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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본 연구는 먼저 전국의 주요 거점 다문화지원센터 14개에서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어 학습과 개선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어
교재의 개선 및 한국어 강사의 다문화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이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다
문화가족은 강의교재보다 한국의 강의자의 능력과 강의자의 열성과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 가운데 어휘 혹은 관용어 교재, 읽기, 쓰기, 문법교재 등의 순으로 좀 더 개선되
기를 바라고 있으며, 말하기 수업과 한국사회와 한국문화 이해 관련 수업을 좀 더 해줄 것을 요구하
고 있다. 통계분석 결과, 한국어교육은 한국사회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이 한국어
교육은 상호문화 이해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한국어 교재 개선, 한국어수업시간 증가, 문화
와 역사 이해 등의 수업시간에 대한 증가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한국어수업교재와 교재언어가
좀 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제어: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학습애로, 정준상관, 판별분석

1) kosmos5710@hanmail.net

- 29 -

다문화교육연구, 제8권 제1호

Ⅰ. 서 론
년 12월 현재 KOSIS의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주민은 전체 주민
인구 50,948,272명 중 2.84%를 차지하고 있는 등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도 소위 다문화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4월 4일 ‘다
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
루어진 가족 및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인구는 2013년 연
말 기준 약 3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 통합지원 대책’,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
원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리고 2011년 4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법(제 3조 4항) 신설로 소관업무가 종전 여성가족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전되었
고, 복지지원은 여성가족부, 사회통합은 법무부가 주관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교육, 통합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
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정부는 다문화가족과 내국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안착과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적극적
으로 학습시키고 교육시키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우리나라 정부의 여러 부서들에서 기
능과 역할이 많이 중첩되어 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및 법령을 앞
다투어 만들어 왔으며, 이에 따라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도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 거주
민들의 생활, 복지, 교육 등에 관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해오고 있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어를 습
득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가장 큰 바램사항이므로 정부는 이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별 정책 대
상별로 한국어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 여성가족부 용역인 ‘결혼이민자 한국
어교육 효율화 방안 실태조사’(정해숙 외) 에 나타나 있듯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
국어교육 지원 사업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 의해 각기 수행되면서, 상호연계 또는 보완
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사․중복성을 보일 뿐 아니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09: 국회예산정책처, 2009). 이에 따라
2010년 6월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사업의 연계강화를 위해 4개 정부부처(행정안전부,
2013

1)

1)

정해숙 외(2012),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효율화 방안 실태조사’ p.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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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
육을 표준화하고, 사업의 중복 추진을 지양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어교육 지원의 효율
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해 감에 따라 2000년대 들어 다문화사회에 있어
한국어교육의 수업과 학습방향과 목표 등에 대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 왔지만,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현재 다문화 가족의 한국어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미진하여 여기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어교육의 효율
적 지원과 운영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한국어 학습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현장에서의 애로점
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과 체계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가 상당히 부족하거
나 소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수강과 교육의 경험에 바탕으로 기존 연구
들이 거의 분석하지 않았던 학습변인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먼저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전국의 다문화지원센
터에서 450여명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증분석에 있어 선행 연구들이 거의
고려하지 않았던, 학습변인들인 학습자의 국적, 한국어교육의 다문화 혹은 간문화 지향 여
부, 한국어교육의 현실상황에 대한 실제성과 도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여 이들 학습변인
에 따른 한국어학습에 대한 경험과 어려운 점등을 분석한다.
셋째, 기존연구에서 거의 하지 않았던 연구방법으로서,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의 학습변인
에 따른 학습 경험과 애로, 지원 등에 대한 통계적 차이성과 연관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분산분석, 정준상관분석과 판별분석 등을 통계분석을 한다.

