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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적응하

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 시부모 등

도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이 로 덮어둘 경우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사

회가 지불하게 될 비용 또한 막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

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수준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이들의 사회적응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에 참고가 되고,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

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먼저, 전국의 다문화가

족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설문조사를 행해 준 현 리서

치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기타 관련 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에도 감사드린

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농어촌 다문화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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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

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②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며, ③ 국내외의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농어촌 다문

화가족의 사회적응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 조사, 면접 설문조사, 우편조

사, 심층면접조사, 외국사례 분석, 전문가 및 관련자 의견 수렴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이란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의 일

원이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에 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들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환경에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지칭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경제적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요약해보면, 출신국가, 거주 지역, 연령, 연령차, 이주경로, 사회

적 지지, 직업 경력, 체류기간 등을 들 수 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적응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86.5%는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는 농사(어업)

일을 집안 일이 많아서 부담스러워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하고 있었다. 

총 가구소득에서 농어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인 응답자가 

71.0%로 나타나 농어촌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농어업은 절 적인 소득원임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15.3%, 한국인 남편의 27.5%가 

농어업 이외 소득활동(직장일)을 하고 있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54.8%

가 연간 가구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연간 가구소득이 3,000만 원 이

상인 가구는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

악함을 알 수 있다. 경제 만족도 척도(5점 만점)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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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가 2.91점, 남편이 2.86점, 시부모가 2.80점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친척의 지지, 가구 총소득, 여성결혼이민자 및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

가 가족 중에서 힘든 관계인 사람이 있는 비율은 27.7%로 나타났고, 남편

(11.0%), 시어머니(8.8%) 순으로 높았다. 지난 1년간 가족들로부터 각종 폭

력을 경험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은 16.0%로 나타났다.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친하게 지내는) 사람 수

(평균)는 동일 국적인은 3.0명, 한국인은 1.4명, 제3국인은 0.5명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주로 가족‧친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이 친

구‧이웃에 의해서 일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복지

기관 담당자와 같은 공공의 사회적 지지는 아주 부족하고 종교단체와 자원

봉사자에 의한 사회적 지지도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1순위,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어교육(30.0%), 한국문화 

이해(14.2%),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14.2%),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7.0%), 

일자리 알선(7.0%) 순이었다.

  문화적응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상 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시부모

가 가장 적게 하였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평균 점수는 3.04로 나타나 보통 수준이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2가구(70.5%)였

다. 자녀 교육적응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4.02)에 비해서 남

편(4.08)이 약간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선족, 거주 지역, 가구 총소득은 

문화적응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공 지지, 친구‧이웃 지

지, 결혼경로(결혼중개업체), 캄보디아, 필리핀은 문화적응 정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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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선족,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 

남편과의 나이차, 일본, 고민 교류 정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혼동기(경제적 이유)와 공공 지지는 문화적응 스

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지하는 자녀 교육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거주 지역은 자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남편 초혼 여부, 

캄보디아, 필리핀, 결혼 전 농어업 경험, 가족‧친척 지지, 한국국적 소지 여

부는 자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적응 실태를 살펴보면, 체로 심리적 안정 

수준은 남편, 시부모, 여성결혼이민자 순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 2.77, 남편 2.72, 시부모 2.68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가족‧친척 지

지, 친구‧이웃 지지, 한국거주기간, 거주 지역이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공 지지,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 필리핀, 결혼 전 

농어업 경험, 고민 교류 정도는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친구‧이웃 지

지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혼동기(남편과 애

정), 필리핀, 공공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가족에 한 농어촌주민의 인식을 살펴보면, 농어촌주민 다수

가 다문화가족 관련 경험을 하고 있었다. 농어촌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다

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2/3가 넘었고, 친척 중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

는 1/5 수준에 이르렀다.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은 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농

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한 태도,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기여에 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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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책 확 에 한 태도 등으로 나누어 설문조사한 결과, 모두 

긍정적 응답자 비율이 부정적 응답자 비율보다 높았다.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긍정적 인식과 가장 관련이 높은 요인

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교류’로 나타났다. 연령 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마을주민 중에 다문화가족이 없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

와의 교류가 없을수록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과 관련한 국내 정책의 문제점은 ① 유사 사

업의 부처‧기관별 분산 추진으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 ② 지역 단위에서의 

통합적 지원창구 부재, ③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 주체들 간 역할 배분체

계 미 정립, ④ 정책 추진체계상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 부족, ⑤ 정책의 사

각지  상존, ⑥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발굴 노력 미흡, 

⑦ ‘가족’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 상 프로그램의 편중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의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의무적 통합교육 제공, ② 통합교육 이수 결과에 따

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 ③ 언어교육에 한 강조와 지원, ④ 자녀 교

육에 한 강조와 지원, ⑤ 이주 관련 정책을 다루는 별도의 기관 운영, ⑥ 

지역사회 및 민간부문의 다문화정책 참여, ⑦ 국가의 이익을 위한 이민자

의 문화 및 능력의 적극적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기본방향은 다

음과 같다: ① 건강가족 육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아

야 한다. ②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책이 필요하다. ③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단기적 정책과제로는 ① 여

성결혼이민자 상 영농교육 개선, ② 한국어교육 개선 및 방과 후 교육지

원 강화, ③ 다문화가족의 영농기반 구축 지원을 들 수 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로는 ① 농

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②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③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

활동 지원, ④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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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Adaptation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y Task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multi-dimensionally centering 
on social adaptation, 2)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related variables on 
social adaptation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3)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4) to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the social adaptation level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earch methods were the field survey,  mail survey, in-depth 
interview, collection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and so on. The field sur-
vey was conducted among 400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The Mail sur-
vey was conducted among 809 farmers.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
ducted among 15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data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
ernmental organiz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
age, means and F-test tables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related variables on social adaptation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 field survey, most of the female respondents an-
swered that they were participating in farming or fishing.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femal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participating 
non-farm economic activities. 54.8 percent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had the annual household income of 20 million won or less. 

Major short-term policy tasks to improve the social adaptation level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re as follows: 1) improvement of agricul-
tural educa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2) improvement of Korean 
education and reinforcement of after-school assistance, and 3) construction 
assistance of agricultur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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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mid and long-term policy tasks to improve the social adapta-
tion level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re as follows: 1) improvement 
of rural multi-cultural family related service delivery system, 2) activation 
of social enterprises networks and fostering middle assistance organizations, 
3) support of agribusiness and related activities, and 4) improvement of so-
cial welfare system and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Researchers: Dae-Shik Park, Sang-Jin Ma, In-Hye Kwon
Research Period : 2011. 1 ～ 2011. 11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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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농어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에 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5,971명 중 33.9%에 해당하는 2,023명이 외국

여성과 혼인하였다. 더구나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

성의 외국여성과의 혼인 비율은 37.5%나 된다(통계청, 2011).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인종‧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태도,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한 무관심과 배려의 부족 등으로 인

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의 한국인 남편, 시부모 등도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

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외관적으로 구분되는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고, 한국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약소국 출

신이 부분이며, 한국인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불리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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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리함에 더하여 문화적 적응과 의사소통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편

견과 차별적 우가 심화된다.

  그리하여 농어촌의 다문화가족은 일반가족과는 다른 여러 가지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의사소통의 제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농어촌의 다

문화가족은 부부관계, 자녀양육, 가족관계,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며 이에 따라 국제

결혼의 파탄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문제들을 이 로 덮어둘 경우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사

회가 지불하게 될 비용 또한 막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

어갈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그러므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수준

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문

제점을 파악하여 이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한국 농어

촌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찾아서 

그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농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인 생활실태와 문

제점을 조사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선행연

구들은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문제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더

구나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문제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

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② 농어촌 다문

화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며, ③ 국내외의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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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에 한 검토

2.1. 일반적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관련 논의

  설동훈과 윤홍식(2005)은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결

혼이민자들의 특성을 출신국가와 거주지별로 파악해 이들 집단 간의 상이

성과 공통점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적응이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

과 이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관계를 통해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부관계, 친족관계, 이웃관계, 자조집단 참여 여부, 

한국어 구사능력 정도를 사회적 적응의 핵심적 변수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적응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여부와 해당 가구의 가구소득으로 

파악하였다. 전국 885호의 여성결혼이민자 가구를 상으로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적응에 관한 지원에 있어서 여성결

혼이민자의 욕구 수준이 집단에 따라 상이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적응 수준도 출신국가와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금해(2006)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응의 유형은 무엇인지 밝히고 이들에게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 이상 된 기혼 조선족 여성 1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

담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설동훈 외(2006)는 ① 전국적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특히 아

동의 생활실태 및 사회문화적 기본욕구를 파악하고, ② 결혼이민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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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지원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1,177가족(여성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을 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접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 과정, 가족생활, 경제활동, 일상생활, 사회정

책 수요 등이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20명을 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

하였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 정책으로 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

한 가족생활 실천, ② 바람직한 국제결혼모델의 정립, ③ 아동의 건강한 발

달과 사회적응 지원, ④ 민관협력의 사회통합 모델 구축, ⑤ 결혼이민자가

족지원법 제정을 제시하였다.

  구차순(2007)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확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어떻게 처해 나가며 적응해나가는 지를 분석하였다. 연

구방법으로는 부산광역시 결혼이주여성 10명을 상으로 근거이론적 연구

를 수행하였다. 결혼이주가족의 적응과정을 ① 혼돈과 갈등의 단계, ② 둘

러보고 시도해봄의 단계, ③ 조화로 위치를 찾음의 단계, ④ 공동체 구성원

으로 뿌리내림의 단계로 설명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유형을 ① 안

정된 뿌리내림, ② 희망을 걸어봄, ③ 회의로 흔들림으로 구분하였다.

  최운선(2007)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을 한국어 능력, 한

국사회에 한 지식, 한국문화에 한 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차별에 한 

인식, 사회복지제도 관련 지식, 가족관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서울, 경기도, 경상도에 거주하는 260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문화 적응 척도는 한국어 능력(4

문항), 한국사회에 한 지식(10문항), 한국문화에 한 지식(10문항), 사회

적 네트워크(3문항), 차별에 한 인식(10문항), 사회복지제도 관련 지식

(12문항), 가족관계(4문항)로 구성하였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의 이주와 정착과정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교육수준, 출신국

가, 체류기간, 이주경로, 한국어 실력,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등에 따른 사

회문화 적응의 다양한 양상과 차이를 규명하였다.

  정천석과 강기정(2008)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유형을 제

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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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5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을 실시하였다.

생활적응은 생활만족 적응(4문항)과 심리 적응(우울 13문항, 불안 10문항)

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생활만족 적응 유형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이웃

교류 수준이 결합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응 유형의 공통적인 특성으

로는 부부관계 갈등 수준이 낮은 조건의 결합유형으로 나타났다.

  정기선과 한지은(2009)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살고 있는 남녀 국

제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스

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경기도에 거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 810명과 남성결혼이민자 203명 등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심리적 문화적응)는 정신건강 혹은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존의 평가문항들 중에서 우

울증 척도에 포함되는 8개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와 

남성결혼이민자 모두가 결혼이주를 하면서 기 했던 생활수준 향상의 욕

구가 충족될수록,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부부관계

가 긍정적일수록, 또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일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는 특히 

가족생활적응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은 것

에 비해, 남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수준은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김정훈(2009)은 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을 파악하여 한국사회에 조

기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사회적응에 사회자본의 어떤 요소

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사회자본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수도권과 충북지역의 255명의 결혼이

주여성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3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상으

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사회자본 중 신뢰는 정치적응에는 영향을 미치

지만 경제적응과 사회‧문화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자본 중 네트워크는 경제적응과 사회‧문화적응에는 영향을 미

치지만 정치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석회(2009)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돕는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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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작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서

울, 경기, 구, 경북,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총 391명의 결혼이주여성 

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주여성의 연령과 본국에서의 직업 경

력,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가정생활의 적응 정도, 배우자의 직업과 연

령, 한국으로 결혼이주 전 한국에 한 지식과 이미지, 국내의 한국인 및 

출신국가 친구, 주민모임에의 참여 여부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김이선 외(2010a)는 다문화가족의 해체(이혼) 추이를 분석하고 이혼‧사

별 경험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여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기존 관련 자료

를 재분석하고, 이혼‧사별 경험 여성결혼이민자 30명, 이혼 경험 한국인 

배우자 및 그 외 가족 12명을 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

족의 주요 이혼 사유는 ① 결혼과정상의 문제, ② 외국인 혐오성‧여성인권 

침해성 폭력, ③ 체류자격을 둘러싼 갈등, ④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둘러싼 갈등, ⑤ 경제적 갈등, ⑥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양식의 차이 등

으로 나타났다. 정책 제언으로는 ①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 차원의 정책 개

입 강화, ② (예비)다문화가족 상 프로그램 강화, ③ 가족관계 해소를 둘

러싼 국가 간 제도적 모순 해결 노력, ④ 이혼-귀국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

원 프로그램 실시 검토, ⑤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지원, ⑥ 결

혼이민자-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⑦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확충을 제시하였다.

  김진숙 외(2010)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응과정과 내용, 결과를 살

펴보고 부부의 적응에 한 실체이론구성과 이들의 적응을 원조할 수 있는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13쌍의 다문화가정 부부

와 9명의 관계인을 상으로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김순규와 이주재(2010)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관련

하여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안을 제시하였다. 연

구방법으로는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208명에 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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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생활 적응은 심

리, 사회, 문화적 적응으로 세분화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언어능력은 이

주여성의 문화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지는 심리, 

사회, 문화적 적응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관련 논의

  윤형숙(2005)은 전라남도 6개 군에 거주하는 20명의 필리핀 출신의 이

주여성 및 가족 등을 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촌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을 설명하였다. 국제

결혼 이주여성들을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결혼으로 내몰린 단일한 

피해자 집단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다양

한 경로로 국제결혼 과정에 이른 다중적인 주체(multiple subjects)로 보았

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일부 수용하면

서도 일상적 실천을 통해 저항하고 비판하며, 한국의 가부장적 질서에 저

항하는 데에 필리핀의 문화적 전통, 교육과 영어 구사능력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일과 이주연(2006)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과정과 사회적응 장애요소를 살펴보고 이들을 한국 농어촌사회의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

법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5명, 관련 지자체 공무

원 3명, 국제결혼 이주여성 당사자 30명을 심층면접하였다. 사회적응 장애

요인으로는 ① 기후 차이, ② 문화 차이, ③ 농촌 경험 부족, ④ 차별 등을 

지적하였다.

  박재규(2006)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상으로 농

촌생활 만족상태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전라북도 13개 시‧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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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실태

를 부부생활, 일상생활, 이웃관계에 있어서의 만족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주여성의 국적과 관련해서 조선족 여성에 비해 필리핀이나 베트남 국적 

여성이 일상생활에서는 만족하였지만, 국내 거주기간은 이웃관계에서만 유

의미하였을 뿐 부부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혼 과

정에서 남편에 한 정보가 정확할수록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

어에 한 이해가 높을수록 국내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참여에 한 가족의 지지는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

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미혜와 안현주(2006)는 경남 김해시에서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 내에

서 일어나는 폭력에 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14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국제결혼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불평등 관계 및 국가적 불평등 위계질서에 의해서 한국 남성들이 이주여성

에게 다양한 형태의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

력의 유형으로는 강요와 협박, 경제적 억압(노동력 착취, 경제적 통제, 경

제적 책임 전가 등), 신분보장을 이용한 통제, 시 식구의 폭력, 고립, 성적 

학 , 정서적 학  등이 있었다.

  이순형 외(2006)는 ① 농촌지역 국제결혼의 현황을 분석하고, ②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삶과 요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 및 언어, 문화, 가족, 

육아, 교육, 사회 적응 문제를 분석하며, ③ 적응 성공 사례들을 조사‧발굴

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정책

과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농촌지역의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166명

과 남편 14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12명을 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공적인 지원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5개 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43명을 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

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으로는 ① 여성의 인권보호, ② 자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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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교육 지원, ③ 한국사회 적응 지원, ④ 가족관계 교육, ⑤ 다문화주의 

교육환경 조성, ⑥ 사회교육환경 조성, ⑦ 취업 및 영농활동 지원, ⑧ 국제

결혼 중개업체 관리 감독 강화, ⑨ 출입국관리 업무체계의 강화 등을 제시

하였다.

  한건수(2006)는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적응과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전라북도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에서 총 19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심층 면접조사 

하였다. 가치관, 생활양식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시어머니, 남편, 친척과의 

갈등 양상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에 한 체

계적인 설명과 안내 없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힘든 문화

학습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에, 한국인 남편과 시 식구들은 일방

적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빨리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양순미(2006)는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조선족, 

일본, 필리핀 출신의 이주여성 부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전국 6개 시‧군, 40개 면, 110개 마을에서 표집을 한 150

쌍을 조사하였다. 이주여성의 경우 국제결혼생활에 적응하는 데 미치는 가

장 중요한 요인은 부부 간 상호작용 정도, 언어소통 문제, 자아존중감 순으

로 나타난 반면에, 남편의 경우는 부부 간 상호작용 정도, 언어소통문제, 

부부간의 성격 차이, 영농활동 참여 여부, 결혼지속 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김오남(2007)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을 

살펴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구조와 내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였다. 연구방법으로는 2개 도의 10개 군에서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민여성 

153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크게 지지구조와 

지지내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지지구조는 지지 제공자를 시부모, 모

국인 친구,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남편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이들이 

제공하는 지지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지내용은 각 출처별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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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식과 최경은(2008)은 ①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을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파악하

고, ② 국내외의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여, ③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도출한 농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

법으로는 전국 43개 시‧군지역의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남편이 농업인인 

400가구의 다문화가정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

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문화가정 20가구를 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① 다문화가정 관련법의 개선, ② 농촌 다

문화가정을 위한 사이버 지원체계 구축, ③ 혼인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사전 교육 실시, ④ 농촌 다문화가정 서

비스 전달체계 개선, ⑤ 다문화가정 상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

육 강화, ⑥ 다문화가정 상 영농교육의 개선, ⑦ 영농기반 구축 및 다문

화 후계세  육성, ⑧ 농업 관련 산업 및 비농업 경제활동 지원, ⑨ 사회보

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 를 제시하였다.

  최연실 외(2008)는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들을 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적 관점에서 이들의 결혼생

활을 살펴보고, 이들의 적응 양상이나 과정, 전략 등에 하여 논의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 12명을 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결혼이민 관련 인사들을 면접조사 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의 결

혼생활 적응에는 다양한 관련 요인이 작용하며, 이들의 결혼생활 적응에는 

사회적 지지가 적응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이민여

성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신의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해가는 적응단계를 거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강혜정(2009)은 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 특성 및 활동 실태를 파

악하고, ② 국제결혼에 따른 향후 농업인구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며,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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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 인적자원화 방안과 다문화후계세  육성

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남편이 농업인인 

여성결혼이민자 402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당면과

제로는 ① 다문화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 마련, ②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 추진,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역할 분

담, ④ 정책담당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촌 다문화 후

계세  육성체계 정립 방안으로는 ① 자녀교육 지원 및 후계세  육성, ② 

이주여성농업인 상 인력육성정책 확 , ③ 단계별 이주여성농업인 육성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김영주(2009)는 한국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고 

있는 문화적 갈등과 그것에 한 적응 전략을 ‘음식’이라는 프레임을 가지

고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공주시와 청양군에 거주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35명을 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면상 ‘순응’과 ‘적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이면

에는 많은 문화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 

나름 로의 적응과 생존을 위한 전략들을 구사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음식과 관계된 문화적 갈

등 유형은 ① 한국음식의 강요와 모국음식의 제한, ② 식사준비 등 역할분

담을 둘러싼 갈등 등이었다. 한국음식과 한국음식문화에 한 자발적 순응

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의 변용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한곤(2009)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상으로 생

활적응도를 측정하고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검

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경상북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238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적응은 10개 문항(말하기, 글쓰기, 글읽기, 시어머니 관계, 시 식구 

관계, 제사 모시기, 가부장제 문화, 자녀교육, 자녀 키우기, 거주환경에 

한 리커트 5점 척도)으로 측정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적응도를 

살펴보면, 언어영역, 문화영역 및 자녀양육 적응도가 낮았다. 인구사회경제

학적 변인과 생활적응도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부부간의 연령 차이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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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수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적응도는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표 1-1>에는 앞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관련 선행연구들의 

주요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일반적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관련 논의에서

는 사회적응을 다차원적으로 조사‧분석한 경우가 있으나, 농어촌 다문화가

족의 사회적응 관련 논의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더구나 일반적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관련 논의에서는 농어업이나 농

어촌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한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응의 문제를 주로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입장에서 

남편 혹은 시부모를 포함한 시  식구들과의 관계, 자녀양육 등을 조사하

고 있어서 가족 단위의 사회적응 문제에 해서는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

다. 그리고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응 문제를 문화적 측면이나 심리

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서 사회적응의 다차원적인 측면에 한 검토가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식과 최경은(2008)의 연구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전반적인 생활 실

태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응 

문제에 해서는 심층적으로 조사하지 못했으며, 통계적 분석도 빈도 또는 

교차표 분석에 머물렀다.

  본 연구는 기술적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다중회귀분석과 같은 다변인통

계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응 실태와 문제점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조사하여 이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편, 시부모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사회

적응 문제에 해서도 주목을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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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 주요 연구 상 연구방법 사회 응 측정

일반  

다문화

가족의 

사회 응

련 논의

설동훈‧윤홍식
(2005)

여성결혼이민자(885명) 설문조사 사회  응
경제  응

최 해(2006) 기혼 조선족 여성(17명)
심층면
참여 찰

응 유형

설동훈 외
(2006)

결혼이민자가족(1,177호)
여성결혼이민자(20명)

설문조사
심층면

일반 생활실태

구차순
(2007)

여성결혼이민자(10명) 심층면
참여 찰

문화 응

최운선
(2007)

여성결혼이민자(260명) 설문조사 사회문화 응

정천석‧강기정
(2008)

여성결혼이민자(25명)
설문조사
면 조사

생활만족 응
심리 응

정기선‧한지은
(2009)

여성결혼이민자(810명)
남성결혼이민자(203명)

설문조사 심리  응
문화 응

김정훈(2009) 여성결혼이민자(255명) 설문조사
정치 응
경제 응
사회문화 응

임석회(2009) 여성결혼이민자(391명) 설문조사 지역사회 응

김이선 외
(2010a)

여성결혼이민자(30명) 
배우자 등 가족(12명)

심층면
주요 이혼 사유
이혼 과정상 문제

김진숙 외
(2010)

다문화가정 부부(13 )
계인(9명)

심층면
참여 찰

결혼 응

김순규‧이주재
(2010)

여성결혼이민자(208명) 설문조사
심리  응
사회  응
문화  응

농어  

다문화

가족의 

사회 응

련 논의

윤형숙(2005) 여성결혼이민자(20명) 심층면 결혼 응

김성일‧이주연
(2006)

여성결혼이민자(30명) 심층면 사회 응 장애요인

박재규(2006) 여성결혼이민자(608명) 설문조사
부부‧일상생활,
이웃 계 만족도

공미혜‧안 주
(2006)

여성결혼이민자(14명) 심층면 가정 폭력의 유형

이순형 외
(2006)

여성결혼이민자(166명)
남편(141명)

설문조사 일반 생활실태

한건수(2006) 여성결혼이민자(19명) 심층면 가족생활 응

양순미(2006) 다문화가정 부부(150 ) 설문조사 응요인

김오남(2007) 여성결혼이민자(153명) 설문조사 문화 응

박 식‧최경은
(2008)

다문화가정 부부(400 ) 설문조사 일반 생활실태

최연실 외
(2008)

여성결혼이민자(12명) 심층면 결혼생활 응

강혜정 외
(2009)

여성결혼이민자(402명) 설문조사 일반 생활실태

김 주(2009) 여성결혼이민자(35명) 심층면 문화  갈등과 응

김한곤(2009) 여성결혼이민자(238명) 설문조사
언어‧가족 계‧자녀교
육‧문화  환경 응

표 1-1.  다문화가족의 사회 응 련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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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농어촌이란 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다문

화가족을 광의적 개념에서 파악할 경우 결혼이민자 가족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탈북자 가족(새터민)’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연

구에서는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

족’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한정한다.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남편의 직업이 농어업인인 다문화

가족을 중점 연구 상으로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파악한다.

3.2. 연구의 주요 내용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에 한 검토, 연구의 범위

와 내용, 연구방법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사회적

응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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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에서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적응실태를 ①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 ② 비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 ③ 가구소득 및 경제 만족도, ④ 

경제적 적응 사례, ⑤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⑤ 소결로 나누

어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를 ① 가족관계, 

② 사회적 지지, ③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복지욕구, ④ 문화적응, ⑤ 자

녀의 보육 및 교육적응, ⑥ 사회문화적 적응 사례, ⑦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⑧ 소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적응 실태를 ① 심리적 안정, 

② 자아존중감, ③ 심리적 적응 사례, ④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⑤ 소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에 한 농어촌주민의 인식을 다루었다. 

제7장에서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과 관련한 국내외의 정책 사례

를 소개하였다. 제7장에서는 먼저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관련 우

리나라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8장에서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

시하였다. 제9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4.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 조사, 면접 설문조사, 우편조

사, 심층면접조사, 외국사례 분석, 전문가 및 관련자 의견 수렴 등이다.

  기존 문헌 조사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타 국내외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면접 설문조사는 전국의 34개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의 읍‧면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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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문화가족 400가구를 상으로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지는 다문화가족 단위로 작성하되 여성결혼이민자(400

명), 한국인 남편(400명), 시부모(100명)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다문화가족 구성원별 사회적응 조사항목은 <표 1-2>에 요약되어 있다. 

표본추출은 먼저 지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유의할당 추출방

법을 이용하여 34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

역농협 등의 협조를 받아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2년 이하, 

3～5년, 6～10년, 11년 이상)을 감안하여 표본가구를 할당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생애주기별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국

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조사 상자에 포함되도록 국적별로 표본을 어느 

정도 할당하였다. 설문지 초안 마련, 예비조사, 사전검사 등의 과정을 통해

서 최종 설문지는 연구진이 직접 마련하였으며, 현지 면접 설문조사는 관

련 농어촌조사의 경험이 많은 여론조사 전문기관(현 리서치)에 위탁하여 

이루어졌다.

  우편조사는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현지통신원1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우편조사를 통해 진행되

었다. 전체 1,920명의 통신원 중에서 814명이 응답하였고, 이중에서 불성실

하게 응답한 5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09건을 분석하였다. 우편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크게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다문화가족에 한 개방성,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기여와 참여에 한 

태도, 다문화가족 정책에 한 태도)을 묻는 부문과 주민이 사는 마을의 다

문화가족 현황과 교류, 그리고 개인 특성을 묻는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을 묻는 문항은 선행연구(양애경 외, 2007; 황정미 

외, 2007)를 기초로 5점 리커트 척도2에 응답하는 종합척도의 형태로 개발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여론조사를 위해 위촉하고 있는 피조사자를 의미

하는 것으로 전국에 1,920명이 활동하고 있다. 통신원이 모두 농업인이다 보니 

농어촌주민 일반의 의견으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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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네 가지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 관련 종합척도의 신뢰도(Cron-

bach's α)는 ‘다문화사회에 한 개방성’은 0.7003,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는 0.730,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기여‧참여’는 0.748, ‘다문화

가족 정책에 한 태도’는 0.736이었다(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부록 4의 

설문지 참조).

조사 역 조사항목

조사 상

여성결혼
이민자

남편 시부모

경제

응

농어가소득
(농어업소득, 농어업 이외소득)

●

농(어)규모 ●

농(어) 분야(주요 작목) ●

농어업활동 참여 ● ● ●

농어업 이외 소득활동 ● ● ●

경제  만족도 ● ● ●

사회문화

응

가족 계 ●

친족 계 ●

이웃 계 ●

친구 계 ●

사회조직 참여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욕구 ● ●

문화 응 ● ● ●

자녀 보육  교육 ● ●

심리

응

우울  불안 ● ● ●

자아존 감 ● ● ●

표 1-2.  다문화가족 구성원별 사회 응 주요 조사항목

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당초 설계된 설문에서 5번 문항(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에 온 이상 한국문화에 따라야 

한다)이 내적합치도 분석 결과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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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00가구의 농어촌 다문화가족을 상으로 한 면접 설문조사와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상으로 한 우편조사 자료에 한 분

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이루어

졌으며 빈도, 평균, 교차표 분석, F-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사

용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로는 파악하기 힘든 내면 심

리와 같은 질적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다문화가족 15

가구를 상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다문화가족의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인 

남편, 시부모, 자녀 등을 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여

성결혼이민자의 국적, 한국 거주기간(2년 이하, 3～5년, 6～10년, 11년 이

상), 경제적 여건, 영농(어) 참여,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족들이 심층면접조사 상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필요 시에 이웃 

주민, 이장 등을 상으로 심층면접 상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례는 관련 문헌 검색,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밖에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학교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학교,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농협 

등), 농어업인단체 등의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3>에는 연

구내용별로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이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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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 연구방법

사회 응의 개념과 

유형

- 사회 응이란 무엇인가?

- 사회 응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 사회 응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 조사

농어  다문화가족

의 사회 응 실태

와 문제

- 농어  다문화가족의 사회 응 실태와 문제

은 무엇인가?

  * 경제‧사회문화‧심리  응

- 농어  다문화가족의 사회 응을 개선하기 

해서 필요로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설문조사

우편조사

심층 면 조사

다문화가족 등에 

한 농업인(농어

주민)들의 인식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한 인식은?

- 다문화가족과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인식은?

- 일상생활에서 다문화가족과의 계는 어떤가?

우편조사

심층 면 조사

농어  다문화가족

의 사회 응에 향

을 미치는 요인

- 농어  다문화가족의 사회 응에 련된 변

인은 무엇인가?

- 농어  다문화가족의 사회 응에 상 으로 

더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설문조사 

결과에 한 

통계분석

농어  다문화가족

의 사회 응 련 

정책의 황과 문

제

- 다문화가족을 한 정책은 무엇인가?

- 농어  다문화가족을 해 특화된 정책은 

있는가?

- 농어  다문화가족 사회 응 지원에 있어 

문제 은 무엇인가?

- 농어  다문화가족 사회 응 지원에 있어 

정책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문헌조사

우편조사

문가 면담

농어  다문화가족

의 사회 응 지원 

련 선진국의 정

책 사례

- 선진국은 어떠한 시각에서 농어  다문화가

족의 사회 응 문제를 근하고 있는가?

-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정책은 무엇인가?

문헌조사

외국사례조사

농어  다문화가족

의 사회 응 개선

을 한 정책과제

- 농어  다문화가족의 사회 응을 개선하기 

한 정책은 어떻게 근되어야 하는가?

- 농어  다문화가족의 사회 응을 개선하기 

한 구체 인 정책과제로는 무엇이 있는가?

