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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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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건강하고 건전한 태권도 활동을 
권면하고 학교생활만족, 여가만족, 행복만족 등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군 20명과 스포츠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비교군 20명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사전검
사, 중간검사, 사후검사의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태권도 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비교군은 집단 간 측정시점에 따라 학교생활만족, 여가만족, 행복만족의 
변화에 차이가 있었다. 즉, 실험군의 변화는 비교군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학교생활만족, 여가만족, 행복만족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주제어 :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만족, 여가만족, 행복만족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 by encouraging their participation 
in healthy exercises, and confirm the level of changes in their school life, the satisfaction with happines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dividing the participants in this program into an experimental group of 20 who 
participate in taekwondo training program and a comparison group of 20 who do not do sports activity,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a binary mixed design by three repeated measures by group. The conclusions made 
through these measures we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tim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aekwondo training program and the comparison group who did not do sports activity, there 
were differences in changes in satisfaction of school life, leisur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happiness. 
Namely, the change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more than that of the comparison group. In conclusion, for 
multi-cultural children, it can be assessed that as the duration of participation in the taekwondo training 
program increases, the effect was clear, and it was found that satisfaction of school life, leisure satisfaction, 
and happiness satisfaction have changed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Key Words : Taekwondo training program, Multi-cultural children, Satisfaction of school life, Leisure satisfaction, 
Happines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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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다문화가정의 범위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

정과 새터민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외국인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

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 대한 주위인

식도부정적으로바라보기때문에우리사회의구성원으

로써 정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국제

결혼가정과외국인근로자가정의자녀들은한국어가미

숙한어머니와생활함으로써언어발달자체가지체되어

한국어를비롯한학습의이해도가낮다고할수있다. 때

문에지나치게소극적인성격이거나반대로폭력성또는

과잉행동장애 등을 보이는 정서장애를 보이고 있다. 선

행연구를 살펴보더라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대인관계

가 매우 소극적이며, 자신들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을 꺼

려한다[1, 2]. 뿐만아니라학교수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

지 않게 됨으로 학업능력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

다[3].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가형성되기위해서는다문화가정자녀세대를위한

적절한교육적지원과이들을수용하는주변인들의태도

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4].

다문화가정자녀들을 우리사회의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위해서는사회적지원과보살핌을받아야그들

이지닌부족함을채워나갈수있다[5]. 우리는현재다문

화교육이어떤목표를가지고어떤내용과방법으로이

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있는다차원적이고융합적인기초교육이필요하다[6].

태권도는문화체육관광부가선정한가장한국적인, 한

국을대표하는문화상품이다. 태권도는스포츠의내재적

특성인규칙성, 협동성, 비언어적전달성, 성취감등의특

성을 갖추고 있다. 무도로서의 본질인 인내, 극기, 예의,

호신을위한기술, 용기등을통한전통과규범을익히는

교육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7]. 이러한 태권도의 교육적

측면을 잘 활용한다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만족도를

향상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라생각된

다.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은 예절교육, 인성교육, 학교체

육, 각종 경연대회 이벤트 등 다변화되고 있다. 김두한,

김하영[8]은 태권도교육프로그램은다문화자녀들에게

한국식예절교육의체득은물론자아와인격을도야하기

위한활동으로유의하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시점에서

다문화가정자녀들을위한태권도교육프로그램을활용

해, 한국의문화를체험하고, 문화를익히며, 원만한대인

관계와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

권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만족도

를 모색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고 있다.

1.2 연구목적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의 급속한 증가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지도교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9,10]. 그러나 대부분이 실태조사[11], 학업수행 및 학교

생활 적응상의 어려움[12]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태권도는손과발등의신체적움직임을통한신체발

달과우리의전통사상이라할수있는예와효를바탕으

로하는정신수련을중심으로한다. 아동들에게있어태

권도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은 조화로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계획적 활동을 수반한다. 태권도 교

육은학생과부모의자의적선택교육이기때문에아동들

의인성교육에있어서더효과를볼수있다[13]. 이러한

태권도의교육적효과에도불구하고태권도를활용한다

문화가정자녀들의만족도에관한연구는미흡한실정이

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

고보다나은삶을영위토록하기위해태권도와같은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태권도교육프로그램을활용

하여다문화가정자녀들의만족도를향상시켜, 건강하고

건전한 태권도 참여를 권면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 여가만족, 행복만족 등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다문화가정자녀들중태권도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실험군 20명과 특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않는비교군 20명을연구대상으로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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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사전에 측정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학생들로 선별하였다.

