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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 다문화 교육을 정책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국내의 장기 체류 외국인이 수적으로 증가하

기 시작한 2005년부터이다. 2007년 8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백만 명을 돌파하면서 정부

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은 오프라인 출석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

이 직장생활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관심 부족으로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여 교육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제한으로 학습기회를 놓친 다문화 가족들이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다문화 가족의 교육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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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SNS를 활용한 교육이 다문화 가족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다문화 가족의 삶에 어떠한 변화

를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교육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꾸준히

실행해 왔으나, 교육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 장소, 경제적 이유와 이주 여성들이 새로운 문화와 언어 등의 

제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에게 한국의 문화, 법률 

등 필요한 교육정보를 SNS를 이용하여 제공한 후, 한국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외로움 해소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SNS를 활용한 다문화 가족 교육이 한국사회를 이해하

고 적응하는데 효과성이 있다고 검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 다문화 회원 간 상호 소통이 원활하여 외로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키워드 : SNS, 다문화 가정, 의사소통. 스마트폰, 밴드

Abstract
This study is how to effectively apply this SNS based education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is to 

analyze how any change in the lives of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has 

been steadily run by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however the lack of free time, distances, 

for economic reasons and unfamiliarity of the new culture and language, immigrant women are not 

getting the education. To solve this problem, we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such as cul-

ture, education, laws of the Korea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analyze their effect on life 

adjustment. And we also analyze changes to relieve loneliness. As a result multicultural family ed-

ucation utilizing SNS is verified that there is effectiveness to adapt and understand Korea. As well 

as inter-family, multicultural members to seamlessly communicate between each other that proved 

helpful to relieve lone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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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고독감과 

소통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

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다문화 가정의 교육 실태

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교육에 적용할 SNS 서비스들의 특

징을 살펴본다. SNS들 중 선택된 밴드를 다문화 가족의 학습

과 소통 방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서술한다. 연구 방법

은 동일 집단을 선별하고 그 실험집단을 상대로 사전(기초) 

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해 학습 환경, 사회적응 정도, 지적욕

구 충족도, 소통 정도 등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SNS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이 실효성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

족과 소통할 시간조차 낼 수 없는 다문화 회원들에게 강의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제공한 정보

도 한국의 예절문화, 음식문화, 풍속문화, 법률상식, 일반생활

상식 등으로 구성하여 피험자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충남다문화가족 계룡지회 84명 중 중국 

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성을 부여하기는 어렵지

만, 모국어가 다른 여러 민족 출신의 다문화 가정을 동시에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파일럿 방식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향후 타 국가에서 이주해 온 여성 가정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 결과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활용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다문화 가족의 교육 실태 및 문제점

  정부에서는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여 법령근

거에 의하여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계획을 2013년부

터 시행하며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

문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점진적으로 다문화 정책이 

체계화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1, 2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 가족들

의 정착을 돕기 위해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

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들을 현장

에서 교육하고 학습하는 곳은 교육기술과학부를 통한 학교 

교육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역 다문화센터(협회)에서 실

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문화 가족 중 자녀들의 학교 교육

은 법적 의무성이 있어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학습은 자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경

제적 여건과 시간적 제한 등으로 교육 참석률이 저조한 실적

이다[1, 2, 3]. 

예를 들어, 계룡시 다문화 협회의 경우 2014년 한글 교육

을 10명을 신청하여 교육하였으나 신청자들의 시간적, 장소

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평균 5～6명 정도가 참석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다문화 이주여성 10명 중 이주 후 적응 

교육을 받은 실태를 조사한 결과 5명만이 교육을 받은 사실

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정부의 의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시간, 

장소 등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또한 다문화 회원, 동료 간에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이유로 상호소통하지 못하고 있어 우울증 등을 호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적 장소 

등의 제한적 요소를 해결하여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4].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로 충분하지 않

고 대부분의 경우 SNS의 자체적인 장점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

ing)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에서 ‘트위터’를 사용하도

록 한 결과 동료들 간에 정서적 표현을 할 수 있었고, 따라서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5]. SNS 서비스를 교

육에 직접 활용한 연구는 2～3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교

육 영역에서 SNS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SNS 서비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교육

적 영역에서 SNS 서비스의 특징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적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6].

  이와 같이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최근 소셜미디어

(social media)의 등장으로 교육의 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시

도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팟케스트, 위

키, SNS 등이 포함되는데 소셜미디어의 특성인 참여

(participation), 개방(openness), 대화(conversation), 커뮤니

티(community), 연결(connectedness)등이 교육에 접목되면서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소셜러닝을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7, 8]. 