Ⅱ. 선행 연구
년대 후반 들어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어교육방향과 한국어교과와 교재개발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러나 다문화가족의 요구와 특성을 감안한 기초조사가 부족하고, 이를 근거로 한 다문화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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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한국어교육 및 학습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연관된 연구는 이관식(2010), 김은경(2007), 정미
향(2009) 등이 지역에서의 한국어교육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한국어교육 지원 정책이나 방문
교육을 제시하였다.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연관된 연구는 김일란․김남형(2008), 강주현
(2008), 조향록(2008), 이성순(2010)이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유럽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언어
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이민자를 위한 언어정책을 소개하고 그 발전방향
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장교사들이 다문화관련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 한국
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방안과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연구로 한국교육평가원
(2009)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Ⅲ)-한국어교육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오은순)에서는 학습하도록 구축된 교수 내용은 ‘생활 언어 능력’, ‘교과 학습 언어 능력’,
‘다문화 이해 능력’, ‘자국어 능력’ 등이며, 평가 방법으로 제안한 것은 ‘확인 및 진단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 수료 평가’ 등을 제안하였다. 그 외 인적, 물적, 심리적 지원 등으로 다문
화가정학생을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지원을 위한 교재개발에 대한 연구로서, 김선정(2009)은 여성 결혼이민
자들 대상 연구와 개발교재 등이 학습자인 결혼이민자나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교사들의
요구분석이나 상황분석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이를 위한 교재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
다. 조수진 외(2008)는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에 대해 연구
를 하였다. 심혜령 외(2009)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학부모 역할 수행 시 필요한 교육용 기
본어휘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황미경(2012)은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인력의 다문화 역량과 서비스 질에 관한 통계분석을 하였다. 오은순(2012)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실태 및 요구분석을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학습변인들을 분석함 없이 한국어
교육에 있어 국적, 한국어 정체성, 다문화시각에서의 한국어교육목표 등을 포함학습변인별
연관성과 차이성 등을 실증적으로 통계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의 지원과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직접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학습변인
별 애로점과 개선요구에 대한 학습변인별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한국어교육
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2)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다문화사회의 국어교육 정책 방향 연구, 연구보고 2010-8, pp.7-8,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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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 개선 요구 조사
1. 조사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전국시도의 205개의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지원센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국 다문화 한국어교육 거점지원센터들 중에서 전국 각시도 1개씩 총 16개
한국어교육지원센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 수준의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
는 수강생을 고루 선정하여 수준별로 각각 10부씩 설문조사를 보냈는데, 14개의 거점 다문
화가정 한국어교육지원센터의 460여명에게서 설문을 회수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표본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의 표본선정이 기존연구에서처럼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우리나라 전국 14개
광역시도의 거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재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표본수집의 회수율을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16개 다문화가족본부와 지
원센터에 협조공문을 보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조사하고 수집하였
다.
넷째, 설문지 문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문 오류를 줄이기 위해, 설문 문항 작성과 표
현, 그리고 설문지 작성언어 선택 등을 다문화가족본부의 설문지 전문 연구팀들의 협조와
피드백, 그리고 감수를 받아 철저히 작성하였다.
다섯째, 외국출신 한국어교육 수강생들의 설문에 대한 답변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증진시
키기 위해 다문화가족본부의 제언에 따라 설문지를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외국 거주민들이
가장 많은 출신국가들을 고려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등 총 4개국으로 된 설
문지를 각각 만들어 다문화가족의 설문지 답신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2. 조사 결과
설문지 응답 언어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언어사용을 고려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한국
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베트남어 등 4가지 언어로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총 응
답자 460명 가운데 한국어 설문지 응답자는 102명으로 22.17%, 영어 응답자는 76명으로
16.52%, 중국어 응답자는 130명으로 28.26%, 베트남어 응답자는 152명으로 33.04%를 차지하
여, 응답지는 베트남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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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가와 국적 정체성
다문화가족 응답자들의 출신국가를 보면, 총 응답자 458명 가운데 베트남이 180명으로
39.30%로 1위를 차지하였고 중국A(한족 및 기타)이 102명으로 22.27%, 중국B(한국계 및 조
선족)이 46명 10.04%를 차지하였고, 필리핀이 63명으로 13.76% 등을 차지하고 있는 등 높게
나타났고 그 외 국가들은 모두 5%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적을 보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총 응답자
392명 가운데, 외국국적이 307명으로 78.32%로 아주 높게 나타나 있으며, 귀화하여 한국국
적을 가진 사람이 56명으로 1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국적자도 29명으로 7.4%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들은 국적 정체성으로 보면 아직 외국국적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2)