연구기간중전출, 결석등의이유로실험에참가하지못

한 학생들은 발생되지 않아 총 40명이 최종연구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 <Table 1>과같다.

division Group percent(%)

Sex
Male

experimental group
comparison group

15(75%)
11(55%)

Female
experimental group
comparison group

5(25%)
9(45%)

Class

4 Class
experimental group
comparison group

8(40%)
5(25%)

5 Class
experimental group
comparison group

4(20%)
9(45%)

6 Class
experimental group
comparison group

8(40%)
6(3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2.2 연구 절차
2.1.1 연구설계
집단구분은실험군과비교군으로구성하였으며, 각집

단은 사전검사, 중간검사(6주 후), 사후검사(12주 후)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총 12주, 주 3회 이상, 1일 60분의

태권도교육프로그램을적용하였으며, 비교군은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연구 설계를 도식

화하면 [Fig. 1]과 같다.

experimental group comparison group

preliminary measurement preliminary measurement

Taekwondo program application

middle measurement
(after 6 weeks)

middle measurement
(after 6 weeks)

Taekwondo program application

post measurement
(after 12 weeks)

post measurement
(after 12 weeks)

result analysis result analysis

[Fig. 1] research plan

2.1.2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은 총 12주간, 주 3회 이상, 1일

60분으로 실시하였다. 태권도 교육의 시간별 내용은 준

비운동 10분(스트레칭, 유연성체조등), 본운동 40분(품

새, 발차기, 겨루기, 호신술, 음악줄넘기등), 정리운동 10

분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division Taekwondo training program

1st week
greeting manners, clasp, ready stance, riding stance,
low block, basic physical strength, flexibility

2nd week
use of beautiful words, low block, face blocking, basic
physical strength, flexibility, meditation,counterbalancing

3rd week

personality education, forward stance, anteflexion,
backward inflection stance, trunk block, face blocking,
basic physical strength, flexibility, delight in music,
rope skipping activity

4th week
praising friends, trunk punch, rope skipping activity,
striking a person across the face, side punch, roll,
Arabian cartwheel

5th week
cleaning up one's room, hand standing, taegeuk 1 jang,
front kick

6th week
doing good works, meditation, taegeuk 2 jang,
turning kick

7th week
use of beautiful words, rope skipping activity, meditation,
taegeuk 3 jang, side kick

8th week
education on table, taekwon gymnastics, taegeuk 4 jang,
axe kicks

9th week
self-directed learning, taekwon self-defence martial art,
taegeuk 5 jang, Naracehagi

10th week arrangement, beat, taegeuk 6 jang, Dolgaechagi
11th week helping parents, handspring, taegeuk 7 jang, link kicking

12th week
wearing smiles, basic physical strength, meditation,
taegeuk 8 jang, promise competition

<Table 2> Taekwondo training program

2.1.3 자료수집
태권도교육프로그램은비동등집단의사전검사, 중

간검사, 사후검사 설계를 적용하여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갖추고있는지도자 2명이다문화가정자녀들을대상으

로태권도교육프로그램을적용시켰다. 운동프로그램의

구성은 ACSM에 의해 12주간 신체활동을 적어도 30분

이상 주당 3회 이상으로 추천을 토대로 12주간, 주 3회

이상, 1일 60분간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비교군은 스포츠 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연

구의조사도구는설문지로실험전사전검사를실시하였

으며, 6주후 중간검사, 12주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학교생활만족과 여가만족, 행복만족으로 구성하

였으며, 설문내용의응답은자기평가기입법으로질문내

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

접 회수하였다.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만족도 연구

53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Jun; 15(6): 535-543

2.3 조사도구
2.3.1 설문지 구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직접 느끼는 만족에 관한 설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

문지의 구성은 학교생활만족[14,15], 여가만족[16,17], 행

복만족[18,19]으로이연구의목적에맞도록재구성하였다.

2.3.2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의 타당도 검사는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

하였으며,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의 직교회전하는 베리

맥스 방법을 이용하였다. 요인 추출 시 준거기준은 고유

값이 1.0이상인 요인으로 하였고, 각 요인별로 요인적재

치가 .40이상인 문항들만 선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

사도구의신뢰도를검정하기위하여내적일과성기준에

따른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item
Satisfaction of
school life

Leisure
satisfaction

happiness
satisfaction

h2

item1
item2
item3
item4
item5
item6

.723

.843

.649

.650

.626

.707

.129

.073

.138

.178

.394

.334

.159
-.004
.343
.360
.170
-.009

.672

.782

.679

.829

.690

.735
item7
item8
item9
item10
item11
item12

.172

.172

.175

.073

.312

.270

.800

.616

.618

.617

.585

.585

.231

.301

.380

.309

.313

.224

.767

.723

.765

.667

.735

.681
item13
item14
item15
item16
item17
item18

.260

.333

.120

.063

.273

.313

.164

.216

.314

.381

.379

.200

.581

.717

.707

.679

.683

.534

.713

.673

.685

.748

.700

.598
Eigenvalues
Variance
Cumulative

12.886
53.691
53.691

1.854
7.726
61.418

1.264
5.265
72.310

Reliability .945 .939 .946
KMO=.82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χ2=1259.228, df=276, p=.000

