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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정부와 자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 관련 
정책을 시행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구성원에게 필요한 서비스라기 보다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정작 수요자인 다문화 구성원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얼마나 필요성을 느
끼고 하고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욕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
와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문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다문화 정책 및 사례를 전문가 인터뷰와 다문화 구성원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 구성원에게 필
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인 비즈니스 모델(교육기관 – 다문화구성원 간 자녀학습
관리 온라인 서비스 사업, 다문화 자녀 대상 학습 콘텐츠 제공 사업, 다문화 구성원 간 온라인 소통서비스 사업, 다
문화 콘텐츠 공유/교류 서비스 지원 사업, 다문화 구성원 직업역량 개발 콘텐츠 제공 사업)과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다문화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 한한사전, 의사소통지원기술, 교육콘텐츠기술

Abstract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on the rise worldwide. In this respect, the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 governments are also implementing and supporting multicultural-related policies. 
However, they are in progress, not as services needed for multicultural members but as policy issues. This 
causes multicultural members to fail to figure out the need of policie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o grasp the desire for what services in need are. In addition to this, many studies 
regarding multiculture are under way but few studies have been known so far as to multicultural business 
models. This study has suggested a final business model and strategy methods by designing, comparing and 
analyzing a business model needed for multicultural members through interviews with professionals and 
multicultural members with regard to mulcultural policies and exampl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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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한류의 향으로 인해 다문화 가

정( 는 다문화 가족, 다문화 구성원)이 과거에 비해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 으

로 82만명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며, 매년 지속 으로 증

가를 하여 2020년에는 100만명으로 상이 되고 있다[1]. 

다문화 가정의 증가 상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이다. 최근에 IS 등으로 인해 많은 난

민들이 유럽 각지로 흩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결국 그 나

라에 정착을 하게 되면 다문화 가정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업무는 2010년 보건

복지부로부터 여성가족부가 이 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

며, 각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정책들이 다문화 가정에게 필요한 서비

스이기 보다는 공 자  시각에서 시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수요자인 다문화 구성원들이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해 얼마나 필

요성을 느끼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서비스가 필

요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 자인 정부

나 지자체는 수요자의 욕구를 제 로 악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의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2], 한

국에서 생활하기 해 필요한 응 교육은 한국어, 한국

요리, 한국문화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 자녀 양육과 교

육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의 정도에 한 인식에서는 양육

비지원, 자녀지도를 한 각종 교육, 자녀의 정체성 교육 

로그램 개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한 조사에 의하면, 교육기 과 다문화 가

정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다문화 자

녀들의 학업 기피  학부모의 소통 부재 상이 심화되

고 있다. 이는 학교 등에서 발행하는 가정통신문이나 소

식지 등에 다문화 가족이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 등으로 

인해 해석상 오류가 발생한데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소

통의 문제는 다문화 가정이 실하게 필요로 하는 실질

인 지원서비스인데도 구도 이를 악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한편 다문화 학생들의 수는 매년 약 25%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가 지속된다면 2024

년에는 체 학생의 약 10%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 그

러나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일반 인 학생들의 비율보다 약 38%정도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아동은 12.1

만명으로, 향후 / /고등학교에 진입하는 다문화 학생

들의 수는 지속 으로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

이 다문화 자녀(학생)들이 지속 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공생하도록 하기 한 

지원책이 실한 것이다[2]. 이러한 다문화 가정과 학생

의 증가 속도  다문화 가정의 경제  취약화와 정책 개

선 필요성으로 인해 다문화 구성원에 한 지원 방안 개

선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 두에 따라 본 연구는 다문화 구성원

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비즈니스모델로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해 먼  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련 정책과 선행연구들을 토 로 본 연구

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그런 다음 거시  시장 환경과 

고객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다문화 구성원들을 한 

비즈니스 모델 략을 제시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다문화는 여러 문화라는 뜻으로 성별, 종교, 계층, 직

업과 인종 등에서 비롯되는 사회 집단들의 고유한 문화

인 특성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주류나 비주류에 상 없이 각 집단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동등하게 여기고 존 을 하고 있다는데서 그 출

발 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다[3]. 즉, 다문화란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히고 서로 향을 주고  받는 가운데서 

서로의 문화를 잘 연결하고 이를 조화롭게 용하고자 

하는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4].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이 되어 2012년부터는 혼인

귀화자 뿐만 아니라 기타 사유로 인해 한민국 국 을 

취득한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이 된다[5].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  배경을 가진 사

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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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으로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다[2].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문화는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이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최소단 를 

가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바로 가족이라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특

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며, 그 가

정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 가족으로 규정

하고자 한다.