한국사회 유대감
먼저, 한국어교육은 한국사회 소속감 혹은 유대감을 증진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표 1>
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어교육은 한국사회 소속감 혹은 유대감을 증가시킨다는 응답이 436
명 중 92.43%인 403명으로 나왔고 7.57%는 한국어교육이 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키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은 실제로 대부분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정착
하고 소속감과 유대감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표 1> 소속감 혹은 유대감 증진 여부
소속감 증진 여부
빈도
①예
403
② 아니오
33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92.43

403

92.43

7.57

436

100.00

다문화 혹은 간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한국어교육 성격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이 일방적인
한국문화를 이해시키려는 동화교육을 지향해야 하는가 아니면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이해하
는 간문화교육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족 수강생들의 약 2/3
가 한국어교육은 ‘한국문화 이해와 한국사회 동화’를 위한 일방적 동화교육적인 다문화교육
4)

<표 2> 한국어교육의 다문화교육 성격
한국어 다문화교육 측면 성격
① 한국 문화이해와 한국사회에 동화
② 한국과 모국의 문화 상호 이해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166

37.73

166

7.73

273

62.28

44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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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이 아니라 ‘한국과 다문화가족의 모국의 다문화를 서로 이해’하는 수평적 다문화 혹
은 간문화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교재와 자료 및 강의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표 3>에서
총 응답자 418명 가운데, 교재 및 자료의 종류 다양화가 38.28%, 한국어 강사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 27.27% 순으로 높게 나왔고, 교재 및 자료의 내용 17.94%, 한국어 강의
질 개선 16.51%로 각각 나타나 다문화가족은 교재 종류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한국어 강사
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교재 및 자료의 내용보다 높게 나타나, 다문화가족에 대
한 좀 더 친근하고 친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5)

<표 3> 교재 및 강의
개선 요구사항
① 교재 및 자료의 내용
② 교재 및 자료의 종류의 다양화
③ 한국어 강의 질 개선
④ 한국어 강사의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75

17.94

75

17.94

160

38.28

235

56.22

69

16.51

304

72.73

114

27.27

418

100.00

학습 지원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수강생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있어 가장 지원하여야 할 점으로는
무엇보다 한국문화 체험 연수기회 제공이 총 응답자 416명 가운데 152명 즉 36.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교재 공급이 30.77%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시설 마련 14.66%, 교육기관 운영의 재정적 지원 9.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하
여 한국어교육에 있어 한국문화 체험연수가 적절한 교재 공급과 함께 절실히 요구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6)

<표 4> 한국어 학습 지원
학습 지원
① 교육시설 마련
② 적절한 교재 공급
③ 한국문화 체험연수 기회
④ 교육기관 운영의 재정적 지원
⑤ 기타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61

14.66

61

14.66

128

30.77

189

45.43

152

36.54

341

81.97

39

9.38

380

91.35

36

8.65

416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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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수업 시간과 수업 교재
한국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수업 개선 요망사항을 부문별로 조사한 결과, 먼
저 한국어 교재개선 분야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수준별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휘 혹은 관용어 교재 개선, 읽기 교재 개선, 쓰기 교재 개선, 문법교재 개선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의 영역별 수업시간 증가 요구에 대한 조사결과는 말하기 시간의 증가 요구가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법 시간과 쓰기 시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말하기 시간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의사소통에 중요하기 때문이고 문법과 쓰기시간 증대는 다문화가족이 가
장 힘들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업시간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선정(2012)은
여성이민자들은 낱말보다 문법 형태소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장구성을 할 때
다양한 문법형태소를 결합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했다. 그 다
음으로는 듣기시간과 어휘시간 등의 순으로 수업시간 증가요구가 높게 나타났는데 듣기 시
간과 어휘 시간 역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영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선정(2012)은 또한
여성이민자들이 발화한 문장에 포함된 낱말의 수가 일반 한국여성들이 발화한 문장의 낱말
수보다 적다고 했고 발화수를 형태소로 나누어 보면 한국여성의 값과 결혼이민자의 값의
차이가 큼을 밝혔다. 읽기 시간과 문학시간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한국어 이외의 연관수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 한국사회 이해 수업과
한국문화 이해 관련 수업이 높은 순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의사소통과
한국사회 동화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수업으로는 한국 경제 이해
시간과 한국역사 이해 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강의 개선 부문에 대한 조사결과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강의자의 열성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강의자의 능력과 강의의 질로 나타나 강의교재 같은 것 보다는 강의자가 한
국어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교육에 있어 강의자의 열성과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역시 강의자의 다문화에 대한 시각과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
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있어 강의자의 열성과 강의자 자질 뿐만 아니라 강의자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시각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에 있어 한국어 강의․수업에 지원 요망사항으로는 강의 및 수업
지원시설이나 매체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강의의 수준별 수업, 다문화가
족의 한국어 수강에 대한 지원금과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강의실 수강인원 조절 등의 순
으로 비교적 중요하게 나타났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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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어수업 개선 요구