문가 의회 

표 1-3.  연구내용별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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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료 분석 방법

  기존 자료 조사에서는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필요시에는 원 

자료를 이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사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표 분석, 다중

회귀분석, 기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과 현지조사 결과는 

도표, 서술적인 방식 등으로 정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

석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측정방법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4.1.1. 독립변인의 측정

  독립변인은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것으로는 한국거주기간, 국적, 학력, 

연령, 종교 유무, 남편과의 나이차, 결혼동기(남편과의 애정), 결혼동기(경

제적 이유), 결혼경로, 결혼 전 농어업 경험, 한국국적 소지 여부, 공공 지

지, 가족‧친척 지지, 친구‧이웃 지지, 고민 교류 정도, 본인의 문화적응 노

력이 있다. ‘한국거주기간’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거주한 총 연 수

를 말한다. 국적은 베트남을 ‘0’으로 다른 국가를 각각 ‘1’로 더미 변수 처

리를 하였다. 학력은 ‘초졸 이하’는 1, ‘중졸’은 2, ‘고졸’은 3, ‘전문  졸 

이상’은 4로 범주화를 하였다. 연령은 만 연령을 말하고, 종교 유무는 ‘종

교 없음’은 0, ‘종교 있음’은 1이다. 결혼동기(남편과 애정)는 ‘애정 때문

에’는 1이고, ‘기타’는 0이다. 결혼동기(경제적 이유)는 ‘경제적 이유’는 1

이고, ‘기타’는 0이다. 결혼경로는 ‘귀하는 현재의 남편을 어떻게 만났습니

까?’라는 질문에 관한 것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는 1이고, ‘기타’는 

0이다. ‘한국국적 소지 여부’는 ‘귀하는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

까?’라는 질문에 관한 것으로 ‘없음’은 0, ‘있음’은 1이다. ‘결혼 전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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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여성결혼이민자

경제  만족도
(7개 문항 척도)
Cronbach's α=0.90

문화 응 정도
(5개 문항 척도)
Cronbach's α=0.71

문화 응 스트 스
(10개 문항 척도)
Cronbach's α=0.89

자녀교육 응
(7개 문항 척도)
Cronbach's α=0.92

심리  안정
(10개 문항 척도)
Cronbach's α=0.95

자존감
(10개 문항 척도)
Cronbach's α=0.82

- 한국거주기간 한국 거주기간(년)

- 국
국 한족, 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베트남=0)

- 학력
졸 이하=1 졸=2 고졸=3
문 졸 이상=4

- 연령 만 연령

- 종교(유무) 종교 유무(무=0, 유=1)

- 남편과의 나이차 남편나이-여성나이

- 결혼동기(남편과 애정) 애정 때문에=1, 기타=0

- 결혼동기(경제  이유) 경제  이유=1, 기타=0

- 결혼경로 결혼 개소 통해=1, 기타=0,

- 결혼  농어업 경험 많음=1, 약간 있음=2, 없음=3

- 한국국  소지 여부 없음=0, 있음=1

- 공공 지지 13개 항목에 한 수 합계

- 가족‧친척 지지 13개 항목에 한 수 합계

- 친구‧이웃 지지 13개 항목에 한 수 합계

- 고민 교류 정도 본국+한국+제3국=교류정도 총합

- 본인의 문화 응 노력 9개 항목 척도
(Cronbach's α=0.87)

남편

- 학력 졸=1, 고졸=2, 문 졸 이상=3

- 종교 유무 없음=0, 있음=1

- 혼 여부 혼=1, 재혼=2

- 남편의 문화 응 노력
11개 항목 척도
(Cronbach's α=0.90)

- 남편 지지 지지의 개수

가족 공통

- 거주지역 읍=1, 면=2

- 가구 총소득 총 가구소득(11개 범주)

- 가족 형태 핵가족=0, 확 가족=1

표 1-4.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다 회귀분석의 독립변인  종속변인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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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귀하는 결혼 전에 농사(어업)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관한 것으로 ‘많음’은 1, ‘약간 있음’은 2, ‘전혀 없음’은 3이다. 공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복지기관 담당자) 지지, 가족‧친척 지지, 친구‧이

웃 지지는 각각 13개 항목(① 은행일이나 관공서 일을 신 봐준다, ② 식

사나 집안일을 도와준다, ③ 길을 잘 모르는 곳에 갈 때 나를 데려다준다, 

④ 내가 아플 때 간호(간병, 병원 동행)해준다, ⑤ 내게 필요한 물건을 빌

려준다, ⑥ 경제적 도움(용돈, 생활비, 필요한 물건)을 준다, ⑦ 물건을 사

러 갈 때 나와 함께 가준다, ⑧ 부업이나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 ⑨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다, ⑩ 나를 존중해 주고 내 의견을 받아준다, ⑪ 

항상 나를 걱정하며 관심을 가져준다, ⑫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소중하

다, ⑬ 서로 오가며 친하게 지낸다)에 해당 여부(해당=1, 미해당=0) 점수의 

합계로 측정하였다. ‘고민 교류 정도’는 ‘한국에서 귀하가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이웃이나 가족‧친

척은 몇 명이며,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지내십니까?’라는 질문에 관한 것

으로 6개 범주의 교류 정도 점수(‘거의 매일’ 6점, ‘주 1～2회 정도’ 5점, 

‘한 달에 1～2회 정도’ 4점, ‘1년에 5～6회 정도’ 3점, ‘1년에 3～4회 정도’ 

2점, ‘1년에 1～2회 정도’ 1점)를 ‘같은 국적인’, ‘한국인’, ‘제3국인’의 경

우를 모두 합계하여 측정하였다.

  ‘본인(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노력’은 정천석(2009)의 12개 문항의 

문화적응태도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들이 만든 9개 항목(① 나는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② 나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한다, 

③ 나는 남편에게 나의 모국에 해 자주 이야기 한다, ④ 나는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⑤ 나는 시 의 풍습에 적응하려고 노력

한다, ⑥ 나는 남편에게 나의 모국어를 잘 가르쳐 준다, ⑦ 나는 남편에게 

나의 모국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⑧ 나는 남편에게 나의 모국 풍습

에 해 자주 이야기해준다, ⑨ 나는 남편에게 모국의 예절에 해 자주 이

야기해준다)에 한 응답점수(‘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체로 그렇지 않

다’ 2점, ‘반반이다’ 3점, ‘ 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를 합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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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측정하였다.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0.87이다.

  남편에 관한 것은 학력, 종교 유무, 초혼 여부,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 남

편 지지이다. 학력은 ‘중졸’은 1, ‘고졸’은 2, ‘전문  졸 이상’은 3으로 측

정하였다. 종교 유무는 ‘종교 없음’은 0, ‘종교 있음’은 1이다. 초혼 여부는 

‘초혼’은 1, ‘재혼’은 2이다.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은 정천석(2009)의 12

개 문항의 문화적응태도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들이 만든 11개 항목

(① 나는 아내의 모국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② 나는 아내의 

모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③ 나는 아내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

한다, ④ 나는 아내와 아내의 모국에 해 자주 이야기 한다, ⑤ 나는 아내 

모국의 생활방식에 해 잘 알고 있다, ⑥ 나는 아내의 고향에 해 잘 알

고 있다, ⑦ 나는 아내에게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 ⑧ 나는 

아내에게 한국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⑨ 나는 아내에게 한국의 풍습

에 해 자주 이야기해준다, ⑩ 나는 아내에게 TV를 같이 보며 한국에 

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준다, ⑪ 나는 아내에게 모국의 예절에 해 자주 

이야기해준다)에 한 응답점수(‘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체로 그렇지 않

다’ 2점, ‘반반이다’ 3점, ‘ 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를 합계하

여 측정하였다.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0.90이다.

  다문화가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거주지역, 가구 총소득, 가족 형

태이다. ‘거주지역’은 ‘읍’은 1, ‘면’은 2이다. ‘가구 총소득’은 ‘작년에 귀

의 총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한 11개 응답범주(① 

500만 원 미만, ②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③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④ 1,500만 원～2,000만 원 미만, ⑤ 2,000만 원～2,500만 원 미만, 

⑥ 2,500만 원～3,000만 원 미만, ⑦ 3,000만 원～3,500만 원 미만, ⑧ 

3,500만 원～4,000만 원 미만, ⑨ 4,000만 원～4,500만 원 미만, ⑩ 4,500만 

원～5,000만 원 미만, ⑪ 5,000만 원 이상)로 측정하였다. ‘가족 형태’는 

‘핵가족’은 0, ‘확 가족’은 1이다.

  독립변인들 간의 공선성(Collinearity)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차한계(T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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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구하였다. 공

차한계는 한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의

미한다. 공차한계 값이 작을수록 그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다중)공선성이 높다. 분산팽창요인

(VIF)은 공차한계의 역수로 표시되며, VIF 값이 클수록 독립변수들 간의 

공선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선성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

은 공차한계 .10 이하, 분산팽창요인(VIF) 10 이상이다. 경제적, 사회문화

적,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3가지 다중회귀분

석에 있어서 모두 공차한계값이 .10보다 훨씬 크며 분산팽창계수는 10보다 

훨씬 작아서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1.2. 종속변인의 측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

석의 종속변인은 경제적 적응부문은 경제 만족도, 사회문화적 적응부문은 

문화적 적응 정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녀교육 적응, 심리적 적응부문은 

심리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이다.

  경제적 적응 부문의 ‘경제 만족도’는 설동훈과 윤홍식(2005), 김정훈 등

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만든 7개 항목(① 우리 집은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정도의 소득(돈)이 있다, ② 우리 가족이 벌고 있는 소득 수준에 만족한다, 

③ 우리 집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

움이 없다, ④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경제활동(일)에 만족한다, ⑤ 전

반적으로 우리 집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만족한다, ⑥ 보통의 한국인 가정

과 비교할 때 우리 집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⑦ 

모국(본국)에서 살 때에 비해 경제적 생활수준이 더 좋아졌다)에 한 응

답점수(‘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 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를 합계하여 측정하였다. ‘경제적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90이다.

  사회문화적 적응부문의 ‘문화 적응 정도’는 Barry(2001)가 개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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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옥경(2007)이 수정‧번안한 척도를 참고하여 5개 항목(① 내가 듣는 부

분의 음악은 모국음악이다, ② 나는 모이는 사람들 부분이 모국사람인 

모임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③ 나는 한국 사람들보다 모국 사람들이 나를 

더 인간답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④ 나는 한국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모

국 사람들과 있을 때 더 편하다), ⑤ 나는 글을 쓸 때 주로 모국어를 쓴다)

에 한 응답점수(‘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반

반이다’ 3점, ‘ 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를 합계(5개 항목을 

모두 역산 처리함)하여 측정하였다. ‘문화 적응 정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0.71이다.

  사회문화적 적응부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Sandhu와 Asrabadi(1994)

가 개발하였으며 양옥경(2007)이 수정‧번안한 10개 항목(① 고향에 한 

그리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 ② 나는 한국음식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③ 

나는 한국어로 말을 하려면 긴장된다, ④ 나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겁난

다, ⑤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모국에 남겨두고 떠나와서 미안하게 생각한

다, ⑥ 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⑦ 나는 한국 

사람들이 나의 모국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⑧ 나

는 한국에서 내가 접받아야 할 만큼 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⑨ 나는 

모국과 모국사람들이 그립다, ⑩ 나는 한국문화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에 

한 응답점수(‘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체로 그렇지 않다’ 4점, ‘반반이

다’ 3점, ‘ 체로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를 합계하여 측정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9이다.

  사회문화적 적응부문의 ‘자녀교육 적응’은 7개 항목 [① 학교(유치원‧어

린이집)에 잘 가지 않으려 한다, ②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③ 말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 ④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

활한다, 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⑥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⑦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을 잘 

지킨다]에 한 응답점수(‘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체로 그렇지 않다’ 4

점, ‘반반이다’ 3점, ‘ 체로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를 합계(④ 문

항과 ⑦ 문항은 역산 처리함)하여 측정하였다. ‘자녀교육 적응’ 척도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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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수(Cronbach's α)는 0.92이다.

  심리적 적응부문의 ‘심리적 안정’은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를 

참조하여 만든 10개 항목(①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②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③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

이 든다, ④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⑥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⑦ 화를 잘 내는 편이다, ⑧ 감

정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⑨ 매사에 걱정이 많다, ⑩ 두려운 느낌이 든다)

에 한 응답점수(‘항상 경험했다’ 1점, ‘자주 경험했다’ 2점, ‘가끔 경험했

다’ 3점,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4점)를 합계하여 측정하였다. ‘심리적 안

정’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95이다.

  심리적 적응부문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를 전

병제(1974)가 번안하고, 이영자(1996) 등 여러 연구자들이 사용한 10개 항

목 [①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 자신이 만족스럽다, ② 나는 다른 사람들

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③ 나는 부분 다른 사람들만큼 일

을 잘 할 수 있다, ④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⑤ 전반

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⑥ 나는 나에게 좋

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⑦ 나는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⑧ 가끔씩 나는 내가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⑨ 나는 때때

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⑩ 나는 나 자신에 하여 긍정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에 한 응답점수(‘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별

로 동의하지 않는다’ 2점, ‘다소 동의한다’ 3점, ‘적극 동의한다’ 4점)를 합

계(④, ⑤, ⑧, ⑨ 문항은 역산 처리함)하여 측정하였다. ‘자존감’ 척도의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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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설문조사, 우편조사, 심층면접 대상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상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표 1-5>와 같다.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우, 연령별로는 ‘25세 이하’ 19.0%, ‘26～30세’ 34.5%, ‘31～35

세’ 17.0%, ‘36～40세’ 13.8%, ‘41세 이상’ 15.8%이었다. 학력을 보면 ‘중

학교 졸업 이하’가 46.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53.8%이었다. 한국 거

주기간은 ‘2년 이하’ 20.0%, ‘3～5년’ 27.3%, ‘6～10년’ 31.5%, ‘11년 이

상’ 21.2%이었다. 국적은 베트남 38.5%, 필리핀 20.0%, 중국(한족) 12.2%, 

중국(조선족) 10.5%, 캄보디아 9.8% 순이었다. 종교는 없음 46.5%, 불교 

24.8%, 기독교 13.8%, 가톨릭 7.8%, 통일교 6.5% 순이었다.

  한국인 남편의 경우, ‘40세 이하’ 25.3%, ‘41～50세’ 60.7%, ‘51세 이상’ 

14.0%이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31.0%, ‘고등학교 졸업 이상’ 

69.0%이었다. 학력은 초혼이 84.5%, 재혼이 15.5%이었다.

  다문화가족 공통 사항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은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

남권, 영남권이 각각 25.0%이었다. 가족 유형은 핵가족(부부, 부부+자녀) 

38.5%, 확 가족(부부+시부모, 부부+자녀+시부모) 58.7%이었다. 연간 가

구소득은 ‘2,000만 원 미만’ 54.8%, ‘2,000만～3,000만 원 미만’ 35.5%, ‘3,000

만 원 이상’ 9.7%로 나타났다.

  시부모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시부) 21.0%, 여자(시모) 79.0%

이었다. 연령은 ‘60  이하’ 31.0%, ‘70 ’ 55.0%, ‘80  이상’ 1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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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주 사례 수 비율(%)

여성

결혼이민자

연령

25세 이하
26～30세
31～35세
36～40세
41세 이상

76
138
68
55
63

19.0
34.5
17.0
13.8
15.8

학력

등학교 졸업 이하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문 학 졸업 이상

48
137
164
51

12.0
34.2
41.0
12.8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3～5년
6～10년
11년 이상

80
109
126
85

20.0
27.3
31.5
21.2

국

국 한족
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태국
기타

49
42
154
80
39
16
13
7

12.2
10.5
38.5
20.0
9.8
4.0
3.3
1.7

종교

없음
기독교
가톨릭
불교
통일교
기타

186
55
31
99
26
3

46.5
13.8
7.8
24.8
6.5
0.8

남편

연령

35세 이하
36～40세
41～45세
46～50세
51세 이상

15
86
132
111
56

3.8
21.5
33.0
27.7
14.0

학력

등학교 졸업 이하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문 학 졸업 이상

43
81
256
20

10.7
20.3
64.0
5.0

결혼 상태
혼

재혼
338
62

84.5
15.5

가족 공통

거주 지역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남권

100
100
100
100

25.0
25.0
25.0
25.0

가족 유형

부부
부부+자녀
부부+시부모
부부+자녀+시부모
기타

16
138
25
210
11

4.0
34.5
6.2
52.5
2.8

연간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1,000만～2,000만 원 미만
2,000만～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상

37
182
142
39

9.3
45.5
35.5
9.7

시부모

성별
남자(시부)
여자(시모)

21
79

21.0
79.0

연령
60  이하
70
80  이상

31
55
14

31.0
55.0
14.0

표 1-5.  설문조사 상 다문화가족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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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6>과 같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37.3%, ‘고등학교 졸업 이상’ 62.7%이었다. 성별은 남자 88.4%, 

여자 11.6%였다.

구분 범주 사례 수 비율(%)

학력

등학교 졸업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문 학 졸업 이상

74
221
394
101

9.3
28.0
49.9
12.8

연령

30  이하
40
50
60
70  이상

9
74
230
200
284

1.1
9.3
28.9
25.1
35.6

성별
남자
여자

715
94

88.4
11.6

표 1-6.  우편조사 응답자(KREI 지통신원)의 일반  특성

  심층면접 상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표 1-7>과 같다. 심층면접 

상 다문화가족 수는 15가구이며, 지역별로는 횡성 4가구, 고창 2가구, 금

산 3가구, 화성 4가구, 봉화 2가구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베트남 

6명, 필리핀 5명, 캄보디아 4명이며, 이들의 연령 분포는 22～46세였다. 여

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은 5개월～12년이다. 농어업의 종류는 벼, 

담배, 배, 밭농사, 염전, 담배, 포도, 아이비, 깻잎 등이었다.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34～57세이며, 결혼 과정은 ‘결혼중개업체’ 5가구, ‘아는 사람 소

개’ 3가구, ‘종교단체’ 4가구, ‘친척 소개’ 2가구, ‘연애’ 1가구였다. 종교는 

‘없음’ 7가구, 기독교 3가구, 불교 3가구, 통일교 2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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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 

가족

여성결혼
이민자의 
출신국 

연령
한국
거주
기간

농사 
종류

(주 작목)
학력

남편
연령

거주
지역

결혼 과정 종교

A 베트남 28 7년 벼  퇴 51 횡성 연애 없음

B 필리핀 46 12년 담배
학원
졸업

50 횡성
아는 사람

소개
기독교

C 베트남 23
1년
8개월

벼
고
퇴

41 횡성
아는 사람

소개
없음

D 베트남 27 10년 벼 졸 38 횡성
결혼
개업체

불교

E 필리핀 40
11년
4개월

밭농사 고졸 50 고창 종교단체 기독교

F 베트남 22
2년
2개월

염 졸 45 고창 친척 소개 불교

G 필리핀 40 9년 깻잎 고졸 50 산 종교단체 통일교

H 필리핀 46
11년
4개월

밭농사 졸 49 산 종교단체 통일교

I 캄보디아 28
4년
2개월

벼 졸 43 산
결혼
개업체

없음

J 필리핀 35
4년
1개월

포도 졸 51 화성 종교단체 기독교

K 캄보디아 23 10개월 배 졸 34 화성 친척 소개 없음

L 베트남 23 5개월 벼 고졸 36 화성
결혼
개업체

없음

M 베트남 29
3년

11개월
아이비 고졸 57 화성

아는 사람
소개

없음

N 캄보디아 23
1년
8개월

벼 졸 48 화
결혼
개업체

없음

O 캄보디아 27
1년
8개월

밭농사 고졸 41 화
결혼
개업체

불교

표 1-7.  심층면  상 다문화가족의 일반  특성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사회적응 관련 이론  제2장

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

  2000년 이후 농어촌(읍‧면)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건수는 빠르게 증

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8,746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유입하였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는 6,839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

에 유입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7,219명으로 다시 상승 추세에 있다(그

림 2-1).4

  2005년까지는 중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이 유입하였으나, 2006년에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가 중국의 2배 이상 유입하였다. 2006년까지 급격하

게 증가하던 베트남 출신 여자와의 혼인이 2007년에는 전년보다 42% 감소

하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이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2007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에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추

세이다. 2010년 농어촌(읍‧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은 베트남(45.5%), 중

국(28.4%), 필리핀(8.6%), 캄보디아(7.0%) 등의 순이었다(그림 2-2).

  2010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건수는 도시(동부)가 18,605건으로 

농어촌(읍‧면부)의 7,219건보다 많았다. 그러나 전체 혼인에서 외국 여자

4 통계청의「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농어촌 다문화 가구 수와 박 식(2010)

의 추계를 감안하면, 2010년 현재 농어촌(읍‧면부)에는 3만 5천 명 내외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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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혼인 비중은 농어촌이 15.7%로 도시지역 7.4%보다 높았다. 농림어업

종사 남자의 혼인건수 중 외국여자와 혼인은 2000년 38.0%에서 꾸준히 증

가하여 2006년에는 무려 42.5%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그 비중이 점차 감

소하여 2010년에는 33.9%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그림 2-1.  국 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  유입 건수 추이(2000-2010)

자료: 통계청(2011)

그림 2-2.  농어  여성결혼이민자의 국  분포(2010년)

자료: 통계청, 2011,「2010년 혼인‧이혼 통계」.

주: 기타에는 태국,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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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응의 개념 정의와 유형

  원래 ‘적응(adaptation)’이란 생태학에서 사용하던 개념으로 ‘생물유기체

가 생존을 위해 주어진 환경 조건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적응의 개념을 확

장하여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처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 양상이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포함시키고 있다(윤인진, 2000).

  Adams(1972)는 적응을 환경에 효과적으로 응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보고, 이 능력에 따라 개인의 생존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Barker(1991)는 

적응이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양호한 삶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Lazzrus(1976)는 적응에는 두 가지 차원의 

과정, 즉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Wol-

man(1973)은 적응을 신체적, 사회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고 욕구에 응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유기체의 환경에 한 조화적 관계로 보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적응은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서 발생하는 변화’를 지칭한다(Berry, 1997). 그러므로 적응은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Berry, 2005).

  Ward와 Kennedy(1994)는 적응을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적응은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서 심리적인 복리나 양호

한 정신건강, 만족감을 말한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 

일상적 생활문제의 해결과 같이 새로운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관련된다.

  Berry(1997; 2005)는 적응을 심리적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 경제적 적응

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적응은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행복(well-being)에 

관한 것이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개인이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일상생활

을 어떻게 영위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 적응은 취업과 경제력의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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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이란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의 일원이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에 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가

족 구성원들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환경에 적합한 행동

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지칭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문

화가족의 사회적응을 경제적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 심리적 적응으로 구

분하여 살펴본다.

3. 사회적응 관련 이론

  Gordon(1964)은 적응 과정을 6단계(① 문화적응, ② 구조적 동화, ③ 병

합, ④ 동일시, ⑤ 태도와 가치관의 동화, ⑥ 행동의 동화)로 설명하였다.

적응은 한 집단이 새로운 거 사회를 만남으로 인해 나타는 제반 현상으로 

이는 집단의 특수성이나 개인적 특징, 그리고 거 사회에서의 수용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Oberg(1960)는 이주 초기에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한 관심 등으로  

허니문 단계로 시작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위기, 절망 등을 느끼며 

적응기 단계가 되며, 이는 다시 통합 및 변이 단계에 이르는 U-curve형의 

적응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U-곡선이론). U-곡선이론에 따르면, 처음

에는 적응이 쉽고 성공적으로 느껴지며 다음엔 잘 적응한다는 느낌이 줄어

들며 가끔 외로움과 불행감을 느끼는 위기가 따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시 적응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며 외국사회에 보다 통합되기 시작한다.

  Berry(1997)는 문화적응 과정을 정서‧행동‧인지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루

면서 두 개의 차원(①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 유지 여부, ② 주류사회

와의 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동화

(assimil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구별해냈다. 통합은 모국의 문화

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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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는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나 주류사회와의 관계가 소원

한 것이다. 동화는 모국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지 않은 채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보다 많이 추구하는 것이다. 주변화는 주류사회와 모국의 문화 모

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Berry와 Sam(1997)은 적응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을 다루면서 다차원

적으로 설명하였다. 한 개인의 이주 후 적응(adaptation)에는 출신 사회의 

요소와 정착 사회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집합적 차원의 변화(정치‧경제

‧사회적 구조)가 발생하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수준의 문화 변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들은 적응을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

로 구분하였고, 문화적응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제1단계는 

접촉단계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 만나는 초기 단계이다. 제2단계는 

갈등단계로 이주자들을 수용하는 주류사회가 이주자에게 변화의 압력을 

가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이주자들은 정체성의 혼미를 경험할 수 있으

며 행동의 변화와 문화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제3단계는 해결단계로 

문화적응의 4가지 유형(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응

을 해결한다.

4.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동훈과 윤홍식(2005)에 따르면, 사회적 적응에 관한 지원에 있어서 여

성결혼이민자의 욕구 수준이 집단에 따라 상이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

제적 적응 수준도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박재규(2006)에 따르면, 결혼 과정에서 남편에 한 정보가 정확할수록 그

리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에 한 이해가 높을수록 국내생활 적응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외부활동 참여에 한 가족의 지지는 

그들의 국내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순미(2006)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제결혼생활에 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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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부 간 상호작용 정도, 언어소통 문제, 

자아존중감 순이었다.

  김오남(2007)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정

신건강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최운선(2007)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교육수준, 출신국가, 체류기간, 

이주경로, 한국어 실력,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등에 따른 사회문화 적응의 

다양한 양상과 차이를 규명하였다.

  임석회(2009)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과 본국에서의 직업 경력, 지역주

민으로서의 정체성, 가정생활의 적응 정도, 배우자의 직업과 연령, 한국으

로 결혼이주 전 한국에 한 지식과 이미지, 국내의 한국인 및 출신국가 

친구, 주민모임에의 참여 여부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다.

  최연실 외(2008)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적응에는 다양

한 관련 요인이 작용하며, 이들의 결혼생활 적응에는 사회적 지지가 적응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정 외(2009)와 나동석과 박종인(2009)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는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이재화(2011)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체로 선행연

구들은 사회적 지지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응 간에 부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

지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자존감 위협 모델

(threat-to-esteem)에 근거하고 있다. 자기 지지적인 것으로 지각된 도움은 

수혜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반면에 자기 위협으로 지각된 도움

은 수혜자의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이현우 , 2010). 정천

석과 강기정(2008)에 따르면, 이웃과의 교류수준이 낮으면 생활만족 적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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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그리고 이웃과의 교류수준이 높으면 생활만족 부적응 유형으로 나

타나 이웃과의 교류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곤(2009)에 따르면, 부부 간의 연령 차이가 많이 날수록 국제결혼이

주여성의 생활적응도는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규와 이주재(2010)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심리, 사회, 문화적 적

응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광신과 김형태(2011)에 따르면, 국내거주 고려인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지지욕구, 사회

적 차별이었으며,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성취욕구, 지지욕구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요약해보면, 출

신국가, 거주지역, 연령, 연령차, 이주경로, 사회적 지지, 직업 경력, 체류기

간, 자기효능감 등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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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

  여성결혼이민자의 86.5%는 농‧어업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귀하는 귀

의 농사(어업)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해 ‘거

의 내가 도맡아 한다’ 4.3%, ‘다른 가족원과 비슷한 정도로 나누어 한다’ 

25.5%, ‘다른 가족원이 많이 하고 나는 조금만 한다’ 30.8%, ‘다른 가족원

이 거의 하고 나는 가끔만 돕는다’ 26.0%, ‘나는 농사(어업)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13.5%로 응답하였다(그림 3-1). 농어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

율은 박 식과 최경은(2008)의 조사연구에서는 24.3%였는데 이번 조사연

구에서는 13.5%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가족원과 비슷한 정도로 나누어 

한다’는 비율도 박 식과 최경은(2008)의 조사연구에서는 12.5%였는데 이

번 조사연구에서는 25.5%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업 참여 정도는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높아

지고 있다. 이것은 이번 조사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과 

농어업 참여 정도를 교차표 분석을 해보면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다른 

가족원과 비슷한 정도로 나누어 한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국적별로 농어업 참여 정도를 비교해보면, ‘다른 가족원과 비

슷한 정도로 나누어 한다’는 응답비율은 중국 조선족(38.1%), 태국(38.5%), 

중국 한족(30.6%), 베트남(26.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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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어업 참여 정도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는 농사(어업)일은 집안 일이 많아서 부담되고 체

력적으로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농사(어업)일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가 농사(어업)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해 ‘집안일이 많아서 농사(어업)일이 부담된다’ 28.3%, ‘그다지 

힘들지 않고 체로 할 만하다’ 28.9%, ‘일이 싫지는 않지만 체력적으로 

힘들다’ 22.5%, ‘일을 잘 모르고 기술이 부족하다’ 17.1%, ‘하고 싶지 않은

데 시켜서 할 수 없이 한다’ 2.9%로 응답하였다(그림 3-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적응 실태  41

그림 3-2.  농어업 일 수행 시 어려움

  총 가구소득에서 농어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미만’ 14.0%, 

‘25%～50% 미만’ 7.0%, ‘50%～75% 미만’ 8.0%, ‘75% 이상’ 71.0%로 나

타났다. 주 작목으로는 논농사 51.0%, 밭농사 21.8%, 하우스 13.3%, 과수 

9.0%, 축산 4.8% 순이었다.

2. 비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

  여성결혼이민자의 9.3%가 거의 농사(어업)일 이외 소득활동(직장일)만 

하고 있었다(그림 3-3). 농사(어업)일 이외 소득활동의 종류로는 음식점 종

업원(16.4%), 생산직(14.8%), 강사(9.8%), 단순노무(8.2%), 일용직(8.2%), 

자활사업단(8.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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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농사(어업)일과 직장일의 분담

  고창군의 E씨(필리핀 출신, 40세)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강사일을 하고 있

는데 군청에서 공공근로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매년 3개월간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월 소득은 90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3개월이

어서 너무 아쉽다고 한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싶

다고 하였다.

  한국인 남편의 27.5%는 농사(어업)일 이외 소득활동(직장일)을 하고 있

었다. 농사(어업)일 이외 소득활동의 종류로는 건설‧일용직(32.7%), 생산직

(12.7%), 서비스직(5.5.%) 순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사(어업)일 이외 소득활동(직장일)을 하는 주된 이

유(1순위)는 ‘생활이 어려워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59.0%, ‘생활이 

어렵지 않으나 더 넉넉한 살림을 위해서’ 21.3%, ‘돈을 벌어 가정에서 어

느 정도 경제적 힘을 갖고 싶어서’ 11.5% 순이었다(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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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직장일) 하는 이유

그림 3-5.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직장일) 수행 시 어려움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사(어업)일 이외 소득활동(직장일)을 하면서 겪는 

주된 어려움(1순위)은 ‘집안일과 함께 하기에 부담이 크다’ 41.0%, ‘한국말

이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어렵다’ 26.2%, ‘같은 일 하는 한국인에 비해 외

국인임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 11.5% 순이었다(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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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의 H씨(필리핀 출신, 46세)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시간 외에는 농사일

에 참여하고 있다. 농사일로는 옥수수, 도라지, 고추를 재배하고 닭도 키우고 있

다. 농사일은 체력 소모가 많아 힘이 많이 든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집안일을 하

고 아이들(딸 2명)을 돌보다 보면 매일 매일이 너무 고되다고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향후 농사(어업)일 이외 소득활동 참여의사는 37.8%

이었다. 즉, ‘농사(어업)일 이외 소득활동(직장일)을 하지 않는 경우, 귀하

는 앞으로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해 

37.8%가 ‘예’로 응답하였다.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일본과 캄보디아 출신

인 경우에 앞으로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 참여의사가 더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

는 주된 이유(1순위)는 ‘자녀양육 때문에 여유가 없음’ 33.6%, ‘한국말이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어려움’ 22.7%, ‘취업정보를 얻기 어려움’ 9.4%, ‘남

편이나 시부모의 반 ’ 7.0% 순이었다.

