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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관계

강     민     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와 학교참여 관계를 규명하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

발 등 관련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배경변인 일반적 특성과 

방과 후 활동을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를 종속변수로 설

정하여 방과 후 활동에 따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학

교참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을 검

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2013년 기준 경기도(경기도 안산

시, 이천시, 시흥시, 수원시) 소재 초등학교 6곳을 선정하여 3~6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일부 문

항의 응답을 누락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설문

지를 제외한 총 225개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는 Dubow &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바탕으로 한미현, 유안진(1996)이 

국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수정·보완한 척도와 학생의 학



교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Fredricks, Blumenfeld & Paris(2004)가 개발한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지침에 따라 부호화(coding)하였으며 코딩된 자

료는 Window용 SPSS(version 18.0)과 SPSS AMOS(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하였다. 자료처리는 통계 목적에 맞도록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과 다변량분산분석

(M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

은 연구 절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없으며, 학

교참여는 행동적 참여와 정서적 참여의 경우 남학생이 높으며, 인지적 참여는 여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와 학교참여는 모든 영역에서 3학년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업 활동, 예술 활동 또는 방

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는 상호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기간)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

지의 하위변인인 부모지지, 또래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학교참여의 경우 방과 후 스포츠 활동(빈도)이 증가할수록 학교참여의 하위

변인인 인지적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방과 후 스포츠 활동,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사회적 지지, 학교참여

학  번 : 2011-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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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증가와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에 힘

입어 국가 간 교류활동이 증가하는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가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이민, 난민, 국제결혼, 해외 

취업, 유학, 해외여행 등과 같이 새로운 문화접촉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권미

경, 이순형, 2010; Sam & Berry, 2006; Ward, Bochner & Furnham, 2001),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만나 문화를 교류하고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등 국제사회는 민족국가의 경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국제사회

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문화사회 형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사회 

역시 세계화 흐름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미혼남성의 증가와 저 출산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노동시

장이 개방되면서 결혼이주여성 및 노동이주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김

민정, 신성만, 2010; 변화순, 이미정, 김혜영, 황정미, 이선형, 2008).

국내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 또한 급격한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교육부(2012)에서 발표한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8년 20,180명 이후 2012

년 46,954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기준 전체 학생 중 다문

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0.70%로서 전년도인 2011년 0.55%보다 약 0.20%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2년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46,954명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33,792명으로 중·고등학생 수를 합친 13,162명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내 초등학생 수가 2008년 3,672,207명에서 2012년 2,951,995명으로 매년 

약 200,000명 정도 감소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학

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교육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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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다문화가정 학생

은 다른 피부색에서 오는 외모차이,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눌한 말투, 학습 

부진 등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언어장벽, 고학년 시기에는 학습장벽, 중학교

에 들어서는 교우관계 장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홍정미, 2008).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대립이나 갈등은 적대감, 문화충격, 두려움, 사회적 고립

감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은 채 

차별을 심화시킨다(김현경, 2010). 외국인 부모, 이중 문화 속 혼란, 다른 피부색

으로 인한 외모 차이 등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 문화 부적응을 야

기하고 이것은 또한 언어와 학습 능력 부진, 정체성 혼란, 따돌림 등 학교생활 

부적응과 같은 문제로 나타난다(이수범, 2008).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은 공

격적인 행동과 정서 불안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데 이것은 상급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경우 사회 부적응까지 이어질 수 있다(Ladd,

Kochenderger, & Coleman, 1996). 특히 아동기에 속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청년

기, 성인기 전 대인관계와 같이 사회구성원으로 지녀야할 필수적인 능력 발달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성장하게 

되면 청소년 시기인 중·고등학교시기에 더 큰 문제 행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정현정, 2009). 이렇듯 다문화가정 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개인의 사회성 발

달 저해와 같은 내적 문제와 사회 양극화 같이 그들을 소외계층으로 구분 짖는 

사회문제 등으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

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주

목받게 되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을 

통하여 개인이 제공받는 자원(Baumgartner, & Buchanan, 2010)으로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지원과 같이 개인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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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비롯한 친구, 동료, 이웃 등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다(Cohen & Hoberman, 1983).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아동은 외부환경으로 인한 스트

레스를 조절하고, 긍정적 자아형성 및 심리적, 신체적인 발달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Cohen & Wills, 1985).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개인적 또는 환경적

인 이유로 인한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 될 위험이 있어 이들의 사회적 지지는 성

장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또한 학교참여(school engagement)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학교참여는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유대관계, 학업성취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출결사항, 수업태도, 학업성취도 

등 행동양식 및 학생이 학교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애착심, 동질감 또는 소속

감과 같은 심리적 경험으로 학업태만, 학교 중도탈락, 폭력, 비행과 같은 문제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Brewster & Bowen, 2004; Finn, 199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또래친구들로부터 소외받거나, 교사로부터 인정받

지 못하여 사회적 지지가 낮은 학생은 학교참여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같은 맥

락에서 학교참여가 낮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소외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교참여 수준이 학생의 소외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참여가 낮은 학생은 따돌림, 왕따 등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Buhs, Ladd & Herald, 2006; 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결국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 다문화가정 학생은 심리적,

신체적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의 사회적 지

지와 학교참여에 관한 관심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방과 후 활동은 학교 교육의 기능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부담 및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학생의 관심, 재능,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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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오늘날 방과 후 활동이 학생에게 미

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김희화, 2000). 특히 스포츠는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주체적인 입장에서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에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기

능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 및 원만한 성격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

치는 비언어적 신체활동으로 인종이나 종교, 계층과 연령, 성과 관련 없이 누구

든지 쉽게 참여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협동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힐 수 있다(권민혁, 2008a). 오늘날 스포츠는 청소년 비행과 같은 사회

문제 예방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장려하는 활동으로

서 스포츠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포츠 활동

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다문

화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양한 

스포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세계 스포츠 문화축제’를 정기적으로 개

최함으로써 각 나라 고유의 스포츠, 놀이를 공연하고 체험하면서 상호문화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스포츠 문화를 통하여 미국사회에

서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히스패닉계 미국인을 자연스럽게 미국사회에 편입

시키고 상호 간 이해를 도와 각종 사회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 하고 있다(권민

혁, 2008b). 또한 미국 사회에서 라틴아메리카계 학생들이 축구와 같은 스포츠 활

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관계망을 확장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esseri, 2008). 스포츠의 비언어적인 

소통방법은 문화적 차이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이것은 언어와 문화가 다

르더라도 스포츠를 통하여 상호 간 이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음을 뜻한다(이종

영, 2012).

스포츠 참여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직면하는 어려움 해결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과 스포츠를 포함한 체육수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국어 및 사회와 같은 교과목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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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느끼는 반면 언어능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요구되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목에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영, 서덕희, 권순

희, 2008). 스포츠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활동 중 하나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변화 등 전인적인 인간상 형성 및 서로 다른 사회에 대한 이질감

을 희석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스포츠는 즐거움, 정서순화, 심리적 성취감 등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인 변화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우관계 형성, 원만한 학

교생활,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등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

고되고 있다(김재운, 나재권, 이문진, 2012; 권민혁, 2008a). 이와 같이 이민자, 유

학생과 같은 다문화가정 학생은 스포츠 참여를 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획득

하고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등 스포츠 참여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화, 문화적

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llen, Drane, Byon & Mohn, 2010).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

교 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김갑성, 2006; 박윤경, 이소연, 2009; 오성배, 2007; 이

정선, 2007; 류진아, 2011; 조영달, 2006)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안은미,

2007; 장덕희, 신효선, 2010; 장명규, 2010; 정현영, 2006; 제갈종기, 2007; 한미숙,

2010),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김경란, 2007; 신혜정, 2007; 이소

희, 최운선, 2008; 이영주, 2008, 2009; 최정아, 2008)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 부적응의 모습을 보이는 실험

적 고찰에 머무르고 있어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고찰

은 부족한 실정이다(이은정, 2012, 재인용). 즉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

려움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형성된 반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충

분하지 않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직면하는 어려움 해소에 긍정적 잠재성

을 지닌 스포츠 참여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방과 후 활동이 학생의 학교생활과 인성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오늘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Greenberg, 2013).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가정과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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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으며, 다문화사회와 조화로운 공존 및 사회통합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사회에

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은 개인의 과제를 넘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의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

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의 목적은 스포츠 참여가 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에 근거하여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와 학교참여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한

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관련 복지정책 및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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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다문화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의 긍정적 상호관계를 이론적 근거로 ‘방과 

후 스포츠 활동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관계는 어떠

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목적에 근거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

교참여는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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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

교참여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 9 -

4. 용어의 정의

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괄하는 개념

으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자

녀 모두를 포함한다(교육부, 2012). 본 연구에서는 국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

문화가정 자녀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으로 정의한다.