2.2 정책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

화 방안(2013년)」의 정책[6]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발

표한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2014년)」등

[7]과 맞물려 운 될 수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한 맞춤

형의 교육서비스와 다문화 가정의 의사소통능력과 한국

어 수 을 고려한 교육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서비스들을 오 라인으로 제공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나 학생들은 

비다문화 구성원인 일반인들과 일반학생들과 함께 생활

을 하거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맞

춤형 서비스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방안 의 하나가 바로 온라인 교육(이러닝)이다. 

재 이러닝의 사용자 비율은 최근 5년간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는 / /고등학교 학

생들이다[8]. 한 이러닝을 수강할 때 사용하는 기기(디

바이스)는 개인용 컴퓨터(PC)에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 PC 등) 등으로 바 고 있는 실정이

다. 최근에는 이러닝과 모바일러닝을 넘어서 스마트러닝

이 등장을 하 다. 스마트러닝을 잘 활용하여[9] 다문화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어와 그들의 수 에 맞는 

스마트러닝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1 여성가족부 정책

여성가족부에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다문화 가족을 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통

합 교육,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

화 가족의 조기 응  사회․ 경제  자립의 지원을 도

모할 수 있도록 운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

로는 지리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

족 상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자녀생활 서비스' 제

공, 결혼이민자를 통 · 번역 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의

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한 체계 이고 문 인 언어발

달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로

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가정 내에서 유아기

부터 자연스럽게 이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 다문화가족자녀( ·유아기)의 정체성 확립  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등이 있다[5]. 한 다 리

(http://liveinkorea.kr)라는 사이트를 통합 으로 운 을 

하고 있다[7].

2.2.2 지자체 정책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 ~ 2017)」에 

따라 6  역, 86개 세부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다.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

의 정책목표와 과제를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하여, 

앙행정기 의 장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규모는 59,176 백만원으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

족 구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 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  진출 확

, 다문화가족에 한 사회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정비의 6  역을 정책 으로 지원을 하

고 있다[5]. 

2.2.3 기타 정책

이외에도 기업들의 다문화에 한 정책을 세우고 이

를 통해 지우 을 하고 잇다. KDB 우증권은 이 언어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매년 엄마아빠나라말 

경진 회를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LG는 사랑의 다

문화학교 이 언어 과정( 국어, 베트남어, 몽골어)은 

2009년부터 운 이며, 한국외국어  다문화교육원과 

연계를 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음세 재단

과 세이 더칠드런이 다문화 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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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다문화 련 연구는 매우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창  등(2012)은 다문

화 가정 청소년의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한 

복지에 한 요구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시 서비스 

차원의 통합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문 인력 

육성과 실질 인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10].

고혜정(2012)은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언어 사용과 수

용 양상에 한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도 다문화 수용성

의 개선을 해서 다문화와 련된 많은 콘텐츠의 개발

과 재 의사소통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이 아

닌 다문화 가정을 한 제2의 언어 교육 로그램의 개발

이 시 하다는 것을 강조하 다[11].

이진아(2015)는 다문화정책의 선두주자인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에 한 반 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다문

화 정책에 필요한 내용인 문화 , 인종 인 다양성을 이

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이 시

하며, 법률 제정과 이를 반할 시의 강력한 제재방안, 지

역사회를 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형성  구축 지원 등

을 강조하 다[12]. 

홍기원과 윤소 (2011)은 다문화 콘텐츠로 명명이 되

어 있는 로그램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

의 콘텐츠 개발이 진되어야 하며, 기술  환경과 잘 결

합된 다문화 콘텐츠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13].

이외에도 다문화와 련된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되

고 있으나[14] 아직까지 다문화 비즈니스 모델에 한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다문화 정책  사례 분석과 

문가 인터뷰와 다문화 구성원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 

구성원에게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설계하고 이를 사업화

하기 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 다.

   

3. 환경 및 고객분석

3.1 거시환경 분석

다문화의 세계 인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다문

화에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극 인 정책 추진  지

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 시장의 규모가 증가

를 하고 있으며 복지 산 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를 상으로 우

리 문화와 역사, 한  등 이러닝 교육 지원하고 있다.