한국어
교재 개선

한국어수업
시간 증가
요구

연관수업
필요성

강의개선

강의․수업
지원 요망

개선 요구사항
1. 좀 더 쉽게 만들기
2. 좀 더 수준별로 만들기
3. 듣기 교재 개선
4. 읽기 교재 개선
5. 쓰기 교재 개선
6. 문법 교재 개선
7. 어휘 혹은 관용어 교재 개선
1. 말하기 시간
2. 듣기 시간
3. 읽기 시간
4. 쓰기 시간
5. 문법 시간
6. 어휘 시간
7. 문학(시, 소설, 시나리오) 시간
1. 한국 문화 이해
2. 한국 역사 이해
3. 한국 사회 이해
4. 한국 경제 이해
1. 강의 교재의 개선
2. 강의 수업의 준비
3. 강의자의 능력과 강의 질
4. 강의 속도 조절
5. 강의자의 다문화 시각과 이해
6. 강의자의 열성
1. 강의실의 수강인원 조절
2. 강의 수준별 수업
3. 강의 및 수업 지원시설 매체
4. 수업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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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3.3856502

0.0580875

3.7494357

0.0497785

3.6734234

0.0491755

3.7188209

0.0497952

3.7184685

0.0489767

3.7184685

0.0508109

3.7237443

0.0505744

3.9795918

0.0511069

3.9164786

0.0500202

3.8806306

0.0499463

3.9166667

0.0500095

3.9458239

0.0496507

3.9109589

0.0502612

3.7018779

0.0531337

4.0090703

0.0450591

3.9227273

0.0474758

4.0251142

0.0440096

3.9477273

0.0453808

3.6363636

0.0496320

3.7442396

0.0475342

3.8795455

0.0477608

3.6979405

0.0489282

3.8493151

0.0480574

3.9417249

0.0479149

3.6697248

0.1062340

3.8045977

0.0484076

3.8221709

0.0480184

3.7528604

0.0527073

중요도
순위
⑦
①
⑥
③
④
④
②
①
④
⑥
③
②
⑤
⑦
②
④
①
③
⑥
④
②
⑤
③
①
④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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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학습 어려움과 개선에 대한 통계분석
한국어교육과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국적과 한국어교육의 소속감 혹은 유대감 증대 여
부, 한국어교육의 다문화 혹은 간문화 성격 등에 따라 한국어교육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학
습애로와 지원요구 등에서의 연관성과 차이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SAS 통계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여러 통계분석을 한다.
1. 교차분석
한국사회 유대감 증진과 수업 개선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어수업이 한국사회 유대감 혹은 소속감(a3)을
증진시키는지 여부와 한국어수업 개선 요망사항 5 가지 유형 즉 한국어 교재 개선(j117), 한
국어수업시간 증가(j814)와 연관수업의 필요(j1518), 강의 개선(j1924), 강의 수업 지원요망
(j2528)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χ2통계량의 값과 likelihood ratio χ2
값, Mantel-Haenszel χ2값, Mantel-Haenszel χ2값, Phi 계수값, 분할표계수(contingency coefficient)
값, 그리고 Cramer's V값 등으로 살펴본다.
먼저 한국어교육이 한국사회 유대감 혹은 소속감을 증진시킨다고 다문화가족이 생각할수
록 한국어수업의 개선 요망사항 중 한국어 교재개선, 한국어수업시간 증가, 한국 문화와 역
사, 사회와 경제 등 연관수업에 대한 증가 요구 혹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어교육의 한국사회 유대감 혹은 소속감 증진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강의교재, 수업준비, 강
의자의 능력과 강의 질 등의 강의개선과 수강인원 조절과 수준별 수업, 강의시설 지원과
수업 지원 등의 강의수업 지원 등을 공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5% 내지 10% 유의수준에
1)

