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5

http://dx.doi.org/10.14400/JDC.2016.14.3.55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

에듀테크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백승철*, 조성혜*, 김남희*, 최미경**, 노규성***
㈜마이소사이어티 사회기술연구소*, 연세대학교 영상예술학**,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duTech for Multicultural People

Seungcheol Back
*
, Sunghye Jo

*
, Namhee Kim

*
, Mikyung Choi

**
, Kyoo-Sung Noh

***

Inclusive Technology Lab., miSociety Inc.*

Dept. of Communication & Arts, Yonsei University**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moon University***

요  약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수는 2012년 70만 명 내외에서 2020년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최근 결혼이주자의 직무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이주자의 언어적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은 작은 시장규
모와 낮은 소득수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필요성과 구매력에 비해 시장 형성이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
문화 가족의 특성 및 교육콘텐츠 수요를 바탕으로 에듀테크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정의하고 해당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결혼이주자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로 설정한 4가지를 검증하는 과정에
서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 에듀테크의 적용 방안으로 언어능력지원, 맞춤형 교육 콘텐츠 추천기술, 게이미피케이션 기
반 콘텐츠 설계, 사용자 중심 경험 설계 4가지를 제안하였으며 기술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복지국가 실현을 위
한 도구로 에듀테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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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demand for job training of married immigrants is increasing.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developmental Edu-Tech based on the demand for education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y. Based on analysis such as FGI(focus group interview) and expert interview, this paper presents a four 
methods for development of EduTech for multicultural people, such as language skills, the recommendation 
technology of customized training contents, contents design based on gamification and user experience design.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direction of the method to use EduTech as a tool for gaps in education and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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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1990년대 초반 국제결혼 비중은 전체 결

혼 중 1% 내외에 불과했으나, 2004년 10%를 넘기 시작

하며일반적인결혼형태로자리잡게되었다. 이에따른

결혼이주자, 귀화자, 자녀등이포함된다문화가족의수

는 2012년 70만명내외에서 2020년 100만명으로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 진입 과정에서의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구성원의

국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다문화 가족지원 지

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1].

급격한다문화사회로의진입은결혼이주자의인권침

해, 결혼생활중가족갈등, 자녀의성장환경등여러가지

문제를낳았다. 학교와교육현장에서는체계적인다문화

교육체제가구축되지못하였고, 다문화가족자녀의낮

은 학업능력과 진학률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정부는 2013년부터시행되는 2차다문화

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가족의역량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2].

다문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초기에는 한

국어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기초교과 학습지원, 다문

화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진로교육, 군대 및 사회 적응 교

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결혼이주

자를 위한 취업/직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3]. 하지만 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인식

부족과 다문화구성원의언어적, 문화적한계로인해효

과적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에듀테크

(EduTech) 기술의 빅데이터(BigData)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개인형교육서비스를적용하여다문화구성원을

위한 교육서비스로 활용한다면 다문화 교육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다문화구성원의교육격차해소를위한교

육 서비스에 다문화 구성원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에듀

테크적용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

해다문화가족학부모대상그룹인터뷰(FGI)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두 집단에 대한 FGI결과에서 얻은

시사점을통해에듀테크적용방향성을제언한다. 본 연

구는기술을통한교육격차해소및복지국가실현을위

한 도구로 에듀테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다문화(Multiculture)란 용어는지난 1970년 캐나다에

서처음사용된이후전세계적으로확산된개념으로특

정사회집단내에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정체성

을 달리하는 집단들이 공존하는 현상을 말한다[4]. 동질

적인정체성을유지해온사회내에정체성이다른타구

성원이 유입되어 공존하면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세계화와 함께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

루어졌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계 주민의 수는

2001년 566,835명, 2005년 747,467명, 2010년 1,261,415명

으로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거주 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보이고있다[5]. 이처럼외국계주민의증가는외