2) 방과 후 스포츠 활동

방과 후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활동으로서 학교 기능

을 보완하는 교육복지의 개념이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참여유형에 따라 스포츠 

활동, 학업 활동, 예술 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희화, 2010; Greenberg,

2013).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학교 정과 체육 수업을 제외한 대교 스포츠경기와 방

과 후 또는 수업이 없는 시간, 주말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스포

츠 활동을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라 한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지지 등 

대인관계를 통하여 제공받는 긍정적 자원(Cohen & Hoberman, 1983)으로 스트레

스 완화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요 사

회적 지지원인 부모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이상 3가지를 사회적 지지 하위요

인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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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참여

학교참여(school engagement)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애착심 

같은 심리적 경험으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유대관계, 학업성취 뿐 아니라 학업 

태만, 폭력,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Brewster &

Bowen, 2004; Finn, 1993). 또한 학생의 감정 및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

원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이상 3

가지를 학교참여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초등학

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

였으므로 연구결과를 국내 거주 전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게 적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를 살펴

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조사로 연구방법을 한정하였다. 따라서 학

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심층적이고 질적인 수준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

한 연구방법상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이외 다른 변인에 의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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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이번 장에서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개념의 이론적 배경을 다루었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방과 후 스포츠 활동 개념과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 사회

적 지지와 학교참여 개념과 유형, 그리고 이론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들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1)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은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주류사회구성원들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지칭하며, 국외결혼, 이민, 난민, 유학 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적인 문화를 지니고 주류사회에 편입하여 살아가는 가정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가정을 모두 다문화가정이라 정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

하며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

법1)』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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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은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

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이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된다. 현

행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한국인(출생), 귀화+한국인(출생)인 경우로 제한

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가족 등은 현행법의 다문화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주성훈, 2010).

2)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오늘날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

정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곧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

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목

적으로 2006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회 안전행정부에서 조사하는 외국인 주민 현

황 통계 중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국내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191,328명(남 97,724명, 여 93,604명)에 이르고 있다.

2012년 국내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168,583명(남 86,169명, 여 82,414명)이

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경기도에 거주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48,138명(남 24,617명, 여 23,521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서울특별시가 29,285명(남 14,839명, 여 14,446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거주 

다문화가정 자녀 중 약 40%인 77,423명(남 39,456명, 여 37,967명)이 경기도와 서

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세부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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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계 외국인 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서  울

특별시
29,285 14,839 14,446 4,644 2,351 2,293 23,168 11,725 11,443 1,473 763 710

부  산

광역시
8,311 4,210 4,101 196 98 98 7,653 3,881 3,772 462 231 231

대  구

광역시
5,829 2,868 2,961 183 88 95 5,274 2,587 2,687 372 193 179

인  천

광역시
11,082 5,728 5,354 912 491 421 9,477 4,860 4,617 693 377 316

광  주

광역시
4,519 2,356 2,163 85 38 47 4,190 2,180 2,010 244 138 106

대  전

광역시
4,365 2,264 2,101 123 60 63 3,831 1,973 1,858 411 231 180

울  산

광역시
4,092 2,063 2,029 146 68 78 3,587 1,797 1,790 359 198 161

세  종

특별 자치시
563 292 271 12 4 8 505 264 241 46 24 22

경기도 48,138 24,617 23,521 4,375 2,194 2,181 40,356 20,663 19,693 3,407 1,760 1,647

강원도 6,498 3,355 3,143 84 39 45 6,013 3,126 2,887 401 190 211

충청북도 7,272 3,649 3,623 198 93 105 6,488 3,268 3,220 586 288 298

충청남도 11,010 5,588 5,422 423 218 205 9,880 4,996 4,884 707 374 333

전라북도 9,989 5,150 4,839 142 71 71 9,200 4,753 4,447 647 326 321

전라남도 12,149 6,202 5,947 219 112 107 11,127 5,682 5,445 803 408 395

경상북도 11,574 5,965 5,609 174 91 83 10,584 5,442 5,142 816 432 384

경상남도 14,294 7,331 6,963 343 164 179 12,880 6,613 6,267 1,071 554 517

제 주

특별 자치도
2,358 1,247 1,111 42 25 17 2,120 1,122 998 196 100 96

합계 191,328 97,724 93,604 12,301 6,205 6,096 166,333 84,932 81,401 12,694 6,587 6,107

출처: 안전행정부(2013)

[표 1] 지역별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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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이 학령기 연령대로 진입함

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교육부(2012)에 따

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2년 기준 

46,954명으로 이것은 전체 학생의 약 0.7% 수준이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교육

부에서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

체 학생의 1.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추측은 학생 100명 가운데 

1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인 것으로 향후 다문화가정 학생의 급격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 출산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으며 매년 전체 학생의 약 200,0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학

생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사실을 짐작할 수 있

다. 학령기 연령대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는 이들이 학교와 같은 한국사회의 공

적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다문화가정 학

생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박영주, 이주은, 2013).

3)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국내 정착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령기 연령대로 성장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학창시절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

한 채 상급학교로 진학 할 경우 심리적 위축, 자신감 상실 등 정서발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무단결석,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등과 같은 사회문

제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다문화가정 학생은 한국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들은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피부색, 출신국에 따른 차별, 경제적 문제, 학습 부진, 한

국어 사용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교우관계 갈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

다(배은주, 2006). 학령기 다문화가정 학생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시기 언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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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 및 학습 부진, 중학교에 들어서는 정체성 혼란 및 집단 따돌림과 같은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미, 2008). 또한 언어발

달 지체, 부모와의 갈등, 문화차이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소극적 또는 폭력적

인 과잉행동장애를 경험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교사와 또래 친구사이 차별과 소

외를 경험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서장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Romero &

Roberts, 2003; Sampson & Laub, 1994). 다문화가정 학생은 개인 특성 및 주변 

환경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조영달(2006)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복합적인 형태로 바라

보고 한국어 사용 능력 부족으로 인한 발달 지체, 다른 언어의 사용과 문화적 배

경 등 이중정체성에 따른 정체성 혼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등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은 또래 한국 학생들과 비교하여 한국어 사용 능력이 

매우 낮은 편이다. 언어를 습득하는 유아기부터 한국말이 서투른 부모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사용 능력 부진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

고, 결국에는 학습부진, 수업결손과 같이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또래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은 학교수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혹은 반대로 과잉행동장애를 보

이는 등 정서장애와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킨다.

둘째, 특정 국가와 사회가 지닌 풍습과 전통, 문화 등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

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

경을 지닌 부모의 양육환경 속에서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

셋째, 다른 피부색, 이중 정체성 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

회적 편견 속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은 한국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며 주변의 경

계하는 시선 등으로 인하여 정서적 충격을 경험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은 어

눌한 한국어 사용 및 외모차이로 인하여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거나 소

외되는 등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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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과 후 스포츠 활동

1) 방과 후 활동

미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과 후 활동은 아동 보육의 기능으로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더불어 1960년대부터 가시화된 빈부 격차 및 유색 인종차별 심

화, 높은 실업률, 경기불황,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보살핌을 목적으로 방과 후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또한 일정학력 수

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보충 교육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NCLB(No

Child Left Behind)법안이 2001년 발효되면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은 더욱 부각되었다(김경근, 2009). 국내의 경우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교육 내용이 제안되면서, 1996년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

이라는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학교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정규과

정을 통하여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운 학생의 특기, 적성 및 인성, 창의력을 

개발하고 함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가하는 사교육

비 및 이로 인한 지역별, 계층 간 교육격차 감소와 사회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사

회 동반 성장과 통합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7).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아동은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아

동보다 안정된 정서적 감정과 더 나은 또래관계를 형성한다(Posner & Vandell,

1999).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저소득층 아동과 같이 소외된 아동을 대상으로 다

양한 교육, 문화, 복지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과 

후 활동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 사회적 능력 향상 및 긍정적 자아실현을 위한 학

