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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글로벌화가 가속되면서 국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개방 등 정책적 변화에 따라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이 경제상황 및 환경상황 등이 여유로운 국가로 이동하여 더 나은 취업의 기회
및 생활환경을 개척하고자 하는 추세와 맞물려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적인 인구이동현상 또한 촉진시켰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인구의 3%에
해당하는 1억 9천 2백만 명이 자신이 출생한 모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
어 나타나는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은 세계 여러 곳에서 보여 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
가 아니다. 한때 우리는 ‘단일민족국가’임을 신화처럼 여겼다. 그러나 세계화, 국제화 시대가 되
면서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사회 문화적 적응과 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다문화 포용 의식은 너무나 미흡하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과 폭력·욕설에 시달리기 일쑤다. 지난해 혼인한 9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일 만큼 외국인 배우자가 많아졌어도 이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집단 따돌
림 역시 쉬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뿌리 깊은 순혈주의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감 때문일 것이다.
이주의 여성화7) 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이주여성들이 국가 간 이주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주여성 개개인의 입장에서 결혼 이주란 여전히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큰 결
단이다. 각자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또는 새로운 삶을 개
척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혹은 자국 내에서 결혼이 어려운 여성들이 대안적인 결혼 통로를 찾
아서 각각 결혼 이주를 결심하게 된다(정예리, 2011).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도 국제결혼
의 비중은 전체 혼인 중 10.8%를 기록했고, 2004년 이후 전체 혼인의 10%로(통계청, 2011) 전
체 혼인의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일 정도로 국제결혼은 보편적인 혼인형태로 자리를 잡
았다.
다문화가족8) 여성은 출신국의 사회적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하고 결혼과 동시에 국가 간
이동을 통해 이주국의 생활에 적응해야하는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을 목적으로 한
7) 과거 국가 간에 행하여진 노동이동에 있어 여성이 주로 고국에 남겨지거나 남편과 가족을 따라 수동적
으로 이동하였던 것과 달리 요즈음은 여성들이 간호사(간병인), 가정부, 연예인, 그리고 혼인 등의 형
태로 이동의 주체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 임(문순영, 2007)
8)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 됨.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전까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
여 한국인 배우자를 두거나, 귀화한 자에 한하여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가족이라고 명명되고 있음.
그러나 광의의 개념으로서 다문화가정은 그 밖의 이주민이 만든 다양한 가족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보다 큰 개념으로서 다양한 모든 가정, 즉 가정의 다양한 유형을 망라하여 지칭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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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탐색이나 관찰, 적응기간 없이 만남과 동시에 결혼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사회 역기능 중의 하나가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고, 이
로 인하여 사회통합이 저해 될 수 있음을 감안 할 때, 일반인들이 다문화가족을 올바르게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을 형성하는 것은 다문화사회가 형성되는데 필수적 사안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문화 충격은 수면위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이전까지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우리사회의 수용태도는 다소 비관용적이었으며, 외국인관련
정책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아 그들을 위한 국내 복지지원체제의 수준은 매우 낮았다. 게다가
증가하는 국제결혼은 국내에서의 결혼 성립이 용이하지 않았거나, 혼인 적령기를 넘겼거나, 학
력이 낮거나 초혼이 아니거나 혹은 낮은 경제적 수준이 남성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은 일반적인 결혼으로 인해 야기 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맞서야 하며, 부부간 언어 장벽과 배우자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위기발생의 가능성이 일반가족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강기정 외
2009).
이러한 갈등은 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처한 결혼이민자들은 친정이나 본국 출신과
의 관계를 중시하는데 비해, 한국인 배우자와 그 외 가족들은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에서 관계
중심적인 삶을 강조하여 심지어는 가족 외부와의 관계를 막기 위해 한국어 교육 참여를 반대하
거나 방해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또한 친정식구나 모국출신 친구를 비롯한 가족 외부와의 관
계는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가족관계를 악화시키는 갈등적인 요인(여성가족부, 2010)으로 나타나
기도 했다.