  금산군의 I씨(캄보디아 출신, 28세)는 농사일은 깻잎 포장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남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작목은 벼, 깻잎, 호두 등이고, 2012년부터는 인삼을 

재배할 예정이다. 자녀는 2남(4살, 10개월)이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I씨

는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지만 자녀양육과 남편 및 시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남편은 자녀들이 중학교 정도에 진학하면 I씨가 농업 

이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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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소득 및 경제 만족도

  다문화가족의 연간 가구소득 분포는 ‘1,000만 원 미만’ 9.3%, ‘1,000만～

2,000만 원 미만’ 45.5%, ‘2,000만～3,000만 원 미만’ 35.5%, ‘3,000만 원 

이상’ 9.7%로 나타났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54.8%가 연간 가구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연간 가구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경제 만족도’ 관련 문항에 있어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체로 경제 만

족도는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순이었다(그림 3-6～그림 3-8). 경제 

만족도에 관한 8개 문항의 척도 중에서 평균값(5점 만점)이 가장 높은 것

을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는 ‘모국(본국)에서 살 때에 비해서 경제적 생활수

준이 더 좋아졌다’가 3.27점이고, 남편은 ‘우리 집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가 2.96점, 시부모는 ‘우리 

가족이 벌고 있는 소득 수준에 만족한다’가 2.97점이었다. 경제 만족도 척

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 2.91, 남편 2.86, 시부모 2.80이었다(그

림 3-9).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족형성기(한국 거주 2년 이하)에 경제적 만

족도가 보통 수준이다가 이후 점점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반 로 남편이나 시부모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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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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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적 적응 사례

4.1. 경제적 적응 우수 사례

4.1.1. 금산군의 J씨(필리핀 출신) 가족

  J씨(46세)는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거주한 지 11년 4개월이 되었으며 

남편(49세)과의 사이에 2녀(초등학생)를 두고 있다. 주중(일요일‧공휴일 제

외) 내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루에 3～9시간 요양보호 일을 한

다. J씨는 요양보호사 일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시작

했다. 일이 힘들다고 남편이 말렸지만 J씨가 고집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

기 시작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집에서 돌보았는데 그때 딸

들도 아픈 아버지를 외면하고 외로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힘들고 외로

운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양보호사 

일로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J씨는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면

서 농외 소득을 올리면서 삶의 보람도 느낀다고 하였다.

4.1.2. 횡성 다림촌(多林寸)

  농촌지역 다문화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안정적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노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림촌(다문화음식

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림촌(多林寸)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서

로 다른 개개인이 어울려 작은 마을을 이룬다’는 것이다. 다문화음식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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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촌은 다문화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추진해온 여성결혼이민

자들의 일자리 사업이다.

  다림촌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0년 5월에 횡성군 사회복지법인 원

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다림촌 건물을 매입하였다. 2010년 6월에 금융감독

원지정기탁‧서울시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다문화음식점 시설설

비 및 취‧창업전문교육, 음식조리교육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010년 9월에

는 여성결혼이민자 5명이 시범적으로 다림촌 영업을 시작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였고, 2011년 4월에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 인증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2011년 5월에는 다림촌을 

정식 개소하였다(그림 3-10).

  다림촌의 주요 메뉴를 살펴보면, 베트남 음식으로는 쇠고기 쌀국수 포

(pho)와 월남쌈 고이꾸온(Goi cuon)이 있고, 태국 음식으로는 파인애플 볶

음밥 카오팟 사파로드(Khao phat sapparod), 볶음면 팟타이(phad thai), 새

우 볶음밥 카오팟 꿍(Khao phat gung)이 있다. 일본 음식으로는 버섯 샤브

샤브와 메밀국수 소바(soba)가 있고, 캄보디아 음식으로는 춘권 롱티오

(spring roll)가 있으며, 중국 음식으로는 어향육사(어향이란 소스에 돼지고

기와 야채를 썰어 넣어 볶아서 만든 요리)가 있다. 그리고 한국 음식으로

는 손맛 칼국수, 손맛 만두국, 비빔밥이 있다. 칼국수와 만두는 횡성군종

합사회복지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만든 것을 사용하

고 있다.



50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적응 실태

그림 3-10.  다림

4.2. 경제적 부적응 사례

4.2.1. 횡성군의 D씨(베트남 출신, 27세)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결혼을 했으며 한국에는 2006년에 입국하였다. 

딸(5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남편(38세)은 뇌성마비이고 간질이 있다. 

남편은 농사일은 못하고 화각공예를 하고 있다. 남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상자이고 장애수당도 받고 있다. 마을의 빈집을 월세 10만 원에 빌

려서 살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전기보일러의 사용으로 인해 전기세가 많이 

나와 생활비가 부족하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주로 돈 문제 때문이라고 한

다. D씨는 베트남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친정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으나 자

신들의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 송금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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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였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사는 시부모님은 양식이나 반찬 정도를 도와

주고 있다. D씨는 경제적으로 비전이 없어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고 하였다.

4.2.2. 담양군의 T씨(캄보디아 출신, 25세)

  T씨는 2006년에 한국에 입국했으며, 남편과 시어머니, 아들(3세)과 함께 

살았다. 남편(47세)은 쌀농사(2,000평)를 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쌀값이 폭락하여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비

닐하우스 농사까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함께 죽자.”고 말하며 방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남편과 

시어머니는 죽고, 부인과 아들은 목숨은 건졌지만 몸에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T씨는 앞으로 어린 아들과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태이다.

5. 경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3-1>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은 단

계선택(Stepwise)방식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측정방법은 

제1장의 4.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유의도는 0.001 이하였으며, 설명력은 20.9%로 나

타났다. 가족‧친척의 지지, 가구 총소득, 여성결혼이민자 및 남편의 문화적

응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국적을 소지하거나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

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 만족도는 떨어졌다. 상 적 영향력이 높은 독립

변인은 가구 총소득(Beta=0.253), 가족‧친척 지지(Beta=0.211), 남편의 문

화적응 노력(Beta=0.132),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Beta=0.12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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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 Beta t Sig.

(Constant) 1.390 　 6.898 0

가족‧친척 지지 0.041 0.211 4.393 0

가구 총소득 0.105 0.253 5.466 0

남편의 문화 응 노력 0.132 0.132 2.564 0.011

한국국  소지 여부 -0.150 -0.109 -2.075 0.039

본인(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응 노력

 0.134  0.126  2.370 0.018

한국거주기간(년) -0.018 -0.115 -2.092 0.037

R2=0.209, Adjusted R2=0.196, F=16.870, Sig=0.000

표 3-1.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

6. 소결

  여성결혼이민자의 86.5%는 농사(어업)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성결혼이

민자의 농어업 참여 정도는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높아졌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는 농사(어업)일을 집안 일이 많아서 부담스러워하고 체력

적으로도 힘들어 하고 있었다. 총 가구소득에서 농어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

중이 ‘75% 이상’인 응답자가 71.0%로 나타나 농어촌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농어업은 절 적인 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15.3%, 한국인 남편의 27.5%가 농사(어업)일 이외 소득활동(직장일)을 하

고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향후 농사(어업)일 이외 소득활동 참여의사

는 37.8%이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54.8%가 연간 가구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연간 가구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경제 만

족도 척도(5점 만점 기준)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2.91점,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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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점, 시부모는 2.80점이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 만족도는 보통 이하이

나,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이나 시부모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약간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친척의 지지, 가구 총소득, 여성결혼

이민자 및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 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국적을 소지하거나 여성결

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 만족도는 떨어졌다. 상 적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가구 총소득(Beta=0.253), 가족‧친척 지지

(Beta=0.211),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Beta=0.132),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Beta=0.12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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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 중에서 힘든 관계인 사람이 있는 비율은 27.7%

로 나타났고, 남편(11.0%), 시어머니(8.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가족 중

에 힘든 사람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72.3%였다(그림 4-1). 여성결혼이민자

들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이 어렵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르다’, ‘나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주지 않는다’, 

‘생활방식이 다르다’ 등이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별 다른 어려움이 없

다는 응답비율은 46.3%였다(그림 4-2).

  지난 1년간 가족들로부터의 각종 폭력을 경험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

은 16.0%로 나타났으며, 폭력의 유형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6.8%),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함’(5.8%), ‘거칠거나 모욕적인 말을 함’(4.8%), 

‘생활비나 용돈을 제 로 주지 않음’(3.8%), ‘친정에 송금을 못하게 

함’(2.8%), ‘때리려고 위협함’(1.5%), ‘때림’(1.0%) 등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가정폭력 

경험 비율은 일본(25.0%), 중국 한족(22.4%), 베트남(16.2%), 필리핀(16.2%) 

순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별 가정폭력 경험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2년 이하’가 12.5%, ‘3～5년’이 13.8%, ‘6～10년’이 19.0%, ‘11년 

이상’이 17.6%로 나타나 가정폭력은 가족형성기에서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한국거주기간이 11년 이상이 되면 다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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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9.8 

72.3 

7.0 

남편 시어머니 힘든 사람 없음 기타

(단위: %)

그림 4-1.  가족 에서 가장 힘든 계

46.3 

15.8 
12.3 

9.0 9.8 
7.0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의사 소통이
어렵다

사고 방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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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식이
다르다

나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주지 않는다

기타

(단위: %)

그림 4-2.  가족 계에서 느끼는 어려움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주체(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를 알아보면, ‘생활비 

지출 및 관리’와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관리’는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52.3%, 51.5%로 가장 높았다.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

제’(50.5%), ‘본인의 취업 및 이직’(48.0%), ‘본인의 교육’(44.8%), ‘본인의 

사회‧문화활동’(52.0%), ‘친정부모님에 한 경제적 지원’(49.0%),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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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 한 경제적 지원’(46.8%)은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비율이 

제일 높았다(표 4-1).

구 분
내가 
모두

결정한다

내가 
주로 

결정한다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

시부모, 기타 
가족이 주로 
결정한다

계

생활비지출  
리

4.0 8.0 31.0 52.3 4.8 100.0

가정의 반 인
경제 리

3.3 6.3 31.5 51.5 7.5 100.0

자녀의 양육 
교육문제

3.8 11.0 50.5 28.5 6.3 100.0

본인의 취업  
이직

6.0 14.8 48.0 27.5 3.8 100.0

본인의 교육 8.0 19.8 44.8 24.8 2.8 100.0

본인의 
사회‧문화활동

7.0 13.5 52.0 24.3 3.3 100.0

친정부모님에 
한 경제  지원

1.8 4.8 49.0 40.0 4.5 100.0

시부모님에 한
경제  지원

1.5 3.5 46.8 43.3 5.0 100.0

표 4-1.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주체(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N=400; 단위: %

2. 사회적 지지

  ‘한국에서 귀하가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이웃이나 가족‧친척은 몇 명이며,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지내십니까?’라는 질문에 한 응답은 동일 국적인, 한국인, 제3국인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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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친하게 

지내는) 동일 국적인 수는 ‘1～2명’이 53.0%이고 평균 3명이었다(그림 

4-3).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친

하게 지내는) 동일 국적인과의 연락 빈도는 ‘1주일에 1～2회 정도’가 

4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달에 1～2회 정도’가 31.0% 순이었다(그

림 4-4).

8.0

18.0

53.0

21.0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단위: %)
평균 : 3.0명

그림 4-3.  친하게 지내는 동일 국 인 수

14.1

7.6

31.0

47.3

거의 매일 1주에 1~2회 정도 1달에 1~2회 정도 1년에 5~6회 정도

(단위: %)

그림 4-4.  친하게 지내는 동일 국 인과 연락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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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수는 ‘없음’이 44.5%, ‘1～2명’이 36.3%이고 평균 1.4명이

었다(그림 4-5).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인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별 차이를 살펴보면,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친하게 지내는) 한국인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캄

보디아가 61.5%로 가장 높고, 중국 조선족(7.1%)과 필리핀(35.0%)이 낮았

다. 이것은 중국 조선족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고 필리핀은 영어로 의

사전달이 가능한데 반해서 캄보디아의 경우는 캄보디아어로 의사전달을 

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

를 이야기할 수 있는(친하게 지내는) 한국인과의 연락 빈도는 ‘1주일에 

1～2회 정도’가 4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거의 매일’이 27.9%, ‘1달

에 1～2회 정도’가 26.2% 순이었다(그림 4-6).

8.5

44.5

10.8

36.3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단위: %)
평균 : 1.4명

그림 4-5.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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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4.1

41.9

26.1

거의 매일 1주에 1~2회 정도 1달에 1~2회 정도 1년에 5~6회 정도

(단위: %)

그림 4-6.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과 연락빈도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친하게 

지내는) 제3국인 수는 ‘없음’이 81.3%, ‘1～2명’이 11.5%이고 평균 0.5명

이었다(그림 4-7).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

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제3국인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제3국인

과의 연락 빈도는 ‘1달에 1～2회 정도’가 40.0%, 그 다음이 ‘1주일에 1～2

회 정도’가 30.7%이었다(그림 4-8).

2.8

11.5
4.5

81 .3

없 음 1~2명 3~4명 5명  이 상

(단 위 : %)
평 균  :  0 .5 명

그림 4-7.  친하게 지내는 제3국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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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

17 .3

4 0 . 0

30 .7

거 의  매 일 1주 에  1~ 2회  정 도 1달 에  1~ 2회  정 도 1년 에  5~ 6회  정 도

(단 위 : % )

그림 4-8.  친하게 지내는 제3국인과 연락빈도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기관의 담당자, 가족‧친척, 친

구‧이웃, 종교단체‧자원봉사자 등과 귀하의 평소 관계나 감정에 한 질문

입니다. 해당되는 상자에 모두 체크(√)를 해주십시오’라는 질문에 한 

응답 결과는 <표 4-2>에 요약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는 주로 가족‧친척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이 친구‧이웃에 의해서 일부분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의 지지가 상 적으로 높은 

항목은 ‘서로 오가며 친하게 지낸다’(44.0%)와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다’(41.0%)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복지기관 담당자와 같은 

공공의 사회적 지지는 아주 부족하고 종교단체와 자원봉사자에 의한 사회

적 지지도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누구로부터

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율(표 4-2에서 ‘해당 없음’)이 상 적으로 높은 

항목은 ‘부업이나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35.5%), ‘은행일이나 관공서 일을 

신 봐준다’(26.8%), ‘식사나 집안일을 도와준다’(24.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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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복지기  담당자

가족‧친척 친구‧이웃
종교단체

‧자원 사자

해당

없음

은행일이나 공서 
일을 신 다

2.5 71.5 8.0 0.3 26.8

식사나 집안일을
도와 다

1.5 72.8 4.3 0.3 24.3

길을 잘 모르는 곳
에 갈 때 나를 데려
다 다

3.3 76.3 14.8 0.8 16.0

내가 아  때 간호
(간병, 병원 동행)해
다

2.3 84.3 8.5 0.8 9.8

내게 필요한 물건을 
빌려 다

2.8 68.8 27.8 0.8 12.0

경제  도움(용돈, 생
활비, 필요한 물건)을 
다

1.5 84.3 8.8 0.8 11.0

물건을 사러 갈 때 
나와 함께 가 다

2.0 78.5 21.0 1.0 8.5

부업이나 일자리를 
소개해 다

8.5 44.8 16.3 1.5 35.5

나의 속사정을 털어
놓을 수 있다

6.3 60.5 41.0 1.8 10.3

나를 존 해 주고 내 
의견을 받아 다

5.3 72.8 25.0 1.0 9.5

항상 나를 걱정하며 
심을 가져 다

4.3 76.8 26.5 0.5 8.0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소 하다

3.5 74.8 27.8 1.5 8.8

서로 오가며 친하게 
지낸다

3.0 63.7 44.0 2.3 7.2

표 4-2.  사회  지지(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N=400; 단위: %

주: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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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지난 1년 동안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지만, 병원에 가지 못했거나 

도중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여성결혼이민자)이 있는 경우는 1.8%이었다.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1순위,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어교육(30.0%), 

한국문화 이해(14.2%),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14.2%),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7.0%), 일자리 알선(7.0%) 순이었다(그림 4-9).

30.0 

19.7 

14.2 14.2 

8.0 
7.0 7.0 

한국어

교육

기타 한국문화

이해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

한국요리

강습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일자리

알선

(단위: %)

그림 4-9.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중국 조선족 출신의 경우에는 한국문화 이해(19.0%), 직업훈련 및 취업

교육(16.7%),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11.9%) 순이었다.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교육에 한 욕구가 높고,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녀

교육 상담 및 지도’에 한 욕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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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적응

4.1. 문화적응 노력

  문화적응 노력 관련 문항에 있어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체로 문화적

응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순이었다(그림 4-10～그림 4-12). 

문화적응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상 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시부모가 

가장 적게 함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 노력에 관한 9개 문항의 척도 중에서 

평균값(5점 만점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을 알아보면, 여성결혼이민자는 ‘나

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한다’가 3.91점이고, 남편은 ‘나는 아내에게 TV

를 같이 보며 한국에 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준다’가 3.43점, 시부모는 

‘나는 며느리에게 한국의 풍습에 해 이야기해 준다’가 3.69점이었다. 문

화적응 노력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 3.37점, 남편이 3.16점, 

시부모가 3.03점으로 나타났다(그림 4-13).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의 문화적응 노력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

의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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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0 40.0 60.0 80.0 100.0 

한국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함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함

남편에게 나의 모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함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시댁의 풍습에 적응하려고 노력함

남편에게 나의 모국어를 잘 가르쳐 줌

남편에게 나의 모국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줌

남편에게 나의 모국 풍습에 대해 자주 이야기함

남편에게 모국의 예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함

1.0 

2.8 

5.0 

1.0 

0.8 

9.3 

8.5 

4.3 

4.0 

9.5 

4.8 

20.0 

7.0 

9.0 

26.8 

33.3 

28.5 

27.8 

15.5 

16.3 

30.3 

20.8 

20.0 

29.3 

26.5 

32.5 

33.5 

57.3 

51.5 

36.5 

58.8 

56.5 

27.8 

26.5 

29.5 

29.5 

16.8 

24.8 

8.3 

12.5 

13.8 

7.0 

5.3 

5.3 

5.3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림 4-1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응 노력

0.0 20.0 40.0 60.0 80.0 100.0 

아내의 모국음식을 맛있게 먹음

아내의 모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음

아내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함

아내와 아내의 모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함

아내 모국의 생활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음

아내의 고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음

아내에게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잘 가르쳐 줌

아내에게 한국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 줌

아내에게 한국의 풍습에 대해 이야기해 줌

아내와 TV를 같이 보며 한국에 대해 여러가지 설명해 줌

아내에게 한국의 예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줌

3.5 

12.3 

9.8 

5.8 

4.8 

5.5 

2.3 

5.5 

1.3 

1.0 

1.0 

25.0 

30.8 

30.5 

27.5 

31.3 

26.0 

16.5 

19.8 

15.8 

13.0 

14.5 

33.0 

25.5 

22.8 

33.5 

30.8 

35.5 

31.8 

28.5 

35.8 

39.0 

37.5 

33.5 

23.0 

32.5 

29.0 

30.5 

28.2 

36.3 

36.8 

37.5 

35.8 

37.5 

5.0 

8.5 

4.5 

4.3 

2.8 

4.8 

13.3 

9.5 

9.8 

11.3 

9.5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림 4-11.  남편의 문화 응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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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0 40.0 60.0 80.0 100.0 

며느리의 모국음식을 맛있게 먹음

며느리의 모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음

며느리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함

며느리와 며느리의 모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함

며느리 모국의 생활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음

며느리의 고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음

며느리에게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가르쳐 줌

며느리에게 한국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 줌

며느리에게 한국의 풍습에 대해 이야기해 줌

며느리와 TV를 같이 보며 한국에 대해 여러가지 설명해 줌

며느리에게 한국의 예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줌

14.0 

29.0 

29.0 

19.0 

21.0 

19.0 

2.0 

4.0 

1.0 

3.0 

5.0 

23.0 

29.0 

20.0 

23.0 

28.0 

31.0 

19.0 

11.0 

8.0 

14.0 

11.0 

31.0 

18.0 

25.0 

31.0 

21.0 

24.0 

30.0 

25.0 

29.0 

29.0 

30.0 

29.0 

21.0 

20.0 

21.0 

26.0 

22.0 

36.0 

42.0 

45.0 

39.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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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림 4-12.  시부모의 문화 응 노력

3.37

3.16

3.03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그림 4-13.  문화 응 노력 평균 수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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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 C씨(캄보디아 출신, 27세) 가족의 경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남편 K씨(41세)는 다문화가족의 성공적 정착에는 남편과 가족의 부인에 대한 이

해 및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심층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외국이름을 한국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행정비용(변호사 비용 등)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

다. 예를 들면, 화성시의 P씨(29세, 베트남 출신)에 따르면, 베트남 이름을 한국이

름으로 바꾸는 데 변호사 비용이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여 개명하지 못하고 있

다고 하였다.

4.2. 문화적응 정도

  여성결혼이민자의 10개 문항의 문화적응 척도(5점 만점 기준)의 평균 점

수는 2.93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림 4-14). 문화적응 정

도에 관한 10개 문항 중에서 평균값(5점 만점 기준)이 높은 것은 ‘나는 가

정에서 주로 한국음식을 먹는다’(3.72점), ‘나는 집에 있을 때 주로 한국말

을 사용한다’(3.70점), ‘나는 한국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모국사람들과 있을 

때 더 편하다’(3.35점), ‘나는 한국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

다’(3.33점) 순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체로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 수준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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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응 정도

0.0 20.0 40.0 60.0 80.0 100.0 

내가 듣는 대부분의음악은모국음악임

집에 있을 때 주로한국말을사용함

대부분 모국사람이모이는모임에가는것을좋아함

한국사람들과 어울리는것이 불편하지않음

한국사람들보다 모국사람들이나를 더인간답게대해준다고생각함

한국사람들이 모국사람들보다나를 더잘이해해준다고생각함

한국사람들과 있을때보다모국사람들과있을때더 편함

가정에서 주로 한국음식을먹음

외식을 하면 주로모국음식을먹음

글을 쓸 때 주로모국어를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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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0.8 

19.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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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8 

15.5 

2.3 

2.3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3. 문화적응 스트레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평균 점수는 3.04로 나타

나 보통 수준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10개 문

항 척도 중에서 평균값(5점 만점 기준)이 높은 것은 ‘나는 모국과 모국사람

들이 그립다’(3.36점), ‘나는 한국사람들이 나의 모국문화의 가치를 이해하

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3.17점), ‘고향에 한 그리움이 나를 힘들게 한

다’(3.12점) 순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에 거주한 지 11년 이상인 경우에 문화적응 스트

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  69

0.0 20.0 40.0 60.0 80.0 100.0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힘들게 함

한국음식에 적응하느라 불편함

한국어로 말을 하려면 긴장됨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겁이남

가족과 친구들을 모국에 남겨두고 떠나와 미안하게 느낌

한국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낌

한국사람들이 나의 모국문화 가치를 이해 못할 때 속상함

한국에서 내가 대접받아야 할 만큼 대접받지 못함

모국과 모국사람들이 그리움

한국문화에 적응하느라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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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림 4-15.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응 스트 스

5. 자녀의 교육적응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2가구(70.5%)였

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점에서 자녀의 교육적응에 관한 7개 문항의 척도 

중에서 평균값(5점 만점 기준)이 높은 것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을 잘 지킨다’가 3.51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어

울려 생활한다’가 3.44점 순이었다(그림 4-16).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점에서 

자녀의 교육적응에 관한 7개 문항의 척도 중에서 평균값(5점 만점 기준)이 

높은 것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을 잘 지킨다’가 3.40점, ‘학

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가 3.34점 순이었

다(그림 4-17). 자녀 교육적응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4.02)에 

사 회 활 동 을  하 는  것 이  겁 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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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남편(4.08)이 약간 높았다(그림 4-18).

0.0 20.0 40.0 60.0 80.0 100.0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잘 가지 않으려 함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함

말을 잘 하지 않으려 함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함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음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을 잘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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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0.0 

0.7 

22.7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림 4-16.  여성결혼이민자 에서의 자녀 교육 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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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잘 가지 않으려 함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함

말을 잘 하지 않으려 함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함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음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을 잘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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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림 4-17.  자녀의 교육 응 수  련 문항(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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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4.08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그림 4-18.  자녀 교육 응 척도의 평균 수 비교

단위: %

  자녀의 교육적응 수준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

록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나 

선생님에 한 만족 정도는 여성결혼이민자는 ‘만족’ 77.3%, ‘보통’ 17.7%, 

‘불만족’ 5.0%이었고, 한국인 남편은 ‘만족’ 64.5%, ‘보통’ 33.3%, ‘불만족’ 

2.1%이었다. 자녀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결혼이민자는 6.4%, 한국인 남편은 5.0%이었다.

  자녀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해결 노력을 살펴

보면, ‘남편(아내)과 문제점에 해 화한다’가 여성결혼이민자 51.8%, 남

편 44.7%로 응답비율이 제일 높았다.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과 상담한다’

는 응답비율은 여성결혼이민자 33.7%, 남편 29.4%이었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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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과 
상담한다

남편(아내)과 
문제 에 

해 
화한다

이웃이나 
동료, 친구 등
아는 사람에게 
상담한다

특별한 
노력을 
해보지 
않았다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33.7 51.8 16.0 16.3 0.4

남편 29.4 44.7 13.5 22.3 0.4

표 4-3.  자녀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해결 노력

단위: %

금산군 남이면의 C씨(46세, 필리핀 출신)는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 방문교육에 대

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산군 남이면의 L씨(28세, 캄보디아 출신) 가족의 경우, 남편 J씨(43세)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유아 보육지원도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화성시 문호동의 P씨(29세, 베트남 출신) 가족의 경우, 남편 S씨(57세)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시간과 거리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생활권역별로 실시되기를 희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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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문화적 적응 사례

6.1. 사회문화적 적응 우수 사례

6.1.1. 금산군의 H씨(필리핀 출신) 가족

  H씨(40세)는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으며 남편

(50세)과의 사이에 3녀(초등학생)를 두고 있다. 남편이 한국농업경영인협

회 활동에 참가하면서 같이 부부동반으로 참가를 자주하였고 그러면서 농

가주부모임 활동을 더불어 하였다. H씨는 한여농, 농가주부모임 등의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통해 그동안 세 차례 수상경력이 있다(2008년 한국여성

농업인협회상 수상 포함). 2008년에는 외환은행 나눔재단에서 수여하는 희

망가정상을 수상하여(비행기 여비를 포함하여 1천여 만 원을 상금으로 수

상함) 친정(필리핀)에 다녀왔다.

6.1.2. 부안 다문화타임즈

  2011년 3월 29에 창간호를 발행하였으며, 취재기자 10명 중 6명이 여성

결혼이민자(베트남 3명, 일본 2명, 태국 1명)이다. 부안 다문화타임즈는 격

월간으로 발행되며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창간호는 2,000부를 발행하였다.

부안 다문화타임즈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부안종

합사회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소식지이다. 창간호는 16면, 2호부터는 

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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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찾아가는 마을별 가족통합 교육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마

을별 가족통합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민과의 유 감을 형성하고 친밀감을 

높여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목표

인원은 80명씩 총 20회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친목도모와 유 감 형성(스킨십게임), 가족 그리기(레크리에이션 및 

물고기 가족화), 웃음으로 찾는 우리가족 행복(웃음 코칭), 함께 살아가는 

여성과 남성, 가요 배우기, 요가를 통한 주민들과의 화합 도모, 세 차이 

극복하기(멍텅구리게임), 우리 가족의 의미, 우리 며느리 나라의 문화 알

기, 가족관계 개선, 손자녀의 양육자로서 조부모의 역할, 성숙한 의사소통

과 장애요인, 가족갈등 해소, 칭찬 릴레이 등이 있다.

6.1.4. 다문화 공감학교 서산 차동초등학교

  서산 차동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다문화사회 

적응능력을 신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차동초등학교의 다문화학생은 4개 

국(중국, 일본, 필리핀, 캐나다)의 11가구 18명이며 전체 학생의 30%를 차

지하고 있다. 차동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환경 구성으로는 교실 ‘환경란’에 ‘다문화코너’ 설치,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생 도서 구입‧활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에 

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사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사랑 나누기 한울타리 구성의 일환으로 1교사 1다문화 학생 ‘제자맘 두드

림’ 자매결연, 한울타리 6남매 동아리 결성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학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① 교육과정 분석‧운

영을 통한 다문화교육 전개, ②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

영, ③ 기초학력을 다지는 방과 후 다문화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

다.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 세상 만들기를 위해서는 ①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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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활동 전개(찾아가는 교사봉사동아리 활동, ② 다문화가족에 

한 경제적 지원), ③ 다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학습 운영(전통문화 체험 학

습 운영, 다문화 체험의 날 운영), 다문화가족사랑 체험 행사 운영(어린이

날 기념 ‘다문화 체험축제 한마당’ 개최, 다문화 수련캠프 운영, 다문화가

족 공예체험학습의 날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2. 사회문화적 부적응 사례

6.2.1. 거창군의 P씨(중국 한족 출신, 31세)

  P씨는 2001년에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남편, 시어머니, 딸(8세)과 함께 

살고 있다. 농사규모는 사과농사 3,000평, 쌀농사 1,000평, 고추농사 600평 

등이다. 시어머니는 P씨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구박하고 미워했

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P씨가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인물도 못

생겼다고 하면서 자주 괴롭히고 때렸다고 한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 P씨의 말과 행동을 점점 무시하였다. P씨가 임신 중일 때에도 고된 

농사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나 한 달 생활비는 10만 원도 주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P씨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도 제 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8일 만에 이유도 모른 채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시어머니에게 들었거나 부지런하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P씨

는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시어머니와 남

편이 돌아가며 무시하고 때리자 P씨는 위협을 느끼고 과도를 들고 자신을 

정당방어했는데 남편은 P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

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P씨를 괴롭혔다는 객관적인 사실과는 정

반 로 P씨가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폭행했다고 뒤집어 씌웠다. 최근 시

어머니와 남편은 P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P씨는 딸 때문에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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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남편이 꼭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양육권을 

갖고 싶다고 한다.

6.2.2. 서천군의 A씨(베트남 출신, 28세)

  A씨는 2005년에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남편, 아들(3세), 시어머니와 함

께 살고 있다. A씨 의 농사규모는 쌀농사 2,000평, 고추 500평, 한우 5두 

등이다. A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 

한 과장된 정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한 뒤에 남편의 직업,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이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 달라서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입국 초기에는 음식 취향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많았

다고 한다. 음식과 관련해서는 청국장, 된장, 향채(고수), 마늘, 김치 등과 

관련하여 가족 간에 알게 모르게 갈등이 발생하였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도박(특히, 농한기의 노름) 등으로 인해 부부 간에 불화가 잦았다고 한다.

A씨 본국에서는 술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잦은 음주행동은 A씨

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A씨가 국제결혼과정에서 지게 된 빚을 갚

고, 베트남의 친정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사적으로 반 하고 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

가 A씨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취급할 때가 많아서 

속상하다고 한다. A씨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조

만간에 이혼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7.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4>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은 단

계선택(Stepwise)방식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측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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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의 4.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유의도는 0.001 이하였으며, 설명력은 21.5%로 나

타났다. 조선족, 거주지역, 가구 총소득은 문화적응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그러나 공공 지지, 친구‧이웃 지지, 결혼경로(결혼중개업체), 캄

보디아, 필리핀은 문화적응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 적 영향

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중국 조선족(Beta=0.250), 공공지지(Beta=–0.199), 

거주지역(0.138) 순이었다.

구 분 B Beta t Sig.

