한 검색 데이터베이스의 수, 중심 주제, 연구 설계와 연구주제의 주요 결과 등을 조사하였
다.

2.4 자료분석
2.4.1 코딩
최종 평가대상 9편의 논문의 질 평가 내용에 대한 코딩은 사전에 핵심질문과 부합되도록 양식
을 작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연구자 2명이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의견
불일치 시에는 토론을 통해

합의된 의견을 코딩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불일치한 문항은 없었다.

연구특성은 개별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 하였으며 논문이 게재된 학문분야는 학술지명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대상 논문의 질 평가는 포함 및 배제된 연구목록 제시 항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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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종 연구목록만 보고한 경우, 이해상충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경우는 모두 '0점'으로 합의하여
처리하였다.

2.4.2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논문의 연구특성과 AMSTAR를
이용한 대상 논문의 질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 논문의 연구 특
성에 따른 질에 따른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논문의 연구특성에 따른 효과크
기 정도와 차이는 빈도, 백분율과 χ-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1. 연구특성
최종 대상 논문은 9편이었으며 연구 특성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논문의 출판연도는 2013에서

2015년까지였고, 저자의 수는 최저 1명에서 최고 4명이었다. 논문이 게재된 학문분야별로는 교육학
6편, 복지학 2편, 미술학 1편 등이 있었다.

2. 대상 논문의 연구의 질 평가
대상 논문의 연구의 질 평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질 평가 점수는 11점 만점에 평균

4.1(±1.9)점이었으며 0-4점의 낮은 수준은 44.4%, 5-8점의 중간 수준은 55.6%로 나타났으며, 9-11점
의 높은 수준의 메타분석 연구는 없었다. 11개의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를 최소 0점-최대 1점을 기준
으로 보면, '연구결과의 결과를 결합한 방법의 적절성' 항목이 평균점수 0.8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를 나타낸 항목 이었으며, ‘사전에 문헌고찰의 계획 수립 여부’, ‘포함 및 배제된 연구 목록 제시
여부’, ‘포함된 연구의 질 평가 및 기술’,‘포함된 연구의 질을 결론도출시 사용’, ‘이해상충에 대한
기술’은 평균 0점으로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 논문의 연구특성에 따른 질 평가
대상 논문의 연구 특성에 따른 질 평가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연구 특성에 따른 질 평가 점
수의 정도는 메타분석 연구에 포함된 하위 연구의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196,

p=.025). 포함된 연구의 수가 21개 이상인 논문이 20개 이하인 논문에 비해 질 평가 점수가 유의하
게 높았다. 또한 연구 대상자에 따라 연구의 질이 다르게 평가 되었으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메타연구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메타연구보다 유의하게 연구의 질 평가 점수가 높았
다(F=5.497, p=.044). 사용한 효과크기의 종류에 따라 r값과 d값을 사용한 메타분석 연구가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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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값을 사용한 메타분석 연구에 비해 연구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F=5.889, p=.038). 하지만 출
판 연도, 연구 분야, 학술지나 학위논문, 저자의 수,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의 수, 연구 디자인이나
연구 흐름도의 여부에 따른 연구의 질에 차이는 없었다.

4. 논의
최근 들어 메타분석을 이용한 연구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인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메타분석의 질 평가를 위한 도구 또한 다양한데 이
중 Potsdam Consultation on Meta-analysis[24]은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QUOROM (Quality of Reporting of Meta-analyses)[15]은 비교적 체계적이나 문항 수가 많아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도구인 MOOSE (Meta-analysis of Observation Studies

in Epidemiology)[16]는 관찰연구의 질을 평가하며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14]는 무작위 실험 연구의 질을 평가하여 대상 논문의 연
구 설계에 따라 적용이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
된 다문화 관련 메타분석 연구물을 AMSTAR 기준에 따라 평가 분석하여 메타분석의 질 향상 방
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 주제 개발 및 학문 영역 개발
이 필요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다문화 관련 연구 및 실무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다문화 관련 메타분석 연구는 2013년부터 출판되었으며 최근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9편의 논문이 교육학, 복지학 및 미술학 분야에서 출판되어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내용상으로는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유아동 교육 프로그램 개
발이 4편(44.4%)을 차지하였고 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5편(55.6%)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구 추세
는 이제는 사회의 새로운 계층으로 자리한 다문화 가족의 적응 기반 마련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임
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문화라는 용어를 통해 검색되는 총 9900여개의 논문이 출
판됨에 비하면 메타분석에 대한 논문들이 극히 적은 편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근거기반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른 메타분석 연구가 추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1. 메타분석 연구의 질 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
AMSTAR 기준에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관련한 많은 연구물들이 출판되고 있으나 연구 결과,
국내 다문화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은 4.11점으로 보통 수준의 범주에 속하였으며 분류 결과, 낮은
수준의 메타분석은 44.4%, 보통 수준은 55.6%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Song 등[13]의 연구에서
국내 운동관련 메타분석 논문의 질 평가에서 전체 33편의 분석 대상 논문 중 낮은 수준이 66.7%,
중간수준이 30.3%, 높은 수준이 3.0%라고 보고한 것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질을 유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Kim & Kim [22]의 연구에서 국내 간호학 분야 메타분석 논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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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총 42편의 연구 중 낮은 수준의 메타분석이 26.2%, 중간수준은 69.0%, 높은
수준은 4.8%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의 메타분석의 비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높은 수준의 메타분석 연구가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는 한 편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세부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에 체계적인 문헌고찰의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에서 대상 논
문 전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Song 등[13]의 연구와 Kim & Kim [22]의 연구에서 모두