[Fig. 1] PEST Analysis

서구권과 동남아권의 다문화 가정의 소득수 은 매우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구권( 어)의 경우는 부

모의 높은 교육 수 과 한국 사회의 정 인 인식으로 

인해 화이트 칼라 직업이 가능하지만, 동남아권의 경우

는 한국 사회의 부정 인 인식으로 블루 칼라의 직업이 

가능하여 기본 으로 소득 수 에 차이가 나고 있다. 

한 도심과 농 의 환경에 따라 경제 인 격차는 더 큰 편

이다. 국내 체류외국인(이민자), 결혼 이주민, 새터민 등

은 한국사회의 상당수(2015년 기  186만 81명)를 구성

하고 있으며[15], 한국 사회에서 언어  장벽, 사회  편

견, 문화  차이 등 경제  격차로 심화되고 있으며 다문

화가정 2세의 학진학률은 5% 미만이고[16], 낮은 교육

수 과 경제격차가 사회문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다문화 가정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

히 도심과 농 의 경우는 부모의 교육 수 과 낮은 인식,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교육 격차가 큰 편이다[17]. 정보

통신기술(ICT)의 발 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러닝 

기반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에 화두인 빅데이터 분

석 기술  기반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융합형 서비스 개

발이 가능하며, 이러닝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던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스마트러닝 기반 기술로 개발  제공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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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장환경 분석

재 다문화와 련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학부모 

온 리, EBS 두리안, 이주민방송 등이 있다. 그러나 부

분 지원되는 서비스는 기본 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수

으로, 교재 제공(pdf 일), 동 상 제공 등으로 맞춤형 

콘텐츠의 공유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다문화 가정

의 자녀들이 학교 수업을 보충  보완하기 한 학습 방

안이 필요하지만 언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학원

에서 이를 해소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의 경우 일반 인 가정에 비해 소득수 이 낮기 때문에 

높은 사교육 비용을 들여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가 없

으며, 거주지역이 농어 지역인 경우가 많아 사교육에 

한 근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에 비해 언어지원 서비스는 아  존재하지 않는 실

정이다.  

3.3 고객 분석

본 사업과 련된 다문화 구성원 상 스마트러닝 서

비스와 다문화 활용/교류 서비스 시장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구체 인 시장분석이 어렵고 고객 분석

을 할 수 없지만, 재 민간  공공부문에서 서비스 되

고 있는 교육  지원 사업의 수요자들을 상으로 요구

사항과 불만  해결방안 등을 조사함으로써 잠재 인 

고객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해 다문화 청소년을 한 스마트러닝 실태조

사를 2016년 1월 18일 ～29일까지 실시하 으며, 조사 내

용은 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에 한 어려운 (자녀교

육, 본인 역량개발, 교육 수용 방법  해결방안), 제안하

고자 기술인 스마트러닝에 한 수용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 용시의 구매 가능성 등을 포함하 다. 

다문화 구성원인 청소년과 학부모의 경우, 스마트러닝

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러닝의 

효과와 필요성에 한 이해가 어려운 편이며, 한 학부

모의 경우는 단순히 통화 기능 이외에는 사용을 할  모

르고, 자녀의 경우에는 게임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커

뮤니 이션의 목 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는 출신국에서 소득층으로 

제 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자녀의 경우

는 부모에 한 존경심  믿음이  없어 서로 소통이 

단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는 한국 학생들의 편견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

오고 있으며, 도 이민 온 자녀의 경우는 그 순은 은

편이지만, 한국 문화와 언어에 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문화 문가(강이사)는 재 다문화 련 교육 콘텐

츠들이 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진다. 게

임처럼 흥미로우면 좋겠다고 응답하 으며, 다문화 문

가(강 표)는 한국 학생의 교육 수요와 같아 보이도록 교

육 콘텐츠를 설계  제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

다. 이외에도 인터뷰에 참가한 많은 문가들은 문화

번역의 요성,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과 정체성 확립의 

요성,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  생활에 한 스마트러

닝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 다.   

다문화 문가 인터뷰(남 표)는 다문화 청소년 10명

과 서울 재고 학생 10명이 멘토, 멘티로 주 1회 수업을 

진행 한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으

며, 이를 통해 국 출신 학생의 경우는 원외고 국어

과에 합격을 하 다. 물론 다문화 학생들간의 학습에 있

어서 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 한국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다문화가 아닌 상호문화로 용어의 재정의가 필

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 다. 