(Constant) 2.628 　 19.519 0

조선족 0.507 0.250 5.180 0

공공 지지 -0.107 -0.199 -4.325 0

친구‧이웃 지지 -0.020 -0.093 -1.985 0.048

거주지역 0.184 0.138 2.973 0.003

결혼경로(결혼 개업체) -0.140 -0.113 -2.358 0.019

가구 총소득  0.039 0.105  2.274 0.024

캄보디아 -0.234 -0.113 -2.375 0.018

필리핀 -0.166 -0.107 -2.260 0.024

R2=0.215, Adjusted R2=0.199, F=13.077, Sig=0.000

표 4-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응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

  

  <표 4-5>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

은 단계선택(Stepwise)방식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측정방

법은 제1장의 4.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유의도는 0.001 이하였으며, 설명력은 19.0%로 나

타났다. 조선족,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 남편과의 나이차, 일본, 고민 교류 

정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혼동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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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이유)와 공공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 적 영향력이 큰 독립변인은 조선족(Beta=0.278), 남편과의 나이차(Beta 

=0.174), 결혼동기: 경제적 이유(Beta=-0.165), 일본(Beta=0.158) 순이었다. 

구 분 B Beta t Sig.

(Constant) 2.306 　 12.119 0

조선족 0.615 0.278 5.790 0

결혼동기(경제  이유) -0.225 -0.165 -3.290 0.001

문화 응 노력(남편) 0.142 0.145  3.006 0.003

공공 지지 -0.092 -0.156 -3.308 0.001

남편과의 나이차  0.019  0.174  3.402 0.001

일본  0.534 0.158  3.141 0.002

고민 교류 정도  0.014 0.099  2.089 0.037

R2=0.190, Adjusted R2=0.175, F=12.795, Sig=0.000

표 4-5.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응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

  <표 4-6>에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지하는 자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

은 단계선택(Stepwise)방식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측정방

법은 제1장의 4.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유의도는 0.001 이하였으며, 설명력은 27.8%로 나

타났다.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거주지역은 자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남편 초혼 여부, 캄보디아, 필리핀, 결혼 전 농어업 경험, 

가족‧친척 지지, 한국국적 소지 여부는 자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상 적 영향력이 큰 독립변인은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Beta=0.398), 남

편 초혼 여부(Beta=-0.169), 캄보디아(Beta=-0.15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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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 Beta t Sig.

(Constant) 2.834 　 7.944 0

본인의 문화 응 노력 0.530 0.398 7.260 0

남편 혼 여부 -0.457 -0.169 -3.205 0.002

캄보디아 -0.559 -0.153 -2.876 0.004

거주지역  0.257  0.139  2.645 0.009

필리핀 -0.306 -0.145 -2.701 0.007

결혼  농어업 경험 -0.178 -0.134 -2.510 0.013

가족‧친척 지지 -0.031 -0.130 -2.349 0.020

한국국  소지 여부 0.225 0.126 2.372 0.018

R2=0.278, Adjustrd R2=0.256, F=12.831, Sig=0.000

표 4-6.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지하는 자녀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

8. 소결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 중에서 힘든 관계인 사람의 비율은 27.7%로 나

타났고, 남편(11.0%), 시어머니(8.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가족들로부터의 각종 폭력을 경험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은 16.0%로 나

타났다.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주체(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를 알아보면, ‘생활비 

지출 및 관리’와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관리’는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52.3%, 51.5%로 가장 높았다.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

제’(50.5%), ‘본인의 취업 및 이직’(48.0%), ‘본인의 교육’(44.8%), ‘본인의 

사회‧문화활동’(52.0%), ‘친정부모님에 한 경제적 지원’(49.0%),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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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 한 경제적 지원’(46.8%)은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비율이 

제일 높았다.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친하게 

지내는) 사람 수(평균)는 동일 국적인은 3.0명, 한국인은 1.4명, 제3국인은 

0.5명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주로 가족‧친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이 친

구‧이웃에 의해서 일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의 지

지가 상 적으로 높은 항목은 ‘서로 오가며 친하게 지낸다’(44.0%)와 ‘나

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다’(41.0%)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복

지기관 담당자와 같은 공공의 사회적 지지는 아주 부족하고 종교단체와 자

원봉사자에 의한 사회적 지지도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1순위,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어교육(30.0%), 

한국문화 이해(14.2%),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14.2%), 직업훈련 및 취업교

육(7.0%), 일자리 알선(7.0%) 순이었다.

  문화적응 노력 관련 문항에 있어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체로 문화적

응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순이었다. 문화적응 노력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상 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시부모가 가장 적게 함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 노력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3.37점, 남편 

이 3.16점, 시부모가 3.03점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10개 문항의 문화적응 척도(5점 만점 기준)의 평균 점

수는 2.93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평균 점수는 3.04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이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2가구(70.5%)였

다. 자녀 교육적응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4.02점)에 비해서 

남편(4.08점)이 약간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선족, 거주지역, 가구 총소득은 

문화적응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공 지지, 친구‧이웃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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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결혼경로(결혼중개업체), 캄보디아, 필리핀은 문화적응 정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선족,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 

남편과의 나이차, 일본, 고민 교류 정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혼동기(경제적 이유)와 공공 지지는 문화적응 스

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지하는 자녀교육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거주지역은 자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남편 초혼 여부, 

캄보디아, 필리핀, 결혼 전 농어업 경험, 가족‧친척 지지, 한국국적 소지 여

부는 자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적응 실태  제5장

1. 심리적 안정

  심리적 안정 관련 문항에 있어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체로 심리적 

안정 수준은 남편, 시부모, 여성결혼이민자 순이었다(그림 5-1～그림 5-3). 

심리적 안정에 관한 10개 문항의 척도 중에서 평균값(4점 만점 기준)이 가

장 높은 것을 알아보면, 여성결혼이민자는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가 1.73점이고, 남편은 ‘매사에 걱정이 많다’와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가 모두 1.61점이면, 시부모는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

다’가 1.73점이었다. 심리적 안정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3.40점, 남편 3.45점, 시부모 3.45점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이

나 시부모에 비해서 다소 낮았다(그림 5-4).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거주기간이 11년 이상인 경우에 심리적 안정 수

준이 가장 높은데 반해서 남편과 시부모는 가족형성기(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 2년 이하 시기)에 심리적 안정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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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0 40.0 60.0 80.0 100.0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됨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 듦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듦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람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음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함

화를 잘 내는 편임

감정의 변화가 심한 편임

매사에 걱정이 많음

두려운 느낌이 듦

46.0 

45.0 

63.5 

61.3 

57.0 

59.0 

58.3 

58.3 

48.3 

53.8 

41.0 

40.8 

23.5 

24.5 

29.8 

29.3 

32.5 

29.0 

35.5 

33.5 

13.0 

10.3 

12.0 

12.5 

9.8 

10.8 

7.2 

9.5 

15.5 

9.8 

0.0 

4.0 

1.0 

1.8 

3.5 

1.0 

2.0 

3.3 

0.8 

3.0 

전혀 경험 않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항상 경험

그림 5-1.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  안정 련 응답

단위: %

0.0 20.0 40.0 60.0 80.0 100.0 

신경이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됨

기운이없고 침체된 기분이 듦

어떤함정에 빠져헤어날 수 없는기분이 듦

별이유 없이 깜짝놀람

모든일에관심과 흥미가 없음

무슨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함

화를잘내는 편임

감정의변화가 심한 편임

매사에걱정이 많음

두려운느낌이 듦

54.3 

54.0 

63.0 

65.3 

56.3 

63.0 

59.0 

59.8 

55.0 

65.8 

31.3 

37.8 

23.3 

20.0 

29.3 

30.3 

28.7 

27.0 

29.8 

23.0 

14.2 

7.5 

7.0 

13.8 

14.0 

5.3 

8.8 

11.3 

14.2 

10.0 

0.3 

0.8 

6.8 

1.0 

0.5 

1.5 

3.5 

2.0 

1.0 

1.3 

전혀경험않음 가끔경험 자주경험 항상경험

그림 5-2.  남편의 심리  안정 련 응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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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0 40.0 60.0 80.0 100.0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됨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 듦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듦

별이유 없이 깜짝 놀람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음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함

화를 잘 내는 편임

감정의 변화가 심한 편임

매사에 걱정이 많음

두려운 느낌이 듦

46.0 

45.0 

70.0 

57.0 

56.0 

65.0 

64.0 

68.0 

47.0 

60.0 

41.0 

37.0 

22.0 

31.0 

32.0 

26.0 

20.0 

22.0 

37.0 

29.0 

13.0 

18.0 

8.0 

10.0 

10.0 

9.0 

16.0 

9.0 

15.0 

9.0 

0.0 

0.0 

0.0 

2.0 

2.0 

0.0 

0.0 

1.0 

1.0 

2.0 

전혀 경험 않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항상 경험

그림 5-3.  시부모의 심리  안정 련 응답

단위: %

3.40 

3.45 3.45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그림 5-4.  심리  안정 평균 수의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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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관련 문항에 있어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체로 자아존중

감은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순이었다(그림 5-5～그림 5-7). 자아존

중감에 관한 10개 문항의 척도 중에서 평균값(4점 만점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을 알아보면, 여성결혼이민자는 ‘나는 부분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가 2.79점이고, 남편도 ‘나는 부분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가 모두 2.81점이며, 시부모는 ‘나는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생

각한다’가 2.75점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

는 2.77점, 남편은 2.72점, 시부모 2.68점이었다(그림 5-8).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거주기간이 11년 이상인 경우(2.82점)에 자아존

중감 수준이 가장 높은데 반해서 남편과 시부모는 가족형성기(여성결혼이

민자의 한국 거주 2년 이하 시기)에 자아존중감 수준(2.80점 및 2.89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 감 련 응답

0.0 20.0 40.0 60.0 80.0 100.0 

전반적으로 나는 내 자신이 만족스러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나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음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음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듦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함

나는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함

가끔씩 나는 내가 아주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함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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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동의 않음 별로 동의 않음 다소 동의 적극 동의전혀 동의 않음 별로 동의 않음 다소 동의 적극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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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0 40.0 60.0 80.0 100.0 

전반적으로 나는내 자신이 만족스러움

나는다른사람들처럼 가치 있는사람이라고 생각함

나는대부분 다른사람들만큼 일을 잘할수 있음

나에게는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없는 것같음

전반적으로 볼때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같은 생각이 듦

나는나에게 좋은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함

나는좋은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함

가끔씩나는 내가아주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나는때때로 내가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함

나는나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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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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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55.3 

54.3 

22.3 

56.5 

51.7 

58.0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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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31.3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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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3.8 

1.5 

7.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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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동의않음 별로동의않음 다소동의 적극동의

그림 5-6.  자아존 감 련 문항(남편)

0.0 20.0 40.0 60.0 80.0 100.0 

전반적으로 나는내 자신이 만족스러움

나는다른사람들처럼 가치 있는사람이라고 생각함

나는대부분 다른사람들만큼 일을 잘할수 있음

나에게는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없는 것같음

전반적으로 볼때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같은 생각이 듦

나는나에게 좋은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함

나는좋은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함

가끔씩나는 내가아주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나는때때로 내가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함

나는나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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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동의않음 별로동의않음 다소동의 적극동의

그림 5-7.  자아존 감 련 문항(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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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2.72 

2.68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그림 5-8.  자아존 감 평균 수의 비교

단위: %

3. 심리적 적응 사례

3.1. 심리적 적응 우수 사례

3.1.1. 횡성군 횡성읍의 J씨(태국 출신) 가족 사례

  J씨(26세)는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거주한 지 3년 5개월이 되었으며 

남편(38세)과의 사이에 2남(4세, 1세)을 두고 있다. J씨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면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한다. 남편은 착하고 마음

이 따뜻한 사람이며, 남편이 아니었으면 초기에 한국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도망갔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J씨는 자신의 남편은 겉으로 표현을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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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 싸울 만한 부분이 있어도 덮어

주는 성격이라고 하였다. 부부간에 화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하기

로 하면서는 책(태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한국어와 태국어가 같이 되어 있

음)을 함께 많이 보았다고 한다. J씨의 학교 친구에게 남편의 친구를 직

접 소개했는데, 현재 남편과 직접 살아보니 좋아서 자신의 친구에게도 국

제결혼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 친구는 조만간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

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다. 고민스러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

로 시어머니나 남편과 상의하고 있다. J씨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으며 사이가 매우 친숙한 편이라고 한다. J씨는 남편, 자녀와 관련된 고

민들도 시어머니와 상의하고 있으며, 고민이 있을 때 복지관에서 만난 친

구들이나 한국인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한다.

3.1.2.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예치료 프로그램 

‘초록둥지’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

회성 발달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초록둥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

그램의 목적은 인간은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자연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식물은 이러한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의 목적을 부여한 원예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식

물에 한 거부감을 없애고 신체적으로는 운동기능과 근력 향상을, 심리적

으로는 불안‧우울의 감소와 자존감 회복을, 사회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원예치료 프로그램 ‘초록둥지’의 세부교

육 내용으로는 ① 식물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함, ②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통하여 감각을 자극함, ③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통하여 자

기성찰을 유도함, ④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하여 자기표현을 유도함, ⑤ 집

단 활동을 통하여 동료들과의 인관계를 향상시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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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심리적 부적응 사례

3.2.1. 횡성군의 C씨(베트남 출신, 23세)

  남편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주관이 없이, 부모님, 누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소위 ‘마마보이’이다.

남편은 모든 일의 책임을 본인이 지기보다는 핑계를 외부로 돌리는 성격이

다. 시아버지의 성격도 호탕하지 못하고 며느리를 의심하는 편이다. 더구

나 시어머니는 2010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였다. C씨는 남편에게 이 로는 살 수 없다고 하였다. 분가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위협하여 현재 읍내의 연립주택에서 임시로 살고 있다.

4.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5-1>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은 단

계선택(Stepwise)방식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측정방법은 

제1장의 4.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유의도는 0.001 이하였으며, 설명력은 19.0%로 

나타났다.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가족‧친척 지지, 친구‧이웃 지지, 한국거

주기간, 거주지역은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공 

지지,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 필리핀, 결혼 전 농어업 경험, 고민 교류 정

도는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 적 영향력이 큰 독립변

인은 가족‧친척 지지(Beta=0.270), 공공 지지(Beta=-0.252), 본인의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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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노력(Beta=0.218), 필리핀(Beta=-0.193), 친구‧이웃 지지(Beta=0.181) 

순이었다.

구 분 B Beta t Sig.

(Constant) 2.583 　 11.891 0

본인의 문화 응 노력  0.207  0.218 4.185 0

공공 지지 -0.135 -0.252 -5.531 0

남편의 문화 응 노력 -0.119 -0.134 -2.562 0.011

가족‧친척 지지  0.046  0.270  5.433 0

필리핀 -0.295 -0.193 -4.253 0

친구‧이웃 지지  0.039  0.181  3.714 0

결혼  농어업 경험 -0.100 -0.112 -2.425 0.016

한국거주기간(년)  0.020 0.145 2.994 0.003

거주지역 0.164 0.124 2.745 0.006

고민 교류 정도 -0.017 -0.128 -2.715 0.007

R2=0.257, Adjusted R2=0.237, F=13.119, Sig=0.000

표 5-1.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  안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

  <표 5-2>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은 단계

선택(Stepwise)방식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측정방법은 제1

장의 4.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유의도는 0.001 이하였으며, 설명력은 19.0%로 나

타났다.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친구‧이웃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혼동기(남편과 애정), 필리핀, 공공 지지는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 적 영향력이 큰 독립변인은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Beta=0.332), 친구‧이웃 지지(Beta=0.13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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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 Beta t Sig.

(Constant) 2.100 　 20.262 0

본인의 문화 응 노력  0.207 0.332  6.958 0

결혼동기(남편과 애정) -0.139 -0.141 -2.924 0.004

친구‧이웃 지지 0.019 0.133  2.773 0.006

필리핀 -0.124 -0.123 -2.614 0.009

공공 지지 -0.039  -0.111 -2.346 0.019

R2=0.150, Adjusted R2=0.139, F=13.631, Sig=0.000

표 5-2.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Stepwise 방식)

5. 소결

  체로 심리적 안정 수준은 남편, 시부모, 여성결혼이민자 순이었다. 심

리적 안정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3.40점, 남편은 3.45점, 

시부모는 3.45점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이나 시부모에 비해서 

다소 낮았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거주기간이 11년 이상인 경우에 심리적 안정 수준

이 가장 높은데 반해서 남편과 시부모는 가족형성기(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 2년 이하 시기)에 심리적 안정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로 자아존중감은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순이었다. 자아존중

감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2.77점, 남편은 2.72점, 시부모는 

2.68점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거주기간이 11년 이상인 경우(2.82

점)에 자아존중감 수준이 가장 높은데 반해서 남편과 시부모는 가족형성기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 2년 이하 시기)에 자아존중감 수준(2.80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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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가족‧친척 지

지, 친구‧이웃 지지, 한국거주기간, 거주지역은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공 지지,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 필리핀, 결혼 전 농

어업 경험, 고민 교류 정도는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

적 영향력이 큰 독립변인은 가족‧친척 지지(Beta=0.270), 공공 지지(Beta= 

-0.252),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Beta=0.218), 필리핀(Beta=-0.193), 친구‧이

웃 지지(Beta=0.181) 순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귀분석은 단계선택(Stepwise)방식

을 적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유의도는 0.001 이하였으며, 설명력은 19.0%로 나

타났다.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친구‧이웃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혼동기(남편과 애정), 필리핀, 공공 지지는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 적 영향력이 큰 독립변인은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Beta=0.332), 친구‧이웃 지지(Beta=0.13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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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 관련 경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상으로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일상의 경험에 해 조사한 결과, 농어촌주민 다수가 다문화가족

과 관련하여 경험을 하고 있었다. 다수의 농어촌에는 다문화가족이 거주

하고 있었다. 즉, 농어촌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67.8%였다. 가족 중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있는 경우는 2.7%, 친척 중에 있

는 경우는 19.2%였다. 마을의 아이들 중에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높지 않았다. 이 비중은 다수의 마을(87%)에서 10% 미만이

었다. 하지만 일부 마을(5.1%)에서는 전체 아동의 50% 이상이 다문화가족 

자녀인 경우도 있었다(그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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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9 %

4 5 .2 %

6 .5 %
1 .4 %

5 .1 %

없 음 1 0 %  미 만 1 0 ~ 2 5 % 2 5 ~ 5 0 % 5 0 %  이 상

그림 6-1.  마을의 아동  다문화가족 자녀의 비율

  주민 중에 여성결혼이민자와 교류를 해본 사람(가끔 37.2%, 자주 7.2%)

은 44.4%였고, 55.3%는 교류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그림 6-2).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와 갈등을 경험한 사람은 5.3%였고, 주민 다수(74%)

는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전혀 하지 않음
26.8%

별로 하지 않음
28.9%

가끔 하는 편임
37.2%

자주 하는

편임
7.2%

그림 6-2.  여성결혼 이민자와의 교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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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은 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농

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한 태도,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촌사회 기여에 한 태도, 

다문화가족 정책 확 에 한 태도 등으로 나누어 설문조사한 결과, 5점 만

점(평균 점수 3점)으로 보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한 태도 평균은 3.29,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는 2.61(역반응),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기여에 

한 태도는 3.51, 다문화가족 정책 확 에 한 태도는 3.53이었다(표 6-1).

농 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 평균
a

표 편차 정  태도
b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한 태도 3.29 0.62 67.0%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 2.61 0.56 84.4%

여성결혼이민자의 농 기여에 한 태도 3.51 0.57 80.0%

다문화가족 정책 확 에 한 태도 3.53 0.50 84.2%

a: 5점은 긍정적 태도, 1점은 부정적 태도(단,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는 1점이 부정적 

태도, 5점이 긍정적 태도)

b: 평균(3점) 이상자

표 6-1.  농 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척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인종, 종

교, 문화가 함께 섞여있는 것이 좋다(2.98), 외국인 이주자가 늘면, 우리나

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2.80) 등에서는 부정적인 반면, 여성결혼이민자

의 자녀는 어머니 모국의 문화도 배워야 한다(3.67), 이민자가 한국의 가족 

뿐 아니라 고향에 있는 부모나 가족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3.79) 등은 

체로 긍정적이었다(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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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한 태도 평균 표 편차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함께 섞여있는 것이 좋다 2.98 0.99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2.80  1.00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어머니 모국의 문화도 배워
야 한다

3.67  0.84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가족뿐만 아니라 고향 부모나 
가족을 챙기는 것도 요하다

3.79  0.75  

인종, 종교, 문화  다양성이 확 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3.33  0.95  

표 6-2.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한 농 주민의 태도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모두 부정적인 서술문에 한 응답으로 응답결

과를 역코딩함)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학습능력이 떨

어진다’(2.96)만 부정적일 뿐, ‘여성결혼이민자는 못 배운 사람이라 아는 

것이 적다’(3.6), ‘여성결혼 이민자는 쉽게 이혼 한다’(3.11), ‘다문화가족과 

이웃에 사는 것을 피하고 싶다’(3.99), ‘여성결혼이민자가 말을 걸어오면 

불편하다’(3.88), ‘다문화가족 자녀와 내 가정의 아이가 같이 학교에 다니

는 것이 싫다’(4.03) 등은 모두 긍정적이었다(표 6-3).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 평균 표 편차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3.04  1.00  

여성결혼이민자는 못 배운 사람이라 아는 것이 다 2.40  0.93  

여성결혼이민자는 쉽게 이혼한다 2.89  0.88  

다문화가족과 이웃에 사는 것을 피하고 싶다 2.01  0.75  

여성결혼이민자가 말을 걸어오면 불편하다 2.12  0.86  

다문화가족 자녀와 내 가정의 아이가 같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싫다

1.97  0.76  

표 6-3.  다문화가족에 한 농 주민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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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기여와 참여에 한 태도 평균 표 편차

여성결혼이민자로 인해 농 의 부족한 일손문제에 도움

이 된다
3.61  0.86  

여성결혼이민자도 후계농업경 인이 될 수 있다 3.73  0.75  

여성결혼이민자도 마을 이장이 될 수 있다 3.38  0.93  

농 지역 활성화를 해 다문화가족이 더 늘어나도 된다 3.44  0.90  

다문화가족 자녀 때문에 지역의 학교가 다시 살아난다 3.23  0.89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이나 지역사회 참여 기회가 지

보다 늘어나야 된다
3.76  0.72  

표 6-4.  여성결혼 이민자의 사회기여와 참여에 한 농 주민의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촌사회 기여에 한 태도는 세부 문항에서도 모두

가 긍정적이었다. 다만 ‘여성결혼이민자도 마을 이장이 될 수 있다’(3.3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이 더 늘어나도 된다’(3.44)는 문항보

다 ‘여성결혼이민자로 인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문제에 도움이 된다’(3.61), 

‘여성결혼이민자도 후계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다’(3.73) 등에 한 문항에

서 상 적으로 높은 긍정적 응답이 나왔다(표 6-4).

  다문화가족 정책 확 에 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로 모두 

긍정적이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같은 국민으로서 동등한 의무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3.92), ‘농촌주민들의 다문화가족에 한 지

식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3.92),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

가 더 확 되어야 한다’(3.76),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더 많

은 정책이 필요하다’(3.73),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위해 국가에서 더

욱 지원해야 한다’(3.68) 등은 상 적으로 긍정성이 높은 반면, ‘다문화가

족을 위한 정책이 너무 적다’(3.17),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보다 다문화가

족을 더 도와주어야 한다’(2.66)에 해서는 상 적으로 부정적이었다(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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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상 정책의 확 에 한 태도 평균 표 편차

여성결혼이민자는 같은 국민으로서 동등한 의무와 동등

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3.92  0.63  

다문화가족을 한 각종 사회서비스가 더 확 되어야 한다 3.76  0.77  

재도 다문화가족을 한 정책이 많다 3.17  0.84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응을 해 더 많은 정책이 필요

하다
3.73  0.77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해 국가에서 더욱 지원해야 

한다
3.68  0.80  

다문화가족보다 더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주어

야 한다
2.66  0.93  

주민들의 다문화가족에 한 지식과 인식이 좀 더 개선

될 필요가 있다
3.92  0.62  

표 6-5.  다문화가족 상 정책의 확 에 한 농 주민의 태도

3.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 관련 변인

  이 연구에서는 농촌주민들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과 관련한 변인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한 태도,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기여와 참여에 한 태도, 다문화가족정

책에 한 태도 등과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여부‧친척 여부‧마을주민 여부, 여성결혼이민자와 교류정도 등과의 관계를 

변량분석(F-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인종‧민족문제나 결혼이민자에 한 태도는 응답

자의 성별, 교육수준, 가족 여부, 정치적 이념 지향(보수/진보), 정치제도에 

한 신뢰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설동훈 2006; 황정미 2007; Hy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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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소수자에 한 편견이 낮고, 학

력이 높을수록 인종차별주의가 완화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진보적 정

치이념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인종차별적 시각이 상 적으로 적고, 정치적 

신뢰가 낮을수록 인종주의적 편견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결혼이민

자가 가족 구성원에 있는 사람과 일반 국민 사이에 2세  자녀의 민족 정

체성에 한 인식에 있어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한다.

  본 조사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에 한 긍정적 인식과 가

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교류’로 나타났다. 응답자

의 연령, 성별, 학력,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여부‧친척 여부‧마을주민 여

부, 결혼이주여성과의 교류정도 등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교류’가,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연령’, ‘성별’, ‘학력’, ‘마을주민 중 다문화가족 여부’, ‘여성결혼이민자와

의 교류’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기여와 참여에 한 태도>와 관련해서

는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교류’가, <다문화가족정책(확 )에 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연령’,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교류’ 등이었다(표 6-6).

  연령 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마을주민 중에 다문화

가족이 없을수록, 결혼이주여성과의 교류가 없을수록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의 연구결과들과 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교류는 네 가지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 모두와 

관련성이 있는 반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있고 없고는 

통계적으로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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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 평균
표
편차

F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한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와

교류

없음 213 3.15 0.65 
16.3***

있음 582 3.34 0.61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a

연령

50세 이하 99 2.26 0.63 

19.4
***51～60세 244 2.25  0.45  

61～70세 212 2.38  0.54  

71세 이상 240 2.60  0.60  

성별
남 713 2.43  0.57  

20.8
***

여 94 2.15  0.47  

학력

졸 73 2.62  0.66  

4.7
**졸 221 2.41  0.53  

고졸 393 2.36  0.56  

졸 101 2.33  0.56  

마을주민 

다문화가족 여부

없음 248 2.46  0.55  
4.8*

있음 551 2.37  0.57  

여성결혼이민자와

교류

없음 212 2.61  0.61  
44.3***

있음 582 2.31 0.5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기여와 참여에 한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와

교류

없음 213 3.37 0.63 
19.3***

있음 577 3.56  0.54  

다문화가족 정책(확 )에 한 태도

연령

50세 이하 99 3.50  0.52  

4.6
**51～60세 242 3.61  0.49  

61～70세 210 3.55  0.49  

71세 이상 240 3.44  0.51  

여성결혼이민자와

교류

없음 213 3.42  0.56  
15.3***

있음 577 3.57  0.48  

주: 5점은 긍정적 태도, 1점은 부정적 태도(단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는 1점이 부정적, 

5점이 긍정적), 3점은 이론 평균

*는 P < .05,  **는 P < .01,  ***는 P < .001 

표 6-6.  다문화가족에 한 농 주민의 인식과 련변인(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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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농어촌주민들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과 관련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어촌주민 다수가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2/3가 넘

었고, 친척 중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1/5 수준에 이르렀다. 마을의 

아이들 중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높지 않았지만 일부 

마을(5.1%)은 전체 아동의 반수 이상이 다문화가족 자녀인 경우도 있었다.

  둘째,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은 체로 긍정적인 편이었

다.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한 

태도,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기여에 한 

태도, 다문화가족 정책 확 에 한 태도 등으로 나누어 설문조사한 결과, 

모두 긍정적 응답자 비율이 부정적 응답자 비율보다 높았다.

  셋째,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긍정적 인식과 가장 관련이 높은 

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교류’로 나타났다. 연령 가 높을수록, 남성일수

록, 학력이 낮을수록, 마을주민 중에 다문화가족이 없을수록, 결혼이주여성

과의 교류가 없을수록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체로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교류는 네 가지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에, 가족이나 친척 중 여성결혼이민자의 유무는 통계적으로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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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1. 국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1.1.1. 중앙정부 차원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 및 2011년도 시행계획

  2000년  초 여성가족부가 외국인여성 인권 위협에 한 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초로, 2000년  중반부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5년 1차 결혼이민자들의 체류문제 지원 책과 2차 생활지원 책 등이 

마련되었고, 이후 2006년 12개 부처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

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06.4.26)을 발표하면서 다문화지원정책이 본격화

되었다. 이후 각 부처별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책’(’08.10.30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08.10 교과부), ‘제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이 마련되었다. 

  2008년 2월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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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주요 내용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지원 련 총

‧조정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달체계 효율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추진 

기반 확충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정책 원회’ 운 을 

주도 으로 담당(시행계획 수립, 사업의 조정‧

력 등),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이견 조정  

지원기능 수행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의 주기  

검을 통해 유사‧ 복사업을 지속 으로 발굴‧

조정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 민간 

계기  간 업무분담 방안 등 지역 서비스 

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국제결혼

개 리 

 

입국  

검증

시스템 

강화

◦국제결혼 개에 한 리 

강화

◦결혼이민 정자 상 사

정보 제공 확

◦자립 가능한 이민자 유입

을 한 입국  검증시

스템 강화 

•「결혼 개업의 리에 한 법률」개정 추진

․국제결혼 개업체의 결혼당사자 신상정보 서

면제공 의무화

․외국 지법령 반 시 처벌규정 강화

•입국  검증 시스템 강화

․사증발  심사기 에 ‘혼인의 진정성’ 외에 ‘건

강한 가족형성’  ‘사회통합 용이성’ 등 포함

․가정폭력‧상습  성범죄 력자 등의 외국인

배우자 청자격 제한 

표 7-1.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의 주요 내용

에 한 정책에서 ‘다문화정책’으로 정책 방향이 확 되면서, 최근에는 다

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

0～2012)을 수립하기도 하였다.5 기본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요 추진과

제와 내용은 <표 7-1>과 같다. 

5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10.5.7.)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체계적 재정비

를 위해 향후 3개년에 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을 수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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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의사소통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취업지원 활성화

◦안정  사회통합을 한 

국 취득 합리화

◦결혼이민자 생활 응 지

원  사회보장 확

◦이혼  폭력피해 결혼

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배우자교육 운   다문

화가족 간 네트워크 강화 

•부처별 한국어교육 로그램 간 연계체계 구축

․사회통합 로그램(법무부)의 한국어교육 기
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교육과정에 
용, 국 취득 등 편의 제공

•한국어 교육방법 다각화

․방문교육지도사의 방문교육서비스 실시

․한국어교육통합정보망( 리-세종학당)을 통한 
온라인교육서비스 실시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 로그램」 개발‧
보 (’11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  확 (’10년 200명→’12
년 400명)

․결혼이민자 채용기업에 장려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합한 직업 발굴  사회  
일자리 지원 확

•이혼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한국 국 의 자녀가 있는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1회 심사마다 최  3년까지)

․「이주여성 긴 지원센터 1577-1366」  이주여
성쉼터‧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그룹홈 등 운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로벌인재 육성을 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

어발달 지원사업 확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학교 부 응 자녀 지원을 

한 인 라 확충 

․다문화가족 유아 교육과정‧ 로그램 개발, 확

․희망유아교육사  다문화언어지도사를 통한 
언어발달 지원 확

․거 학교(다문화가족 자녀가 15명 이상 재학 
인 학교)를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교과학

습지도 지원

․이 언어교육 활성화

다문화에

한

사회

이해 제고

◦다문화이해 증진을 한 

사회교육 활성화

◦다문화이해 증진을 한 

학교교육 강화

◦다문화 계자(지방자치

단체 일선 공무원 등)에 

한 교육 확

◦다문화이해 증진을 한 

홍보활동 강화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생활
체육 로그램 확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홍보 강화

․학교의 특별활동에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하
고, 다문화이해교실 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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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에 따라 ’11년 3월에는 2011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 시행

계획에서는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정착 지원 및 ② 다문

화가족 자녀에 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을 목표로, 5  영역의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이 중 4개 세부과제는 완료

되었고 2011년 현재 57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표 7-2).