국인정책과는또 다른다문화정책을필요로 하였으며,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

로 2010년다문화가족지원법의소관이여성가족부로이

관되며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대한기본계획및시행계

획 수립 내용이 포함되었다[6]. 또한 교육부는 1990년대

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다문화 가정의 초, 중, 고 학생의

수가현재약 6만 7,806명으로전보다 21.6% 증가하였다

고 발표하였다[7].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증가

로 인해 다문화 가정교육이 한국 사회의 미래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2.2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변화
2000년대초반까지급속히증가하던결혼이주자비율

이 2005년 이후 점차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또한 변화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자가

급증하며 다문화 가족비율이늘어났던 2000년대 초반을

태동기, 결혼이주자 비율이 안정화되며 다문화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를 발달기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전까지의 다문화 가

족 지원정책은 결혼이주자의 한국문화적응과자녀출생

, 가족생활등의기초적사회지원정책을추진하였다[8].

점차결혼이주자의사회진출이확대되고자녀세대가성

장하며지원정책또한변화하였다[1]. 이를위해최근여

성가족부는 다양해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대상으로

한중점추진과제로학교생활지원과취업지원을강화하

고있으며결혼이주자의사회경제적진출확대를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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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를 채용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인건비및보험료를지원하고있다[9]. 또한사회서

비스 일자리 발굴과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알선하여 신

규입국결혼이주자에대하여는사회통합적차원의서비

스를, 일정기간경과시부터는취업지원등강화다문화

가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10].

2.3 다문화 맞춤형 교육 콘텐츠의 수요 증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는 자녀를

위한콘텐츠와결혼이주자를대상으로하는콘텐츠로구

분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 콘텐츠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역 아동센터 등의오프라인형

태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의 언어교

육과학업부진학생의보충교육을주요내용으로다루고

있다.

초기 결혼이주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의 경우 공공기

관 주도로 개발되었으나최근에는 결혼이주자의취업을

목적으로하는직무교육수요가증가하고있다[11]. 하지

만 결혼이주자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

은교육사업자의다문화에대한이해부족과작은시장

규모, 다문화 구성원의낮은소득수준을고려하여 그필

요성에 비해 시장 형성이 미비한 편이다[12]. 하지만 지

자체, 주무부처등복지 차원의예산으로다문화가정교

육을지원하고있어바우처지원을받는교육콘텐츠시

장의 수요는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13].

다문화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는 한국 학생, 학부모

와마찬가지로스마트폰을이용해정보를습득하고인터

넷 사용에 익숙하며 IoT(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점차

더욱 편리한 정보 활용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14]. 이

러한 정보 통신환경의 발전을 고려할 때 에듀테크는 다

문화 가족의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기술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4 에듀테크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

(Technology)의합성어로 IT기술을활용한교육서비스

기술을 의미한다[15].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에듀테크는전통적방법으로이러닝, 스마트러닝을

포함하나단순히교육동영상을제공하거나교육기능을

제공하는 것 뿐아니라 목표로 하는 교육 대상에 최적화

된 교육콘텐츠, 인터렉션, SNS를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한다. 영국의경우에듀테크기업이 1,200개로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 정부 또한 교육시장 규

모인 30조 원 규모를 2020년 50조 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16]. 이처럼 에듀테크 시장은 세계적으로 확대

되고있으며, 국내또한맞춤형학습관리, 소셜러닝, 디지

털교과서, 오답노트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에듀테크

서비스가출시되었다. 최근 IoT, 빅데이터기술의발전과

함께지능형, 맞춤형학습지원, 관리기술로고도화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일방향의 교육에서 쌍방향의

교육을가능하게하였고누구나교육의주체가될수있

는 환경을 만들었다[17]. 에듀테크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지식을 쉽게 공유하고, 상호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환경을제공하여교육효과를증대시킬수있는소

통의 유형과,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 정보를 데이터화

시켜관련된정보를제공하는빅데이터기술을기반으로

한 맞춤 유형이 대표적이다.