교와 가정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방과 후 활동은 넒은 의미에서 학

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활동으로서 학교 교육의 기능을 보완

하고 다양한 학습과 보육을 포함하는 교육복지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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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과 후 활동 유형

Newman & Beauchamp(1997)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조사하기 위하

여 방과 후 활동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TV보기·놀이·독서·컴퓨터 

게임 등 학생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되는 자유 활동과 둘째, 일상적인 생활 활

동 마지막으로 숙제·학업 활동·행사참여·스포츠·취미 활동 등 성인 주도아래 참

여하는 구조화된 활동이다(김경화, 2008, 재인용). 또한 Greenberg(2013)는 방과 

후 활동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업, 예

술, 종교, 자율활동, 스카우트, 스포츠, 자원봉사 등으로 방과 후 활동을 구분하였

으며 김희화(2010)는 방과 후 활동을 유형별 분류한 선행연구와 국내 방과 후 활

동 프로그램을 토대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보충 활동인 학업 활동, 컴퓨

터·정보처리기사·한자급수 등 자격증 획득 활동, 악기연주 및 미술과 같은 예술 

활동 그리고 스포츠·무용과 같은 신체활동 이상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 방과 후 스포츠 활동 개념 및 효과

정규 수업시간인 정과 체육수업 외 학생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

는 크게 학교 대표 학생운동선수를 중심으로 한 학교대항 시합 출전과 같은 대

교 스포츠 경기와 방과 후 또는 수업이 없는 시간, 주말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정과 체육 수업의 경우 시간의 제

한성과 정해진 교과내용을 통한 학습 등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특성이 있으며, 대

교 스포츠 경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소수의 학생운동선수를 중

심으로 하는 등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한 특징이 있다. 반면에 방과 후 스포츠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한 자율적 스포츠 활동으로 정과 체육 

수업 외에 방과 후 또는 수업이 없는 시간, 주말 등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

고 심리적 부담감 없이 참여 가능한 활동을 뜻하며, 모든 학생에게 자발적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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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는 특성이 있다(Hyatt, 1977). 즉 방과 후 스포츠는 학

교 정과 체육 수업을 제외한 방과 후 또는 수업이 없는 시간, 주말 등에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참여는 학생의 내제되어 있는 욕구, 불만, 불안, 긴장 등을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신체활동이다. 더욱이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은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근력, 지구력, 심폐기

능 발달 등 신체적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 불안감 감소 등 정서적 건강과 

단체 활동을 통한 협동심 등 사회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은 건전한 여가생활과 개인의 적성, 흥미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체육이 지닌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은 학생의 

여가 욕구만족 뿐 아니라 정규 수업 외 교육과정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으며 학

생의 억압된 충동, 무의식 속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eans(1963)는 첫

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둘째, 현재와 미래의 레크리에이션 기회 제공, 셋

째, 사회적 가치로서 집단정신과 협동정신 함양, 넷째, 운동의 기능 유지 및 신체

적 용감성 배양 이상 3가지로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의 효과를 구분하였다. 또한 

강신복, 강용호(1988)는 첫째, 정과 체육의 보완, 둘째, 적극적 체육활동의 고무,

셋째, 모든 학생에게 체육활동에 참가할 기회 제공, 넷째, 여가시간 체육활동의 

감독 및 장학, 다섯째, 체육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 용구의 구성, 여섯째, 개

인차에 따른 체육프로그램의 구성, 일곱째, 평생 스포츠 활동 기능의 구성 이상 

7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 또는 학생이 기초적 사회

규범을 습득하여 도덕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참여하도

록 유도하며, 문제행동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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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을 통하여 개인

이 제공받는 자원(Baumgartner, & Buchanan, 2010)으로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지원과 같이 개인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

을 비롯한 친구, 동료, 이웃 등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다(Cohen & Hoberman, 1983). 또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

년의 사회성 및 학업 성취도, 웰빙과 같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Dingfelder, Jaffee, & Mandell, 2010; Masuburn, 2008). 사회적 지지는 정신적 스

트레스와 같은 주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Sarason,

Shearin & Pierce, 1987)으로 개인이 처한 주변 환경에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극복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Dubow & Ullman, 1989). 이와 같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

적 지지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1970년대 중반 예방심리학에 대한 관심과 Caplan, Cassel,

Cobb와 같은 학자들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

지기 시작하였으며 스트레스 등과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완충 효과를 지닌 요인

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정현영, 2006). 사회적 지지는 부모, 친척, 이웃, 친구 

등 사회관계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으로 이해되어져 왔으며 개념과 범위가 복합

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제시

한다(Barrera, 1986).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지지 등을 받으며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정보를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으

며 중요한 사회관계망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이며 스트레

스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 Kaplan(1977)은 애정, 승인, 소속 및 안정에 대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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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구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심리적 자원이 공급되는 것을 사회적 

지지라 하였다. Thoits(1982)는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만족하는 정도를 사회적 지지라 하였고, 이것은 대인관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Diamond & Jone(1983)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제공된 다차원적 현상으

로서 타인에 대한 긍정적 감정 표현이나 행동, 인정 또는 상징적, 물질적 자원의 

제공과 같은 대인 관계를 사회적 지지라 하였다. 이상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여러 

학자의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보자면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는 모든 긍

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미현, 1996)하는 것으로 이러한 긍정적 자원은 사회적 관

계망을 통한 자기 인식 및 외부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부

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2) 사회적 지지 유형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주체, 사회 관계망의 특성, 주변 환경 등에 영향을 받

으며, 신체적 또는 물질적 지원과 태도, 자원, 정보의 공유 그리고 정서적, 심리

적 지지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단일한 개념으로 측정할 수 없다

(Dubow & Ullman, 1989; Lopez & Salas, 2006). Barrera(1986)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연결성 또는 관계(social connectedness or social embedness), 지각된 사

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 실질적 사회적 지지(actual or enated social

support)와 같은 핵심개념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 연결성 또는 관계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나 대인관계로부터 제

공받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사회관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Kaul & Lakey, 2003). 공식적인 관계는 정신 건강 전문가, 의사, 상담

사, 교사, 성직자 등과 같은 대상인 반면, 비공식적인 관계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 같은 관계이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관계의 수와 같은 구조적 측면을 

측정하기도 하며 사회관계의 만족도와 같은 질적 특성인 기능적 측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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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조된다.

둘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대처능력 증진과 같은 개인의 인지적 평가이다. 지각된 사회적 지

지의 측정은 개인의 사회적 지지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심리적 고통의 감소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

과 강한 관계가 있다.

셋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질적인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지각된 

감정을 평가 할 때,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실제로 지원받은 내용에 초

점을 맞춘 평가이다.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처한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인이 지원받는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주장

(Barrera, 1986)이 있는 반면,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효과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중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Wethington & Kessler, 1986).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 관계망을 통하여 얻는 

긍정적 자원으로서 기간, 관계성 등 객관적 양을 측정하는 구조적 측면과 의미,

태도, 감정과 같은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구

조적 측면의 경우 사회 관계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지 대인관계

의 객관적 크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타인관계의 접촉 크기, 밀도, 빈도, 혼합 정

도, 관계의 방향 등을 포함한다(Muller, 1980). 반면에 기능적 측면의 경우 실제적 

대인관계의 질을 개인이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Cohen & Hoberman, 1983).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정보에 대한 믿음으로 객관적 사회적 지지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보다 많은 연구

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Cohen & Wills(1985)는 개인이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

의 정도 보다 자신이 지각하는 지지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더 큰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인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Wethington & Kessler(1986)는 타인으로

부터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보다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대처 또는 적응하는 행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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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영역의 구분은 내용에 따라 학자들 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Cohen &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물질

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이상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

으며, Cobb(1976)는 정서적 지지, 실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또는 

정서적 지지, 존경 지지, 관계망 지지로 나누기도 하였다(김종국, 2007, 재인용).

Heaney & Israel(2008)은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사회적 지지를 구분하였는데, 정서적 지지는 공감, 사랑, 신뢰, 배려 등의 표현이

며 도구적 지지는 명백하게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적 지지는 조언, 제안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 마지막으로 평가적 지지는 자체평가를 위한 유용한 정보

의 제공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제공받는 정보적(information), 물

질적(materials), 정서적(emotional) 유형의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적 지지

는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또는 의사결정 등에 도움이 되는 충고, 조언, 지도

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물질적 지지는 경제적인 지원 또는 음식과 같

은 직접적인 물리적 도움을 뜻한다. 정서적 지지는 사랑, 이해, 격려, 신뢰 등의 

태도로서 감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종합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사회관계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 등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이며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적 속성을 통하여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자존감 지지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Baumgartner &

Buchanan, 2010).