  5개 영역별 예산 규모로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39.1%)에 가

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유사한 수준으로 ‘결혼이민자의 정착 및 역

량 강화’ 지원(37.5%)의 비중도 높다. 그 외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14.1%)

에도 일정 수준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20개 중점과제별 예산으로는 ‘결혼이민자에 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

통 지원 강화’(26.8%)가 가장 비중이 높고,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

형 교육지원 강화’(22.7%) 역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13.9%)에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

녀양육 영역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9.0%) 및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 ’(6.6%) 중

점과제의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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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
과제

(20개)
세부과제 
(완료)

’11년 산
(백만 원)

역별 
비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지원 련 총 ･조정 기능 강화 2

14.1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달체계 효율화 3 12,380 (13.9%)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4 198 (0.2%)

국제결혼

개 리  

입국  

검증시스템 

강화

국제결혼 개에 한 리 강화 5(3) 264 (0.3%)

1.8
자립 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한 입국  
검증시스템 강화

3 416 (0.5%)

결혼이민 정자 상 사 정보 제공 확 2 940 (1.1%)

결혼이민자

의 안정  

정착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에 한 한국어교육  의사소
통 지원 강화

4 23,866 (26.8%)

37.5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취업지원 활성화 6 3,072 (3.5%)

안정  사회통합을 한 국 취득 합리화 2

결혼이민자 생활 응 지원  사회보장 확 3 665 (0.7%)

이혼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3(1) 4,770 (5.4%)

배우자교육 운   다문화가족 간 네트워
크 강화

3 995 (1.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로벌인재 육성을 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5 20,202 (22.7%)

39.1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

3 5,868 (6.6%)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2 7,972 (9.0%)

학교부 응 자녀 지원을 한 인 라 확충 2 761 (0.9%)

다문화에 

한 

사회  

이해 제고

다문화이해 증진을 한 사회교육 활성화 3 3,802 (4.3%)

7.4

다문화이해 증진을 한 학교교육 강화 2 1,040 (1.2%)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계자에 
한 교육 확

2 94 (0.1%)

다문화이해 증진을 한 홍보활동 강화 2 1,634 (1.8%)

총 계 61(4) 88,939 (100%) 100

주: 1)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예산 총 93,791백만원 중 2011년 시행계획 과제 수

행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예산 포함)

   2) 옅은 음영은 예산 비중이 5% 이상~10% 미만인 경우, 짙은 음영은 예산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임.

자료: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2011.3.「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

도 시행계획(안) 요약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표 7-2.  2011년 시행계획 5  역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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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추진체계

  총 11개 중앙행정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

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

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8개 관련 부처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이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6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 간 조정 등의 역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중심적 역할

을 맡고 있다.7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각 부처들은 담당 분야별로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그림 7-1). 

자료: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2010).

그림 7-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6 2009년 12월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위원장)

과 10개 부처 차관(위원)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7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 시 주관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

경되었다가(여가부의 정책범위가 여성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및 폭력피해 관련 

지원으로 한정), 2010년부터 다시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처로 기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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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 상 주요 업무 내용

여성
가족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총  부처

◦ 다문화가족 언어  교육 지원(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서비스,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로벌다문화센터 건립

◦ 다문화가족지원(국민인식 개선, 다문화가족에 한 교육‧홍보 등)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 결혼이민자 지 사 정보 제공  국제결혼 개업 리

보건
복지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사회보장 지원

◦ 다문화가족 보육료지원

법무부 외국인

‣ 외국인정책 총

◦ 사회통합 로그램 이수제
◦ 외국인 사회 응  통합 지원

표 7-3.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소 부처별 주요 업무

□ 부처별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8

  여성가족부는 정책 총괄부처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다문화가족을 상으

로 언어 및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점으로서의 다문화가족센터

를 운영한다. 그 외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

하는 등의 역할도 맡고 있다. 

  각 부처별로, 보건복지부는 다문화가족 사회보장 지원,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 총괄,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고용노동부는 취

업 지원, 직업상담‧훈련,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정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성 제고를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서비스 

제공, 농림수산식품부는 영농교육‧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프로그

램 제작‧지원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표 7-3). 

8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 현황 및 2011년 시행계획

상 추진 사업내용은 <부록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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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기술부

다문화가족, 

교사, 일반 

학생‧학부모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학생 멘토링 

◦ 다문화가정 유아 학비 지원

‣ 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학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교재‧ 로그램 개발 등)

◦ 교   사범 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지원(자녀교육, 부부교육, 가족교육, 아버

지교육 로그램 등)

고용

노동부

외국인

(결혼이민자 

포함)

‣ 취업지원, 직업상담‧훈련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로그램 개발‧연구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민간 탁)

행정

안 부
외국인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응‧정착 지원

◦ 외국인주민 집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 다문화정착을 한 지도자 교육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청행사

◦ 지자체 공무원 교육,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 다문화정착 우수사례 확산

문화체육

부

외국인,

일반 국민

‣ 다문화성 제고 한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다문화공동체 문화활동 지원, 다문

화뮤지컬 지역순회공연, 다문화인재양성 등)

◦ 생활체육 로그램 지원(다문화가족 생활체육지원)

◦ 이주가정 자녀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 개발

◦ 도서  서비스(다문화가정을 한 도서 서비스 개선)

◦ 어린이청소년도서  운 (다문화가정을 한 래동화 콘텐츠 

개발‧보  등)

◦ 생활문화 학술조사  도록 발간(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 조사)

◦ 공연활동 지원(다문화가정 상 청축제)

◦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자료 개발(다문화가족 한국어교원 양성)

◦ 디지털정보자원 확충(디 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 구축)

◦ 국립 앙박물  다문화교육‧공연 로그램 운

◦ 국악원 공연활동(다문화가족을 한 공연)

◦ 국립어린이박물  다문화가족 어린이를 한 문화체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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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

식품부
결혼이민자

‣ 농교육‧훈련

◦ 이주여성을 상으로 한 단계별 농교육‧훈련과정 제공

  ․여성결혼이민자 기  농업교육

  ․이주여성농업인 1:1 맞춤형 농업교육

◦ 농어 에의 안정  정착을 지원하기 한 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농 정착지원과정

방송통신

원회

다문화가족,

일반인

‣ 미디어 로그램 제작‧지원

◦ EBS 다문화가족 로그램 제작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886억 6천 8백만 원이다. 이 

중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555억 2천 4백만 원(62.6%)으로 가장 높고, 보건

복지부 예산이 111억 5천 1백만 원(12.6%)으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이 두 

부처 예산의 합이 전체 예산의 약 75%에 해당한다(표 7-4).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

다. ’08년도 약 326억 원에 비해 ’11년도에는 3배가 넘게 증가했고, 전년도

와 비하여도 257억 원이 증가(41%)한 규모이다.9 이러한 전체 예산 증가

에는 여성가족부 사업예산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예산은 ’08년 240억 6천 2백만 원에서 ’11년 555억 2천 4백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사업예산에서 여성가족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

하고 타 부처의 사업예산은 작은 폭이나마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가족부가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9 2011년도 예산의 증가는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59개소에서 200

개소로 확 하고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수행 인력을 2,491명에서 3,200명으로 증

원했으며, 보건복지부가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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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여성가족부
24,062

(73.9%)
29,551

(62.5%)
41,937

(66.7%) 
55,524

(62.6%) 

법무부
1,530

(4.7%) 
3,660

(7.7%)
4,670

(7.4%) 
4,788

(5.4%)

교육과학기술부
3,934

(12.1%)
6,500

(13.7%)
6,200

(9.9%)
6,300

(7.1%) 

고용노동부 -
52

(0.1%) 
467

(0.7%)
-

행정안 부
469

(1.4%) 
2,429

(5.1%) 
820

(1.3%) 
1,360

(1.5%) 

문화체육 부
2,586

(7.9%) 
4,048

(8.6%)
5,644

(9.0%) 
5,982

(6.7%) 

농림수산식품부 -
426

(0.9%)
1,176

(1.9%)
1,176

(1.3%)

방송통신 원회 -
608

(1.3%) 
2,000

(3.2%) 
2,387

(2.7%) 

보건복지부 - - -
11,151

(12.6%)

총 계 32,581 47,274 62,914 88,668

32,581

47,274

62,914

88,668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11. 보도자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표 7-4.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산(’08-’11)

단위: 백만 원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관련 국내외 정책  115

1.1.2. 지방자치단체 차원

□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2011년 7월에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한 지자체의 총괄‧조정기능

을 강화하고자, 각종 사업들을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다.10 동 계획

에 따르면 16개 시‧도에서 5  영역에 하여 총 327개 사업에 682억 원

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표 7-5).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영역이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의 보육‧교육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역 사업 수 산 산 비율

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52 9,795 14.4%

② 국제결혼 개 리  입국  검증시스템 강화 18 5 -

③ 결혼이민자의 안정  정착  자립역량 강화 139 24,983 36.6%

④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69 29,850 43.8%

⑤ 다문화에 한 사회  이해 제고 49 3,575 5.2%

합 계 327 68,208 100%

자료: 여성가족부. 2011.7. 「지방자치단체 2011년도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추진계획(종합)」.

표 7-5.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종합계획 5  역별 사업 수  산 황

단위: 개, 백만 원

10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 공포, 10.5.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가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의무적으

로 수립‧시행하도록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종합계획은 각 광역

지자체에서 수립한 시‧도별 다문화가족지원계획을 여성가족부에서 종합(’11.5

월)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 심의(’11.6월)를 거쳐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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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 공통사업 자체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지원 의회 구성․운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정비

◦ 담당조직  인력 확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   운  내실화

◦ 다문화가족지원 장기 계획 수립(경북)

국제결혼

개 리 

 입국  

검증시스템 

강화

◦ 국제결혼 개에 한 리 강화 ◦ 국제결혼 개업종사자 교육(경북)

표 7-6.  2011년 지자체 공통  특정 추진 사업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따

른 계획에 따르면서 각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5  영역별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살펴보

면 <표 7-6>과 같다.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관련 조례 정

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  및 운영 내실화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

고(영역 ①), 국제결혼중개에 한 관리를 강화(영역 ②)하는 사업을 포함

한다. 결혼이민자 정착을 돕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

육, 방문‧온라인 교육, 직업교육 및 일자리 지원,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지

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영역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발달 지원, 언어영재교실 운영, 학교부적응 자녀를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 등을 추진한다(영역 ④). 또한 다문화에 한 사회적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교육을 활성화, 홍보 활동 등(영역 ⑤)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특정 사업을 계획한 사례들도 볼 수 있다. 경상북도는 다

문화가족지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종사자에 한 교

육을 실시한다. 구광역시에서는 결혼이민자 방송통신 학(고) 진학을 지

원하고, 다문화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한다. 경기도의 경우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 및 다문화체험관을 운영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다문화포럼을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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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 공통사업 자체사업

결혼이민자

의 안정  

정착  

자립역량 

강화

◦ 한국어 교육  로그램 간 연계

◦ 방문교육, 온라인 교육

◦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 국제결혼행복 로그램 운

◦ 120 다산콜센터 외국어 상담서비스  

모니터링단 운 (서울)

◦ 결혼이민자 방송통신 학(고) 진학 지원

( 구)

◦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문화 캠   부

부워크 (경기)

◦ 다문화가족 사례 리(경기 안산시)

◦ 다문화가족 장난감 여( 북)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언어 재교실 운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자녀 보육  교육지원

◦ 학교부 응 자녀 지원을 한 인 라 확충

◦ 다문화가족 좋은 이웃되기 사업(서울)

◦ 다문화어린이 도서  운 ( 구)

◦ 다문화가족 자녀 DMZ 체험여행(경기)

◦ We Start 로벌아동센터 운 (경기)

다문화에 

한 사회  

이해 제고

◦ 다문화이해 증진을 한 사회교육 활성화

◦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계자에 

한 교육 확

◦ 다문화이해 증진을 한 홍보활동

◦ 다문화 축제 개최(서울, 부산, , 울산 등)

◦ 다문화가족 문화 술단 운 ( 구)

◦ 다문화체험  운 (경기)

◦ 다문화가족 음식문화 축제(경북)

◦ 다문화포럼( , 북, 경북, 경남)

  공통사업 중 지방비 부담 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을 합한 지자체 다문화가

족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2011년 총 682억 8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 비 

약 91% 증가한 규모이다. 특별‧광역시와 예산 규모가 월등히 큰 경기도

(18,433백만 원)를 제외하면, 전라북도(8,431백만 원), 경상남도(6,249백만 

원), 경상북도(5,422백만 원), 전라남도(5,214백만 원) 등이 상 적으로 많

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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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통 사업 자체 사업　 공통(지방비)+자체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서울특별시 2,316 3,184 5,500 4,487 4,583 9,070 992 1,416 4,176 5,999 

부산 역시 1,242 531 1,773 1,922 884 2,806 169 198 700 1,082 

구 역시 1,239 537 1,776 1,614 697 2,311 354 562 891 1,259 

인천 역시 1,498 643 2,141 8,432 5,142 13,574 416 661 1,059 5,803 

주 역시 717 307 1,024 1,002 432 1,434 345 250 652 682 

역시 662 325 986 1,879 1,031 2,910 19 54 344 1,084 

울산 역시 764 327 1,091 1,009 433 1,442 230 270 557 703 

경기도 5,301 3,422 8,723 17,493 13,476 30,969 2,678 4,957 6,100 18,433 

강원도 3,778 1,111 4,889 5,169 1,434 6,603 372 369 1,483 1,803 

충청북도 1,541 661 2,202 1,950 797 2,747 621 748 1,282 1,545 

충청남도 1,837 4,295 6,132 4,259 3,853 8,112 27 321 4,322 4,174 

라북도 2,858 1,378 4,236 8,637 6,708 15,345 973 1,723 2,351 8,431 

라남도 3,135 1,238 4,373 8,007 3,602 11,609 1,331 1,612 2,569 5,214

경상북도 3,523 1,465 4,988 4,601 1,904 6,505 2,944 3,518 4,409 5,422 

경상남도 7,102 3,047 10,149 10,167 3,718 13,885 1,561 2,531 4,608 6,249 

제주특별자치도 319 149 468 861 271 1,132 9 54 158 325 

합 계 37,831 22,620 60,451 81,489 48,965 130,454 13,042 19,244 35,662 68,208 

표 7-7.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 련 산 황(2010-2011년)

단위: 백만 원

  한편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사업 실태를 분석한 김이선(2010b)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11 예산규모 기준으로는 ‘기타 센터 설치 및 운영

(글로벌빌리지센터, 국제이주기구 지원 등)’이 26.6%로 가장 많고, 다음으

11 지자체(광역, 기초) 제출 2010년 외국인주민 관련 시책 현황(2010년 4월말 기

준), 2010년 국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부사업 추진계획, 2009년 전국다

문화가족실태조사(해당 변수) 등 자료를 통해 3,062개 단위사업을 상으로 분

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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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업 관련 예산이 15.3%이다(그림 7-2). 그러나 이와 같은 취업 관련 예

산 중에는 결혼이민자들과는 무관하게 원어민강사 배치로 인한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12 가족상담 및 관련 교육(2.2%), 의료서비스(2.6%), 실질

적인 취업지원 등은 예산 투여가 상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김이선(2010b)

그림 7-2.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산 분포
단위: 백만 원

□ 시‧도교육청 지원 사업

  시‧도교육청은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에 초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되, 다

문화가족뿐만 아니라 교사 및 일반학생과 학부모를 상으로 하는 사업들

12 가장 많은 사업유형이 초‧중‧고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 원어민강사를 파견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운영비보다는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게 되

므로 전체 예산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김이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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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행한다.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표 7-8>과 

같다. 한편 2010년도 시‧도교육청 사업을 분석한 박성혁 외(2010)의 연구

에서는 적응교육(51%), 다문화이해교육(33%), 역량교육(22%), 교사교육

(19%), 교육 외 다문화정책(9%)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구 분 주요 사업내용

다문화교육체계 마련
다문화교육연구학교 운 , 거 학교 운 , 다문화가족 지원 

교육모듈 개발‧보 , 장학자료 발간, 다문화교육센터 운  등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한국어교육,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지원, 학생 멘토링 지

원, 수 별 보충 로그램 지원, 학습 비물 지원, 학력증진 

사이버스쿨 운 , 다문화 유아교육 등

다문화이해 

교육‧연수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을 상으로 하는 워크   세미나 

개최, 연수 지원 등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통역도우미 자원 사단 운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보 , 학부모 수업 운 , 다문화가정 상담 등

공동체의식 함양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간 상호 교류 로그램  결연, 

래학생 결연 로그램, 유 기  연계, 의회(포럼) 운 , 

어울마당 개최, 다문화교육 동 상 제작, 다문화가족 청의 

날 행사 등 

그 외 활동
다문화 캠 ‧페스티벌 운 , 다문화교육학생 체험수기 공모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  발표 회 등

표 7-8.  시‧도교육청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13 박성혁 외(2010)는 다문화교육에 있어 각 시·도 교육청들이 취하는 사업 방향

을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적응교육: 다문화 구성원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

  ② 역량교육: 다문화 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

  ③ 다문화이해교육: 기존 사회 구성원들을 상으로 다문화에 한 적절한 이

해를 갖게 하고 이에 따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④ 교사 교육: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에 한 다문화교육

  ⑤ 교육 외 다문화정책: 비(非)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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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교육청의 2011년 지원사업 예산은 166억 9천 8백만 원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추세이다(그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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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예산이며, 2011년은 편성 예정 예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0)의 ʻ시‧도교육청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황ʼ 자료

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7-3.  시‧도 교육청 다문화 련 사업 산

단위: 백만 원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14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정책 전달체계로 전국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을 두고, 전국 10개 권역에 한 거점센터 및 각 지자

체 단위의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11년 6월말 기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여성

가족부로부터 위탁 운영한다. 중앙관리기관으로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과 보급, 주요 다문화가족정책의 시범사업 실시, 센터 종사자 교

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지방자

치단체 단위에서 다문화가족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

는 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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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 내용

센터 

운

기본

사업

(필수)

한국어교육 ◦ 1～4단계

◦ 특별반(선택): 한국어능력시험 비반

홍보 등 운 ◦ 가족통합교육

◦ 배우자‧부부교육

◦ 자녀지원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지원
◦ 다문화가족 취업능력 향상교육

◦ 취업연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결혼이민자(출신국별, 통합국 , 통‧번역사 등)

◦ 가족(가족통합, 부부, 배우자, 시부모)

개인‧가족상담 ◦ 개인/가족

홍보 등 

운

육아정보나눔터

다문화가족 나눔 사단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표 7-9.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사업

육,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 정보제공 및 홍보, 관련기관 네트워

크 협력, 다누리콜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결혼이민

자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해 직접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

점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수의 사업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15 지원센터는 의무적으로 ‘기본사업’을 수행하고, 

지원센터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특성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사회 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센터의 고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표 

7-9). 교육방식으로는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형식을 병행한다. 

15 김이선(2010)의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전체 사업 중 59%를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에 위탁하고 있다. 자료 취합 시기의 한계로 위탁기관이 미정이거나 기재가 

안 된 사업이 23.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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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사업

(선택)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서비스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신규)

◦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서비스(신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부모상담  교육

통번역서비스사업

언어영재교실

자료: 여성가족부(2011a), 여성가족부(2011b).

  2010년도 몇 가지 주요 사업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 실인원은 가

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이 가장 많게 나타난다. 결혼이민자 실인원 

역시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어교

육이다(표 7-10).

구 분 사업 내용 총 실인원(명)
결혼이민자 

실인원(명)

기본사업

한국어교육 23,205 23,044

가족통합  다문화사회 이해 50,558 29,473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 10,104 10,027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13,502 10,017

특성화사업 이 언어교실 1,491 -

 체 61,905 38,577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

표 7-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사업  이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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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센터의 수탁기관 현황(’10년 기준)을 보면, 비영리법인이 117개소

(74%)로 가장 많고, 지자체 직영 23개소(14%), 비영리민간단체 17개소

(11%)로 나타난다(표 7-11). 

비 리법인
비 리
민간단체

지자체
직

기타

(시설 리
공단)

사회복지
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

34 33 12 36 2 17 23 2

74%
11% 14% 1%

21% 21% 8% 23% 1%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

표 7-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  황

  시‧군 유형별로 시지역(특별시‧광역시 및 일반시)에 76개소(38%), 도농

복합시에 50개소(25%), 군지역에 74개소(37%)가 위치하고 있다(표 7-12).16 

시지역의 경우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곳이 과천시와 하남시 2곳, 

도농복합시17의 경우 삼척시, 계룡시 2곳인 데 비해, 군지역에는 12개 지자

체에서 부재하는 상태이다(표 7-13).

16 일반시 중에서 과천시‧하남시 등 2개, 도농복합시 중에서 삼척시‧계룡시 등 2

개, 군 중에서 옹진군‧화천군‧고성군‧양양군‧단양군‧구례군‧신안군‧군위군‧

고령군‧울릉군‧의령군‧창녕군 등 12개 지자체에는 지원센터가 없다.

17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창원시의 경우 성산구와 마산합포구에는 각각 다문

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나, 과거 진해시에 해당하는 진해구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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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지역 도농복합시 군지역

서울특별시 23 - -

부산 역시 7 - 1(기장군)

구 역시 6 - 1(달성군)

인천 역시 7 - 1(강화군)

주 역시 4 - -

역시 4 - -

울산 역시 3 - 1(울주군)

경기 14 11 4

강원 3 3 8

충북 1 2 8

충남 - 6 9

북 1 5 8

남 1 4 15

경북 - 10 8

경남 - 9 10

제주 2 - -

합 계 76 (38%) 50 (25%) 74 (37%)

주: 1) 2011.6.30 기준 데이터

2) 시지역은 특별시‧광역시‧일반시이고, 광역시 소속 군은 군지역으로 집계함.

표 7-12.  지역유형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황
단위: 개소

구 분 시지역 도농복합시 군지역

개소 수 2 2 12

해당 

지자체

경기 과천시

경기 하남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계룡시

(창원시 진해구청)

강화 옹진군,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단양군, 남 구례군

남 신안군, 경북 군 군

경북 고령군, 경북 울릉군

경북 의령군, 경북 창녕군

주: 1) 2011.6.30 기준 데이터

2) 시지역은 특별시‧광역시‧일반시이고, 광역시 소속 군은 군지역으로 집계함.

표 7-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기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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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읍‧면부에 따른 지원센터 입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61.5%인 

123개가 동부에 있고, 나머지 77개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이라 보는 읍면

부에 위치한다. 농촌지역 중에서도 면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단 3곳뿐이

다.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하는 도농복합시의 경우 50개 시‧군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시 외곽 농어

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접

근성이 매우 낮다(표 7-14).

구 분 체 시지역 도농복합시 군지역

동부 122(61.0%) 76 46 -

읍부 75(37.5%) - 2 73

면부 3(1.5%) -  2 1

계 200(100%) 76 50 74

표 7-14.  입지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황

단위: 개소

1.1.3. 민간 차원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민간단체 현황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확 되고 있다(김선미, 2009: 191). 정부 주도의 다

문화가족지원정책에 위탁사업 형태로 민간단체가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면

서 민간영역에도 다문화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이용재, 2010).

  우리나라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이주‧다문화 관련 지원사업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정확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행정안전

부의「외국인주민 지원기관‧단체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국

에 총 775개 외국인주민 지원기관‧단체가 활동한다(표 7-15). 공공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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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국제교류센

터, 평생학습관,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이주민

통역지원센터, 여성회관, 고용지원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 

중에는 민간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이다.18 

  동 자료에서 외국인근로자센터, 이주노동자의집 등과 같이 기관‧단체명

에 외국인근로자를 상으로 하는 곳임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외국인주민을 상으로 하는 지원기관‧단체는 전국에 685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 분 체(A)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
(B) A-B

공공기 315 13 302 (44.1%)

종교단체 92 10 82 (12.0%)

민간단체 368 67 301 (43.9%)

계 775 90 685 (100%)

 주*: 외국인근로자센터, 이주노동자의집 등 기관‧단체 명칭에 근로자나 노동자가 포

함된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 2009.「외국인주민 지원기관‧단체현황」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표 7-15.  외국인주민 지원기 ‧단체 황

  이주‧다문화가족 지원단체들이 지원하는 주요 활동을 보면, 크게 상담지

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공익지원, 정보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통‧번역지원, 연구사업, 멘토 양성, 문화교류, 다문화이해 특강, 

방송, 정신건강향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표 7-16). 

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현황(표 7-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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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 내용

상담지원
노동 상담, 출입국 상담, 산재 상담, 이주여성 상담, 재외동포 상담, 

국제결혼/가정 상담, 생활 련 상담, 취업 상담, 의료 상담 등

복지지원 쉼터 지원, 도서  지원, ‧유아탁아방 지원,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교육지원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태권도교육, 한국문화체험, 직능개발 등

공익지원 연 활동, 외국인인권개선활동, 공동체 지원 등

정보지원 인쇄물 제작, 온라인 정보사이트 운  등

기타 장례 지원 등

자료: 김선미(2009).

표 7-16.  이주‧다문화가족 지원단체들의 지원활동 내용

  결혼이민자여성이 급증하고 정부의 다문화 관련 사업이 확 되면서 지

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가로 전개하거나 타 영역에서 활

동하고 있던 시민단체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여

성단체들이 여성인권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을 목적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단체들도 있다. 

  김선미(2009)가 ‘이주자와 실무자 네트워크’에 등록된 118개 이주‧다문

화 단체를 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단체 중에는 종교단

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고, 기존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가 다수를 차

지한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가

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순수하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곳은 소

수이다. 118개 단체 중 이주민 자녀 지원센터는 1곳에 불과하고,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는 단체는 2곳으로 나타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사회

적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영역에 해 

활동하는 단체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 지원단체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 영역이 다양해지고 연

활동의 모습도 나타난다. 교육, 복지지원 영역에서는 정부 주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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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주자의 인권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연

나 네트워크 구축, 법률적 지원, 이주자를 위한 방송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

고, 상담지원이나 공익지원 사업에서는 시민주도 지원사업의 장점을 살려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주로 종교단

체나 시민단체들이 부분으로 주로 회비나 자체 내 사업충당금, 기타 지

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면, 부분 재정적‧공간적 부족을 겪고 있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차원의 다문화 관련 사업들은 부분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관련 기

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사업위탁이 가능한 역량 있는 

기관‧단체가 지역에 얼마나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역

별 위탁단체 유형별 사업 분포(김이선, 2010b)19를 통해 지역별 위탁 가능

한 기관‧단체 여건을 간접적으로 살펴본 결과, 서울과 경기도는 다수의 위

탁기관이 다양하게 나타났고, 구, 인천, 광주, 전남지역 정도에서 사회복

지관, 학 등 상 적으로 다양한 위탁단체 유형이 발견되었다. 충북, 충남, 

경북지역의 경우 유형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타 지역에 비해 민간단체가 비

교적 많은 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를 제외하고는 위탁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만한 기관‧단체 여건이 어느 정도 제약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표 7-17).

19 지자체(광역, 기초) 제출 2010년 외국인주민 관련 시책 현황(2010년 4월말 기

준, 행안부 취합), 2010년 국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부사업 추진계획 등

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 방침 등 특정한 이

유로 직영방식을 택한 경우도 있겠으나, 지역별 위탁단체 분포를 통해 사업위

탁이 가능한 기관‧단체 여건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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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자체 
설립 
외국인 
특화기

지자체
직

민간
단체

사회
복지

학
취업
문

기

건강
가정
지원
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기타 미정
합계

(사업 수)

서울 2 56 12 20 3 2 39 235 7 145 521 

부산 11 3 0 0 0 0 0 81 0 7 102 

구 0 7 9 1 3 0 0 64 1 23 108 

인천 1 18 11 2 1 0 0 85 0 8 126 

주 2 5 1 1 1 0 3 34 0 25 72 

8 13 2 0 0 0 0 18 0 28 69 

울산 0 31 7 0 0 0 0 39 0 1 78 

경기 19 19 31 1 2 11 5 275 0 53 416 

강원 0 12 6 0 2 0 0 126 0 70 216 

층북 0 8 17 0 0 0 0 101 0 27 153 

충남 1 24 13 0 0 0 3 100 0 17 158 

북 1 1 5 0 0 0 0 134 0 36 177 

남 0 8 12 4 2 0 0 147 0 68 241 

경북 0 12 12 0 1 0 0 181 0 42 248 

경남 0 6 5 0 0 0 0 157 0 165 333 

제주 1 2 3 0 0 0 0 32 0 6 44 

합계 46 225 146 29 15 13 50 1809 8 720 3,062

  주: 지역별 전체 사업 수에 각 위탁단체 유형의 비율을 곱하여 서울의 경우 합계가 맞지 않음.

자료: 김이선(2010b). p.67 표 Ⅳ-4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7-17.  시‧도별 탁단체 유형별 사업 분포

단위: %

  한편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 경제적 자

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긍정

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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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업명
소재지
(읍면동)

주요 사업

시

(특별시,

역시, 

일반시)

(사)지구 사랑나눔부설

(외국인노동자 용의원)

서울 구로구 

가리 동
외국인노동자 진료

(주)바리의꿈
서울 등포구 

당산동
연해주고려인동포 지원, 청국장 매

오가니제이션 요리
서울 등포구 

등포동
식  이터링, 카페, 교육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남 목포시 

성동
통역 지원  나눔인력사업

(사)우리가꿈꾸는세상
남 목포시 

옥암동
간병인 견, 쿠키‧두부가게 운

(사)나섬공동체 

외국인지원사업단

서울 진구 

장동 
나섬다문화센터 운

(사)탈북문화 술인총연

합회

서울 양천구 

신정동
평양 술단 운

(주)고마운손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새터민‧장애인 고용 핸드백  

지갑 제조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Talk, Play, Learn 사업단

부산 부산진구 

부 동 

결혼이주민 외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정 지원, 캠페인

(사)아시아공동체 re-edu 

& job

부산 남구 

문 동

결혼이주여성 재교육, 외국어 통·

번역  교육, 캠페인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

회 해피맘 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산모도우미 견

표 7-18.  다문화 련 사회 기업 황

  2011년 2차 인증 시까지 다문화 관련 사회적기업은 총 21개 업체가 있

다. 이들은 여성결혼이민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이들을 수혜 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를 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이다.20 지역별 분포를 보면 시 지역에 16개, 도농복합시(동부)에 2

개, 군지역에 3개 사회적기업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7-18). 농촌지역

에서 활동하는 다문화 관련 사회적기업은 아직까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 외국인노동자 진료, 외국인 통역 및 인력사업, 공연사업 등을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2개 사업)나 새터민(3개 사업)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

지만, 부분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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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공동체  

WA(와) 나다문화사업단

부산 구  

복동

문화공연서비스 제공, 연극강사 

견, 지역문화공동체사업(무료이동

도서 사업 등)

(주)아시아트 져네트워크
서울 종로구 

가회동

다문화가정 아동문화교육, 국제기

구 력사업, 한류문화컨설

사회복지법인 

어울림복지재단 

다(茶)드림사업단

울산 북구 

호계동

이주여성 바리스타 양성을 통한 카

페운 ,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주식회사 떴다무지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다문화체험수업  공연

구결혼이주여성인권센

터 다문화기획단 두드림

구 동구 

신암동

통‧변역사업, 외국어 교육, 다문화

체험교실

도농

복합시

(주)스마일우 각시
북 익산시 

부송동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가사서비

스 제공

(주)다문화통번역센터
경북 구미시 

송정동 
이주여성 고용 통번역서비스

군

무주결혼이민가정사랑나

눔회 ASIA

북 무주군 

무주읍
천연비   천연화장품 제조‧ 매

(주)사람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이주여성 일자리 제공  제사업

농업회사법인 

(주)다문화사회 기업 

어울림

강원 홍천군 

홍천읍

농산물 텃밭재배  매, 농한기 

장 가공식품 개발  매, 제철

꾸러미  다문화벼룩시장, 학교

식 농산물 납품, 어울림 매장운 , 

도시형 미니텃밭 개발  매, 체

험교육 등

주: 1) 2007년 1차(첫 회 인증)부터 2011년 2차까지 노동부 인증된 사회적기업

2) 음영표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의 사회적기업

  군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으로는 무주결혼이민가정사랑나눔회 

ASIA, 주식회사 다문화 사회적기업 어울림, 주식회사 사람 등 세 곳이 있

다. 2009년 1월에 노동부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무주군의 무주결혼이

민가정사랑나눔회 ASIA는 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이 천연비누 등 천연제품 

제조법을 교육받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당진군의 주식

회사 사람은 2010년 12월에 인증을 받았고,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하여 작

업복, 조끼 등의 옷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그림 7-4).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관련 국내외 정책  133

자료: 충남다울림 웹페이지.