3. 연구 설계와 자료 수집
3.1 연구 및 조사 설계 
본연구는다문화가족의 특성분석을통해 에듀테크

적용방안을도출하기위해 결혼이주자와 사회복지, 서

비스디자인, 에듀테크전문가를대상으로한 FGI분석을

실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이론적배경연구

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에듀테크 요소를 적용한

4가지연구문제를도출하였으며그내용은 <Table 1>과

같다.

Subject Substance

Subject 1

- Marriage immigrants would prefer the language

support through native language translations in the

learning process.

Subject 2

- Using the images, symbols to minimize the

linguistic expression, it will be helpful to learn and

communicate.

Subject 3

- The quantity of image and text which marriage

immigrants prefer that exist and the detailed

expression the better.

Subject 4

- Customized training support of EduTech can

contribute to solve the linguistic obstacles of

marriage immigrants.

<Table 1> Four Research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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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연구문제에대해다문화가족학부모를대상으

로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하였으며, 결과의해석및이

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디자인, 에듀테크 전문가

를대상으로인터뷰를진행하여구체적인에듀테크적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자료 수집 방법 
다문화가족의 특성및교육콘텐츠수요를바탕으로

에듀테크적용방안을도출하기위해연구문제를정의하

고해당연구문제를검증하기위해인터뷰를진행하였다.

인터뷰에응한다문화가족학부모는총 4명이며이들의

출신 국가는 태국, 몽골, 카자흐스탄, 한국이다. 연구 대

상의범위를다문화가족중고등학생의학부모인결혼이

주자로 한정하였다. 교육 콘텐츠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텍스트와이미지로한정하여진행하였다. 또한에듀테크,

다문화 가정에대한 이해도가높은사회복지, 서비스디

자인, 에듀테크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그룹인터뷰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하였으며

사전에정의한연구문제를검증하는형태로진행하였다.

4. 조사 결과
4.1 결혼이주자 대상 그룹 인터뷰(FGI)
결혼이주자(다문화가족학부모) 대상 그룹인터뷰는

태국(모), 몽골(모), 카자흐스탄(부), 중국(모)을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룹 인터뷰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으

며사전에정의한연구문제를검증하는형태로진행되었

다. 조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사 결과 연구문제 1, 2, 3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있었으며 3가지연구문제모두사전에정의한것과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1의 경우 대부분의 결혼이주자가 공공기관

에서제공하는통/번역을사용한경험으로인해한-자국

어번역을선호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중학생학부

모인결혼이주자의경우최소한한국에이주한지 13년으

로생활의사소통에문제가없기때문에번역에대한필

요성을 느끼지않았다. 하지만의미있는발견은대부분

생활 한국어를 능숙하게구사함에도 교육기관과의의사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이유는

한국의 교육기관이 교육과 교육정보 공지 시 사용하는

단어에고어, 한자어, 외래어가많아의미해석에큰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초기 이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 통/번

역을몇차례이용해본경험이있지만, 매번번거로워통

/번역을이용할수없어대충이해하거나학부모가해야

할 의사결정을 자녀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Subject Result

Korean-Native

translation

preference

- They have experience using korean-native

translation in the public, but they don’t trust

it because of an error.

- They feel uncomfortable of using korean-native

translation for every single word.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use images and

symbols)

- They imagine different meaning of images

and symbols depending on their country of

origin.

- They did not interpreted as same meaning as

koreans.

The preference

according to

contents quantity

- They prefer a shorter and kernel sentence.

- (such as short text message)

The effectiveness

of customized

service

unconfirmed

<Table 2> The Results of FGI

연구문제 2의경우표준화된기호를통해의사소통할

수있다는전제로설계되었으나조사결과결혼이주자의

국가별로기호를 서로다른의미로해석하였다. 예를들

어중요한공지임을나타내는느낌표(!)의 경우감정적인

내용을담고있는내용이라고해석하는경우가있었으며

예시로 사용한 그림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특징을 발

견할수있었다. 이를고려할때정교하게계획된이미지

와 심벌이 아닌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이미지와 심벌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구성원에게 표준

화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연구문제 3의 결혼이주자의 경우 대부분의 생활언어

를 이해하지만, 장문의텍스트에 대한부담을 가지고있

어너무상세한표현을선호하지않았다. 오히려짧고간

소한정보를꼭필요한정보라고이해하였다. 한예로교

육기관과의의사소통중가장효과적인의사소통채널이

알림장, 교사와의문자메시지, 요금고지서였다. 메시지가

분명하고 부가적인 정보가 적을수록 선호하였다.