<표 6> 유대감 증진과 개선 요구
유대감*
개선사항
통계량

교재 개선
값(확률)

j117

수업 증가
값(확률)

j814

연관수업필요
값(확률)

j1518

강의개선
값(확률)

j1924

수업지원
값(확률)

χ2

16.7535 0.0022

42.0145 0.0179

27.0208 0.0124

22.6955 0.4191

12.5635 0.7044

likelihood ratio χ2

16.9944 0.0019

35.4500 0.0804

31.4759 0.0029

23.7327 0.3614

12.9705 0.6749

13.7007 0.0002

9.0858 0.0026

13.4219 0.0002

6.3363 0.0118

2.4517 0.1174

j2528

2

Mantel-Haenszel χ
Phi

계수

0.2004

0.3299

0.2580

0.2412

0.1777

contingency

0.1965

0.3133

0.2498

0.2345

0.1749

Cramer's V

0.2004

0.3299

0.2580

0.2412

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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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 성격과 한국어교육 개선
한국어교육은 다문화를 지향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문화를 지향하는지 여부(a2)와 교재 및
교육과 관련된 개선점 간 각각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표 7>에 나타나 있듯이 교차분
석을 통해 χ2통계량의 값과 여러 통계량 등으로 살펴본 결과 5% 유의수준에서 모두 연관
성이 나타나 있다.
2)

<표 7> 다문화교육 성격과 한국어교육 개선
다문화․간문화(a2)
교육개선(a9)
통계량
값
(확률)
2

chi-square (χ )
2

likelihood ratio χ

2

Mantel-Haenszel χ

계수
contingency 계수

16.3041

0.0382

16.8111

0.0321

3.9254

0.0476

0.1994

Phi

0.1956
0.1410

Cramer's V

2.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한 차이성 분석
다문화 교육목적에 따른 한국어 수강만족도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한국어교육목적(a2)이 다문화 지향적인가 혹은 간문화 지향적인가에
따른 한국어 수강만족도(a5)와 한국어 교재 부적합 이유(a6)에 대한 차이점이 <표 8>에서
나타나 있다. F값으로 볼 때, 5%와 10% 유의수준에서는 한국어 수강만족도(a5)에 대한 차이
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어 교재 부적합 이유(a6)에 대한 차이점은 5% 유의수준
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어교육목적(a2)에 따라 한국어 수강만족도(a5)와 한국어 교재 부적합 이유(a6)
2가지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여 차이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여러 통계량 값 등으로 분
석해 볼 때 유의적인 차이점이 5% 유의수준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이 한국어수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기 때문에 유의적인 차
이가 없이 나타났지만, 한국어교육이 간문화 지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문화가족이
훨씬 더 한국어수업교재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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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다문화 교육목적에 따른 수강만족도와 한국어 교재
개별: a2(독립변수)
anova Sum of Squares
Mean Square
a5 수강 만족도
0.24202143
0.12101071
18.36125461
9.18062731
a6 교재 부적합이유
전체: a2(독립변수)
a5
통계량
Value
F Value