그림 7-4.  주식회사 사람

  홍천군에서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주식회사 다문화 사회적기업 어울

림은 농업회사법인이다. 2010년 3월에 설립되어 같은 해 12월에 사회적기

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문화 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활동

을 수행한다. 주요 사업은 농산물 텃밭재배 및 판매, 농한기 저장 가공식품 

개발 및 판매, 제철꾸러미 및 다문화벼룩시장, 학교급식 농산물 납품, 어울

림 매장운영, 도시형 미니텃밭 개발 및 판매, 체험교육 등이다(그림 7-5).

 

자료: 농민신문. 2010.6.28. ‘자신만의 텃밭 가꾸는 홍천 이주여성들’. 

그림 7-5.  주식회사 다문화 사회 기업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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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농협은 농협법에 근거하여 과거부터 농촌지역 주민을 상으로 한 복지사

업을 수행해 왔다. 그 일환으로 여성농업인 등을 상으로 한 교육‧문화‧복

지사업을 추진하며, 2005년부터는 지역문화복지센터 및 복지시설을 운영하

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더불어 실시하고 있다. 사업 추진체계로, 중앙

본부에서 농협의 복지사업을 기획‧총괄하고, 시‧도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사

업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시‧군지부에서는 각 지역단위의 복지사업을 시행한

다. 지역단위에 971개의 지역농협, 1,160명의 복지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 읍면단위의 전달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그림 7-6). 

중앙본부(농촌자원개발부)

농협복지사업 기획 및 총괄
⇕

시․도지역본부(16개)

지역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

시․군지부(158개)

시․군단위 복지시스템 구축
⇕

지역농협(971개)

읍․면단위 농촌복지사업 추진
(지역농협 복지전문인력 1,160명)

자료: 농협중앙회 복지여성팀(2011).

그림 7-6.  농 의 복지사업 추진체계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다문화여성 학 운영, 

한국어교원 양성,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양성 등이 있으며, 특히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농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 기초농업

교육,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농업교육, 농업후계이민여성 전문농업(장)실

습 등 단계별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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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실 추진주체

2005～ 재 친정부모 인연맺기

-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과 

여성결혼이민자 결연 

- 1200

농

2007.1～ 재
농 지역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 (’07-09) 444가정 1730명, 

(’10) 197가정 778명, 

(’11계획) 200가정

농 재단

2008～ 재 다문화여성 학

- (’08) 13개소 276명, (’09) 20개소 

22명, (‘10) 20개소 360명, 

(’11계획) 20개소 400명

농

여성가족부

(강사지원)

2008.8～ 재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개명 무료지원

- (’08) 22건, (’09) 266건, 

(’10) 313건, (’11계획) 500건
농

2008.12

다문화여성 학 

운 로그램 개발  

발 방안

- 연구용역 실시 농

2009.1～ 재
이민여성농업인 

1:1맞춤농업교육

- (’09) 628명, (’10) 636명, 

(’11계획) 660명

농식품부

농

2009.3～ 재 다문화가족 농 정착지원
- (’09) 10기 807명, (’10) 15기 

1289명, (’11계획) 1200명

농식품부

농

2009.7～ 재
국제결혼 개사업

(상 국: 베트남)

- (’10.12) 4  약혼, 

(’11.4) 3  결혼, (’11계획) 50
농

2009.12～ 재
다문화사회 문가 2  

양성과정

- (’09) 33명, (’10) 105명, 

(’11계획) 105명

농

법무부

2010.1～ 재 여성결혼이민자 기 농업교육
- (’10) 25개소 563명, 

(’11계획) 26개소 500명

농식품부

농

2010.2～ 재
이민자 사회통합 로그램 

운

- (’10) 10개소 351명, 

(’11계획) 25개소 543명

농

법무부(강사, 

교재지원)

2010.2～ 재
농업후계이민여성 

문농업실습
- (’10) 10 , (’11계획) 20 농

2010.3～ 재
다문화가족을 한 간단한 

회화 기획코

- 주1회 농민신문 ‘톡톡 다문화’, 

‘다문화 바로알기’ 게재
농민신문사

2010.3～ 재 한국어교원양성과정
- (’10) 한국외국어  등 71명, 

(’11계획) 각 지역본부 주
농

2011.5～ 재
농 다문화가정 우리농산물 

창작동화책 지원
- (’11) 과일나라 친구들 3000권 농

자료: 농협중앙회 복지여성팀(2011).

표 7-19.  농 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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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 정책의 문제점

1.2.1. 유사 사업의 부처‧기관별 분산 추진으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여러 부처, 기관 등에서 통합 또는 연계되지 못하

고 분산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 그간 관련 

부처 사업들 간 유사‧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단순히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들

이 동일한 수혜집단에 해 상호 조율되지 못한 상태로 추진되다 보니 산

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문제

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응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

으나 통합‧조정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아직까지 조직체계나 실질적 

조정 기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부처, 기관을 통해 제

공되는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내용

이 유사‧중첩되는 사업들에 해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 분야

에 적절한 사업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사업 내

용이 어느 정도 유사하더라도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특정 부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인정하되, 그러한 경우에도 유사 사업을 추진하

는 부처 간 상호 조율이 되도록 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1.2.2. 지역 단위에서의 통합적 지원창구 부재

  지자체 단위에서도 통합적 정책 지원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

다. 지원이 필요한 여성결혼이민자 입장에서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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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들을 안내‧제공받을 수 없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 제공의 허브(hub)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각종 

사업들에 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수혜 상자들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1.2.3.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 주체들 간 역할 배분체계 미 정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조직 등 관련 주체들 간 역할 배분체계가 정

립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겪는 경우가 나타난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정

부 간 역할 배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중앙단위와 지방단위에서 추진체

계상 유사한 기능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중앙정부는 우리사회의 다문화 추세에 응하여 국민적 합의(consensus)

를 바탕으로 거시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 과제들을 발굴‧제시

하는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는 이러한 부분에 한 역할이 미흡하다.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설정하는 정책의 방향과 틀 하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

수한 수요를 반영하여 구체적 사업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는 중앙

정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그 로 따르거나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정책이 수요자(수혜자)와 만나는 지역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와 민간조직 사업들 간에 서로 조정되지 못하고 중첩 추진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령 도농복합시인 H시의 경우, 상 적으로 오지에 위치해 접근

성이 떨어지는 다문화가족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위의 체

계적 관리가 되지 않아 농협 등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중복으로 지원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수 다문화가족이 도시지역(동부)에 거주

하다 보니 민간조직이 사업의 편의성 및 그에 따른 실적 등의 이유로 인원

이 모이기 힘들고 이동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피하고 도시지역을 상으로 

하면서 사업들이 중첩 지원되는 현상이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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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정책 추진체계상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 증  노력 필요

  다문화 관련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부 주도로 인한 정책 획일성으로 소수집

단 또는 지역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부

문이 가진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세밀한 수요

들을 찾아내고 정부 정책으로 닿지 못하는 영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정책 제안자이자 전달자로서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

에 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2.5. 정책의 사각지  상존

  여러 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 가 존재한다. 

정책의 사각지 는 제도적 여건 미흡으로 입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소재 등 

정보 파악이 불가능하여 서비스가 닿지 못하는 경우(유형 1), 수요가 있으

나 지리적‧교통적 접근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

우(유형 2), 가족의 불허,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 개인적(혹은 가

정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유형 3) 등으로 볼 수 있다. 

  유형 1과 관련하여, 통합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기관별로 서비

스가 제공되면서 ‘오는 사람만 온다’거나 ‘다문화 쇼핑객’으로 일컬어지듯 

중복지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 상자에 한 중

복지원을 막고, 보다 넓은 범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원받도록 하기 위

한 상자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나, 제도적 여건 미흡으로 아직까지는 

입국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

황이다.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거주지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 사각지  해소를 위한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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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와 관련하여, 지리적‧교통적 접근성 문제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지원 상자들

이 넓은 면적에 걸쳐 살고 있는 경우 서비스 중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에서 먼 지역은 서비스가 닿지 못하거나, 상당히 제한된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농복합시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주로 도시지역에 입지(92%)하고 있어 거리가 멀고 교통편도 마땅치 

않은 외곽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여건이다. 이처럼 지역 유형에 따라 서비스 접

근성에 차이가 크므로, 지역 여건(지역 면적, 다문화가족 수 및 거주지 분

포(밀도) 등)에 따라서는 분소 형태 등 여러 개의 서비스 중심을 운영하거

나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등 효과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 3 중에서도 특히 가족 불허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외부

활동이 제약받는 경우는 정책 응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 유형 중에

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심각한 인권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가능하다. 마을 

등 다문화가족이 속한 가까운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폐쇄적인 혹은 인

권이 위협받는 가정의 사례가 발견되고 심각한 피해 상황으로부터 돌보아

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돌봄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적 홍보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

족통합교육이 요구되며, 이러한 교육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

되어야 할 부분이다.

1.2.6.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발굴 노력 미흡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사업이 활발히 발굴되지 못하고 지자체마

21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2011.6.28)를 통해 부산, 인천, 광주 등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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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소 획일적인 측면이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

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유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는 사례

도 나타나지만,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외에 추가 사업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다수가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결혼 전 농사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아 영농기술교육에 

한 수요가 존재하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충분한 프로그램이 마련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자신의 지역 특성과 특별한 수요에 

따른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2.7. 가족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 상 프로그램의 편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보면 주로 여성결혼이민자

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가족 통합’ 및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최근 다문화가족 자

녀 양육‧교육에 한 지원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결혼이민자 

상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거주하기 위한 지

식‧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토 로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정’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 건강한 가정이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이해와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이 가정 내에서 갈등 없이 자리매

김하고, 다문화가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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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시사점

2.1. 외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례

2.1.1. 프랑스

□ 개요

  프랑스의 이민자 규모(2006년 기준)는 총 인구의 7%(430만 명)에 해당

하고, 전체 이민자 중 이슬람 이주자가 93%(400만 명)에 육박한다. 프랑스

의 다문화정책은 과거에는 이주민을 주류사회에 동화시킴으로써 단일 공동

체를 구성하려는 ‘동화주의 모델’을 취했으나, 2005년 이슬람 소요사태22를 

계기로 동화주의적 이주민 통합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식하여 이후 기존 이

민자 통합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들을 마련해 왔다. 문화적‧종교적으

로 프랑스인과 이질감이 큰 이슬람 이주자들에 한 사회통합정책의 성패

는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 수용 및 통합계약(CAI)

  프랑스는「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23에 근거해 신규 이민자가 이주 신

고 시에 프랑스정부와 ‘수용 및 통합계약’(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 

22 2005년 10월 프랑스 파리의 한 교외지역에서 검찰심문을 피해 달아나던 아랍

계 청년들이 감전사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주민 2‧3세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한승준, 2008).

23 2006년 신설된 이 법은 프랑스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력은 적극 유치하여 

사회에 동화되도록 하고 불법 노동력의 유입은 통제하는 선별적 이주정책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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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2002년 실시 초기에는 자

발적 계약이었던 것이 의무 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다. 계약을 통해 이민자는 

프랑스정부의 원칙, 법규, 가치체계를 존중하겠다는 서약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에 한 권리를 갖게 되며, 계약에 따라 ‘프랑스어 능력배양 과정’과 

‘시민성 함양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프랑스에 이주하는 외국인은 기본적 의사소통능력과 프랑스사회의 시민

소양 함양을 위해 기본적인 언어교육(200～400시간)과 시민교육(24시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입국 후 통상 3주 내에 교육과 프랑스어 테스

트를 받고, 개인의 수준에 따른 프랑스어 수업을 받게 된다. 테스트에 불합

격한 경우, 언어교육 수강료는 무료이다. 통합프로그램 불참자는 체류허가 

최초갱신 불허, 10년 장기체류허가 발급 거부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

  2005년 소요사태가 있던 해 프랑스정부는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을 강조하면서 2006년 3월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Agence de la 

cohésion sociale et de l'égalité des chances)를 창설했다. 이 기관은 도시

정책 및 이주자 통합정책과 관련한 재정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이주자 

통합과 관련된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주자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 새로 이주한 학생들에 한 특별교육을 실시

하는 한편, 학교 내 차별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조치들을 시행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프랑스의 교육정책은 이주민 통합을 위한 강력한 통합전략이다(한승준, 

2007). 공교육제도에 있어 인종‧종교 등을 고려하지 않는 ‘평등의 원칙’(동

화주의)을 채택하되,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주의 모델의 특성을 일부 수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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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프랑스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낮은 교육‧학업 수준 문제를 

해결하고자 ZEP(Zones d'Education Prioritaire, 우선교육구역)를 마련했

다.24 저소득층‧높은 외국인 비율‧높은 실업률‧낮은 졸업률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ZEP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의 공교육기관에 한 재정지

원을 확 하였다. 특히 언어교육에 초점을 두어 지원하고, 만 3세부터 유

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장려하였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자녀들

에 한 교사 교류, 보충수업, 상급학교 방문 및 안내책자 제공 등을 실시

하고, 학부모들이 ‘책임계약’을 맺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등한시할 때 벌

금을 내도록 하거나 사회보장금 수령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후 ZEP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기존의 ZEP를 재조정하여 

인근 우량학교를 포함하는 학교 간, 학교와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정책인 

우선교육망(Reseaux d'éducation Prioritare, REP)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249개 중학교에 1,000명의 수퍼교사(superprof)와 3,000명의 

교육 관련 지원요원(전문 상담요원, 간호사 등)이 배치되고, 해당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연간 1,000유로(약 160만 원)의 특별수당이 지급되었다.

  한편 프랑스는 2002년부터 ‘이민자 및 비정착 주민들의 학교적응을 위

한 교육센터’(Centre academique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 CASNAV)를 운영한다. CASNAV는 이

주민 가정에 입학정보를 제공하고, 자녀들이 빠르게 프랑스어를 습득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한다. 또한 교사와 일반인을 상

으로 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에 한 이해를 높이

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

24 우선교육구역(ZEP)은 이민자 자녀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이주민 밀집지역 학교에 예산을 보조하는 효과가 있었다.



144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관련 국내외 정책

2.1.2. 캐나다

□ 개요

  캐나다는 영국계 36%, 프랑스계 32%, 원주민(인디언 및 에스키모) 2%, 

기타 국가출신 30%로 다양한 민족‧문화‧언어적 구성을 가진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며 조화되는 ‘모자이크식’ 결합으로 표

현된다. 역사적으로 소수자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순히 문화 다

양성을 넘어 타 문화의 보존‧향유권까지 인정하는 적극적‧포괄적 다문화

를 실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25

□ 비영리단체(NPOs)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캐나다의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은 일선에서의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은 

비영리단체(NPOs) 등에서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고, 연방정부는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한 재정지원을 하는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이러

한 체계는 연방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 아래 주정부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설정하고,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비영리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살

리는 강점을 가지는 것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초기정착 서비스와 

취업지원 서비스이다.

  비영리 민간기관으로는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LINC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등을 상시적으로 위탁 운

영하고, 이민자 상 프로그램을 개발‧조율하기도 하는 규모 복합서비스 

25 그러한 전반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2003년 Ethnic Diversity Survey에서는 차별

이나 부당한 경험에 해 영국계와 프랑스계에 비해 흑인계나 아시아계가 더 

높은 빈도를 응답했고, 영‧프계 에스닉보다 소수민족 전체의 차별 경험 역시 

더 많아 일상생활 속에서의 미세한 차별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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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 ISSBC(Immigrant Services Society of British Columbia)가 있

다. 그 외 인종이나 출신국에 기반한 서비스 기관들도 다수 존재한다. 가

령, 벤쿠버 지역의 중국인 이민자를 위한 SUCCESS(United Chinese Com-

munity Enrichment Services Society)는 언어와 문화를 결합하는 것이 핵심

이며,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통해 집단적 자활을 촉진한다.

  이민자 정착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민자들이 출신국의 정체

성을 가지면서도 자연스럽게 주류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출신국의 언어

로 제공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영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도 상담 가

능한 자국 출신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있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민자 언어교육

  캐나다는 다문화주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기반 형성을 위

해 교육을 강조한다. 교육과 관련한 직접적 권한과 책임은 각 자치주가 담당

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1992년부터 신규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LINC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정착 및 통합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INC는 2단계로 구성된다. 제1단계에서는 이민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

고, 영어 수준에 따라 강습 기간을 결정하여 LINC 운영기관에 연결한다. 

제2단계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 연결된 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데, 이 때 교육 상자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는 탁아 프로그램(면허가 

필요 없는 비공식적 탁아 및 어린이 관리 서비스)을 마련하여 자녀가 있는 

이민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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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독일

□ 개요

  독일 인구 중 약 19%(1,530만 명)가 외국인 또는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이다.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신국가 구성을 보면 터키(25.8%), 이탈

리아(7.9%), 세르비아(7.1%), 폴란드(5.4%0, 그리스(4.5%) 순이다. 독일은 

종족 중시 통합모형에 기반을 둔 이주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과거의 구

별‧배제주의 이주민 정책을 벗어나고자 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2000

년 이후 속지주의의 수용, 지방정부의 역할 증  등을 통해 다문화 통합정

책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다

양한 문화정책의 수용과 종교적 이해(특히,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등)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4년 신이민법을 통해 이주민과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며, 이민청을 설립하여 이주민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접근하

는 종합적인 정책관리시스템을 마련하였다. 2005년 개정 이주법안을 토

로 설립한 이주난민청은 통합프로그램 규정을 통해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행한다. 

  외국인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해 연방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연방포럼 ‘가

족’이 있고, 인서비스 차원에서는 ‘지역가족연 ’가 있다. 연방포럼 ‘가

족’은 외국인 가족을 위해 동등한 참여 권리‧기회 평등‧법적 평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참여조직으로, 가족 친화적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한다. ‘지역가족연 ’는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지

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가족’이라는 주제에 관

심을 가지는 모든 조직이나 기관은 ‘지역가족연 ’에 참여할 수 있다. 

□ 통합프로그램

  독일 내 장기거주하면서 체류허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통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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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오리엔테이션 및 언어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 강좌(45시

간)는 독일의 법질서, 문화, 역사 등에 한 기본적 지식을 알리는 데 목적

을 둔다. 언어강좌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수강한다. 모국어에조차 문맹이거나, 여성, 청소년과 같은 특수집단

을 위해서는 특별언어강좌를 제공한다. 총 900시간의 강좌를 이수하고 언

어시험에 합격한 경우 국적 취득 절차에서 이득이 있으며, 이수를 하지 않

는 경우에는 체류허가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1월부터 연방내무부 관리하에 이주민 상담서비스가 실행되어 이

주민들을 상으로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신규 이주

민을 상으로 이주 후 최  3년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방이

민난민국에서 관리하는 정보서비스를 통해 이주민에게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사회 내 통합정책 및 자원, 서비스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리플

릿, 책자와 같은 다양한 출판물이 제공되며, 주요 내용은 독일의 교통시설 

및 공공기관 이용, 재정적 지원, 학교 및 직업 소개, 언어교육 소개 등이다.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독일의 자녀양육 시스템은 각 주별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베를린주의 경우 2005년에 도입한 ‘교육을 통한 통합 달성’ 정책에 따라 

소수 인종의 이민자들이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등교육 진학

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모든 소수 인종 출신의 

다문화가족 유아들은 최소 2년 이상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헤세(Hesse)주에서는 2002년부터 언어 습득 능력 진단 평가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시작하기 1년 전에 독일어 수준에 한 테스트를 받도록 한다. 

테스트 결과 아동이 초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독일어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고 무료 유치원 교육에 등록하

여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독일어를 습득하도록 한다.



148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관련 국내외 정책

□ 영‧유아 부모 및 가족 지원

  영‧유아 부모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0～5세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

의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영‧유아기 초

기부터 학습에서의 부모의 참여와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프

로그램으로는 영‧유아기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인식 지원, 전반적인 아동 발달, 언어발달 촉진, 인지능력 향상, 부모-자녀 

간의 관계 강화 등이다. 가정방문, 그룹미팅,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및 지

역 학습 자원과의 연계 등을 실시한다. 가정방문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

램에서는 2주마다 같은 배경을 지닌 가정교사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가 

있는 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방법을 지도해 준다.

□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멘토링 프로그램 및 이민자 출신의 교사 양성

  같은 배경을 가진 학생 등 상급학교 학생들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

인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상으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역할 모

델을 찾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

2.1.4. 일본

□ 개요

  일본의 외국인 책 관련 특징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비전과 시책

을 가지고 시작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일본에

서는 다문화사회통합의 의미를 갖는 ‘다문화공생’에 한 관심이 1980년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

하면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다문화공생 시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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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다문화사회 수용 입장 표명 등에 영향을 받아 일본 총무성은 2006년 

3월 전국적인 다문화사회 추진 계획인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발표했다. 

□ 중앙정부의 다문화공생 시책 추진

  커뮤니케이션 지원정책은 지역정보의 다언어화, 일본어 및 일본사회 학

습을 지원하고, 각종 행정정보를 다중언어로 제공하는 것이다. 생활지원정

책은 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 보건, 방재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지역교류센터를 통해 지역생활정보 가이드북 발행, 외국인 관련법 및 제도 

안내, 통역,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지역별 정보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를 마련하였다.

□ 국제교류협회

  다문화공생사업 추진을 위해 일본의 지방정부는 민관협력 형태로 국제

교류협회를 설치하여, 협회에 파견된 지방공무원과 협회 내부 출신 직원이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전문

적인 다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이 협회는 기존 사회복지사에 해 다문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다문화

사회복지사를 배출한다. 또한 각 국가의 원어민 중 일어 사용이 가능한 사

람들을 발굴‧교육하여 ‘국제교류원’으로 채용한다. 

□ 다문화학생에 한 지원

  문부과학성은 다문화학생에 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다문화학생의 

일본어를 지도할 교원 배치를 위해 모든 의무교육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본

어지도교사 급여의 1/3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다문화학생 교육 관련 교사 

등을 상으로 일본어지도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공

립학교 취학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일본 교육제도와 취학절차 등을 정리

한 가이드북을 7개 언어로 작성하여 교육위원회, 재외공관 등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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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인 다문화학생 교육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바라기현에서는 국제교류협회와 

함께 ‘부모와 함께 배우는 일본어 교실’을 개설하여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상으로 놀이를 이용한 일본어교실을 운영한다. 아이치현

은 지방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 협력하여 ‘일본어 학습지원기금’을 조성하

였다. 효고현에서는 ‘모국어교육 지원센터 학교’를 지정하여 다문화학생을 

위한 모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의 사회보장 지원

  1982년에 UN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비준함으로써 일본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개호보험,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일본 자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한 지원과 같은 공공부조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수

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1.5. 덴마크

□ 개요

  덴마크는 1950년 부터 이민을 받아들여 1990년 이후 그 폭을 더욱 확

하였다. 1990년  전체 인구의 4%였던 이민자 비율은 2007년 6.9%까지 

높아졌고, 수도 코펜하겐의 경우 이민자 비율은 약 15%나 된다. 저출산으

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덴마크에서 이민자들이 없다면 경제가 붕괴될 것

이라는 인식 속에서도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 수준이 낮고 범죄율이 증가하

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 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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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자에 한 통합교육

  덴마크는 1980년까지 이민자를 상으로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취하지 

않았지만 이후 이민자들이 점차 늘어나자 2002년부터 체계적인 통합프로

그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제 결혼자를 포함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3년간의 

무료 통합교육(integration programme)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 수강생은 6~7개 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3년 이내에 제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은 특별한 면제사유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추

방될 수도 있다. 통합교육 참가자는 덴마크어, 덴마크적 가치체계, 주요 법

률사항, 역사, 사회‧정치제도 등을 학습하며, 직업 관련 상담을 받거나 직

업교육까지 수강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교육 참가자에게 매달 DKK 4,583(약 US$ 727)을 생활보조

금으로 지원한다(생계부양 능력이 있는 자, 학비보조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령자 및 덴마크인 배우자의 월 보수가 DKK 22,000(약 US$ 3,490) 이상

인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상에서 제외).

2.1.6. 네덜란드

□ 개요

  네덜란드는 이민에 해 비교적 관 했던 국가로 이민자 집단은 현재 네

덜란드 전체 인구의 10% 가량을 차지한다. 1970년 까지의 네덜란드 이민

은 터키나 모로코 등으로부터의 해외유입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1973년의 석유위기와 함께 1974년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게 된 이후에는 

신규 노동자의 이민보다는 이미 네덜란드에 거주 중인 노동자의 가족으로

서 유입되는 가족이민으로 이민 형태가 바뀌었다. 1975년 네덜란드의 식민

지였던 수리남이 독립하면서 수리남에서 넘어오는 인구가 증가하여 1980

년 초 네덜란드 이민 및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이후 난민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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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와 함께 2001년 네덜란드의 이민이 최고치에 다다르게 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고급기술력을 갖춘 노동자의 이민은 적극 환영하지만,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심사를 더욱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여 전반적으로 이

민을 선별‧제한하기 시작하였다.

□ 시민통합법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은 1980년 에 시작되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시기적으로 빨리 시행된 편이다. 초기 시행 당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여 네덜란드인들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을 없애고

자 했으며 이민자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 에 들어서는 이민자들

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네덜란드어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

민자들 역시 사회에 융화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등 네덜란

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7년에 제정된 시민통합법(Wet inburgering)에는 이러한 의도가 잘 드

러난다. 시민통합법은 네덜란드 언어 및 사회에 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

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이러한 지식을 점검하는 시험에 통과해야만 영

주권 혹은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새로운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민자들에게도 확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언

어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네덜란드 

사회에 흡수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1.7. 호주

□ 개요

  2,100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현재의 호주 인구 가운데 45%는 외국인 태

생이거나 적어도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외국인 태생이다. 1945년 10월 이래 

약 660만 명의 사람들이 호주로 이주했고, 1970년  이래 호주로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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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의 출신국은 점점 다양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호주가 취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은 이민자 정착을 지원하고 언어교육 

및 통역지원을 통해 생활편의와 적응력을 증진하는 한편 사회 전체가 문화

적 다양성에 한 수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종 간 조화로운 삶을 위한 사

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 이주민 정착지원 서비스

  입국한 이민자들은 통합적 인도적 정착지원 전략을 통해 집중적 서비스

를 받는다. 이 프로그램에는 공항에서 이민자 맞아들이기, 적절한 숙소 찾

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 공급, 건강관리시스템 등록, 

소득 및 일자리 찾기 지원, 정신적 상처에 관한 상담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주민 정착지원 서비스는 첫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제공되는데, 

신규 이민자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초기에 영어능력을 쌓고 주요 서비

스들을 연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 이민자의 가족

이민의 경우에는 호주 내 초정 가족들이 지원하도록 한다. 

  영어구사 능력이 낮은 이민자에게는 정착보조금 지원프로그램에 의거한 

추가지원이 있다. 이 제도에 의해 호주 도착 후 최고 5년간 운전교육, 종업

원 멘토링, 숙제 클럽, 청소년 스포츠활동 등의 실질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이민‧다문화부’에서는 지역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

원한다. 2006년 7월부터 이민자자료센터, 이민자지원센터, 지역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한 정착기금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이민자들의 기초적 

생활적응뿐 아니라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 문화적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이민자들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에 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문

화적 다양성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이민자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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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및 예방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온정의 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문화를 주요 자원으로 인식하는 다문화주

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다. 이를 위해 ‘화합을 이루는 삶 프로그램’과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다.

  ‘화합을 이루는 삶 프로그램’은 공동체적 조화를 장려하고 집단 간 관계

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종주의의 발생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역의 소수민족 단체나 민족 집단 간 화합을 지향하는 시민단체가 중

심이 되어 참여한다.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은 호주의 다양한 문화 자체

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개발하고, 그 생산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로 기업에서 다양한 민족 출신자들

을 고용하여 이들의 언어적‧문화적 다양성, 즉 외국어 실력과 문화적 지식

과 이해력, 해외시장에서의 기업 네트워크와 기업 관행에 한 지식, 해외 

소비자의 기호에 한 지식 등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

안점을 둔다. 그 일환으로 2001년부터 파트너 기업을 선정하여 사원들이 

자신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와 기술, 기업 네트워크, 경험 등에 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다양성 훈련을 실시하고 자체 활동을 장려하며 화

합의 날 행사와 다양성 증진 회를 개최하는 등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2.2. 외국 정책의 시사점

2.2.1.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의무적 통합교육 제공

  외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이주자를 시혜적 지원이나 온정주의의 상

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주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사회의 

언어, 문화, 법규, 가치체계 등 새로운 사회를 알아가고 적응하는 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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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합교육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민자가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

는 통합교육과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의 수용 및 통합계약에 의한 

언어교육(200~400시간)과 시민교육(24시간), 독일의 오리엔테이션강좌(45

시간) 및 언어강좌(900시간), 덴마크의 3년간의 무료 통합교육 등이 그러

하다.

2.2.2. 통합교육 이수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

  언어교육‧시민교육 등의 통합교육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총 시간을 정하고, 언어교육의 경우 일정 수준에 도달하거나 그렇지 못하

는 데 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

에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준다. 가령 독일의 경우 언어

시험에 합격하면 국적 취득 시 이득을 주고, 통합강좌 이수를 하지 않으면 

체류허가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는 통합프로그램에 불참하

는 경우 체류허가 최초 갱신이 불허되고 장기체류허가 발급이 거부되는 등 

제재조치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도 일정 기간 내 언어 및 사회에 한 

지식을 점검하는 시험에 통과해야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

다. 덴마크는 3년 이내 통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면제사유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추방이 될 수도 있다.

2.2.3. 언어교육에 한 강조와 지원

  언어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정착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능

력이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자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언

어교육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특히 개인별 언어구사 능력을 평가

하고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에 연결시키는 과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입국 후 3주 내 프랑스어 테스트를 받고 개인의 수준에 맞는 

프랑스어 수업을 받는다. 독일의 경우 수준별 6단계로 구성된 언어강좌를 

수강하며, 모국어에도 문맹이거나 여성, 청소년과 같은 특수한 집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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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특별언어강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캐나다는 영어능력 평가 및 

각 지역에서의 교육 이수 등 2단계로 구성되는 무료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교육 상자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탁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녀를 둔 이민자가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언어구사 능력이 낮은 이민자를 돕기 위한 추가적 지원서비스를 실

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에서는 영어구사 능력이 낮은 이민자에게 정착

보조금 지원프로그램에 근거해 최고 5년간 운전교육, 종업원 멘토링, 숙제

클럽, 청소년 스포츠활동 등의 실질적 지원이 제공된다. 