그런 점에서 볼 때 시간과 장소적 제한을 받고 있는 다문

화 교육 현장에도 소셜미디어를 접목한다면, 효과성이 있다

고 확신하며, 특히 SNS 중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그램, 트위터 등이 친구나 지인을 기반으로, 확산성과 개방성

이 빨라, 작은 실수에도 무차별 댓글 테러로 많은 문제가 발

생하고 있는 반면, 밴드(BAND) 앱은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모이는 폐쇄형 SNS가 다문화 교육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9].

3. SNS를 이용한 다문화 가족의 교육

  시간과 장소적 제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소통이 원활

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에게 SNS을 활용하였을 때 학습자에

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SNS를 활용한 교육

과 소통이 SNS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어떤 효과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대상, 실험 설계, 연구 

절차 등을 설정하였다.

3.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대상은 충남다문화가족 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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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84명 중 중국 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평균 38세로 중국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들이고 한국에는 평균 10년 정도 거주하였다.

충남다문화가족 계룡지회에는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온 사

람들이 섞여있으나, 이들을 동시에 섞어서 실험을 실시하기

에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심해 본 연구는 중국 이주여성들

만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3.2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 설계 방법은 사전-사후 검사 설

계이다.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을 실시하고 SNS를 이

용한 교육을 실시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

성과 함께 피험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3.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시간과 장소적 문제로 교육과 소통의 제한을 받

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SNS를 활용했을 때 한국생활 적응

에 효과적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실험 설계와 관련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3.3.1 다문화 가족 대상 SNS 활용 교육계획 수립

Creating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Plan

↓

Multicultural family environment through pre-poll 

survey

↓

Educational materials provided by the Multicultural 

Family experiment SNS

↓

Effectiveness research through post-survey

↓

Result Analysis

그림 1.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교육계획
Fig. 1. Education plan using SNS for multicultural families

3.3.2 다문화 가족 피험자 대상 사전 교육

  충남 다문화가정 계룡지회에 속해 있는 다문화 가족 84명

중 조선족(중국교포) 10명을 선정하여 2014년 7월 20일 계룡

지회 사무실에서 시험 계획을 설명하고 피험자들의 한국에서 

교육받은 환경과 시험환경 등 학습과 소통에 관한 기초설문

(21문항)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이 스마트폰을 100%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SNS 사용법과 시험도구인 밴드 활용법을 교육하고 피험자 

핸드폰에 밴드 앱을 설치하였다.

다문화 가족 여성들이 직장생활로 매우 바빠서 실험에 소

극적일 수 있어, 매주 모임을 갖고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사

항 등을 파악하여 해결 해 주었다. 그래서 시험자 전원이 끝

까지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3.3 밴드를 활용한 교육과 소통실험

  밴드를 통해 제공될 교육 자료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

광부, 법무부, 구글, KBS 등에서 한국문화, 기초법률상식, 일

반상식 등 총 30개 동영상 및 교육 자료를 수집하여 매일 스

마트폰 밴드를 통해 제공하였다.

3.3.4 사전 검사 실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에 다문화 가족의 교육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피험자 모두에게 사전 설문 조사 및 면담조사

를 실시하였다. 검사 내용은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교육 형

태, 교육 시간, 교육 경험 등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모두 

모여서 강의식으로 실시되었고,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도 시

간이 없거나 교육장소로 이동이 불편하다거나, 교육 프로그

램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적시적인 

정보 소통이 필요함을 알았다.

표 1.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다중응답)
Table 1. Why not attend in education (multiple responses)

Items
Frequ-

ency
Percent(%)

Percentage per 

item(%)

No informauion 4 30.8% 57.1%

No time 6 46.2% 85.7%

Distance matter 2 15.4% 28.6%

Not required 1 7.7% 14.3%

　   Total 13 100.0% 185.7%

3.3.5 SNS를 활용한 프로그램 실시

  본 프로그램의 운영은 본 연구자가 28일간 실시하였다. 연

구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 연구자가 SNS 상에 한국의 예절, 

음식 문화, 풍속, 법률 상식, 일반 생활 상식 등을 제공하였

으며 이를 통해 피험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6 사후 검사 실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종결 후 피험

자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 검사의 내용은 한

국생활 이해에 SNS 활용의 효과, SNS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이후 생활의 변화, 실생활에 미친 효과성, 도움된 정보의 종

류 등 13가지이다.