실태조사 결과, 스마트러닝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며, 스마트러닝을 통해 1:1 착 리 시스템으로 

언어, 교과, 한국문화 등의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며, 

학교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자녀 교육  양육에 

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 다문화 비즈니스 모델 

다문화 비즈니스 모델은 <Table 1>에서 볼 수 있듯

이, 크게 기술  측면과 서비스 측면의 두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분류해 볼 수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의사소

통지원 기술과 교육콘텐츠 기술의 2가지로 구분되며, 서

비스 측면에서는 스마트 러닝 서비스와 다문화 활용/교

류 서비스의 가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다문

화 지원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구분해보면 총 5가지

의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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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earning 

Service

Multicultural  

application/exchange Service

Decision-Sup

port 

Technologies

Educational 

institution 

-Children's online 

learning 

management 

services between 

multicultural 

members

Worknet-Online 

communication 

service business 

between 

multicultural 

members

Multicultural 

contents 

sharing/interc

hange service 

support 

business

Education 

Contents 

Technologies

Learning contents 

offering business 

for multicultural 

children

Multicultural contents offering 

business for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member vocational 

capacity

<Table 1> Multicultural Family Business Model Type

4.1 자녀학습관리 온라인 서비스

학교, 학원, 복지기 (지역아동센터, 복지 ) 등 다문

화가족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은 일반 

학생들의 가정과 동일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이는 다문

화가족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어, 다문

화가족 학부모는 자녀교육 상태에 한 리와 교육 의

사결정권을 포기하게 된다.

이에 한 해결책은  교육기 이 학부모에게 교육 정

보를 달할 때 다문화 구성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언어

수 으로 정보를 재가공하는 서비스(한한사 )를 제공하

는 것으로 교육기 과 학부모, 학부모와 자녀의 의사소

통 장애를 극복하게 해 다.  

4.2 다문화 자녀 대상 스마트러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 수업을 보완하기 한 방

안이 필요하나 언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인 학

원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가 없다. 한 낮은 소득수 으

로 높은 사교육비를 들여 맞춤형 교육을 받기 어렵고, 거

주지역이 농어 지역인 경우가 많아 사교육 근성이 매

우 낮다. 

이에 한 해결책은 국 , 연령, 거주기간에 따른 난이

도를 구축된 DB와 스마트러닝 콘텐츠를 다문화가족 자

녀의 언어수 에 맞게 변환하는 기술(HTML5)을 제공하

는 것이다. 즉 다문화가족 자녀의 낮은 언어능력 때문에 

학습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 사

교육 근성이 낮은 농어  지역에 맞춤형 스마트러닝은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3 다문화 구성원 간 온라인 소통서비스

2015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고용이 국가 으로 요한 

과제가 되었으나 지역별 고용지원센터, 사회  경제 지

원센터 등의 취업지원기 과 다문화 구성원 간의 의사소

통에 어려운 행정 용어가 많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

생한다. 

이에 한 해결책은 취업지원기 이 다문화 구성원에

게 취업정보를 달할 때 다문화 구성원 특성에 따라 맞

춤형 언어수 으로 정보를 재가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 

4.4 다문화 콘텐츠 공유/교류 서비스

다문화 구성원들이 포털, SNS에서 다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다른 의미로 

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다문화 

구성원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다문화 콘텐츠 공유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한 해결책은 다문화 구성원들이 포털, SNS에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자국  자국문화 정보를 공유하

고 일반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도구를 제

공하는 것이다.  다문화 지원  유 기 에서 시행하

는 오 라인/온라인 문화 공유/교류 정보를 포털을 통해 

극 으로 홍보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4.5 다문화구성원 직업역량 개발 스마트러닝

2015년부터 다문화구성원의 역량 개발이 요한 국가

 과제가 되었으나 다문화 구성원을 한 직업역량 개

발 콘텐츠가 무한 상태이다. 이는 직업역량 개발 콘텐

츠 사업자가 다문화 구성원만을 한 별도의 직업 콘텐

츠를 만드는 것이 시장성이 없다고 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 해결책은 취업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를 학

습하기 쉽게 개발하고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다른 스마트러닝 콘텐츠를 다문화 구성원의 언어수 에 

맞게 변환하는 기술(HTML5)을 제공하여 다문화 구성원

이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것도 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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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강도 분석

특정 산업 내에서의 경쟁은 산업의 경쟁구조와 기업

을 둘러싼 경쟁요소들 간의 상호 응방식에 의해 결정

된다[18]. 경쟁세력(competitive forces) 모형에 따르면, 

기본구조는 동일 산업 내 기존 경쟁자들과의 경쟁, 구매

자와의 교섭력, 공 자와의 교섭력, 신규진입자의 , 

체상품의  등 5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일반 으로 경기 변동, 단기 인 원자재 부족, 인 이

션 등은 수익성에 단기 인 향을 주는데 반해, 5가지 

경쟁 요소들은 장기 인 경쟁 략 수립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효과 인 경쟁 략을 수립하기 해서 산

업 내에서 자사의 상  치를 분석해야만 한다[19]. 