2.2.4. 자녀 교육에 한 강조와 지원

  외국의 사례에서는 이주민 통합을 위한 강력한 전략으로 교육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다문화가정 또는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자녀교육을 담당할 교육인

력을 보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 우선

교육망(REP)정책에서는 250여개 학교에 수퍼교사와 지원요원(전문 상담요

원, 간호사 등)이 별도 배치되었고, 우선교육구역(ZEP) 교사들의 근무 여

건 및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일본의 경우 다문화가족 학생의 

일본어 지도를 위한 교원 배치를 위해 모든 의무교육학교에 근무하는 일본

어 지도교사 급여의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조기교육을 강조‧지원하는 국가들도 나타나는데, 독일에서는 소수인종 

출신의 다문화가족 유아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최소 2년 이상의 유아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헤세주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교육

에 필요한 독일어 능력을 검증하는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입학을 늦추고 무

료 유치원 교육에 등록하도록 한다. 프랑스정부는 우선교육구역(ZEP)을 

통한 공교육기관 재정지원책에서 특히 언어교육에 초점을 두고, 만 3세부

터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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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이주 관련 정책을 다루는 별도의 기관 운영

  이주정책을 전문적으로 맡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사례들도 보

인다. 프랑스는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를 창설하여 이주자 통합정책과 

관련한 재정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은 효과적으로 정

책을 구현하고자 이주자 통합과 관련된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받아 시행한

다. 독일은 2004년 이민청을 설립하여 이민정책을 위한 종합적 정책관리시

스템을 마련하였고, 2005년에는 새로이 이주난민청을 설립하여 이주민 사

회통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행한다. 

2.2.6. 지역사회 및 민간부문의 다문화정책 참여

  비영리단체 등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하여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사례들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표적으

로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는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재정지원을 하고, 지

역에서의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은 비영리단체 등 민간부문이 거의 전적으

로 맡고 있다. 연방정부는 정책 방향만을 제시하고, 주정부는 지역의 특성

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설정하며, 비영리 민간단체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

는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외국인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족의 동등한 참여권리‧

기회평등‧법적평등 등을 위한 사회참여조직인 연방포럼 ‘가족’을 두어 다

양한 정책제안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

회 네트워크인 ‘지역가족연 ’를 구성하여 관심 있는 조직과 기관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다문화공생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 형태로 

국제교류협회를 설치하였다. 여기에서는 협회 출신 직원과 이곳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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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민자의 문화 및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외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이주자를 시혜적 지원의 상으로만 보지 않

고, 정책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주체로 자리잡도록 한다. 더 나아가 이

들이 가진 문화와 그로 인한 잠재적 능력을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

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에서 다양한 민족 출신자들

을 고용하여 이들의 외국어 실력과 문화적 지식과 이해력 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한다. 이민자들을 사회의 문화와 가치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이 하나의 축이라면, 그들이 가진 다양한 문화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성을 국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화하는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8장

1. 기본방향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다.

  첫째, 건강가족 육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봐야 한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

신들도 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점을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므

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고 통합시킬 상이 

아니라 상호 공존해야 할 우리의 동료 및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

화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관련법들

도 좀 더 적극적인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

화에 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 신문, 

잡지, 학교 및 사회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

족의 문제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일반 

가족보다는 조금 특수한 가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이들을 건강

한 가족으로 이끌기 위한 보다 넓은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극단적 위기

가정의 사례도 일부 있겠으나, 다수의 다문화가족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

국어와 한국사회에 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보통의 한국인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갈등이 존재하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 화해하고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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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건강한 가정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다. 다문화가족의 특수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정

책이 보통 가족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건강한 가족’의 테두리

로 끌어오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여성결혼이민자에 해 

가족들이 매우 폐쇄적‧배타적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기가정의 경우 특수한 사례로 보호하는 장치는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각종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생애주기‧결혼 전 국적‧농어업 

경험 등에 따라서 경제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수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

다. 따라서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여성결혼

이민자 및 남편 그리고 기타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

려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정책 요구사항 등을 면밀

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상 영농교육도 결혼이민자의 영농경험, 기술수준, 학력, 영농기반, 영농활

동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통합적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 수혜자에 

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7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부처별‧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지역에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이들 사업을 전체 풀(pool)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모든 다문화가족들에 해 체계적으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통

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복지원의 문제, 정책의 사각지

 문제 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농어촌주민 인

식조사에서 드러나듯이 전반적으로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

은 개방적인 편이며, 후계인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의 가능성에 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와 공동화가 우려되는 농어촌지역

에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하여 다

문화가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안착시키고 한국사회의 일원

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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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일변도의 정책이기보다는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보다 통합

적이며 섬세하게 설계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실천되는 활동들이 더욱 효과

적일 것이다.

2. 정책과제

2.1. 단기적 정책과제

2.1.1. 여성결혼이민자 상 영농교육의 개선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여성결혼이민

자가 농어업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86.5%이고, 상당히 많은 몫을 맡아 하

는 경우도 30%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지원책이 부

족한 실정이다.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보다 전문적 영농기술을 배우기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수 존재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협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상으로 맞

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착 초기의 여성결혼이민자 500명을 

상으로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하고, 기초농업교육을 마친 여성결혼이민자 

600명에게는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맺어주는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맞춤형 농업교육을 받으려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실제 영농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별, 품목별로 참여 및 수요가 다름에도 불구하

고 현행 영농교육은 기초농업교육과 1:1 맞춤형 농업교육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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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영농교육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품

목별로 세분화, ② 영농경험, 학력, 농업기반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맞춤

형 교육 실시, ③ 영농교육 시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교통편‧교통비 지

원, ④ 교육 시기를 주로 농한기로 조정, ⑤ 현장 노하우 중심의 영농교육 

강화, ⑥ 농기계‧차량의 운전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2.1.2. 한국어교육 개선 및 방과 후 교육지원 강화

  현재 많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결혼이

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한국어교육은 한국에 

입국한 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

면 한국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국어교육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수혜 자격 기준을 5년이라고 못 박지 말고 한국어능

력시험을 치르게 하여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기본교육에 한 연장 요청이 있으면 가급적 추

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국립국어원에서 개발) 

또는 부교재에는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농

어업 및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 또는 부교재를 개발하여 보급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던 한

국어 교재들은 농어업 및 농어촌 관련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으나 

한국어교육의 관할권이 다른 부처로 이관된 이후로 제 로 활용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이 교재들을 보완하여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

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협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2011년 25개 지역 농협에서 400명)도 전국

적으로 점차 확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

램과 지역 농협(농림수산식품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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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 농협의 

모든 한국어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

록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1～4단계의 한국어교육 이외에 특별반을 편성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기

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생 및 학생을 활용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지역사회의 고등학생과 학생을 다문화가족의 초‧중등학생과 연결하

여 학습 및 생활 지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로 화

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고등학생 화성리더연합 20명과 다문화가족의 

학생 12명을 연결하여 1개월에 2번씩 학습지원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 학습지 및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여 농어촌 

학생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3. 다문화가족의 영농기반 구축 지원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농

어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체로 영농기반이 취

약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농의지가 있는 비농가 다문화가족 및 영세 소

농가인 다문화가족에 한 영농지원 책은 현재 별로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농정착 의지가 높은 다문화가족에게 영

농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농업 인력화를 유도할 필요

가 있다. 영농기반이 취약하거나 규모화가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는 농어

촌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휴농지나 임 농지를 알선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기계 임  시 또는 농기계 작업 행 시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고,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등 농업종합자금 지원 

시에 우 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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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장기적 정책과제

2.2.1. 농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현재 농어촌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시‧군청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

화가족 관련 서비스는 관련 기관이 있는 시‧군청 소재지나 읍지역 중심으

로 이루어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소수의 전담인력으로 

산재되어 있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소재하는 도

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농어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편 또는 교통요금 지원을 통해서 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관련 기관에 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촌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에 승합차를 우선적으로 지원

하고, 승합차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교통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 농협

의 협조체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 농협이 서

비스 영역이나 상 또는 지역 등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청

이나 읍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시‧군을 3～4

개 생활권역으로 구분하여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산하의 권역별 다문

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 농협 등을 활용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와 관련하여 ‘다

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산하의 권역별 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

원센터 이외의 농어촌복지 관련 기관에서도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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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병무청의 사회복무제도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보조 인력을 확보하면 농어촌지역의 다문

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의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면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경로회관, 학교 등을 활용하여 생활

권별 서비스를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에 한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

각지 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2010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 여건에 맞게 도입하되 전국적으로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 시‧도 및 시‧군 단위로 구성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가 제 로 작동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가 주관을 하되 출입국관리소,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에는 

‘외국인주민 지원협의체’ 등과 통합 운영하도록 한다.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소형버스

를 이용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찾아가 국적 취득과 

출입국 업무, 임신‧출산 지도, 한국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버스에 이동도서관을 마련해 책을 빌려주고, 아동에 관한 교육

도 한다. 그리고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2.2.2.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2011년 현재 다문화 관련 사회적기업은 총 21개 업체가 존재하고, 이중 

농어촌(군 및 도농복합시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은 아직 5개에 불과

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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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조직 형태이다.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적기업 간의 협의체나 협력네트워크 구성 또는 다

문화가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구성을 통해 다문화가

족 관련 사회적기업 간의 정보교류, 역량강화, 정부정책에 한 교섭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적기업 간의 협의체나 협력네트워크 구성은 분과

별로 세분화하여 실제로 필요한 정보 공유, 제도개선 요구, 사회적기업 간

의 협력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업종 중심으로 구성하고 업종별 협

의체 표가 모여 ‘사회적기업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

촌 지역단위에서는 업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과 지역의 시민단체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판로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담 중간지원조

직을 육성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body)이란 어떤 주체가 특

정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특정 활동이나 기능을 운영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조직을 의미한다.26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함에 있어서 

현재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안

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에는 일정한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여 책임과 의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통

해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여 아직까지 그 수가 미미한 농

어촌 소재의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26 Volresource. 2011. Sector Glossary. http://volresource.org.uk/moreres/glossa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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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농사일 이외의 수입에 되는 경제활동에 참여

하기를 희망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이 부족하다. 그리고 다문

화가족지원법 등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이나 창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한 이행규정이 미흡하다. 더구나 한

국어를 거의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취업부터 하여 가정 및 직장생

활이 모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상 직업 훈련이나 교육 시에 보육 책이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지역사

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들이 체득하고 있는 각종 요리법, 가공‧저장

법 등을 활용하여 부업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

이 가지고 있는 식품 및 음식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관련 산업’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와 전문여성농업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 창업 관련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위한 멘토링제

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에 한 취업 및 창업 

지원에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추

가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한 결혼이민자들

에게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취업 및 창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식품 관련 직업 훈련 및 교육과 자녀 돌봄 

서비스를 반드시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2.2.4.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

  우선,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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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차별적인 제도

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언어

로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각종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

성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중요

한 이유 중의 하나는 ‘프로그램에 한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

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이장, 새마을부녀회장, 다문화가족센터, 여성농업인단체, 농협, 이웃 등을 

통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현지 설

문조사 결과에 한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특히, 가족‧친척의 지지)

와 본인 및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조모임이나 다문화봉사 의 결

성 등을 통해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면, 경남 하동군의 ‘다문화가족 행복나눔봉사단’은 2011년 9월에 지

역의 6～7년차 여성결혼이민자 15명과 지역주민 15명 등 모두 30명으로 

결성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교통 소외계층이고 주변 도시의 

지리에도 밝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가도우미, 통역도우미, 요양보호사, 요리사, 상담보

조원 등과 같은 영역에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역량들을 사회복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재능기부운동에도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

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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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기타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과 상호접촉이 많은 농어촌주민일수록 다문화에 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을 통

해서 일반 농어촌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교류기회를 확 할 필요가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농어촌주민과 다문화가족의 통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

화가족은 농어촌 지역 살리기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임을 

농어촌주민들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7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

그램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어 왔

다. 그리하여 현재 ‘가족 통합’이나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단위 또

는 ‘부부’, ‘남편’, ‘자녀’ 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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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1.1. 연구 목적 및 방법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

을 경제‧사회문화‧심리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②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며, ③ 국내외의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농어촌 다문

화가족의 사회적응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 조사, 면접 설문조사, 우편조

사, 심층면접조사, 외국사례 분석, 전문가 및 관련자 의견 수렴 등이다.

  기존 문헌 조사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타 국내외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면접 설문조사는 전국의 34개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의 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400가구를 상으로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지는 다문화가족 단위로 작성하되 여성결혼이민자(400명), 

한국인 남편(400명), 시부모(100명)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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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조사는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현지통신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우편조사를 통해 진행되

었다. 전체 1,920명의 통신원 중에서 814명이 응답하였고, 이중에서 불성실

하게 응답한 5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09건을 분석하였다.

  전국 400가구의 농어촌 다문화가족을 상으로 한 면접 설문조사와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상으로 한 우편조사 자료에 한 분

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이루어

졌으며, 빈도, 평균, 교차표 분석, F-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로는 파악하기 힘든 내면 심

리와 같은 질적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다문화가족 15

가구를 상으로 실시하였다.

  외국(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례는 관련 문헌 검색,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밖에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학교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학교,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 농협 

등), 농어업인단체 등의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사회적응 관련 이론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건수를 도‧농 간에 비교해 보면, 2009년 혼

인건수는 도시(동부)가 17,846건으로 농촌(읍‧면부)의 6,839건보다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혼인 건수에서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농촌(12.9%)이 도시(7.2%)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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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응의 개념 정의와 유형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이란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의 

일원이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에 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구성

원들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환경에 적합한 행동이나 태

도를 취하는 것’을 지칭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경제적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관련 이론

  Gordon(1964)은 적응 과정을 6단계(① 문화적응, ② 구조적 동화, ③ 병

합, ④ 동일시, ⑤ 태도와 가치관의 동화, ⑥ 행동의 동화)로 설명하였다.

Oberg(1960)는 이주 초기에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한 관심 등으로 허

니문 단계로 시작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위기, 절망 등을 느끼며 

적응기 단계가 되며, 이는 다시 통합 및 변이 단계에 이르는 U-curve형의 

적응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Berry(1997)는 문화적응 과정을 통합

(integration), 분리(separation), 동화(assimil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로 구별해냈다. Berry와 Sam(1997)은 적응을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분하였고, 문화적응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요약해보면, 출신국가, 거주 지역, 연령, 연령차, 이주경로, 사회

적 지지, 직업 경력, 체류기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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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적응 실태

  여성결혼이민자의 86.5%는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

의 농어업 참여 정도는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했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는 농사(어업)일을 집안 일이 많아서 부담스러워하고 체력적으

로도 힘들어 하고 있었다. 총 가구소득에서 농어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이 ‘75% 이상’인 응답자가 71.0%로 나타나 농어촌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농어업은 절 적인 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15.3%, 한국인 남편의 27.5%가 농사(어업)일 이외 소득활동(직장일)을 하

고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향후 농사(어업)일 이외 소득활동 참여의사

는 37.8%이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54.8%가 연간 가구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연간 가구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경제 만

족도 척도(5점 만점 기준)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2.91점, 남편은 

2.86점, 시부모는 2.80점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

친척의 지지, 가구 총소득, 여성결혼이민자 및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은 여

성결혼이민자의 경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 중에서 힘든 관계인 사람의 비율은 27.7%로 나

타났고, 남편(11.0%), 시어머니(8.8%) 순으로 높았다. 지난 1년간 가족들로

부터의 각종 폭력을 경험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은 16.0%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주체(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를 알아보면, ‘생활비 

지출 및 관리’와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관리’는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는 



요약 및 결론  175

응답비율이 각각 52.3%, 51.5%로 가장 높았다.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친하게 

지내는) 사람 수(평균)는 동일 국적인은 3.0명, 한국인은 1.4명, 제3국인은 

0.5명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주로 가족‧친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이 친

구‧이웃에 의해서 일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복지

기관 담당자와 같은 공공의 사회적 지지는 아주 부족하고 종교단체와 자원

봉사자에 의한 사회적 지지도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1순위,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어교육(30.0%), 

한국문화 이해(14.2%),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14.2%), 직업훈련 및 취업교

육(7.0%), 일자리 알선(7.0%) 순이었다.

  체로 문화적응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순이었다. 문화적

응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상 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시부모가 가장 적

게 함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10개 문항의 문화적응 척도(5점 만점 기준)의 평균 점

수는 2.93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평균 점수는 3.04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이

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2가구(70.5%)였

다. 자녀 교육적응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4.02점)에 비해서 

남편(4.08점)이 약간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선족, 거주 지역, 가구 총소득은 

문화적응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공 지지, 친구‧이웃 지

지, 결혼경로(결혼중개업체), 캄보디아, 필리핀은 문화적응 정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선족,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 

남편과의 나이차, 일본, 고민 교류 정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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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혼동기(경제적 이유)와 공공 지지는 문화적응 스

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지하는 자녀교육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거주 지역은 자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남편 초혼 여부, 

캄보디아, 필리핀, 결혼 전 농어업 경험, 가족‧친척 지지, 한국국적 소지 여

부는 자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5.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적응 실태

  심리적 안정 관련 문항에 있어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체로 심리적 

안정 수준은 남편, 시부모, 여성결혼이민자 순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거주기간이 11년 이상인 경우에 심리적 안정 수준

이 가장 높은데 반해서 남편과 시부모는 가족형성기(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 2년 이하 시기)에 심리적 안정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관련 문항에 있어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체로 자아존중

감은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순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 점

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2.77점, 남편은 2.72점, 시부모 2.68점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가족‧친척 지

지, 친구‧이웃 지지, 한국 거주기간, 거주지역은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공 지지,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 필리핀, 결혼 전 

농어업 경험, 고민 교류 정도는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 친구‧이웃 지

지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혼동기(남편과 애

정), 필리핀, 공공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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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

  농어촌주민 다수가 다문화가족 관련 경험을 하고 있었다. 농어촌주민

들이 사는 마을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2/3가 넘었고, 친척 중에 다문

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1/5 수준에 이르렀다.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은 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농어

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한 태도, 다

문화가족에 한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기여에 한 태도, 다문

화가족 정책 확 에 한 태도 등으로 나누어 설문조사한 결과, 모두 긍정

적 응답자 비율이 부정적 응답자 비율보다 높았다.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긍정적 인식과 가장 관련이 높은 요인

은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교류’로 나타났다. 연령 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마을주민 중에 다문화가족이 없을수록, 결혼이주여성과의 

교류가 없을수록 다문화가족에 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1.7.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관련 국내외 정책

□ 국내 현행 정책의 문제점

  농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국내 현행 정책의 문제점은 ① 유사 사업의 부

처‧기관별 분산 추진으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 ② 지역 단위에서의 통합

적 지원창구 부재, ③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 주체들 간 역할배분체계 

미 정립, ④ 정책 추진체계상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 부족, ⑤ 정책의 사각

지  상존, ⑥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발굴 노력 미흡, 

⑦ ‘가족’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 상 프로그램의 편중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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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정책의 시사점

  외국의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의무적 통합교육 제공, ② 통합교육 이수 결과에 따

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 ③ 언어교육에 한 강조와 지원, ④ 자녀 교

육에 한 강조와 지원, ⑤ 이주 관련 정책을 다루는 별도의 기관 설립, ⑥ 

지역사회 및 민간부문의 다문화정책 참여, ⑦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민자

의 문화 및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1.8.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기본방향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

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첫째, 건강가족 육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문화가

족을 바라봐야 한다. 둘째,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책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단기적 정책과제

  단기적 정책과제로는 첫째, 여성결혼이민자 상 영농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영농교육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품목별로 

세분화, ② 영농경험, 학력, 농업기반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실시, ③ 영농교육 시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교통편‧교통비 지원, ④ 

교육 시기를 주로 농한기로 조정, ⑤ 현장 노하우 중심의 영농교육 강화, 

⑥ 농기계‧차량의 운전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교육 

개선 및 방과 후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

여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교육에 한 연장 요청이 있으면 가급적 추가지원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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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재 또는 부교재에

는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농어업 및 농어

촌 현실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 또는 부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고등학생 및 학생을 활용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영농정착 의지가 높은 다문화가족에게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하

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농업 인력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적 정책과제

  중장기적 정책과제로는 ① 농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

선, ②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③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 ④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  등을 들 수 있다.

2. 결론

  본 연구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을 경제적, 사회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조사하고 관련 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적응 수준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업 참여 비율(86.5%)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업 이외 소득활동 참여(여성결혼이민자는

15.3%, 남편은 27.5%)의는 측면에서는 경제적 적응 수준은 비교적 낮았다. 

더구나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54.8%가 연간 가구소득이 2,000만 원 미만으

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경제 만족도 

척도(5점 만점 기준)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2.91점, 남편은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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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시부모는 2.80점이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를 살펴보면,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친하게 지내는) 사람 수

(평균)는 동일 국적인은 3.0명, 한국인은 1.4명, 제3국인은 0.5명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주로 가족‧친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이 친구

‧이웃에 의해서 일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복지기

관 담당자와 같은 공공의 사회적 지지는 아주 부족하고 종교단체와 자원봉

사자에 의한 사회적 지지도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상 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시부모

가 가장 적게 하였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평균 점수는 3.04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이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2가구(70.5%)였

다. 자녀 교육적응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4.02점)에 비해서 

남편(4.08점)이 약간 높았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적응 실태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정 관련 

문항에 있어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체로 심리적 안정 수준은 남편, 시

부모, 여성결혼이민자 순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

이민자 2.77, 남편 2.72, 시부모 2.68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들에 의하면, 사회지지

(특히, 친구‧이웃지지), 여성결혼이민자의 및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에 한 농어촌주민의 인식을 살펴보면, 농어촌주민 다수

가 다문화가족 관련 경험을 하고 있었다. 농어촌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다문

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2/3가 넘었고, 친척 중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1/5 수준에 이르렀다.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은 체로 긍정

적인 편이었다. 농어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긍정적 인식과 가장 관련

이 높은 요인은 ‘여성 결혼이민자와의 교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단기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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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는 ① 여성결혼이민자 상 영농교육을 개선, ② 한국어교육 개선 

및 방과 후 교육지원을 강화, ③ 다문화가족의 영농기반 구축 지원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과제로는 ① 농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② 다문화가

족을 위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③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 ④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

비스 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로는 첫째, 조사 상자가 농어촌의 다문

화가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의 다문화가족과 비교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농어촌 다문화가족과 도시 다문화가족을 비교하는 접근

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기본 설계는 횡단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인 연구 설계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농협,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의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들로부터 다문화가족을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또는 심층면접조사를 위한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향후 연구에

서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정부출연 연

구기관, 학 등이 함께 하는 ‘조사연구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족 

연구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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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

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의 일환으로, 농어촌에 살고 계신 다문화가

족 여러분의 가정생활 및 사회적응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다문화가족 여러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

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8월

 조사주관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행기관: (주)현 리서치연구소 

 
※ 본 설문은 여성결혼이민자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가족 기록 사항

여성결혼이민자 성명
연락처

(휴 폰 
번호)

남편 성명

시부모 성명 (부 ‧ 모)

자택 전화번호 면접원

주소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조사 일시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    시    분 (약       분간)



184  부록 1

A  인구‧사회적 배경

A1.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세

A2. 귀하의 결혼 전 국적은 무엇입니까?

1) 중국(한족) 2) 중국(조선족) 3) 일본

4) 베트남 5) 필리핀 6) 캄보디아

7) 카자흐스탄 8) 러시아 9) 파키스탄 

10) 몽골 11) 태국 12) 인도네시아

13) 네팔 14) 우즈베키스탄 15) 기타(무엇:          )

 A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무교(없음)  2) 기독교(개신교)  3) 가톨릭

 4) 불교  5) 힌두교  6) 이슬람교

 7)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8) 기타(무엇:              )

 A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전문  졸업   6) 학교 졸업   7) 학원 졸업

A5. 귀하가 한국에서 사신 기간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총      년      개월

A6. 귀하는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A7. 귀하는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1) 농림수산업 2) 자영업/사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사무/기술/전문직 5) 공무원 6) 교사

 7) 학생 8) 무직 9)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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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귀하는 결혼 전에 농사(어업)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상당히 많이 해 보았다  2) 해 본 경험이 약간 있다

3) 해 본 적이 전혀 없다 

A9. 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      년      개월

 ※ 결혼식,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남편과 실제로 같이 살기 시작한 때 기준

A10.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초혼 2) 재혼 3) 세 번째 결혼 이상

 ※ 결혼식,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남편과 실제로 같이 산 경우도 해당

A11. 귀하는 현재의 남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1)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2) 친구, 동료 등 아는 사람의 소개로

3)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4) 종교단체를 통해서

5) 다른 사람의 소개 없이 연애로 6) 기타(어떻게:               )  

A12. 귀하가 지금의 결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남편에 한 애정으로

2) 본국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3) 경제적으로 발전된 한국에 살고 싶어서

4) 종교적인 이유로

5) 가족, 친척, 친구 등의 권유로

6) 기타

A13.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해당 번호 모두 표시) 

1) 남편 2) 자녀 3) 시아버지

4) 시어머니 5) 남편의 형제‧자매 6) 남편의 친척

7) 기타(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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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귀 에는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명

 A15.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나이와 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자녀 만     세 /  유치원· 초· 중· 고· 학     학년

․둘째자녀 만     세 /  유치원· 초· 중· 고· 학     학년

․셋째자녀 만     세 /  유치원· 초· 중· 고· 학     학년

․넷째자녀 만     세 /  유치원· 초· 중· 고· 학     학년

․다섯째자녀 만     세 /  유치원· 초· 중· 고· 학     학년

B  농어업 활동 및 그 외 경제활동

B1. 귀하는 귀 의 농사(어업)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1) 거의 모든 농사(어업)일을 내가 도맡아 한다

 2) 다른 가족원과 비슷한 정도로 같이 나누어 한다

 3) 다른 가족원이 주로 많이 하고, 나는 조금만 한다

 4) 다른 가족원이 거의 모두 하고, 나는 일손이 바쁠 때만 가끔 돕는다

 5) 나는 농사(어업)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 B3으로 이동
 

B2. (본인이 농사(어업)일에 참여하는 경우만) 귀하가 농사(어업)일을 하면서 겪는 가

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 하고 싶지 않은데 집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다

 2) 농사(어업)일 자체는 싫지 않지만, 체력적으로 힘들다

 3) 농사(어업)일을 잘 모르고 농사(어업)기술이 부족하다

 4) 집안일(가사, 육아 등)이 많아 농사(어업)일이 부담된다

 5) 그다지 힘들지 않고 체로 할 만하다

 6)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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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귀하는 집안일 외에 농사(어업)일과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직장일)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1) 거의 농사(어업)일만 한다 

 2) 거의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만 한다 

 3) 농사(어업)일과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을 비슷한 정도로 모두 한다 

 4) 소득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집안일만 주로 한다 

 5) 기타(무엇:               )

 ※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직장일)을 하는 경우는 B3-1에서 B3-3까지 응답하고 B5로 이동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직장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B4로 이동

  B3-1. 주로 어떤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직장일)을 하십니까? 직접 적어 주십시오.

 

B3-2. 귀하가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직장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 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1) 생활이 어려워 조금이라도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2) 생활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더 넉넉한 살림을 위해서

 3) 돈을 벌어와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힘을 갖고 싶어서

 4)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5) 본국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6)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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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3. 귀하가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직장일)을 하면서 겪는 주된 어려움은 무엇입

니까? 중요한 순서 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1) 집안일(가사, 육아 등)과 함께 하기에 부담이 크다

 2)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에 비해 외국인이라는 데 따른 어려움이 많다

 3) 한국말이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어렵다

 4) 외국인에 한 차별과 편견이 심하다

 5) 일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지만 받을 곳이 마땅하지가 않다

 6) 기타(무엇:               )

B4.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직장일)을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앞으로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1) 예 → B4-1로 이동  2) 아니오 → B5로 이동

B4-1. (B4에서 1)에 응답한 경우)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

는 이유를 중요한 순서 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1) 남편이나 시부모의 반  2) 한국말이 서툴러 의사소통이 어려움

3) 외국인이라는 데 따른 제약이 있음  4) 외국인에 한 사회적 차별‧편견

5) 집안일로 인한 부담  6) 자녀 양육 때문에 여유가 없음

7) 취업 정보를 얻기 어려움  8) 특별히 잘할 수 있는 일(기술)이 없음

9)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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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다음은 귀하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집은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정도의 소득(돈)이 
있다

 2) 우리 가족이 벌고 있는 소득 수준에 만족한다

 3) 우리집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4)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경제활동(일)에 만족한다

 5) 나는 현재 하고 있는 경제활동(일)을 통해 적절한 
소득(돈)을 벌고 있다

 6) 전반적으로 우리집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만족한다

 7) 보통의 한국인 가정과 비교할 때 우리집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8) 모국(본국)에서 살 때에 비해 경제적 생활수준이 더 
좋아졌다

C  사회‧문화적 적응

C1. 귀하는 가족 중에서 누구와 가장 힘든 관계입니까? (※ 1가지만 선택)

 1) 남편  2) 시어머니

 3) 시아버지  4) 남편의 형제나 자매 

 5) 남편의 기타 가족  6) 현재 남편과 본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

 7) 남편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8) 친정 부모

 9) 나의 형제나 자매 10) 힘든 사람 없음

11) 기타(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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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귀하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1가지만 선택)

 1)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의사소통이 어렵다

 3)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르다  4) 생활방식이 다르다

 5) 음식문화가 다르다  6) 종교가 다르다

 7) 나를 인격적으로 해주지 않는다  8) 나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주지 않는다

 9) 기타(무엇:               )

C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시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경험한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때리려고 위협함  2) 때림(구타)

 3) 물건을 집어 던짐  4)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함

 5)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음  6) 생활비나 용돈을 제 로 주지 않음

 7) 친정에 송금을 못하게 함  8)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9) 거칠거나 모욕적인 말을 함 10) 경험 없음

11) 기타(무엇:               )

C4. 귀하는 가족원들의 폭력을 상담하기 위해 이주여성(결혼이민자) 상담소를 방문

하거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이주여성(결혼이민자)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2) 상담전화를 이용하였다

 3) 가족원의 폭력을 경험한 적은 있으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적은 없다

 4) 가족원들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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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한국에서 귀하가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

는 친구‧이웃이나 가족‧친척은 몇 명이며,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해당란에 기입하거나 체크(√)하고, 없는 경우 0명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구분 인원 수

1 2 3 4 5 6

거의 
매일

주 
1-2회 
정도

1달에 
1-2회 
정도

1년에 
5-6회 
정도

1년에 
3-4회 
정도

1년에 
1-2회 
정도

친구‧이웃

나와 같은 국적인:     명

 한국인:     명

제3국인:     명

가족‧친척
(육촌 이내)

    명

C6. 귀 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체로 누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해당란에 체크

(√)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5

내가 모두
결정한다

내가 주로
결정한다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

시부모님 
또는 기타 
가족이 주로 
결정한다

1) 생활비 지출 및 관리

2)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관리

3)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제

4) 본인의 취업 및 이직

5) 본인의 교육

6) 본인의 사회·문화 활동

7) 친정 부모님에 한 경제적 지원

8) 시부모님에 한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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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기관의 담당자, 가족‧친척, 친구‧이웃, 

종교단체‧자원봉사자 등과 귀하의 평소 관계나 감정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되

는 상자에 모두 체크(√)를 해주십시오. (※ 여러 개 응답 가능)

문 항

1 2 3 4 5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복지기관 
담당자

가족
·

친척

친구
·

이웃

종교단체, 
자원
봉사자

해당

없음

1) 은행일이나 관공서 일을 신 봐준다

2) 식사나 집안일을 도와준다

3) 길을 잘 모르는 곳에 갈 때 나를 데려다준다

4) 내가 아플 때 간호(간병, 병원 동행)해준다

5) 내게 필요한 물건을 빌려준다

6) 경제적 도움(용돈, 생활비, 필요한 물건)을 준다

7) 물건을 사러 갈 때 나와 함께 가준다

8) 부업이나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

9)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다

10) 나를 존중해 주고 내 의견을 받아준다

11) 항상 나를 걱정하며 관심을 가져준다

12)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소중하다

13) 서로 오가며 친하게 지낸다

C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지만, 병원에 가지 못했거나 도

중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1)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 → C8-1로 이동 2) 그런 적이 없다 → C9로 이동

C8-1. (C8에서 1)에 응답한 경우)병원에 가지 못했거나 도중에 치료를 포기한 이유를 

중요한 순서 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1) 치료비가 없어서 2) 치료 때문에 일을 쉬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3) 진료 기시간이 길어서 4) 의료기관까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5) 가족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 6)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7)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서 8) 병원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9)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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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 다음 서비스 중에서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 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1) 한국어교육 2) 한국요리 강습 3) 한국문화 이해

4)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5)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 6) 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

7) 법률상담 및 지원 8) 의료상담 및 지원 9) 컴퓨터 및 정보화 교육

10)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11) 일자리 알선 12) 생활정보 제공

1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14) 통역서비스 15) 기타(무엇:          )

C10. 다음은 귀하의 한국에서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의견

을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듣는 부분의 음악은 모국음악이다

2) 나는 집에 있을 때 주로 한국말을 사용한다

3) 나는 모이는 사람들 부분이 모국사람인 모임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4) 나는 한국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5) 나는 한국사람들보다 모국사람들이 나를 더 인간
답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6) 나는 한국사람들이 모국사람들보다 나를 더 잘 이
해해준다고 생각한다

7) 나는 한국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모국사람들과 있
을 때 더 편하다

8) 나는 가정에서 주로 한국음식을 먹는다

9) 나는 외식을 하면 주로 모국음식을 먹는다

10) 나는 글을 쓸 때 주로 모국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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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다음은 귀하의 문화적응 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의견을 해당란

에 체크(√)표를 해주십시오. 