100% 수행하였다고 한 것에 비해 단 한편도 사전에 체계적인 문헌고찰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
므로 향후 연구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메타분석의 중요한 오류 중 하나가 검색 오류인
데‘문헌선택과 자료추출을 여러 명이 수행 하였는가’와 ‘포괄적인 문헌검색이 되었는가’는 55.6%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 Kim [22]의 연구에서 19.0%만이 기준에 충족한 것에
비해 높은 비율로 다문화 관련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메타분석 자료의 오류를 감소시키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자료추
출과 코딩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자료 추출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자
인식의 향상 및 문헌 선택과 자료 추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불일치를 합의하는 방안 마련을 위
해 연구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AMSTAR의 평가 항목 중 ‘배제된 연구 목록이 제시 되었는가’와‘개별 연구의 질 평가 실
시 여부’, ‘이해상충이 기술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은 9편 모두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 관련
메타분석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13][22]. 이에 대해 Song
등[13]은 메타분석 결과의 보고 기준인 PRISMA와 AMSTAR의 평가기준의 차이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면서 메타분석 질 평가 도구와 보고 기준 간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개별 연구의 질
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도 개별 연구의 질 평가가 부족한 편으로 조사되고 있
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 평가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2].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20-30%가 포함된 연구의 질을 평가하여 보고한 데 반해, 다문화 관련 메타분석 연구
에서는 단 한편도 질 평가를 포함하지 않았다. 포함된 연구의 질 평가는 메타분석 연구 결과의 질
을 입증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행될 연구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포함된 연
구의 질을 평가하고 보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해상충에 대한 기술은 추후 연구비지원에 대한
오류를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하지만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비 출처를 보고하거나 하위
군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없었다. 다문화와 관련하여 정책적 지원의 증가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실시하는 연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의해 메타분석의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명확
한 분석과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추후 연구비의 지원 유무가 연구 결과에 오류를
미치지 않도록 개별 연구의 지원 유무, 영리목적, 학술 목적의 지원을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2].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다문화 관련 메타분석 연구의 질 수준은 보통 수
준의 연구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높은 수준의 메타분석 연구를 위한 각 분야별 개선 노
력과 함께 메타분석의 민감성 확인 연구 또한 추후 연구로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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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특성에 대한 논의
본 연구를 위해 국내 학술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추출한 9편의 메타분석 논문 중 6편의
논문이 교육학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교육학을 제외한 타학문에서의 메타분석 연구가 아직 미
비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유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로 국한되어 있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메타분석 연구 주제의 확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
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과반수가 절대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25] 다문화 가정
의 개인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및 다문화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사
회적 편견 및 차별, 사회적 지지체계, 자녀 양육 문제 및 문화적 차이 수용 등 다양한 접근방법으
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26-28].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경험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 다문화 가정 이해 프로그램 중재 연구 및 인식 수준의 차이를 재확인하는 반복 연구 또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문화와 타
문화를 동시에 인정하는 문화적 역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다문화 배경을 지닌 부모교육 중 외
국인 대상이 아닌 한국인 배우자를 통한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인종 및 문
화적 차이의 이해를 도와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용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와 관련된 메타분석의 질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
로 다문화와 관련한 향후 간호 중재 및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근거 기반에 기초한 다문화 간호
실무 향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출판된 9개의 메타분석 연구를 분석한
결과, 질 평가 점수는 4.11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낮은 수준의 메타분석은 44.4, 보통 수준의 메타분
석은 55.6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특성에 따른 질 평가 결과 학술지 등재지에 출판한 논문이 평가
점수가 높았다. 항목별 분석 결과 문헌 고찰의 계획 수립 여부, 포괄적인 문헌 검색, 출판 상태의
포함기준, 연구 특성 제시 개별 연구 결과의 결합 방법의 적절성 여부, 출판 편의 가능성 평가 여
부를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헌 선택과 자료
추출을 적어도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문헌 선택과 자료추출이 이뤄져야 하며 의견 불
일치를 해소하는 합의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포함된 연구 목록의 제시가 필요하며 타당화
된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의 질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의 질 평가 결과를 논의나 결론을 도출할 때
활용하여야 한다. 메타분석 연구 뿐 아니라 포함된 개별 연구물의 연구비 출처와 이해상충에 대한
명시를 연구자원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여 메타분석의 오류를 피하고 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해
야 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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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메타분석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 주제 개발 및 학문 영역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과
학적 근거에 기반한 다문화 관련 연구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 보고기준에 따라
연구결과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다문화 관련 학회에서는 메타분석 연구
논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질평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포함된 연구의 연구 특성
[Table 1] Study characteristics of studies included
ID Year Author