오늘날 건강한 가족 만들기는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이는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삶의
양식이 다양해지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가족 불안정성이 증대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해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성의 이혼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으면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 혹은 결혼이민자 가족 해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계속되
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로 인하여 국제결혼가정의 불안정성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1996년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1,649건으로 총 이혼건수
79,895건 중 2.1%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2007년 7.0%, 2008년 9.7%를 차
지하였다(여성가족부, 2010년).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들 가족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가족 건강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사
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박선민, 2011).
한동안 우리나라는 가족중심주의로 일컬어질 정도로 모든 생활이 가족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보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달은 가족의 기본적 특징인 영속성에 타

복지경영학연구 창간호 통권1호

119

격을 주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을 지원해야 할 한국사회의 이주정책은 어떠한가? 결혼이민자 가
족을 위한 이주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과 체류자격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인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배우자 비자(F2)를 취득하며, 2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의 승
인 하에 간이 귀화할 자격이 주어진다. 2년간 남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이상, 결혼이민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있다. 즉, 한국의 법제도는 결혼이
민자에게 한국사회의 정상가족을 유지하는 조건하에 가사 노동을 하고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
육하는 어머나 역할만을 기대한다(김민경, 2011). 그러므로 현 정책과 서비스는 다문화를 내걸
고 문화적 다양성을 민주적으로 인정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한국어교육, 한국 전통문화 이해교
육, 자녀학습지원 및 서비스 등 동화주의식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를 가족 내 가부장적 성역할 수행과 불안정한 법적 신분으로 위치지움으로
써 수동적인 존재로 위치한다. 나아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모든 사회정책의 성 주
류화를 접목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성 평등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여성·가족 정책과
는 배재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결혼이민자가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정
책적 문제(박선민, 2011)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알아보고, 다문화
가족을 새로운 문화와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수용자 입장으로 초점을 옮겨 다문화가족 구성
원 개개인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고,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복지경영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킴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여 더불어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한
다.

Ⅱ. 선행연구
1. 다문화가족 실태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성비 불균형과 경제력 약화 등의 현상이 상대적으로 도시지
역 하위계층이나 농촌지역의 남성들이 국내 여성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
결혼을 선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구차순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
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규모는 현재 27만2613명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216만4886명으
로 지금보다 7.9배로 증가한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인은 4,875만 명에서 4,23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인구 대비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2009년 0.56%에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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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025년 1.99%, 2035년 3.04%, 2050년 5.11%로 급격하게 높아진다. 즉, 2050년에는 우리
나라 인구의 20명 중 한 명이 다문화가족이 되는 셈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도 급증해 현재 10만
1477명에서 2050년 98만5881명으로 9.7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부모세대의 증
가 폭(5.7배)보다 높은 것으로 이는 다문화가족의 높은 출산율 때문이다(이삼식 외, 2009).
다문화가족 여성은 이주근로자․외국인유학생․난민․북한이탈주민 등의 이주민과는 달리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장기거주하며, 속지주의9) 방식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한국에
서 유일하게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한국국적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국민의 자격을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안진경, 2011).