3) 아동의 주요 사회적 지지원

사회적 지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정보로서 성

인과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는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아동은 타인

과 소통하는 사회적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단계이며 성인에 비하여 제한

적인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학령기 전 아동의 사회적 관계가 부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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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한정되었다면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교사 및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사회관계망이 확대된다.

아동기는 정서적, 신체적으로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주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다.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의 양적 크기 또는 

유형인 구조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Bost, Vaughn, Washington, Cielinski,

& Bradbard, 1998). 특히 사회적 지지는 초등학생 아동의 성장발달, 학업 성취도,

삶의 질, 사회성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친다(Dingfelder, Jaffee, & Mandell, 2010;

Mashburn, 2008).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가족, 부모, 교사, 또래 친구는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주요 타자로서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적 지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한미현,

1996; Bost at al, 1998; Dubow & Ullman, 1989; Hebert, 2012; Furman &

Buhrmester, 1985).

(1) 부모 지지(Parent Support)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며 사회적 접촉을 하는 관계이다.

특히 자녀는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

격, 가치관, 태도와 같은 지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김명숙, 1994).

부모는 시간적 관점에서 학교나 사회 환경과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자녀에

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Ryan, Kalil, & Leininger(2009)는 높은 물질적 

자원을 제공받은 아동은 문제행동 발생이 적고, 높은 사회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 지지는 아동의 성장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로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지 혹은 애착 정도는 자녀의 문

제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요인이다(김종국, 2007;

이경주, 신효식, 1997). 또한 형제 역시 가족 중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사

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으로서 아동의 사회적, 인지적 기술 습득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Furman & Buhrmester, 1985). 부모 및 형제, 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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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충분한 

부모지지를 받는 아동은 사랑, 수용, 안전의 감정을 느끼며 높은 자아존중

감과 대처전략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한다(Barrera, 1986).

(2) 친구 지지(Peer Support)

아동은 일차적 사회관계망인 가족과 관계 형성 후 학교에 진학하면서 타

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관계망을 확대해 나간다. 학령기 아동은 초등

학교에 입학하면서 나이가 비슷한 동료 집단과 관계를 맺으며 적응능력 발

달, 사회적 기술 습득 등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경험한다. 친구 관계는 상

호의존적이고 자발적인 관계로서 부모나 형제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관계

와는 다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김명숙, 1994). 아동은 학교에 입학하면

서 가족 이외 교사나 또래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타인과 상

호작용하는 법, 사회적 기술, 적응 능력 등을 학습하고 익히게 된다.

친구 지지는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 

및 자기 유능성을 향상시킨다(Dubow & Tisak, 1989). 청소년기 긍정적인 

친구관계는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에서의 균

형 잡힌 심리적, 사회적인 적응을 이끄는 주요 요소이다(김종국, 2007).

친구관계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갈등, 불안, 스트레스 등을 

유발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친구들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또

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하거나 낮은 학업 성취

도, 외로움 등 학교참여에 문제점을 나타낸다(Buhs, Ladd & Herald, 2006).

또래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한 아동의 

사회관계망을 확대시키고 높은 사회성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Vaughn et

al., 2000). 또래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새로운 사회 환경으로의 안

정적 정착 및 정서적 건강과 자기확신감 등 긍정적 자아지각에 영향을 받

는다(Ladd & Troop-Grodon, 2003). 또한 아동기 친구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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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아동은 청소년기, 성인기 등 성장에 따른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받는다. 결국 친구 지지는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개인적 심리상태로부터 학교참여와 같은 사회

적 능력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이라 할 수 있다.

(3) 교사 지지(Teacher Support)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성인으로서 아동의 정

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취학 전 아동의 사회적 지지원

이 가족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아동이 학교에 진학하면서 아동의 사회적 관

계망은 확대된다. 학교는 제2의 가정으로서 가정으로부터 제공되는 긍정적 

지지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기능을 하며,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교사는 아동의 지적 성장 및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은 교사로 부터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신념, 태도 등

을 학습한다. 교사 지지가 높을수록 학생은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낮

게 지각하고, 문제 행동 발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애, 정회욱,

2004; 한미현, 1996). 교사 지지는 부모 지지의 대안적 개념으로서 애정과 

관심, 사랑을 통하여 학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특히 위기 속 학

생들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 지지는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학급 내 친구 지지와도 관련이 

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어려움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등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참여,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하미화, 2009).

교사와 학생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 교사

로부터 칭찬 혹은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인 교사 지지를 지각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내었다(Muller, 2001).

학령기 아동에게 교사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인식되고 학교생활에

서 교사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도움, 관심 등은 도구적 자원으로 정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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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Furman & Buhrmester, 1985). 아동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학습한 내

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관이 형성되므로 교사의 역할과 행동은 아동에

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지이다.

4. 학교참여

1) 학교참여와 유사 용어의 차이

학교참여(school engagement)는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유대관계, 학업성취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출결사항, 수업태

도, 학업성취도 등 학생의 행동양식과 안정감, 애착심, 동질감 또는 소속감과 같

이 학교 안에서 느끼는 심리적 경험으로 학교참여를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학

교와 학생의 행동적, 감정적 동일시로 정의하였다(임영식, 고혜연, 강태신, 2007).

이러한 학교참여는 학생의 태도, 감정적, 인지적인 구성요소들로서 학교에서의 

행동, 규칙적인 출석, 학급토론의 참가와 같은 일반적 행동과 학교에서 지각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와 같은 대항적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Connell &

Wellborn, 1994). 또한 학교참여는 학업태만, 학교 중도탈락, 폭력, 비행과 같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rewster & Bowen, 2004; Finn, 1993).

실증적 관계검증을 통하여 학교참여는 학업성취 및 학업태도와 같은 요인과 

상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학교참여가 낮은 학생의 경우 학

교에서 소외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교참여가 학생의 소외를 역

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참여가 낮은 학생은 따돌림, 왕따 등의 위험에 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학교참

여가 높은 학생일수록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으며 학교참여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수업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lexander,

Enwisle & Horsey, 1997). 오늘날 학교참여는 학생의 올바른 학교학업성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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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을 미친는 주의, 관심, 노력 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강화하는 개념

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Marks, 2000).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교참여를 증진시킨다면 학교생활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서 

발생 가능한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학교참여와 유사한 개념으로 학교유대(school bonding), 학급참여(classroom

engagement) 및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학교유대는 

낮은 사회적 유대(social bonding)를 일탈의 원인으로 설명한 사회통제이론을 바

탕으로 낮은 학교애착,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들의 일탈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설

명한 것이다(Hirschi, 1969). 학급참여는 출석, 수업시간에 집중하기, 수업태도 및 

학교에 대한 애정, 소속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높은 학급참여는 학생들의 중도탈

락을 예방하는 요인이다(Buhs, 2005). 학교적응은 학교 환경에 대한 학생의 지각

과 감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편안한 상태로 학교에 참여하는 것이다(Ladd,

Kochenderger, & Coleman, 1996). 학교참여와 학교적응은 개념 간 관련성은 크

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학교적응을 수업환경,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학교참여

는 학교에 소속되면서 지각하는 감정으로서 교사와의 강한 유대관계, 학교 안에

서 느끼는 안정감, 소속감 등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영식 외, 2007). 학

교유대, 학급참여, 학교적응 등 유사용어와 학교참여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학교

참여는 학교, 교사, 수업과 연계된 교사와의 유대관계, 학교 안에서 느끼는 소속

감, 안정감과 같은 학생의 감정으로서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한 학생들의 기분,

행동, 정서적 상태 등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오늘날 학교참여에 대한 관심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인종, 민족차이에 의한 소수민족 아

동의 학교참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Dotterer, McHale &

Crouter, 2007). 학창시절 생활태도 및 학업성취도는 졸업 후 사회적응에 많은 영

향을 미치므로(Bates & Vandenbelt, 2000) 학교참여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발달을 

위하여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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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참여 유형

학교참여는 학생의 태도, 성취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행동적 참여는 

수업에 집중하고,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려는 행동이다. 둘째, 정서적 참여

는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며, 학교 교육을 가치 있게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인지

적 참여는 학습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인지적 활동이다. 각각의 학교

참여 유형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Jimerson, Campos, & Griedf, 2003).