3.3.7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SNS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

에서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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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를 이용한 교육 실험 결과 분석

  본 프로그램 종결 후 피험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나

타났고, 소통에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사후 검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4.1 생활 영역

4.1.1 한국생활 이해에 대한 SNS 활용의 효과

  피험자들이 SNS의 활용이 한국 생활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피험자들은 모두 SNS가 한국생활을 이해하는데 효

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8명은 매우 효과가 있었다

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표 2. 한국생활 이해에 대한 SNS 활용의 효과
Table 2. Effective utilization of SNS for understanding life 

in Korea

Items Frequency Percent(%)

The effect was excellent 8 80

The effect was effective 2 20

The effect was usally 0 0

There was no effect by 0 0

There was no effect at all 0 0

Total 10 100

표 3. 효과의 이유(다중응답)
Table 3. The reason of effects (multiple responses)

Items
Frequ-e

ncy

Percent

(%)

Percentage 

per item(%)

accessible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10 66.7 100.0

easy-to-understand in-

formation
2 13.3 20.0

This information be in-

formative and helpful 

in real life

3 20.0 30.0

　Total 15 100.0 150.0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피험자들이 SNS를 통한 교육

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대폰을 사용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0명의 피험자 모두가 접근성을 SNS 활용 교육의 가

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이 점은 사전검사에

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SNS를 이용한 교육이 왜 효과적인지를 명

백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SNS를 활용한 교육이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피험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내용이 알기 쉽

게 되어있어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 내용이 실

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어서 효과적이었다는 사람이 3명

으로 나타났다.

4.1.2 SNS 활용 교육 이후 나타난 생활의 변화

  SNS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피험자들의 한국에서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4. SNS 활용 교육 이후 나타난 생활의 변화
Table 4. SNS literacy program changes in life since 

appeared (multiple responses)

Items
Frequ-

ency

Percent

(%)

Percentag

e per 

item(%)

I discovered unaware 

information.
10 37.0 100

Quickly it became aware 

of the surrounding news.
5 18.5 50

The conversation has 

been well reduced the 

distance to the opponent.

7 25.9 70

It seems to be resolved, 

such as loneliness.
5 18.5 50

　Total 27 100 270

  

  표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피험자들은 SNS를 활용한 교

육을 통해 몰랐던 정보(지식)를 알게 되었고(10명), 대화(소

통)가 잘 되어 상대에 대한 거리감이 줄었으며(7명), 주변의 

소식들을 빨리 알게 되었고(5명), 외로움이 해소되는(5명) 등

의 변화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4.1.3 SNS 활용 교육 시 제공 된 정보가 실생활에 미친 효

과성

  SNS활용 교육 시 제공 된 정보가 피험자들의 실생활에 미

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5. 제공된 정보가 실생활에 미친 효과성
Table 5.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fluenced in real life

Items Frequency Percent(%)

The effect was excellent 8 80%

The effect was effective 2 20%

The effect was usally 0 0%

There was no effect by 0 0%

There was no effect at all 0 0%

Total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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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피험자들은 모두 SNS를 통해 

전파된 정보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

하였으며 특히 8명은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4.1.4 전파된 자료의 구독률

  SNS를 통해 전파된 자료들을 피험자들이 얼마나 보았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전파된 자료의 구독률
Table 6. Probability read data

Items Frequency Percent(%)

I saw all the contents 9 90%

I saw only the necessary in-

formation to choose.
0 0%

I saw only about 50%. 1 10%

I did not see the contents. 0 0%

Total 10 100%

  표 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피험자들 중 9명은 전파된 내

용을 모두 보았다고 응답했으며 1명은 50%정도만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SNS 상에 올라간 자료에는 많은 댓글이 

달려있었으며, 댓글을 남기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파된 내용을 100%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교육 내

용도 대상의 수준에 맞게 적절했음을 알 수 있다.