이러한 경쟁세력 모델을 기반으로 다문화 비즈니스 모델

과 련되는 5가지 경쟁세력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산업내 경쟁자는 아직 없다. 다문화 련 지원 서

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에서 제시된 비즈니스는 

아직 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 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기 이며, 수요자는 다문화 구성원(부

모  자녀)이다. 잠재  진입자는 고용지원센터, 다문화

지원기  등이며, 체재는 복지기 (오 라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쟁강도를 분석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여기에서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 련 아직까지는 산

업내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는 독 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강도는 매우 약하다고 할 수가 있다. 

공 자와의 교섭력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 사업을 한 

문 인 콘텐츠 제공자가 재까지는 많지 않으며, 다

문화 콘텐츠 공 자들 부분이 사 정신이 강해 교섭

력 측면에서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의 

교섭력 측면에서 보면, 수요지향 인 스마트러닝 서비스

의 제공으로 인해 강한 상력 확보가 가능하다. 신규진

입자의 진입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지원 련 센터, 

고용지원센터 등의 진입가능성이 있으나 부분 공공기

이기 때문에 시장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이나, 만약 공공기 에서 다문화와 련된 서비

스를 직  개를 하게 된다면 가장 큰 경쟁자로 두를 

하게 될 것이다. 를 들면, 재 국내의 고등학교 이러

닝 교육 시장에 EBS라는 공공기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서 기존의 이러닝 업체들은 많은 타격을 받았다.  체재

의  에서 보면, 부분 오 라인 기 이고 온라

인으로의 환 비용이 크고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쉽

게 진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

된 스마트러닝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가장 강력한 경쟁상 가 오ㅡ라

인 기 이기 때문에 재까지는 으로 작용하지 않아

도 이에 한 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구성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비즈니

스 모델 개발에 을 맞추었다. 이를 해 문헌연구, 다

문화 정책 분석,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 구성원들에

게 맞는 비즈니스모델 5가지를 도출하 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

다. 첫째, 다문화 비즈니스모델 상이 다문화 가정 아니

면 교육제공자인 기 인지, 다문화 가정의 인구  분포

는 어느 정도인지, 도시의 성격은 도시인지 지방도시

인지 등 다문화 특성  여건, 유형 등을 비즈니스모델 

개발시 고려하 다. 둘째, 정부 각 부처  지자체에서 제

정한 다문화 정책에 련된 법ㆍ제도 뿐만 아니라 다문

화 련 산업의 법ㆍ제도와 규제, 인증제도, 인센티  등 

정책을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반 하 다. 셋째, 다문화 

계획, 의사소통지원 기술, IT 등 다문화 계획과 콘텐츠 

요소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 필수 고려사항이다. 넷째, 

다문화에 필요한 산업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신기술 

도입ㆍ활용 방안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모델에 반 하 다. 다섯째, 사업의 추진주체가 공공인

지, 민간인지, 민 력 방식인지 등 사업주체와 사업 참

여 상  참여방식, 참여자의 역할 범  등을 고려하여 

비즈니스모델 개발시 최 의 사업추진 체계를 확보하

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자체 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민간 융 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 등 자

조달 방식도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 고려하 다.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 비즈니스 련 콘텐츠의 로

벌 경쟁력 수  악  경쟁력 향상을 한 방안을 찾는 

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특히 다문화 련 종사자들

과 다문화 구성원을 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 지

향 인 니즈를 측정한 만큼 앞으로 다문화 콘텐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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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향상 방안은 물론 다문화 련 비즈니스의 경쟁력 

향상을 한 략을 수립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지자체 자원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정책  지원방안에 한 비즈니스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문화 비즈니스의 유형을 5개로 

한정한 것은 연구의 한계로 지목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의 정착 기반이 더욱 취약한 지역을 상으로 범 를 확

하고 보다 세 한 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 비즈니스 

유형을 더 세분화하고 객 화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재까지 다문화 비즈니스에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

서, 다문화 련 비즈니스와 콘텐츠에 한 연구가 진행

된다면 국내 다문화 가정의 정착  내국화에 더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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