(1) 행동적 참여(Behavioral Engagement)

노력, 집중, 적극적인 학교 활동 참여와 같은 긍정적 행동과 결석, 학교 

중도탈락 등과 같은 문제행동인 부정적 행동으로 학교참여의 행동적 참여

를 구분할 수 있다. 긍정적 행동은 학교에 대한 태도 및 애정과 관련된 것

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지각이나 결

석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둘째, 학습태도, 과제 등 학업 

활동에 지속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셋째, 운동부나 학생자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등 기타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Finn, 1993;

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또한 부정적 행동은 학교 중도탈락

과 관계가 있는데 낮은 행동적 참여를 보이는 학생은 높은 행동적 참여를 

보인 학생보다 결석과 같은 문제행동 또는 학교 중도탈락을 더 많이 경험

하였다(Connell, Spencer, and Aber, 1994). 즉 행동적 참여는 학업 및 학교 

활동 참여와 같은 학생의 태도를 의미한다(Birch & Ladd,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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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적 참여(Emotional Engagement)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흥미, 지루, 행복, 슬픔, 분노 등과 같은 감정

을 의미하는 것(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으로 학교에 대한 소

속감, 애착과 같은 학생의 감정과 인식을 뜻한다.

(3) 인지적 참여(Cognitive Engagement)

인지적 참여는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생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하며 

학습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태도(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Walker, Greene, & Mansell, 2006)로서,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활동에 참여

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학업 활동

에 참여하는 등 행동적 참여를 넘어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참여 의

지를 뜻한다.

5.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Cohen & Wills, 1985)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낮은 사회적 

지지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그들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형성, 심리적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위기를 초

래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학교참여와 밀접한 

상호 관계를 지닌다. 안은미(2007), 정현영(2006) 등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주

요 사회적 지지원인 부모, 또래, 교사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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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응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

적 지지 중 부모지지는 이들의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의

미가 있다.

학교는 아동이 학령기 연령대에 접어들면서 가정을 떠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공간으로서 제2의 가정과도 같다. 학생은 학교에서 교사, 또래

친구와 관계를 맺고 애정, 소속감과 동질감 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학교에 참여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교에서의 관계형성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부모 지지,

또래 지지, 교사 지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부모와 관계가 긍정적인 다문화가정 학생일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부모 지지가 낮은 학생은 학업 성적이 낮았으며 부모로 부터 충

분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학생은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다.(Geel

& Vedder, 2010).

친구관계는 부모나 형제 등 비자발적인 관계와 달리 자발적인 상호의존관계

로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관계를 맺으며 지능과 흥미를 발달시키는 등 가족으

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사회적 지지원이다(한미현, 1996).

Buhs & Ladd(2001)는 친구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학교에

서 수업 참여도가 낮으며 학교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Dubow &

Tisak(1989)은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은 아동은 학업성취도와 학교적응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래 지지를 많이 받는 학생은 학교생활에 잘 적

응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은 학업 성적이 낮고 결석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김명숙, 1994). 아동이 학령기 연령으로 성장함에 따라 가족 중심의 한정

된 생활환경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형성 등으로 사회 관계망이 확대되고 이들

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진다.

교사로 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은 학생은 학교참여의 행동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rewster & Bowen, 2004).

교사는 아동이 학령기 연령대로 진입하면서 부모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관계를 맺

게 되는 성인으로서 학생은 교사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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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한다(이미애,

정회욱, 2004). 아동의 사회관계망이 확대되면서 교사는 가족, 또래와 더불어 아

동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인정된다(Furman & Buhrmester, 1985). 교사

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하여 학교생활에 적응

하지 못하고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반면에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은 아동은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교사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문제 행

동을 억제하고,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한다(한미현, 1996).

사회적 지지는 다른 어떤 변수보다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 행동을 중재하는 

유용한 변수(Kaplan, Robbins & Martin, 1983)로서 아동의 학교참여에 강력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으로 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는다고 지

각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적응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나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 만족 및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장덕희, 신효선, 2010; 홍정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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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와 학교참여 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과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며 종속변수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이다. 즉 방과 후 스포츠 활

동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통계 목적에 맞도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독립표

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과 다변량분산분석(MANOVA),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

문화가정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다문화 선진교육을 위하여 교육

부와 지역별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선정된 글로벌 선도학교 집중지원학교와 예비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기준 3~6학년 학생 

중 본 연구에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을 모집단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은 비확률표

집방법 중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여 표본 추출하

였다. 편의표집을 실시한 이유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역

별 분포가 고르지 않고 학교별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일정하지 않

은 이유로 인하여 확률표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경기도 지역 내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중 교육부

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정한 글로벌 선도 집중지원학교와 예비학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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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락을 하거나 방과 후 스포츠 강사인 지인의 추천을 받아 연구가 가능한 

집단을 구하였다. 이후 설문조사가 가능한 초등학교 6곳(경기도 안산시, 이천시,

시흥시, 수원시)을 최종 선정한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담

당교사 및 학교 관계자와 설문대상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설문조사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

였다. 설문지는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

였으며 설문 전 참여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 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일

부 학교의 경우 설문조사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따로 소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담당 교사가 직접 지도하여 설문을 

실시 한 후 수거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3년 9월 

16일에서 동년 동월 17일까지 5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

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고, 연구대상인 다

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설문문항에 응답하는데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 설문문항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설문지를 

도출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9월 25일부터 동년 10월 1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해당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

하였다. 총 265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227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85%). 회수된 설문지 중 일부 문항의 응답을 누락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25개의 설문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부모 출신국으로 구분하고 방과 후 활

동 유형 및 참여 빈도, 기간을 알아보았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학생 103명(45.8%), 여학생 122명

(54.2%)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 59명(26.2%), 4학년 43

명(19.1%), 5학년 52명(23.1%), 6학년 71명(31.6%)으로 6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다.

부모 출신국의 경우 아버지는 한국 185명(82.2%), 어머니는 중국 60명(26.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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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게 나타났다. 더불어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196명(87.1%), 비참

여 학생은 29명(12.9%)으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 

보다 많았다. 참여하는 방과 후 활동 유형의 경우 스포츠 활동이 90명(40.0%)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업 활동 67명(29.7%), 예술 활동 36명

(16.0%), 요리수업과 같은 기타 3명(1.3%)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

래 [표2]와 같다.

특성 구분 N(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103 45.8

여학생 122 54.2

학년

3학년 59 26.2

4학년 43 19.1

5학년 52 23.1

6학년 71 31.6

부모 출신국

부

한국 185 82.2

일본 2 0.9

중국 32 14.2

몽골 3 1.3

인도네시아 3 1.3

모

한국 3 1.3

일본 45 20.0

중국 60 26.7

베트남 42 18.7

몽골 8 3.6

필리핀 50 22.2

우즈베키스탄 7 3.1

인도네시아 6 2.6

타이 3 1.3

카자흐스탄 1 0.4

계 225명 100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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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여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진 측정도구 중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맞는 문항을 선

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총 3개 국어로 작성하여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준비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설문지를 제외한 다른 언어를 사용

하는 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 담당 교사가 현장에서 설명하여 이해를 돕도

록 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항목 5문항,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관한 항목 2문항, 사회적 지지에 관한 항목 24문항, 학교참여에 관한 항목 15문

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과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관한 

항목을 제외한 각 문항은 Likert식 5단계 평정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설문지 구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변인 구성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부모 출신국 및 연령 5

방과 후 스포츠 활동 방과 후 활동 참여 유형, 기간, 빈도 2

사회적 지지 부모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24

학교참여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15

합계 46

[표 3] 설문지 구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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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지지 척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 &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

적 지지 평가 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바탕으로 한미현, 유

안진(1996)이 수정·보완하여 국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는 부모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이상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각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단계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

하는 설문 중 2, 9, 19, 20 이상 4개 문항은 역코딩 문항으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코딩 변경하였다.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별 문항은 아래 [표 4]와 같다.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부모지지 9*, 10, 11, 12, 13, 14, 15, 16 8