연구문제 4는결혼이주자가경험해본적이없다고응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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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문가 인터뷰
그룹인터뷰에서도출된결과의해석및이를기반으

로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에듀테크 적용의 방향성 설정

을위해 관련전문가인터뷰를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참

여한 전문가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를대상으로하였으며다문화복지전문가, 스마트

러닝정책전문가, 빅데이터분석전문가, 서비스디자인

전문가사회복지, 서비스디자인, 에듀테크전문가를대상

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Table 3> 참조).

Subject Result

Language

Support

- If they use the korean-native translation everytime,

they will have less chance to learn difficult korean

words.

- The translation function which is to translate

difficult word into easy word is useful.

- Easy korean translator may increase their korean

language skills as a result.

Communicati

on

(use images

and symbols)

- Using images and symbols can provide misleading

to multicultural families.

- Images and symbols should be used only for

purpose of providing information.

Quantity

(information

and contents)

- Not only multicultural families but non-multicultural

families are also not prefer too much detailed

information.

- Kernel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in a short

sentence.

Effectiveness

(customized

service)

- Customized service need to focus on the information

quantity and language skill of multicultural

families.

- Providing customized educational content by the

length of stay in korea, learning level and

nationality through big data analysis technology

will be effective.

etc.

- Multicultural children and marriage immigrants has

less learning experience..

- UX design for multicultural is important.

<Table 3> The Results of Expert Interview 

언어능력지원, 이미지, 심벌을통한의사소통, 정보/

콘텐츠분량, 맞춤형서비스의효과성의 4가지의주제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있었다. 첫째, 언어능력지원의경우어려운한국어를

쉬운한국어로해석해주는기능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

었다. 둘째, 이미지, 심벌을통한의사소통은다문화가족

에게오해를제공할 수있으며, 정보성 이미지를사용하

되 장식적 요소는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정보와콘텐츠분량은과하게상세한정보

를 선호하지 않으며 필수 정보만을 표기할 것이 요구되

었다. 넷째, 맞춤형 서비스의 효과성은 다문화 구성원의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빅데이터 기술 등을 적용한

맞춤형교육콘텐츠가 실용적일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4.3 조사결과 시사점
본 연구는 결혼이주자 그룹 인터뷰와 전문가 인터뷰

를 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하였다. 다문화구성

원은기본적으로생활한국어를사용하지만어려운한국

어에대해서는학습이필요하다. 또한, 각나라와문화에

따라이미지의해석이다르게받아들여져최소한의이미

지로정보를주고받는것이필요하다. 콘텐츠분량의경

우 필수적인내용만을나타내는것이좋으며, 각각의학

업수준에따라맞춤형교육콘텐츠를제공하는것또한

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 위해단순히한국어를번

역해주는서비스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어려운단어를

접했을때, 이를한국어로교육할수있도록, 교육과번역

기술이접목되어야한다. 또한, 다문화구성원또한한국

에서체류한기간이모두다르기때문에각각의학업수

준에 알맞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하다. 이처럼 다문화 구성원에게 교육 콘텐

츠를효율적으로전달하기위해서단순히교육콘텐츠뿐

아니라 기술이 접목된 에듀테크 적용이 필요하다.

5. 에듀테크 적용 방안 제언
본연구는이론적배경분석을통해연구문제를제기

하고이를 FGI분석을통해문제해결방안을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다문화 구성원을 대

상으로 하는 에듀테크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

을 설정하였다.