4.1.5 도움이 된 정보의 종류

  SNS를 통해 전파된 정보 중에서 어떤 종류의 정보가 도움

이 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도움이 된 정보의 종류(다중응답)
Table 7. The kind of information helps (multiple 

responses)

Items Frequ-ency
Percent

(%)

Percentage 

per item(%)

Etiquette 

Culture
7 21.9% 70.0%

Food Culture 7 21.9% 70.0%

Wind culture 4 12.5% 40.0%

Legal sense 4 12.5% 40.0%

Common 

sense life
10 31.3% 100.0%

　Total 32 100.0% 320.0%

  표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피험자들은 제공된 정보 대부

분을 도움이 된다고  표현했다. 특히 일반 생활 상식(10명)의 

경우 모든 피험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예절 문화(7

명), 음식 문화(7명), 풍속 문화(4명), 법률 상식(4명) 등 제공

된 정보가 대부분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요리  레시피, 한글 교육, 생활 상

식, 법률 상식 등을 언급했으며, 교육받은 내용들이 이주 여

성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임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

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명 모두가 계속해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서, 그동안 정말 필요한 교육이었음에도 

시간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가족 간 소통 영역

4.2.1 가족 간 소통 향상에 SNS가 미치는 영향

  가족 내 SNS가 소통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

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가족 간 소통 향상에 SNS가 미치는 영향
Table 8. Impact of SNS on improving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Items Frequency Percent(%)

The effect was excellent 8 80%

The effect was effective 2 20%

The effect was usally 0 0%

There was no effect by 0 0%

There was no effect at all 0 0%　

Total 10 100%

  표 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피험자들은 가족 내 SNS가 매

우 도움이 되었다(80%)고 생각하거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되

었다(20%)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떤 부

분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기타 의견에 SNS를 이용한 교육 및 소통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그

림 2).

그림 2. 기타 의견들
Fig. 2. Subjective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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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모든 피험자들이 SNS를 활용한 교육이 한국 

생활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을 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80%는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유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접근성이 편

하고, 내용이 알기 쉽고 실생활에 유익하며 도움이 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을 통해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

고, 대화가 잘 되어 상대에 대한 거리감도 줄었으며, 주변의 

소식들을 빨리 알게 되고, 외로움도 해소 되는 등 많은 부분

에 있어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확인되었다. 

사전 검사에서 피험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소통의 부재와 고독감 등을 주로 호소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본 교육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성은 피험자들이 교육에 임

하는 태도에서도 확인이 되었으며, 실제로 시간이 없어 대부분 

한국에서 교육을 받기 힘들었던 피험자들이 본 교육에서는 

90%가 SNS를 통해 전파된 자료 전체를 다 보았다고 보고하였

다. 피험자들은 제공된 정보의 중에서 일반 생활 상식(70%), 

예절 문화(70%), 음식 문화(70%), 풍속 문화(40%), 법률 상식

(40%) 등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제공된 대부분의 정보

가 모든 피험자에게 유익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NS를 활용한 교육은 가족 간의 소통에도 많은 변화

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들은 가족 내 SNS가 가족 간

의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80%)고 생각하

거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20%)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족 간 SNS를 활용하는 것은 SNS 환경이 익숙하지 않

은 시부모나 남편보다 자녀와의 소통을 가장 많이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소통의 경우 SNS 사용 전에 비

해 매우 잘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50%, 잘 되는 편이라고 응

답한 사람이 30%으로 나타나 자녀가 아직 영아이거나 없는 

20%를 제외한 모두가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SNS를 활용한 교육이 다문화 가족에 얼마나 효

과적으로 적용되고, 다문화 가족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SNS를 활용하

지 않았을 때 보다 활용한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를 이해

하고 적응하는데 효과성이 있다고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가

족 간, 다문화 회원 간 상호 소통이 원활하여 고독감이나 외

로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SNS

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이며,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증명했다. 

그동안 수많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 왔지만 

교육의 효과성을 증명한 연구는 없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실시되던 교육이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보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식적

인 교육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육의 단점을 사전 검사

를 통해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문화 가정

을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SNS를 활용했다는 점

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제

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과 소통할 시간조차 낼 수 없는 

다문화 회원들에게 있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강의식 

교육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참여가 가능하

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SNS를 활용한 본 교육은 

자신이 가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에 강의식 

교육의 한계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셋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본 연구에서 피

험자들에게 제공한 정보는 한국의 예절문화, 음식문화, 풍속

문화, 법률상식, 일반생활상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보들

은 피험자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환경적 차이로 인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강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면 쉽게 지루해질 수 있는 내용들을 

SNS를 활용하여 짧고 간결하게 여러 번에 걸쳐  제공하여 피

험자들이 보다 쉽게 한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나라 중에서 중국이주 여성 가정에

만 실시하여 일반성을 부여하기는 제한이 있지만, 향후 타 국

가에서 이주해 온 여성 가정에 실시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본 연구 결과를 여러 나라에

서 이주해 온 다문화 가정에 활용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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