또래지지 1, 2*, 3, 4, 5, 6, 7, 8 8

교사지지 17, 18, 19*, 20*, 21, 22, 23, 24 8

합 24

* : 역코딩

[표 4]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하위변인별 문항

2) 학교참여 척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참여(school engagement)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은 학생의 학교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Fredricks, Blumenfeld & Paris(2004)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교참여 평가 척도는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 37 -

인지적 참여 이상 3가지 하위 요인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단계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교참여를 

측정하는 설문 중 2, 4, 6 이상 3개 문항은 역코딩 문항으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코딩 변경하였다. 학교참여 하위변인별 문항은 아래 [표 5]와 같다.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행동적 참여 1, 2*, 3, 4* 4

정서적 참여 5, 6*, 7, 8, 9, 10 6

인지적 참여 11, 12, 13, 14, 15 5

합 15

* : 역코딩

[표 5] 학교참여 측정도구 하위변인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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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도와 신뢰도

1)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측정에 사용한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Window용 SPSS AMOS(versio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기존 

연구의 이론이나 경험적인 연구 결과로부터 분석 대상이 되는 변수에 관한 사전

지식이나 이론적 결과를 가지고 있어 내재된 요인 차원 및 가설을 확인하는 수

단으로 사용된다(김계수, 201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에 

관한 설문지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인정된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전반적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에서 제

공하는 여러 적합도 지표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카이제곱 통

계량)과 /df (3이하 적합), SRMR(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 0.08이

하 적합), TLI(Tuker-Luwis index: 0.9이상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 적합), RMSEA(root means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1이하 적합)

등을 중심으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부모지지 8문항, 또래지지 8문항, 교사지지 8문항 총 24문

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하위요인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지지, 또래 지지, 교사 지지로 명명(naming)하였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확

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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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문항 표준오차 요인 적재치 임계치

사회적 

지지

부모지지

b_9 0.136 0.853 5.864**

b_10 0.183 0.752 5.875**

b_11 0.191 0.787 5.516**

b_12 0.161 0.719 6.659**

b_13 0.128 0.742 7.030**

b_14 0.139 0.739 6.148**

b_15 0.137 0.820 7.350**

b_16 0.101 0.893 10.643**

또래지지

b_1 0.154 0.845 7.303**

b_2 0.168 0.924 7.954**

b_3 0.152 0.847 6.982**

b_4 0.214 0.753 4.167**

b_5 0.292 0.780 4.040**

b_6 0.090 0.704 11.447**

b_7 0.200 0.702 3.638**

b_8 0.378 0.868 3.638**

교사지지

b_17 0.117 0.923 9.847**

b_18 0.122 0.853 8.636**

b_19 0.117 0.790 10.472**

b_20 0.140 0.781 7.391**

b_21 0.165 0.903 8.561**

b_22 0.119 0.773 10.330**

b_23 0.181 0.744 7.106**

b_24 0.095 0.842 9.607**

적합도

=192.507(df=160, **p<.001) TLI=.966

/ df = 1.203 CFI=.965

SRMR=.063 RMSEA=.051

[표 6] 사회적 지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df = 1.203(3이하 적합), SRMR=.063(0.08이하 적합), TLI=.966(0.9이상 적

합), CFI=.965(0.9이상 적합), RMSEA=.051(0.1이하 적합) 등 적합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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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참여

학교참여는 행동적 참여 4문항, 정서적 참여 6문항, 인지적 참여 8문항 

총 15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하위요인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

된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로 명명(naming)하였다. 학교참

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요인 측정문항 표준오차 요인 적재치 임계치

학교

참여

행동적 참여

c_1 0.087 0.771 8.057**

c_2 0.079 0.842 9.111**

c_3 0.144 0.923 10.401**

c_4 0.082 0.835 8.889**

정서적 참여

c_5 0.156 0.717 5.918**

c_6 0.154 0.799 6.543**

c_7 0.163 0.773 6.349**

c_8 0.135 0.794 9.756**

c_9 0.134 0.770 6.898**

c_10 0.142 0.747 6.679**

인지적 참여

c_11 0.135 0.794 9.756**

c_12 0.134 0.770 6.898**

c_13 0.142 0.747 6.679**

c_14 0.158 0.743 6.678**

c_15 0.101 0.893 10.643**

적합도

=105.994(df=32, **p<.001) TLI=.906

/ df = 3.312 CFI=.952

SRMR=.043 RMSEA=.093

[표 7] 학교참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학교참여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df = 3.312(3이하 적합), SRMR=.043(0.08이하 적합), TLI=.906(0.9이상 적

합), CFI=.952(0.9이상 적합), RMSEA=.093(0.1이하 적합) 등 적합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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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설문조사 신뢰도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여도 

일관성(consistency) 있는 결과가 산출되거나 측정도구의 안정성(stability)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지 신뢰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을 위하여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연구측정 도구 문항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신뢰도 값이 0.6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다

고 할 수 있다(Ven & Ferry, 1980).

Cronbach's α 검사 결과 사회적 지지 신뢰도 계수는 .873 ~ .955으로 나타났

으며, 학교참여 신뢰도 계수는 .760 ~ .922으로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두 변인 

모두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에 대한 신

뢰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구 분 신뢰도

사회적 지지

부모 지지 .876

.927또래 지지 .955

교사 지지 .873

학교참여

행동적 참여 .760

.897정서적 참여 .922

인지적 참여 .801

[표 8]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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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표집 하여 총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최

종 회수된 설문지 중 일부 문항의 응답을 누락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하여 신뢰

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25개의 설문지를 지침에 따라 부

호화(coding)하였으며, 코딩된 자료는 Window용 SPSS(versio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성, 학년)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

교참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과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한 차

이가 있을 시 사후검증(Tukey)을 하였다.

둘째,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사용하였다. 통

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을 시 사후검증(Tukey)을 하였다.

셋째,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

교참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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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와 학교참여 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

회적 지지와 학교참여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위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본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가설 1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

여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

성으로 설정한 성별, 학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과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사용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차이

성별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

지 하위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사회

적 지지 차이 분석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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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n
기술통계 t-검정

m sd t-value

부모 

지지

남학생 103 4.025 .722 1.691

여학생 122 4.170 .523

또래 

지지

남학생 103 3.622 .918 1.726

여학생 122 3.413 .890

교사 

지지

남학생 103 3.992 .603 6.55

여학생 122 4.045 .592

[표 9]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성별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를 분석한 결과, 학교참여 하위

변인 중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등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동적 참여는 남학생(4.126)

이 여학생(3.69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t값은 5.13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참여의 경우 

남학생(3.807)이 여학생(3.53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t값은 2.492로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

적 참여는 여학생(2.829)이 남학생(2.65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t값

은 2.046로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교참여 차이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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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n
기술통계 t-검정

m sd t-value

행동적 

참여

남학생 103 4.126 .557 5.133**

여학생 122 3.690 .714

정서적 

참여

남학생 103 3.807 .767 2.492*

여학생 122 3.539 .831

인지적 

참여

남학생 103 2.658 .540 2.046*

여학생 122 2.829 .713

*p<.05, **p<.001

[표 10] 성별에 따른 학교참여 차이

2) 학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차이

학년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

지 하위변인 중 부모지지, 또래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지지의 경우 3학년(4.317)이 가장 높았으며, 또래지

지의 경우 3학년(3.96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지지의 경우 유

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밝혀짐에 따라 사후검증(Tukey)을 실시한 결과 부모

지지의 경우 5학년 집단 보다 3학년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지지의 경우 4, 6학년 집단이 5학년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 집단이 4, 6학년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분석 결과는 아

래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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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n m sd F Tukey

부모

지지

3학년 59 4.317 .571 5.486** C<A

4학년 43 4.145 .571

5학년 52 3.853 .736

6학년 71 4.084 .549

또래

지지

3학년 59 3.966 .770 11.652** C<D,B<A

4학년 43 3.540 .958

5학년 52 3.014 .870

6학년 71 3.473 .823

교사

지지

3학년 59 4.080 .589 1.790

4학년 43 4.125 .586

5학년 52 3.867 .617

6학년 71 4.021 .584

*p<.05, **p<.001

A: 3학년, B: 4학년, C: 5학년, D: 6학년

[표 11] 학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학년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를 분석한 결과, 학교참여 하위

변인 중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등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동적 참여의 경우 3학년

(4.11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참여의 경우 3학년(4.07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참여의 경우 3학년(2.939)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밝혀짐에 따라 사후검증(Tukey)을 실시한 결과 행동

적 참여의 경우 5학년 집단이 3, 6학년 집단 보다 낮아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참여의 경우 5학년 집단이 4학년 집단 보다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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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5. 6학년 집단이 3학년 집단 보다 낮아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지적 참여의 경우 5학년 집단이 3, 6학년 집단보다 낮아 집단 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학교참여 차이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2]

와 같다.