<Table 3> factor analysis of satisfaction

<Table 3>과 같이 만족도는 18문항에서 3개의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다. 3개 요인 전체의 설명변량은 72.3%

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요인부하량은 학교생활만족

.626～.843, 여가만족 .585～.800, 행복만족 .534～.717로

각 요인부하량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결과

는 학교생활만족 .945, 여가만족 .939, 행복만족 .946으로

나타나 Cronbach's α계수가 .07 이상에해당되어측정변

수의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4 자료처리
이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Windon 21.0 통계 프로

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을알아보기위하여기술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실시하였다. 집단간측정시점별효과를알아보기위하

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연구 설계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집단간 동질성을 파악한 후 실험군과 비교군에 대한 만

족도변화에대하여 3개하위요인으로나누어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집단 간 동질성
만족도의 변화차이를 검정하기에 앞서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이 검사는 집단의 특성차이를 알

아보기위해활용가능한방법이다[20]. 즉, 평균점수차이

를확인하여두집단에통계적으로차이가없을때두집

단이동일하다고가정하게된다. 1차설문에서얻은자료

를 활용하여 독립 t-test를 실시한 결과 학교생활만족

(t=1.512, p>.05), 여가만족(t=.703, p>.05), 행복만족

(t=.881, p>.05)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의 만족도 특성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2 학교생활만족
두집단과측정시점별학교생활만족의평균과표준편

차는 <Table 4>와같다. 태권도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

실험군은 1차(3.22), 2차(3.56), 3차(3.78) 측정에서 모두

증가한 반면, 비교군은 1차(3.32), 2차(3.37), 3차(3.17)에

서 변화의 폭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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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experimental group

(M±SD)
comparison group

(M±SD)
1st 3.22±.44 3.32±.43
2nd 3.56±.44 3.37±.28
3rd 3.78±.56 3.17±.54

<Table 4>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satisfaction of school life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집단

간측정시점간에학교생활만족은 F(1, 38)=5.068(p<.05)로

상호작용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서, 실

험군과비교군에대한학교생활만족의변화패턴은다르

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험군이 비교군의 학교생

활만족보다측정시점에따라점차높은만족을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권도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실험군과비교군의변화

추이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within-subject
measurement time(A)

.033 1 .033 .307

A×B .550 1 .550 5.068*

error 4.127 38 .109
inter-plant group(B) 4.429 1 4.429 14.976***

error 11.238 38 .296
***p<.001, *p<.05

<Table 5> The result of repeated measure dispersion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2.5

3

3.5

4

pre middle post

experimental group comparison group

[Fig. 2] Changing the pattern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3.3 여가만족
두집단과측정시점별여가만족의평균과표준편차는

<Table 6>과같다. 태권도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실험

군은 1차(3.28), 2차(3.60), 3차(3.80) 측정에서 모두 증가

한반면, 비교군은 1차(3.16), 2차(3.30), 3차(2.91)에서 2차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division
experimental group

(M±SD)
comparison group

(M±SD)
1st 3.28±.27 3.16±.37
2nd 3.60±.36 3.30±.36
3rd 3.80±.51 2.91±.51

<Table 6>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leisure satisfaction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집단

간 측정시점 간에 여가만족은 F(1, 38)=1.759(p>.05)로 상

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군과 비교군에 대

한여가만족의변화패턴은다르다고할수있으며, 실험

군이비교군의여가만족보다측정시점에따라점차높

은 만족을 가지고 있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

권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비교군의 변화

추이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within-subject
measurement time(A)

.697 1 .697 4.399*

A×B .285 1 .285 1.795
error 6.023 38 .159

inter-plant group(B) 4.429 1 4.429 14.976***

error 11.238 38 .296
***p<.001, *p<.05

<Table 7> The result of repeated measure dispersion 
analysis of leisure satisfaction

2.5

3

3.5

4

pre middle post

experimental group comparison group

[Fig. 3] Changing the pattern of leisur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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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행복만족
두집단과측정시점별행복만족의평균과표준편차는

<Table 8>과같다. 태권도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실험

군은 1차(2.81), 2차(3.06), 3차(4.22) 측정에서 모두 증가

하였다. 비교군은 1차(3.28), 2차(3.43), 3차(3.63)에서 실

험군과 마찬가지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division
experimental group