F Value

Pr > F

0.20

0.8178

5.49

0.0045
a6
Pr > F

Wilks' Lambada

0.97246748

2.77

0.0264

Pillai's Trace

0.02753698

2.76

0.0269

Hotelling-Lawley Trace

0.02830743

2.79

0.0261

Roy's Greatest Root

0.02814449

5.56

0.0042

다문화 교육목적에 따른 강의언어와 교재언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한국어교육 목적(a2)이 다문화 혹은 간문화 지향적인가에 따른 한국
어 교재의 언어 채택 요구(a7)와 한국어수업시 언어 채택 요구(a8)에 대한 차이점은 F값으로
볼 때, 5% 유의수준에서 모두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 유의수준에서는 한국
어교육 목적(a2)이 다문화 지향적인가 아니면 간문화 지향적인가에 따라서 한국어 교재의
언어 채택 요구(a7)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어 교재의 언어 채택 요구(a7)와 한국어수업시 언어 채택 요구(a8) 2가지 모두를 동시
에 고려하여 한국어교육 목적(a2)에 따라 차이성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Wilks' Lambada값,
Pillai's Trace값, Hotelling-Lawley Trace값, Roy's Greatest Root 값 등으로 분석해 볼 때 5% 유의
수준에서 모두 차이성이 없이 한국어와 모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일 많이 원하는
2)

<표 9> 다문화 교육목적에 따른 교재언어와 수업언어
개별: a2(독립변수)
anova Sum of Squares
a7 교재언어
7.23180498
1.34270626
a8 수업언어
전체: a2(독립변수)
통계량
Value

Mean Square

F Value

Pr > F

3.61590249

2.39

0.0932

0.67135313

0.35

0.7045

a7

a8

F Value

Pr > F

Wilks' Lambada

0.98880410

1.19

0.3144

Pillai's Trace

0.01119600

1.19

0.3146

Hotelling-Lawley Trace

0.01132255

1.19

0.3139

Roy's Greatest Root

0.01131280

2.39

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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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앞의 분석은 독립변수가 하나이고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의 일원 다변량 분석
(one-way MANOVA)이었지만, 본 절에서는 독립변수가 2개 혹은 2개 이상이고 종속변수가 2
개 이상인 경우의 이원 다변량 분석(two-way MANOVA)을 한다.
국적별 한국어 수강 및 학습 어려움에 대한 차이성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국적(b1)에 따른 한국어를 배우는데 있어 2개 한국어
수강 및 학습 애로사항에 대한 차이성을 살펴보기 위해 MANOVA 분석을 한 결과가 <표
10>에 나타나 있다. 국적(b1)에 따라서 한국어수업 교재의 애로사항(i17)에 대한 차이성은
5% 유의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강의수업 이해의 애로사항(i813)에 대해서는 외국국적
을 가지고 있을수록 강의 이해의 애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나
타났다.
한편, 한국어 학습 애로사항 영역 2 가지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여러 통계량 값
등으로 분석해 볼 때 국적별(b1)에 따른 학습 애로사항에 대한 차이점이 5% 유의수준에서
나타났다.
3)

<표 10> 국적별 한국어 수강 및 학습 어려움의 차이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anova Sum of Squares
i17 교재난이도
b1 국적
2.27536298
i813 강의 수업이해
b1 국적
8.51821077
독립변수
통계량
Value
b1

Mean Square

F Value

Pr > F

1.13768149

2.22

0.1099

4.25910539

6.77

0.0013

F Value

Pr > F

Wilks' Lambada

0.95001365

4.43

0.0015

Pillai's Trace

0.05030363

4.41

0.0016

Hotelling-Lawley Trace

0.05228248

4.45

0.0016

Roy's Greatest Root

0.04483317

7.67

0.0006

국적별 수업개선 요구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국적(b1)에 따른 한국어를 배우는데
있어 5개 수업개선 요망사항에 대한 차이성을 살펴보기 위해 MANOVA 분석을 한 결과가
<표 11>에 나와 있다.
먼저 국적(b1)에 따라서 교재개선(j1924), 한국어수업시간 증가(j814), 연관수업 필요(j1518),
강의 개선(j1924), 그리고 강의수업 지원(j2528) 5개 요망사항 각각에 대해 모두 5% 유의수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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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적별 교재, 수업, 강의 개선 요구사항 차이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Sum anova
of Squares
j1924 교재개선
b1 국적
1.31343628
j814 한국어수업시간 증가
b1 국적
1.82356013
j1518 연관수업 필요성
b1 국적
0.20412939
j1924 강의개선
b1 국적
2.69289571
j2528 강의수업 지원요망
b1 국적
0.59253361
독립변수
통계량
Value
b1