문 항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2) 나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한다

3) 나는 남편에게 나의 모국에 해 자주 이야기한다

4) 나는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5) 나는 시 의 풍습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6) 나는 남편에게 나의 모국어를 잘 가르쳐 준다

7) 나는 남편에게 나의 모국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8) 나는 남편에게 나의 모국 풍습에 해 자주 이야기해준다

9) 나는 남편에게 모국의 예절에 해 자주 이야기해준다

 

C12. 다음은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

크(√)를 해주십시오.

문 항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고향에 한 그리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

2) 나는 한국음식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3) 나는 한국어로 말을 하려면 긴장된다

4) 나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겁난다

5)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모국에 남겨두고 떠나와서 미안
하게 생각한다

6) 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나는 한국사람들이 나의 모국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8) 나는 한국에서 내가 접받아야 할 만큼 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9) 나는 모국과 모국사람들이 그립다

10) 나는 한국문화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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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 없다면 파트 D의 D1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C13. 귀하의 자녀는 다음 사항에 해 어떻다고 보십니까?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잘 가지 않으려 한다

2)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3) 말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

4)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
한다

5)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6)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7)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을 잘 지킨다

C14.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나 선생님에 해 만족하십

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하는 편이다

 5) 매우 불만족한다

C15. 귀하의 자녀 중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아이가 있습니까?

 1) 없음  2) 있음 (      명)

C16. 귀하는 평소에 자녀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개 응답 가능)

 1)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에 찾아가 선생님과 상담한다

 2) 남편과 문제점에 해 화를 한다

 3) 이웃이나 동료, 친구 등 아는 사람에게 상담한다

 4) 특별한 노력을 해보지 않았다

 5)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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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심리적 적응

D1.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항상
경험했다

1)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2)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3)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4)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5)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6)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7) 화를 잘 내는 편이다

8) 감정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9) 매사에 걱정이 많다

10) 두려운 느낌이 든다

D2. 아래의 문항들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

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적극
동의한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 자신이 만족스럽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부분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4)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5)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6)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8) 가끔씩 나는 내가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나 자신에 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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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지역사회(마을, 읍‧면, 시‧군 등)의 발전을 위해 하시고 싶은 일이나 활동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귀하께서는 다문화(결혼이민자)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정부 정

책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시는 로 자유

롭게 적어 주십시오.



부록 2

남편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

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의 일환으로, 농어촌에 살고 계신 다문화가

족 여러분의 가정생활 및 사회적응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다문화가족 여러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

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8월

 조사주관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행기관: (주)현 리서치연구소 

 
※ 본 설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분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가족 기록 사항

여성결혼이민자 성명
연락처

(휴 폰 
번호)

남편 성명

시부모 성명 (부 ․ 모)

자택 전화번호 면접원

주소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조사 일시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    시    분 (약       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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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구‧사회적 배경

A1.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세

A2.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초혼 2) 재혼

3) 세 번째 결혼 이상 4) 기타(                       )

 ※ 결혼식,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남편과 실제로 같이 산 경우도 해당

 A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무교(없음)  2) 기독교(개신교)  3) 가톨릭

 4) 불교  5) 힌두교  6) 이슬람교

 7)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8) 기타(무엇:                )

 A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전문  졸업   6) 학교 졸업   7) 학원 졸업

B  농어업 활동 및 그 외 경제활동

B1. 작년에 귀 의 총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총 가구소득: 농어업 소득 + 농어업 이외 근로소득 + 정부보조금 + 가족‧친척 등으로부

터의 지원 등을 모두 포함

 1) 500만 원 미만 2) 5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 1,000만 원 ~ 1,500만 원 미만 4) 1,500만 원 ~ 2,000만 원 미만

 5) 2,000만 원 ~ 2,500만 원 미만 6) 2,5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7) 3,000만 원 ~ 3,500만 원 미만 8) 3,500만 원 ~ 4,000만 원 미만

 9) 4,000만 원 ~ 4,500만 원 미만 10) 4,500만 원 ~ 5,000만 원 미만

 11) 5,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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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귀 의 총 가구소득에서 농어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1) 25% 미만 2) 25% 이상 ~ 50% 미만

 3) 50% 이상 ~ 75% 미만 4) 75% 이상 ~ 100%

B3. 귀 에서 소유 또는 경작(사육)하고 있는 농어업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영농(어) 분야 소유 규모 경작(사육)규모

논(평) 평 평

밭(평) 평 평

과수원(평) 평 평

하우스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평)

평 평

초지‧임야(평) 평 평

영농(어) 분야 소유 규모 경작(사육)규모

소(두) 두 두

돼지(두) 두 두

닭(두) 두 두

어업, 양식:               

기타:               

B3-1. 위 문B3에서 답한 것 중, 귀 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1) 논농사  2) 밭농사 3) 과수원농사 4) 하우스농사

5) 축산 6) 기타(무엇:                  ) 

B4. 귀하는 귀 의 농사(어업)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1) 거의 모든 농사(어업)일을 내가 도맡아 한다

 2) 다른 가족원과 비슷한 정도로 같이 나누어 한다

 3) 다른 가족원이 주로 많이 하고, 나는 조금만 한다

 4) 다른 가족원이 거의 모두 하고, 나는 일손이 바쁠 때만 가끔 돕는다

 5) 나는 농사(어업)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B5. 귀하는 농사(어업)일이 아닌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 하고 있다 → B5-1로 이동 2) 하지 않고 있다 → B6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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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1. 농사(어업)일이 아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 적거나 말씀해 주십시오.

B6. 다음은 귀하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집은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정도의 소득(돈)이 
있다

 2) 우리 가족이 벌고 있는 소득 수준에 만족한다

 3) 우리집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4)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경제활동(일)에 만족한다

 5) 나는 현재 하고 있는 경제활동(일)을 통해 적절한 
소득(돈)을 벌고 있다

 6) 전반적으로 우리집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만족한다

 7) 보통의 한국인 가정과 비교할 때 우리집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C  사회‧문화적 적응

C1. 귀하와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1) 아내가 보기 싫을 정도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2) 아내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고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

 3) 서로 크게 상관하지 않고 면 면하게 지낸다

 4) 가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지만 잘 지내는 편이다

 5)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낸다

 6)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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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귀하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 의사소통이 어려움 2)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름

 3) 생활습관이나 생활방식이 다름 4) 음식문화가 다름

 5) 종교가 다름 6) 성격이나 성향이 다름

 7) 나이(세 ) 차이가 심함 8)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

 9) 기타(무엇:                              )

C3. 귀하는 아내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에 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1) 외국출신이라도 내 아내가 소중하게 느껴진다

 2) 외국출신이지만 가족이 된 아내를 인정하고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3) 그에 한 별다른 느낌(생각)이 없다

 4) 아내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이 그리 반갑지는 않다

 5) 아내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하고 싫다

 6) 기타(무엇:                              )

C4. 귀하는 아내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외부 활동

에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1)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를 소개하거나 아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 좋다

 2)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를 소개하거나 아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히 불편하

지는 않다

 3) 그에 한 별다른 느낌(생각)이 없다

 4) 아내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에 나 자신이 떳떳치 않게 느껴지고 왠지 위축된다

 5) 아내에 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다

 6) 기타(무엇:                              )

C5. 볼일이 있어 귀하가 아내와 함께 외출할 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1)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마음 쓰이거나 불편하지 않다

 2) 사람들의 시선이 다소 신경 쓰여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3)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같이 나가는 일이 꺼려진다

 4)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차별하기도 해서 무척 불편하고 같이 나가기 싫다

 5) 아내와 함께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다

 6)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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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귀하는 아내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외부 활동에

서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 여러 개 응답 가능)

 1) 볼일 보러 마트, 병원, 관공서 등에 가거나 바깥 나들이할 때에 데려가서 이것저

것 설명해주었다

 2) 친구나 동료, 이웃 등 내가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소개(인사)시켜주었다 

 3)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데리고 가서 교육을 받게 해 주었다

 4) 부인이 바깥 활동(취업, 자원봉사, 부녀회 일 등)을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거나 

지원해주었다

 5) 일부러 데리고 외출하지는 않고, 집에 누가 찾아오면 인사시켜주는 정도였다

 6) 본인이 알아서 적응하도록 하고,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7) 기타(무엇:                              )

C7. 귀하의 아내가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바깥 활동)을 하기 원하는 경우, 얼마나 

찬성하시겠습니까?

 1)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2) 일부러 돕지는 않더라도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겠다

 3) 하려는 일의 내용과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등에 따라 생각해 보겠다 

 4) 아내가 원하더라도 바깥 활동을 하는 것에는 반 하겠다

 5) 기타(무엇:                              )

C8.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모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여러 

개 응답 가능)

 1) 사교 및 친목 모임 2) 종교단체 모임

 3) 결혼이민자(다문화) 가족 관련 모임 4) 작목반(어촌계)과 같은 농사(어업) 관련 모임

 5) 여성 관련 단체 6)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7) 기타(무엇:                    ) 8) 참석하는 모임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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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 다음 서비스 중에서 귀 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 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1) 아내의 한국어교육 2) 아내의 한국요리 강습 3) 아내의 한국문화 이해

 4)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5)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 6) 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

 7) 법률상담 및 지원 8) 의료상담 및 지원 9) 아내의 컴퓨터 및 정보화 교육

 10) 아내의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11) 아내의 일자리 알선 12) 생활정보 제공

 1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14) 통역서비스 15) 기타(무엇:              )

C10. 다음은 귀하의 문화적응 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느

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내의 모국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2) 나는 아내의 모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3) 나는 아내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한다

4) 나는 아내와 아내의 모국에 해 자주 이야기 한다

5) 나는 아내 모국의 생활방식에 해 잘 알고 있다

6) 나는 아내의 고향에 해 잘 알고 있다

7) 나는 아내에게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

8) 나는 아내에게 한국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 준다

9) 나는 아내에게 한국의 풍습에 해 이야기해 준다

10) 나는 아내에게 TV를 같이 보며 한국에 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준다

11) 나는 아내에게 한국의 예절에 해 자주 이야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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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 없다면 파트 D의 D1문항부

터 응답해 주십시오.

C11. 귀하의 자녀는 다음 사항에 해 어떻다고 보십니까?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잘 가지 않으려 한다

2)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3) 말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

4)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
한다

5)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6)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7)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을 잘 지킨다

C12.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나 선생님에 해 만족하십

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하는 편이다

 5) 매우 불만족한다

C13. 귀하의 자녀 중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아이가 있습니까?

 1) 없음  2) 있음 (      명)

C14. 귀하는 평소에 자녀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개 응답 가능)

 1)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찾아가 선생님과 상담한다

 2) 남편과 문제점에 해 화를 한다

 3) 이웃이나 동료, 친구 등 아는 사람에게 상담한다

 4) 특별한 노력을 해보지 않았다

 5)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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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심리적 적응

D1.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항상
경험했다

1)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2)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3)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4)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5)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6)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7) 화를 잘 내는 편이다

8) 감정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9) 매사에 걱정이 많다

10) 두려운 느낌이 든다

D2. 아래의 문항들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

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적극
동의한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 자신이 만족스럽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부분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4)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5)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6)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8) 가끔씩 나는 내가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나 자신에 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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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지역사회(마을, 읍‧면, 시‧군 등)의 발전을 위해 하시고 싶은 일이나 활동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귀하께서는 다문화(결혼이민자)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정부 정

책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시는 로 자유

롭게 적어 주십시오.



부록 3

시부모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

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의 일환으로, 농어촌에 살고 계신 다문화가

족 여러분의 가정생활 및 사회적응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다문화가족 여러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

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8월

 조사주관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행기관: (주)현 리서치연구소 

※ 본 설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주소

와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가족 기록 사항

여성결혼이민자 성명
연락처

(휴 폰 
번호)

남편 성명

시부모 성명 (부 ․ 모)

자택 전화번호 면접원

주소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조사 일시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    시    분 (약       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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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구‧사회적 배경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A2.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세

B  농어업 활동 및 그 외 경제활동

B1. 귀하는 귀 의 농사(어업)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1) 거의 모든 농사(어업)일을 내가 도맡아 한다

 2) 다른 가족원과 비슷한 정도로 같이 나누어 한다

 3) 다른 가족원이 주로 많이 하고, 나는 조금만 한다

 4) 다른 가족원이 거의 모두 하고, 나는 일손이 바쁠 때만 가끔 돕는다

 5) 나는 농사(어업)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B2. 귀하는 농사(어업)일이 아닌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 하고 있다 → B2-1로 이동 2) 하지 않고 있다 → B3으로 이동
 

B2-1. 농사(어업)일이 아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 적거나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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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다음은 귀하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집은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정도의 소득(돈)이 
있다

 2) 우리 가족이 벌고 있는 소득 수준에 만족한다

 3) 우리집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4)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경제활동(일)에 만족한다

 5) 나는 현재 하고 있는 경제활동(일)을 통해 적절한 
소득(돈)을 벌고 있다

 6) 전반적으로 우리집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만족한다

 7) 보통의 한국인 가정과 비교할 때 우리집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C  사회‧문화적 적응

C1. 귀하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1) 며느리가 보기 싫을 정도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2)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고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

 3) 서로 크게 상관하지 않고 면 면하게 지낸다

 4) 가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지만 잘 지내는 편이다

 5)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낸다

 6)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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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귀하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 의사소통이 어려움 2)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름

 3) 생활습관이나 생활방식이 다름 4) 음식문화가 다름

 5) 종교가 다름 6) 성격이나 성향이 다름

 7) 나이(세 ) 차이가 심함 8)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

 9) 기타(무엇:                              )

C3. 귀하는 며느리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에 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1) 외국출신이라도 내 며느리가 소중하게 느껴진다

 2) 외국출신이지만 가족이 된 며느리를 인정하고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3) 그에 한 별다른 느낌(생각)이 없다

 4) 며느리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이 그리 반갑지는 않다

 5) 며느리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하고 싫다

 6) 기타(무엇:                              )

C4. 귀하는 며느리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외부 활

동에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1) 다른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소개하거나 며느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 좋다

 2) 다른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소개하거나 며느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히 불

편하지는 않다

 3) 그에 한 별다른 느낌(생각)이 없다

 4) 며느리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에 나 자신이 떳떳치 않게 느껴지고 왠지 위축된다

 5) 며느리에 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다

 6)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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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볼일이 있어 귀하가 며느리와 함께 외출할 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1)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마음 쓰이거나 불편하지 않다

 2) 사람들의 시선이 다소 신경 쓰여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3)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같이 나가는 일이 꺼려진다

 4)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차별하기도 해서 무척 불편하고 같이 나가기 싫다

 5) 며느리와 함께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다

 6) 기타(무엇:                              )

C6. 귀하는 며느리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외부 활동

에서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 여러 개 응답 가능)

 1) 볼일 보러 마트, 병원, 관공서 등에 가거나 바깥 나들이할 때에 데려가서 이것저

것 설명해주었다

 2) 친구나 동료, 이웃 등 내가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소개(인사)시켜주었다 

 3)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데리고 가서 교육을 받게 해 주었다

 4) 며느리가 바깥 활동(취업, 자원봉사, 부녀회 일 등)을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거

나 지원해주었다. 

 5) 일부러 데리고 외출하지는 않고, 집에 누가 찾아오면 인사시켜주는 정도였다

 6) 본인이 알아서 적응하도록 하고,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7) 기타(무엇:                              )

 

C7. 귀하의 며느리가 농사(어업)일 외 소득활동(바깥 활동)을 하기 원하는 경우, 얼마

나 찬성하시겠습니까?

 1) 며느리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2) 일부러 돕지는 않더라도 며느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겠다

 3) 하려는 일의 내용과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등에 따라 생각해 보겠다 

 4) 며느리가 원하더라도 바깥 활동을 하는 것에는 반 하겠다

 5)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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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 다음은 귀하의 문화적응 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

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며느리의 모국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2) 나는 며느리의 모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3) 나는 며느리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한다

4) 나는 며느리와 며느리의 모국에 해 자주 이야기 한다

5) 나는 며느리 모국의 생활방식에 해 잘 알고 있다

6) 나는 며느리의 고향에 해 잘 알고 있다

7) 나는 며느리에게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

8) 나는 며느리에게 한국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 준다

9) 나는 며느리에게 한국의 풍습에 해 이야기해 준다

10) 나는 며느리에게 TV를 같이 보며 한국에 해 여러 가지
를 설명해 준다

11) 나는 며느리에게 한국의 예절에 해 자주 이야기해 준다

D  심리적 적응

D1.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 하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항상
경험했다

1)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2)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3)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4)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5)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6)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7) 화를 잘 내는 편이다

8) 감정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9) 매사에 걱정이 많다

10) 두려운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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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아래의 문항들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

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1 2 3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적극
동의한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 자신이 만족스럽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부분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4)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5)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6)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8) 가끔씩 나는 내가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나 자신에 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귀하께서는 다문화(결혼이민자)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정부 정

책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시는 로 자유

롭게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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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조사표
(현지통신원 조사)

1.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관련한 다음 문항에 하여, 귀하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

는 정도를 해당란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사회는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함께 섞여있는 
것이 더 좋다

•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
욱 풍부해진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어머니 모국의 문화(음
식, 언어)도 배워야 한다

•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의 가족 뿐 아니라 고향에 
있는 부모나 가족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에 온 이상 한국문화에 따
라야 한다

• 인종‧종교‧문화적 다양성이 확 되면 국가 경쟁력
에 도움이 된다

2. 다음 진술문을 읽고, 평소 귀하가 다문화가족과 여성결혼이민자에 하여 가지

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해당란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여성결혼이민자는 못 배운 사람이라 아는 것이 적다

• 여성결혼이민자는 쉽게 이혼한다

• 다문화가족과 이웃에 사는 것은 피하고 싶다

• 여성결혼이민자가 말을 걸어오면 불편할 것 같다

• 다문화가족 자녀와 내 가정의 아이가 같이 학교에 다
니는 것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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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여성결혼이민자로 인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문제에 
도움이 된다

• 여성결혼이민자도 후계농업경영인(농업후계자)이 될 
수 있다

• 여성결혼이민자도 마을 이장이 될 수 있다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이 더 늘어
도 괜찮다

• 다문화가족 자녀 때문에 지역의 학교가 다시 살아난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이나 지역사회 참여 기회가 
지금보다 더 늘어야 한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와 같은 국민으로서 동등한 의
무를 지고 또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가 지금보다 더 확
되어야 한다

• 현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이 너무 많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현재 보다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위해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
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 다문화가족보다 더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부터 도와주
어야 한다

• 주민들의 다문화가족에 한 지식과 인식이 좀 더 개
선될 필요가 있다

3.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사회 기여와 참여와 관련한 다음 문항에 

해, 귀하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해당란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4. 다문화가족 상 정책과 관련한 다음 문항에 하여, 귀하의 평소 생각과 일치

하는 정도를 해당란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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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가 사시는 마을과 귀하 개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직접 (    )안에 적어주

시거나, 해당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5-1. 귀하는 현재 사시는 마을(동/리)에 거주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됩니까? (     )년

 5-2. 귀하가 사는 마을(동/리)에 다문화가정이 있습니까?  (     )

  ① 전혀 없음   ② 있음    ③ 잘 모름

  5-2-1. 다문화가정이 있다면, 략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     )가구

 5-3. 귀하가 사는 마을에 취학 전 아이 또는 초등학생 중에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지

하는 비중은 략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우리 마을에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전혀 없음  

  ② 전체 아동 중 10% 미만 

  ③ 전체 아동 중 10～25% 정도 

  ④ 전체 아동 중 25～50% 정도 

  ⑤ 전체 아동 중 50% 이상

  ⑥ 잘 모름

 5-4. 귀 에는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나 손자녀가 같이 

살고 있습니까?  (     )

  ① 없음       ② 있음

 5-5. 귀하의 주변에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있습니까? 해당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

시오.  (          )

  ① 내 부인이 여성결혼이민자임

  ② 내 며느리가 여성결혼이민자임 

  ③ 친척 중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있음

  ④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있음

  ⑤ 마을 주민 중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있음

  ⑥ 주변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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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귀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평소 교류나 의사소통을 얼마나 하십니까?  (     )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별로 하지 않음  ③ 가끔 하는 편임 ④ 자주 하는 편임

 5-7. 귀하는 개인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가끔 경험 ④ 자주 경험

 5-8. 귀하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전혀 없음 ② 조금 있음 ③ 자주 참여



부록 5

심층면접조사 지침

1. 면접 가능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상으로 조사하되 다른 가족들이 

조사 상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2. 심층면접은 다문화가족의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 등을 파악하는 것에 중

점을 둠.

3. 인적 사항 및 가족관계

  ○ 여성결혼이민자

    - 이름, 연령, 국적(민족), 본국에서 거주지역, 학력, 본국에서의 직업, 

본국에서의 영농 및 농촌 거주 경험, 초혼 여부, 입국 연도, 현재 거

주지역, 전화번호

  ○ 가족 관계

    - 이름, 관계, 연령, 직업

  ○ 인구‧사회적 특성 관련 문항

4. 결혼과 이주과정

  ○ 결혼 정보 및 동기

  ○ 현 배우자를 선택한 이유

  ○ 국제결혼의 장점 및 단점

  ○ 결혼중개업체 또는 브로커 관련 사항

5. 결혼생활

  ○ 부부생활 및 시부모 및 친정부모와의 관계 및 경제적 지원

  ○ 현재 결혼생활에서의 좋은 점, 싫거나 나쁜 점

  ○ 경제적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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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부모와의 연락 및 방문

6. 자녀 양육 및 보육

  ○ 양육 방식

  ○ 애로사항

  ○ 장래 희망

  ○ 자녀의 또래 아이들로부터의 따돌림 경험

  ○ 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교사와의 관계

  ○ 방과 후 학교, 사교육

  ○ 자녀의 가정학습 지도

  ○ 자녀가 힘들어 하는 점

  ○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서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

  ○ 자녀의 학업이나 생활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7. 경제활동 및 소득: 영농 규모 및 참여, 비농업부문 경제활동 참여, 구직 

방법, 희망 일자리, 보수, 가구소득, 애로사항 등

8.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 경험

9.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 사회참여

10. 문화적 적응문제: 언어, 음악, 예절, 음식, 풍습 등

11. 사회복지 관련: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

의료서비스

12. 심리적 적응 및 만족도: 우울, 불안,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13. 복지욕구

14. 정착 성공요인 또는 실패요인

15. 기타



세부사업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32,581 47,274 62,914 88,668

[여성가족부] 24,062 29,551 41,937 55,524

다문화가족지원 816 814 1,275 1,489

결혼이민자 지 사 정보제공  국제결혼

개업 리
279 100 450 99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지원 2,920 4,994 8,278 11,378

다문화가족 언어  교육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리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18,152

1,500

16,652

-

-

18,943

1,350

16,652

941

473

24,354

-

19,800

2,400

2,154

33,708

1,494

24,194

2,400

4,418

로벌다문화센터 건립 - - 2,000 1,785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이주여성 보호  폭력피해 방

 - 이주여성 긴 구호  상담 화 운

895

176

719

3,500

2,298

1,202

4,730

2,249

2,481

4,770

2,539

2,231

여성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 200 850 1,400

다문화 농 정착지원 1,000 1,000 - -

[법무부] 1,530 3,660 4,670 4,788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1,530 2,460 1,861 1,868

  사회통합이수제 - 1,200 2,809 2,920

[교육과학기술부] 3,934 6,500 6,200 6,300

학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434 800 500 600

학생 근로장학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1:1멘토링 근로장학  

지원

- 2,200 1,500 1,500

부록 6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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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지원 3,500 3,500 4,200 4,200

[고용노동부] - 52 467 -

직업정보제공  직업지도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로그램 

개발·연구

- 52 50 -

민간취업기 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 탁
- - 417 -

[행정안 부] 469 2,429 820 1,360

외국인주민의 사회 응  자립지원

 -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청행사

 - 다문화정착을 한 지도자교육

 - 외국인주민 집 거주지역 생활환경개선

 - 지자체 공무원 순회교육, 외국인주민 실

태조사

 - 외국인주민 취업안내교육 등

 - 다문화정착 우수사례 확산

469

169

-

300

-

-

-

2,429

510

928

180

38

773

-

820

250

348

180

42

-

-

1,360

250

348

700

42

-

20

[문화체육 부] 2,586 4,048 5,644 5,982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자료 개발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원 양성지원
650 580 356 83

선진도서  추진  미래지향서비스 환경개선

 - 다문화가정을 한 도서 서비스 개선
- 182 347 570

어린이청소년도서 운

 - 다문화가정을 한 래동화 콘텐츠 개발

보

 - 다문화체험 시

54

39

15

82

50

32

580

500

80

560

500

60

디지털정보자원 확충

 - 디 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 구축
150 50 100 80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 800 1,970 1,970

국립 앙박물

 - 다문화교육  공연 로그램 운
63 37 37 37

생활체육 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족 생활체육지원
100 100 1,100 1,500

이주가정 자녀 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 개발 - 500 750 750

국립어린이박물  운

 -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한 문화체험교육
- 95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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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생활문화 학술조사  도록발간

-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 조사
169 202 150 200

공연활동 지원

 - 다문화가정 상 청축제
200 190

공연 술박물  운

 - 다문화가정 상 세계악기 체험
12 -

국악원 공연활동

 - 다문화가족을 한 공연
25 25

이주민 문화 응  교류지원 1,400 1,420 - -

[농림수산식품부] - 426 1,176 1,176

  농업인 교육훈련

   - 이주여성농업인교육
- 426 1,176 1,176

  [방송통신 원회] - 608 2,000 2,387

  EBS 로그램 제작지원

   - 다문화가족 로그램 제작
- 608 2,000 2,387

  [보건복지부] - - - 11,151

  유아보육료지원

   - 다문화가정보육료지원
- - - 11,151



5  역 과제
부처/
기

추진 내용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지원 련 총

･조정 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달체계 효율화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국무
총리실

‧
여가부

․ ｢다문화가족정책 원회｣ 운

․ 서비스 달체계 효율화

․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종합

행안부

․ 자치단체 담기구 설치 표 안 마

련‧지자체 시달

․ ’11년 외국인주민 황조사 실시

국제결혼

개 리 

 입국  

검증시스

템 강화

◦ 국제결혼 개에 한 

리 강화

◦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

을 한 입국  검증시

스템 강화

◦ 결혼이민 정자 상 사

정보 제공 확

여가부

․ 국제결혼 개 제도 개선

․ 국제결혼이민  견 등 주요 상

국과의 력

․ 지사 교육 내실화  상국가 

확

법무부
‧

외교부

․ 출입국 리정보시스템(ICRM) 등을 

활용한 사증발  리

․ 국제결혼안내 로그램 이수제 도입

․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  강화

결혼이민자의 

안정  

정착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에 한 한국

어교육  의사소통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취업지원 활성화

◦ 안정  사회통합을 한 

국 취득 합리화

◦ 결혼이민자 생활 응 지

원  사회보장 확

◦ 이혼  폭력피해 결혼이

민자 인권보호 증진

여가부

․ 한국어교육  통‧번역 지원

․ 지역일자리 연계

․ 포털 ‘다 리’, ‘방문상담서비스’ 등 

정보제공‧상담지원 확

법무부
․ 사회통합 로그램  ‘해피스타트’ 

로그램 확

문화부 ․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보

노동부

․ ‘취업지원 로그램’ 시범운   고

용 진지원  연계

․ 사회 기업(일자리) 육성

복지부 ․ 결혼이민자 아동복지교사 채용  

부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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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교육 운   다문

화가족 간 네트워크 강화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 기 생활보장 범  확

행안부
․ 지방공무원 채용  지역공동체 일

자리 지원

농식

품부

․ 다문화가족 농 정착 지원  농업

인력 양성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로벌인재 육성을 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

어발달 지원사업 확

◦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

녀교육 역량 강화

◦ 학교부 응 자녀 지원을 

한 인 라 확충

여가부

․ 언어 재교실 운

․ 언어발달 진단  교육 등 언어발

달 지원

․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자녀생활

지원 시범 제공

․ 도‧동반입국 자녀 기 응 로

그램 운

교과부

․ 거 학교를 통한 한국어교육‧학습 

지원

․ 유치원비 지원

․ 부 응자녀를 한 안학교 설립 지원

문화부
․ 한국어 방문학습자료  동화구연 

콘텐츠 개발‧보

복지부
․ 보육료 지원

․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제공

다문화에 

한 

사회  

이해 제고

◦ 다문화이해 증진을 한 

사회교육 활성화

◦ 다문화이해 증진을 한 

학교교육 강화

◦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

문화 계자에 한 교육 

확

◦ 다문화이해 증진을 한 

홍보활동 강화

여가부

․ 다문화에 한 국민인식 조사

․ 표 교육 로그램 개발‧보

․ 담당공무원  청소년 문가 교육

․ 다문화강사 풀 운

․ 나눔문화 확산  매체홍보

교과부

․ 교‧사  다문화강좌 개설

․ 교사 연수  다문화교육 포털 구

축‧운

법무부 ․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문화부

․ 문화 술‧생활체육 로그램 확

․ 다문화 문강사 양성

․ 다문화뮤지컬 순회공연

행안부 ․ 공무원다문화이해교육

자료: 여성가족부. 2011.7. 「지방자치단체 2011년도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추진계획(종

합)」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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