(M±SD)
comparison group

(M±SD)
1st 2.81±.60 3.28±.55
2nd 3.06±.31 3.43±.54
3rd 4.22±.33 3.63±.58

<Table 8>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happiness satisfaction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집단

간 측정시점 간에 행복만족은 F(1, 38)=11.820(p<.001)로

상호작용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서, 실

험군과비교군에대한생활만족의변화패턴은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험군이 비교군의 행복만족 보

다측정시점에따라점차높은만족을가지고있음을보

여주고 있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에참여한실험군과비교군의변화추이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within-subject
measurement time(A)

1.575 1 1.575 51.546***

A×B 1.191 1 1.191 11.820***

error 5.062 38 .133
inter-plant group(B) .221 1 .221 .697

error 12.060 38 .317
***p<.001

<Table 9> The result of repeated measure dispersion 
analysis of happiness satisfaction

2.5

3

3.5

4

4.5

pre middle post

experimental group comparison group

[Fig. 4] Changing the pattern of happiness satisfaction

4. 논의
현재, 우리사회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새로운 사회 구성원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

다.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 자

원이라할수있다. 따라서다문화가정의자녀들이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 사회의 온

전한구성원이되도록돕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라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다양한 갈등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만족을 느끼

며 살아갈 때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들 중

다문화로발생되는사회적갈등은스포츠를통해해결한

선행연구[21,22]는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을 구현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이 연구

는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학

교생활만족과여가만족, 행복만족을높이는데효과가있

으리라 판단하여 이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

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과 건강하고 건전한 태권도 참여를 권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에참여한실험군은스포츠활동에참여하지않

는비교군보다학교생활만족, 여가만족, 행복만족의변화

에차이가있었다. 즉, 실험군의변화는비교군에비하여

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서다문화가정자녀

들의경우태권도교육프로그램의참여기간이증가할수

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만족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

면서접하게되는여러가지교육환경을자신의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23]. 이 연구

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만족은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경험이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류현승, 박

혜상, 김경래[24]의 연구와도일치하는결과이다. 다문화

가정자녀들의스포츠프로그램경험후정서적안정, 교

우관계발전등의효과가나타난김재운[25]의 연구도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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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만족의 개념을 살펴보면 특정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이추구하는목적및욕구를달성했을때느끼는그

활동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라고하였다[15]. 이개념을

통해 볼 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여가활동을 태권도라

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여가만

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성노, 이태현,

윤영식[26]의 연구에서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이 비참여 청소년보다 여가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태권도 참여는 단순히 건강

증진과체력향상의문제가아니라여가만족을통한삶의

질적향상이라는측면에서그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삶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즐거운

삶과 연관되며 행복감을 증진시킨다[12, 27].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난 후의 행복감은 단순한 즐거움의 정서와는

차이가있다[28]. 이 연구에서의태권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문화가정자녀들의경우태권도활동내내웃

음과 기쁨이 가득하였다. 이는 작은 목표를 실천하도록

목표인식을 심어주고 그것은 이루어가는 성취감과 개인

의잠재능력을활용하여새로운재능을발견하기때문인

것으로보여진다. 한성열, 장훈[29]은개인이달성하고자

노력할수있는명확한목표는그에대한몰입이발생하

고, 과제가도전적일때개인이능력을확장해새로운것

을 시도한다고 하였다. 이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태권도 교육은 다양하다. 굳이 태권도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학교체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태권도 교육에서도 단계별 품새 교육과 난이도에 따른

발차기, 격파와 태권체조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성취감을

통한행복을느낄수있도록하기때문에측정시점에따

라 높은 행복만족이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다

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있어 태권도 활동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만족도를향상시켜건강하고건전한태권도활

동을 권면하고 학교생활만족, 여가만족, 행복만족 등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군 20명과 스포츠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비교군 20

명으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세 번의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

은다음과같다. 첫째, 태권도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실

험군과 스포츠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비교군은 집단 간

측정시점에따라학교생활만족의변화에차이가있었다.

즉, 실험군의변화는비교군에비하여더높게나타났다.

둘째,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스포츠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비교군은 집단 간 측정시점에 따

라여가만족의변화에차이가있었다. 즉, 실험군의변화

는비교군에비하여더높게나타났다. 셋째, 태권도교육

프로그램에참여한실험군과스포츠활동을실시하지않

는 비교군은 집단 간 측정시점에 따라 행복만족의 변화

에차이가있었다. 즉, 실험군의변화는비교군에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만족, 여가만족,

행복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소재지에 따른

경제적 수준이나 기타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동일 지

역을 편의표집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

의다문화가정자녀로일반화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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