5.1 언어능력지원 기술
다문화 구성원의 언어능력을 고려할 때 생활에 필요

한 한국어 구사에는 유창하나 교육/학습을 위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한-한 번역을 통한

언어능력지원기술을제안한다. 한-한번역기능은번역

을 통해 정보 인지에도 도움을 주지만 다문화 구성원이

어려운단어를 학습하게 하는 데도움을 줄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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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출신국가별, 거주기간별로번역요청한단어를분석

한다면 교육 콘텐츠에 사용할 단어를 추천할 수 있다.

5.2 맞춤형 교육 콘텐츠 추천 기술
다문화 구성원의 직업교육이 중요해지면서 직무교육

콘텐츠에대한수요가 증가하고있다. 이때다문화구성

원의출신국가, 지역, 언어수준, 적성에따라필요한직

업교육 콘텐츠의과목과난이도를 시스템적으로추천하

는교육 콘텐츠큐레이션기술이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이 밀집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 내에는 다양한 직업교육

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와 체계적인 직무교육 설계가

부족한경우가많아지역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

센터와 연계한 직업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3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콘텐츠 설계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

해서는지속적인성취감을제공할필요가있다[18]. 다문

화 가족 지원센터, 다문화 교육전문가들의의견에 따르

면 다문화 구성원의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

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콘텐츠설계를통해다문화학습자의몰입도와동기부여

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5.4 다문화 사용자 중심 경험 설계
대부분의 교육 콘텐츠 개발사와 에듀테크 사업자의

다문화구성원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경험이부족하여

다문화 구성원에 적합한 서비스 경험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있다[19]. 언어지원, 동기부여요소, 사용성등에

듀테크의서비스개발과정에서발생하는사용자경험요

소들을 UI, GUI, 인터렉션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에듀테크 개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문화 사회와 교육 콘텐츠의 수

요를분석하고 FGI분석을통해구체적인적용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연구문제로 설정한 4가지를 검증하는 과정

에서다문화구성원을위한에듀테크개발방안을도출할

수있었다. 첫째, 한-자국어번역보다한-한번역을권장

한다. 자국어해석은의미에대한 확신을가지게 하지만

시스템기반의해석이정확하지않은의미전달을할경

우의사소통지원시스템에대한신뢰성이크게떨어진다.

둘째, 직관적인의미전달을위해이미지, 심벌등을사용

할경우다른문화적배경으로인해전혀다른해석을할

수있기때문에정확한정보전달목적의이미지를사용

하고장식용이미지사용의최소화를권장한다. 셋째, 텍

스트정보의양에대한부담이없도록간략한정보를직

관적으로 표기하고 추가정보 페이지로유도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넷째, 국내에거주중인다문화구성원이아시

아권임을 고려하여 성취와 흥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의 도입을 권장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

로의본격적인 진입, 늘어가는복지비용등을 고려할때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다문화 복지정책 수립

시 단순한 교육지원, 언어지원만이 아닌 에듀테크를 활

용한다문화맞춤형교육지원이이루어진다면보다효과

적인복지예산집행이가능할것이다. 또한, 교육의방향

성에서한국사회로의적응을위해한국역사,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가르치는것이아니라다양한국가의역사와

문화를콘텐츠로활용한다면출신국에대한자부심을느

낄수있을것이다. 다문화구성원과같이인지적, 문화적

배려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개발 시 심리

적, 정서적부분까지 고려한행정 서비스디자인이필요

하다. 또한, 산업과복지영역의적극적인융합이필요하

다. 교육격차해소및복지국가실현을위한도구로에듀

테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면 국민 역

량 상승과 함께 장기적으로 복지예산 또한 절감될 것이

다.

본 연구는결혼이주자대상그룹인터뷰(FGI)와 다문

화, 에듀테크관련전문가집단을상대로조사분석한결

과로서객관성의한계를가진다. 또한, 제시된적용방안

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실증적 연구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다양한다문화구성원을 대상으

로 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과학적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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