구분 학년 n m sd F Tukey

행동적 

참여

3학년 59 4.114 .521 7.153** C<D,A

4학년 43 3.877 .585

5학년 52 3.552 .749

6학년 71 3.957 .717

정서적 

참여

3학년 59 4.073 .733 10.486** C<B, C,D<A

4학년 43 3.713 .976

5학년 52 3.275 .672

6학년 71 3.572 .709

인지적 

참여

3학년 59 2.939 .611 6.339** C<D,A

4학년 43 2.679 .589

5학년 52 2.461 .663

6학년 71 2.850 .620

*p<.05, **p<.001

A: 3학년, B: 4학년, C: 5학년, D: 6학년

[표 12] 학년에 따른 학교참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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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가설 2는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

참여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

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

분석(MANOVA)을 사용하였다.

1)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분석한 결과, 사

회적 지지 하위변인 중 부모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등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지지의 경우 스포

츠 활동(4.37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지지의 경우 역시 스포츠 활

동(4.31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지지의 경우 학업 활동(4.250)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밝혀짐에 따라 사후검증(Tukey)을 실시한 결과 부모

지지의 경우 스포츠 활동 참여 집단이 예술 활동, 방과 후 활동 미참여 집단 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 활동, 방과 후 활동 미참여 집단은 학업 활동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지지의 경우 

스포츠 활동 참여 집단이 학업, 예술 활동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예술 활동 집단은 방과 후 활동 미참여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지지의 경우 스포츠와 학업 활동 참여 집

단이 방과 후 활동 미참여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과 후 활동 미

참여 집단은 예술 활동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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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 n m sd F Tukey

부모

지지

스포츠 93 4.379 .548 16.215** B<C,D<A

학업 67 3.768 .598

예술 36 3.941 .380

미참여 29 4.198 .739

또래

지지

스포츠 93 4.313 .464 141.883** D<C,B<A

학업 67 3.220 .664

예술 36 2.982 .498

미참여 29 2.254 .436

교사

지지

스포츠 93 4.137 .513 21.474** C<D<A,B

학업 67 4.250 .470

예술 36 3.434 .333

미참여 29 3.849 .826

*p<.05, **p<.001

A: 스포츠, B: 학업, C: 예술, D: 방과 후 활동 미참여

[표 13]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2) 방과 후 활동에 따른 학교참여 차이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참여를 분석한 결과, 학교

참여 하위변인 중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등 모든 변인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동적 참여의 경

우 스포츠 활동(4.22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참여의 경우 역시 

스포츠 활동(4.28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적 참여의 경우 학업 

활동(3.08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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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밝혀짐에 따라 사후검증(Tukey)을 실시한 결과 행동

적 참여의 경우 스포츠, 학업 활동 참여 집단이 방과 후 활동 미참여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과 후 활동 미참여 집단은 예술 활동 참여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참여의 경우 스포츠 

활동 참여 집단이 학업, 예술 활동 참여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예술 활동 참여 집단은 방과 후 활동 미참여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적 참여의 경우 학업 활동 참여 집단이 스

포츠, 예술 활동 참여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예술 활동 참

여 집단은 방과 후 활동 미참여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활동에 따른 학교참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구분 활동 n m sd F Tukey

행동적 

참여

스포츠 93 4.225 .397 34.135** C<D<B,A

학업 67 3.959 .644

예술 36 3.166 .709

미참여 29 3.551 .642

정서적 

참여

스포츠 93 4.281 .504 67.162** D<C,B<A

학업 67 3.412 .775

예술 36 3.282 .419

미참여 29 2.724 .535

인지적 

참여

스포츠 93 2.774 .543 19.698** D<C,A<B

학업 67 3.086 .674

예술 36 2.555 .458

미참여 29 2.144 .560

*p<.05, **p<.001

A: 스포츠, B: 학업, C: 예술, D: 방과 후 활동 미참여

[표 14] 방과 후 활동에 따른 학교참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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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가설 3은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와 학교참여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이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사회적 지지와 학

교참여 등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고 다중공선성 확인

을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가설3을 검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수준에서 검증

하였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정도는 기간과 빈도로 구분하여 통계 처리하였

다.

1)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상관관계

방과 후 스포츠 활동,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상관

관계 분석 결과 변인들 간 관계는 5%(*P<.05), 1%(**p<.01) 수준에서 각각 정적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라서 다문화가

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

지 하위변인 교사지지와 학교참여 하위변인 행동적 참여(r=.712)관계가 변인들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earson 적률상관계수는 ±.90이상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 ±.70이상~.90미만은 

높은 상관관계, ±.40이상~.70미만은 다소 높은 상관관계, ±.20이상~.40미만은 낮

은 상관관계, ±.20미만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송지준,

2008). 분석 결과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8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각각의 변인들은 상호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사실이 확인되

었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상

관관계는 아래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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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기간 빈도
부모 

지지

또래 

지지

교사 

지지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기간
1

빈도
.498** 1

　

부모 

지지

.448** .351** 1

또래 

지지

.442** .115 .483** 1

교사 

지지

.238* .295 .344** .511** 1

　

행동적 

참여

.219* .233* .248* .400** .712** 1

　

정서적 

참여

.193 .072 .390** .456** .466** .516** 1

　

인지적 

참여

.013 .259* .045 .038 .128 .015 .214*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표 15]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상관관계

2)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방과 후 스포츠 활동과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 부모지지의 다중회귀분석 결

과, 기간은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 중 부모지지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부모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계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22.7%를 나타내고 있으며,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 

기간은 유의수준 .05에서 회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 빈도는 유의수준 .05에서 회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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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지지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방과 후 스

포츠 활동(기간) β=.353, 방과 후 스포츠 활동(빈도) β=.188 순으로 나타났다. 즉,

방과 후 스포츠 활동(기간)이 증가할수록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부모지지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과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 또래지지의 다중회귀분석 결

과, 기간은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 중 또래지지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또래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계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20.7%를 나타내고 있으며,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 

기간은 유의수준 .05에서 회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도는 유의수준 .05에서 회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지지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기간) β=.505, 방과 후 스포츠 활동(빈도) β=.124 순으로 나타났다. 즉, 방과 

후 스포츠 활동(기간)이 증가할수록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또래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과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 교사지지의 다중회귀분석 결

과,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은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 교사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 중 또래지지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계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9.8%를 나타내고 있으며, 방

과 후 스포츠 활동은 유의수준 .05에서 회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과 사회적 지지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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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R2

B SED Beta

부모지지
기간 .168 .051 .353 3.288** .227

빈도 .075 .043 .188 1.752

또래지지
기간 .203 .044 .505 4.639** .207

빈도 .042 .037 .124 1.142

교사지지
기간 .057 .052 .127 1.094 .092

빈도 .081 .436 .219 1.882

*p<.05, **p<.001

[표 16] 방과 후 스포츠 활동과 사회적 지지 다중회귀분석 결과

3)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학교참여에 미치는 영향

방과 후 스포츠 활동과 학교참여 하위변인 행동적 참여의 다중회귀분석 결

과,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은 행동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학교참여 하위변인 중 행동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관계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6.2%를 나타내고 있으며,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은 

유의수준 .05에서 회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과 학교참여 하위변인 정서적 참여의 다중회귀분석 결

과,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은 정서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학교참여 중 정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계 설

명력은 전체 변량의 3.8%를 나타내고 있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은 유의수준 .05

에서 회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과 학교참여 하위변인 인지적 참여의 다중회귀분석 결

과,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인지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계 설명력은 전

체 변량의 9.9%를 나타내고 있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빈도)은 유의수준 .0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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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과 후 스포츠 활동(기간)

은 유의수준 .05에서 회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참여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빈도) β=.364 로 나타났다. 즉, 방과 후 스포츠 활동(빈도)이 증가할수록 다

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인지적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

과 후 스포츠 활동과 학교참여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17]과 같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R2