Mean

F Value

Pr > F

0.65671814

0.76

0.4701

0.91178006

1.11

0.3319

0.10206470

0.14

0.8711

1.34644785

1.62

0.1992

0.29626680

0.34

0.7105

Square

F Value

Pr > F

Wilks' Lambada

0.97510651

0.73

0.6934

Pillai's Trace

0.02502413

0.73

0.6918

Hotelling-Lawley Trace

0.02539502

0.73

0.6942

Roy's Greatest Root

0.01791799

1.04

0.3947

에서 차이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어수업개선 사항 5개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였
을 때도 국적(b1)에 따른 차이점이 Wilks' Lambada값, Pillai's Trace값, Hotelling-Lawley Trace값,
Roy's Greatest Root 값 등으로 분석해 볼 때도 5% 유의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3. 정준상관분석과 판별분석
유대감, 학습 유용성과 한국어 교재 개선 요구의 정준상관
한국어수업이 한국사회 유대감 혹은 소속감을 증진시키는지 여부(a3)와 한국사회 생활하
는데 실제 도움 여부(a4)에 대한 2개 변수들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어수업교재 개선 요망사항
7개 변수(j1-j7)들 간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한 결과가 <표 12>의
A, B, C 그리고 D항에 각각 나타나 있다.
A항에서 첫 번째 정준상관계수는 0.20, 두 번째 정준상관계수는 0.12로 각각 나타나 있다.
B항에서는 첫 번째 정준변수의 쌍이 두 집단 간 상관관계의 72.38%, 나머지 정준변수의 쌍
이 두 집단 간 상관관계의 27.64%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고유값은 각각 0.041과 0.016으로
나타나 있다.
C항과 D항에서 우도비(Likelihood Ratio)와 이에 대한 F 통계량 값을 살펴보면, 첫 번째의
정준상관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두 번째의 정준상관계수
모두 5%와 10% 모두 유의하지 못하다. 또한 Wilk's Lambda가 0.95, Pillai's Trace 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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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각 나타났고 이들 모두의 F 통계량
값은 모두 5% 유의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수업교재 개선 요망 사항들과 한국어 수강을 통한 유대감과 현실성
여부 간의 정준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대감과 현실감 증대를 위해 한국어 교재
를 개선할 필요가 나타났다.
Hotelling-Lawley Trace 0.06, Roy's Greatest Root 0.04

<표 12> 유대감, 학습 유용성과 교재 개선요구 간 정준상관
A. 정준상관계수 분석
정준변수
정준계수 조정된 정준계수

표준오차

자승정준계수

1

0.198508

0.154019

0.052327

0.039405

2

0.124204

0.103639

0.053633

0.015427

비율

누적값

0.7236

0.7236

0.2764

1.0000

정준변수

고유값

1

0.0410

2

0.0157

정준변수

B.

고유값 분석
차이
0.0254

통계적 유의성 검정
우도(Likelihood Ratio)
F 통계량
C.

Pr > F

1

0.94577579

1.87

10

662

0.0462

2

0.98457334

1.30

4

332

0.2696

D.