Field of
Studies
Participants
Database
research
included

Topic

1

2014

2

education

marriage
migrant women

53

4

martial
satisfaction

2

2015

4

welfare

marriage
migrant women

37

5

acculturative
stress

29

3

multicultural
education
interventions
for early
childhood

17

1

18

2

multicultural
early childhood

Study
design

Main outcomes of
interest(effect size)

Total effect size = .305
parent-in-laws (ESr=.480)
social support (ESr=.430)
psychology (ESr=.347)
Correlation
marriage partner (ESr=.324)
children (ESr=.261)
personal characteristic
(ESr=.106)
Korean language ability
(g=-.413)
economic difficultyties
(g=.397)
acculturative stress
acculturative
(g=-.850)
stress
family relations (g=-.778)
conjugal relations
(g=-.593)
relationship with children
(g=-.339)
multi-cultural awareness
(z=22.983, p<.001)
social capability
Intervention
(z=14.098, p<.001)
creativity (z=8.604,
p<.001)

3

2014

2

education

4

2015

1

education

5

2014

3

welfare

6

2014

1

education

multicultural
early childhood

36

6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Intervention

7

2013

2

education

General
children

36

1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Intervention

Total effect size = 1.406

Intervention

Total effect size = 2.007
maladjustment (ES=10.514)
mitigation of stress
(ES=2.244)
communication & personal
relations (ES=2.043)
self-development (ES=1.985)
restoration to health
psychology (ES=1.436)

8

220

2015

1

arts

multicultural
and general
childhood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family

19

1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domestic
violence

art therapy

Intervention
Non-RCT

Total effect size = .802
domestic violence (z=2.947,
p<.001)
Total effect size = .96
culture (ESsm=1.43)
social relations (ESsm=.87)
prejudice (ESsm=.75)
identity (ESsm=.69)
creativity (ESsm=.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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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4

1

education

multicultural
children

54

5

school
adjustment
variables

multi

Total effect size = .378
school environment
(ES=.490),
family background (ES=.371)
individual mental factor
(ES=.373)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ES=.023)

* RCT: Randomized Clinical Trials, ESsm: Difference Effect Size, The Product-Moment Correlation: ESr,
Effect size: Es
[표 2] 다양한 체계적 고찰의 평가 점수
[Table 2] Scores of assessment of multiple systematic reviews
No

Items

Yes
N(%)

M ± SD

1

Was an 'a priori' design provided?

0( 0.0)

0.00±0.00

2

Was there duplicated study selection and data extraction?

5(55.6)

0.55±0.52

3

Was a comprehensive literature search performed?

5(55.6)

0.55±0.52

4

Was the status of publication (i.e. grey literature) used as an inclusion criterion?

7(77.8)

0.77±0.44

5

Was a list of studies (included and excluded) provided?

0( 0.0)

0.00±0.00

6

W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cluded studies provided?

6(66.7)

0.66±0.50

7

Was the scientific quality of the included studies assessed and documented?

0( 0.0)

0.00±0.00

8

Was the scientific quality of the included studies used appropriately in formulating
conclusions?

0( 0.0)

0.00±0.00

9

Were the methods used to combine the findings of studies appropriate?

8(88.9)

0.88±0.33

10

Was any conflict of interest stated?

6(66.7)

0.66±0.50

11

Was the likelihood of publication bias assessed?

0( 0.0)

0.00±0.00

Total

Level

of quality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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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90

Low (0-4)
Moderate (5-8)
High (9-11)

4(44.4)
5(55.6)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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