B SED Beta

행동적 

참여

기간 .052 .041 .151 1.275 .062

빈도 .039 .034 .135 1.141

정서적

참여

기간 .091 .052 .209 1.742 .038

빈도 .011 .044 .031 .258

인지적

참여

기간 .093 .055 .197 1.700 .099

빈도 .144 .046 .364 3.142*

*p<.05, **p<.001

[표 17] 방과 후 스포츠 활동과 학교참여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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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

적 지지와 학교참여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

정하였으며, 각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의

미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차이

가설 1 검증 결과, 일부 특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별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

지와 학교참여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학교참여의 경우 모든 하위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 학교참여 하위변인 중 행동적 참여와 정서적 참여에서는 남학생이 여

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지적 참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학교참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동적 참여의 경우 남학생(4.126)이 여학생(3.69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참여 역시 남학생(3.807)이 여학생(3.53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인지적 참여는 여학생(2.829)이 남학생(2.65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분석 결

과 사회적 지지의 경우 하위변인 중 부모지지, 또래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참여의 경우 모든 하위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경우 3학년 학생의 부

모지지(4.317)와 또래지지(3.96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참여의 경우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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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행동적 참여(4.114), 정서적 참여(4.073), 인지적 참여(2.93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자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은 사회적 지

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학교참여의 하위변인 행동적 참여와 정서적 참여

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학교 행사 및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지적 참여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학교 및 학업 활동 참여 의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에 따른 사회적 지지 및 학교참여 차이는 3학년이 그 

외 4, 5, 6학년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민정(2008)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피부

색과 같은 외모차이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 더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특히 여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반면에 김성식(2012)은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하였으며, 이순비

(2010)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성별, 학년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적 지지

와 학교생활은 차이가 없다고 밝혀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위와 같은 상반된 결과에 대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을 일반가정 자녀와 다르지 

않은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박현주(2011)의 연구결과와 함께 성별,

학년 이외에 다른 배경 변인들에 따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

교참여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거주 지역,

경제적 특성, 부모관계 등 다양한 변인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규명해야 할 과

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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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차이

가설 2 검증 결과,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모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활동 참가유형에 따라 다문화가정 초

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분석 결과 부모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등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 변인과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 등 학

교참여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경우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생의 부모지지

(4.379)와 또래지지(4.31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생의 교사지지(4.137)와 학업 활동을 하는 학생의 교사지지(4.250) 모두 높게 나

타났다. 학교참여의 경우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생의 행동적 참여(4.225)

와 정서적 참여(4.281)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학업 활동을 하는 학생의 인

지적 참여(3.08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자면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

생은 학업 활동, 예술 활동 또는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비교하여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 후 활동이 

출석, 학업성취 및 문제행동, 학교 중도탈락 감소 등 교육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성식(2012)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방과 후 스

포츠 활동은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체력운동 및 경쟁, 협력 등을 경험하고, 또래 

친구들과 친밀한 감정 및 협력적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활동이다. 김우철

(2012)은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 보다 또래 친구들과 친밀감과 같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김희화(2010)는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간 깊은 유대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유능감 등 학교참여 수준

이 높아지는 것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방과 

후 활동 운영을 주장하였다. 또한 방과 후 활동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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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또래친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학업성취도, 학교참여 강화 등 문제

행동 감소 및 학교 중도탈락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Feldman & Matjasko, 2005),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하여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들의 학교참여가 

높아지는(Dotterer, McHale, & Crouter, 2007)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높은 사회적 지지와 학

교참여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방과 후 스포츠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은 다문

화가정 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간 긍정적인 관계를 지닌 효과적인 수단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부모지

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그리고 학교참여 하위요인 행동적 참여와 정서적 참여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방과 

후 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낮은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차이 확인 결과 방과 

후 활동 미참여를 제외한 학업 활동과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부모지지(3.768)와 교사지지(3.434)가 각각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참여 하위요인 행

동적 참여(3.166)가 각각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 후 활

동에 참여하더라도 참여 유형에 따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

교참여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희화(2010)의 연구에 따르면 방과 후 활동 중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특

성을 이해하고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 부모지지와 교사지지,

학교참여 하위변인 행동적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후 연구를 통하

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방과 후 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연구대상에게 영

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변인들을 포함한 입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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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관계

가설 3 검증 결과,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학교참여 관계 분석 결과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

라 일부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정도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과 후 스포츠 활동(기간)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인 부모지지, 또래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참여의 경우 방과 후 스포츠 활동(빈도)이 증가할수록 학교참여 하

위변인인 인지적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자면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수록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규리(2011)는 다문화가

정 초등학생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들의 발달지체, 학교 및 사회적응 곤란, 자아정체성 저하, 심리적 부적응 등과 같

은 어려움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여가교육, 신체활동과 

같은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Brewster & Bowen(2004)은 미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라틴계 미국

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교사지지가 학생의 

애교심, 학업성취향상 및 중도탈락 감소 등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

며, Dubow & Tisak(1989)는 교사로 부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

로 지각하는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가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할 수 있다. 결국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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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와 학교참여 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대상

의 배경변인 일반적 특성과 방과 후 활동을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방과 후 활동에 따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을 연구대상으로 표집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일부 문항의 응답을 누락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25개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지침에 따라 부호화(coding)하

였으며 코딩된 자료는 Window용 SPSS(version 18.0)과 SPSS AMOS(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하였다. 자료처리는 통계 

목적에 맞도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빈도분

석(frequency analysis),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과 다변량분산

분석(M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와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없으며, 학

교참여는 행동적 참여와 정서적 참여의 경우 남학생이 높으며, 인지적 참여는 여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와 학교참여는 모든 영역에서 3학년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업 활동, 예술 활동 또는 방

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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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는 상호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기간)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

지의 하위변인인 부모지지, 또래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학교참여의 경우 방과 후 스포츠 활동(빈도)이 증가할수록 학교참여의 하위

변인인 인지적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다문화사회의 급격한 증가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상이며,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일 것이다. 증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같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아직 일회성 혹은 전시성 행사 또는 다양하지 못한 활동에 그

치는 등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늘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

정 학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이지만, 오늘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과 관련된 연

구는 다각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김희경, 2012; Greenberg,

2013). 본 연구를 통하여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

지와 학교참여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각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

을 통하여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이들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에 미치는 긍

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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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기 아동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 및 추후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

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그에 따른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초등학

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

며, 거주 지역에 따라 부모 직업, 교육여건, 생활환경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서울 및 경기도 수도권 지역 또는 강원, 충청, 경남 등 거주 

지역에 따라 사무직, 생산직, 농축산업 등 부모직업 및 가정의 경제 수준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 대상이 전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국내 거주 전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

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 다문화가정 특성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따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

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조사로 연구방법

을 한정하였다. 따라서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심층적이고 질적인 수준의 정보

를 수집하지 못하였으며, 연구대상에 대한 횡단적 연구로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연

구방법상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언어 활용 능력 미흡으로 인

하여 의사표현에 서툴거나 설문참여에 미숙할 우려가 있어 직접관찰 및 심층면

담과 같은 학생 개인의 특성을 자세하게 관찰 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이 필요

할 것이며, 시간에 따른 연구대상의 성장과 이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종단

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이외 다른 변인에 의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

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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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에 대하여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을 범주화하여 종목 및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와 학교참여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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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School Engagement, 

After-School Sport Program Particip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ang, MinUk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school engagement, and after-school sport particip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 – 3th 6th grade students selected from school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Ansan-si, Icheon-si, Siheung-si, Suwon-si), Korea in 2013. A 

total of 225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Statistical analyse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includ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independent sample t-test, M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were identified. As to the 

variables of social support, ther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However, school engagement was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boys were higher than girls in scor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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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engagement and emotional engagement while girls were higher than 

boys in cognitive engagement. The variables of both social support and school 

engageme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grade differences: 3rd graders were 

higher than students in other grades. 

Second, as to the types of after-school programs, participants in sport 

programs showed statistically higher scores in both social support and school 

engagement than participants in other programs including academics, arts, and 

non-participation. 

Thir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al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variables of social support and school engagement among participants in 

after-school sport programs. As to social support, the period of after-school 

sport program participation was found to have an significant influence on both 

parent support and peer support. As to school engagement, the frequency of 

after-school sport program participation was found to have an significant 

influence on cognitive engagement.

Key Words : after-school sport programs,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support, school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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