통계량

값

Wilk's Lambda

다변량 통계량과 F 값
F

Pr > F

0.94577579

1.87

0.0462

Pillai's Trace

0.05483211

1.87

0.0461

Hotelling-Lawley Trace

0.05669030

1.87

0.0467

Roy's Greatest Root

0.04102194

2.72

0.0198

국적별 학습 애로사항과 개선요구 차이의 판별분석
국적에 따른 세 집단인 한국국적, 외국국적 그리고 이중국적에 따른 국적(판별변수)별로
다문화가족의 7가지의 한국어 학습과 강의 영역의 애로사항(판별관측변수)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분석한다.
<표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판별분석을 한 결과 한국국적, 외국국적 그리고 이중국
적에 따른 국적(판별변수)별로 다문화가족의 7가지 한국어 학습과 강의 영역의 애로사항(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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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측변수) 차이성은 애로사항의 항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국적에 교재학습과 강의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F 통계량 값과 F
통계량의 확률 값으로 볼 때, 교재난이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5% 혹은 10% 유의수준에서
국적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별되었지만, 강의에 대한 수업이해도에 대한 애로사항은
국적별로 차이성이 5% 혹은 10% 유의수준에서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둘째. 한국어수업 개선 요망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F 통계량 값과
F 통계량의 확률 값으로 볼 때, 한국어 교재개선, 한국어수업시간 증가, 연관수업 필요, 강
의능력과 열성 및 수준개선, 강의시설․수업 인센티브 등 지원 등 모든 애로사항들에서 국
적별로 차이성이 5% 혹은 10% 유의수준에서 없는 것으로 판별되어, 한국어수업 개선요망
에 대해서는 한국어 수강생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개선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3> 국적별 한국어 학습 애로와 개선요구 판별분석
교재학습과
수업애로
한국어수업
개선 요구

판별관측변수
교재난이도
강의에 대한 수업 이해도
한국어교재 개선
한국어수업시간 증가
연관수업 필요
강의 능력과 열성 및 수준 개선
강의시설․수업 인센티브 등 지원 요구

국적
F

F(Pr>F)

2.22

0.1099

6.77

0.0013

0.76

0.4701

1.11

0.3319

0.14

0.8711

1.62

0.1992

0.34

0.7105

Ⅴ. 결 언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으나 실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
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어학습의 어려움과 학습지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어학습에 있어 실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지원요구 등에 대한
변인별 연관성과 차이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재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교재 및 자료의 종류 다양화와 한
국어 강사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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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학습지원에 있어 교재와 재정적 지원 혹은 시설보다도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한국어 교재개선 분야에서는 한국어 교재 가운데 어휘 혹은 관용어 교재 개선, 읽
기 교재 개선, 쓰기 교재 개선, 문법교재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의 영역별 수
업시간 증가 요구에 대한 조사결과는 말하기 시간의 증가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는 문법 시간과 쓰기 시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이외의 연관수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 한국사회 이해 수업과 한국문화 이해 관련 수업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차분석 결과, 다문화가족에 있어 한국어교육이 한국사회 유대감 혹은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한국어교육목적이 간문화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한국어 교재개선, 한
국어수업시간 증가, 한국 문화와 역사, 교육개선 등에 대한 증가 요구 혹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한국어교육이 간문화 지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문화
가족이 훨씬 더 한국어수업교재와 교재언어가 대체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강의수업 이해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을수록 애로를 더 많이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적별 수업개선 요망사항에 대한 차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정준상관분석 결과,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사회 유대감과 현실감 증대를 위해
한국어 교재를 개선할 필요가 나타났다.
여섯째, 판별분석 결과 국적에 따른 교재난이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
로 판별되었지만, 강의에 대한 수업이해도에 대한 애로사항은 국적별로 차이성이 있는 것
으로 판별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거의 하지 않았던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학습 변인
들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한국어수업과 교육에 있어 애로점과 개
선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변인에 따른 그 차이성과 연관성을 분석하여 향후 효율적인 한국
어교육을 위한 애로점과 개선점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 향후 우리나라의 다문화가
족에 대한 효율적인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지원정책 등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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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f learning obstacles and improvement of
Korean language instruc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Ryu, Kyung-Ae (Pusan National University)

An Empirical Study of the Learning Obstacles and Improvement of Korean Language Instruc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family’s learning variables and the obstacles in learning Korean language in Korea. Most
multicultural learners of Korean language want Korean textbooks be improved and they desire to
learn Korean in bilingual textbooks from bilingual teachers. In particular, they think that the Korean
lectures’ enthusiasm and abilities are more important than Korean textbooks.
They also want to have more Korean culture-related speaking classes as well as Korean writing
and reading classes to adjust to Korean society. The more multicultural families have intercultural
perspectives and the closer ties they have with Korean society, the more strongly they demand for
the improvement of textbooks and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Korean; learing variable; learning obstacle; cannonical correlation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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