그러나 한국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고충
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언어문
제가 59.1%로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한다. 한국에 와서야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데 한국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은 많이 있으나 실제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에는 다
소 어려움이 있어 언어습득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는 부부
또는 고부간의 갈등 등의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로는 인종간의 차별과 불안정 상태,
외로움, 문화차이, 자녀문제, 경제문제, 언어, 음식, 생활환경을 터득하고 이를 적응하기 위해 상
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구타문제, 가정파탄 문제 등 차별과 편견,
등으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은 저소득층이 다수이
면서서 결혼이민자가 취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구조로 인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배가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5)고 밝히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배우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특수성 상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가족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많은 경우
갈등적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다. 혼인과정이나 가족생활 중에 여타의 요인으로 인해 가족갈등
이 야기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주목
할 만 한 점은 여성결혼이민자 보다 한국인 남편들에게 있어 이러한 점이 이혼을 심각하게 고
려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
없이 쉽게 국제결혼을 결정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2010)고 하였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정폭력 및 이혼, 자녀 양육문제, 다문
화가족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 언어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이들의 가족생활 적
9) 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에 관한 것으로,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이가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정하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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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스트레스는 가족의 건강과 안정, 나아가 사회의 건강과 안정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임유경 외, 2004; 노하나, 2007; 김혜신, 2010).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아동기의 초기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양육자나 엄마가 주어야 할 언어적 자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국제 결혼한 이주여
성 자신들도 한국어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위한 충분한 언
어적 자극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함께 사는 가족들 역시 생업에 종
사하느라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환경에 놓여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언어문제가 학령기의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기 전에 반드시
조기 발견되어 적절한 언어치료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언어문
제가 적절한 언어적 자극과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발견과 동시
에 부모교육, 언어치료서비스, 다각적이고 적절한 상담에 의한 환경변화 등이 이어질 경우 나아
질 수 있는 경우가 높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아이가 말이 늦거나 발음이 부정확할 경우, 가까운
전문 언어치료기관에서 언어진단을 받고 언어치료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나 중요하다. 많은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이 보이는 현상들로는 이중 언어 사용 환경으로 인하
여 또래보다 늦은 한국어 습득, 이로 인한 연령대비 낮은 인지기반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아이
들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낮고, 모든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누적성 측면에서 이들이 떠안게 되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주는 장치가 제도
적으로 마련 될 필요성이 있다.
즉, 취학 이전 이미 한국어 발달과 지식 습득을 위한 기초 인지 기반을 쌓는 단계부터 시작
된 결손이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교육과정 내내 누적 되고, 이는 아이의 성장과 함께 확대되
어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고 결국에는 사회적 성취의 격차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외국인으로 치부하면서 한 민족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사
회의 편견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면서 심리적 고립감, 정서적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그 어머니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
는데, 이러한 정체성 혼란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낮은 자존감과 상실
감 우울 등의 감정을 갖게 한다.
외국인 여성이 결혼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한국에 오는 것은 국내서 결혼이 여의치 않은
한국남성의 사정과 외국인 여성들의 경제적 욕구가 타협된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지
배적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여성들을 '돈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또는 '목적을 위해 위장결혼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바라본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윤리와 경제적 문제가 미묘하게 얽힌 제도지만 우리 사회는 이주 여성들
에게 유독 경제적인 잣대만 대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한
국인 남편들이 의처증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의처증이 있는 남편들은 대부분 ‘자기 부
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와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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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활기반이 약한 한국인 남편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아내들
에게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온 신부라는 남편들의 잘못
된 사고도 가정폭력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외국인 아내들은 가
정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이들이 겪
고 있는 스트레스와 가정해체는 단순히 부부사이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구성원과 자녀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가족건강성
1) 가족건강성에 관한 이론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대표적으로 가족생태학적, 상호작용적, 생애주기적, 가
족발달적, 여성주의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족생태학적 관점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적 존재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며,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가족생활의 질을 파악하고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
점을 제공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상호작용관점은 가족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가족의 본질을 규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가족의 내적인 과정에 중점을 두고 가족의 형성과 발달의 전
과정에 관여하며, 배우자선택, 세대갈등, 역할과 권력, 가족스트레스, 의사소통 등 다양한 가족
의 기본개념에 접근할 수 있다. 건강한 가족을 가족원 강호 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
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적 관계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으로 개념화(어은주,
1995) 할 때 상호작용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생애주기적 관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이나 가족원들의 가족 내 역할과 관계가 변화한
다는 전재 하에 건강가정정책을 제시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론이다. 가족발달적 접근은 가
족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데 가정학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이론으로, 가정의 잠재력을 최대
화하여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발달 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잠재적인 스트레스나 긴장을
미리 예측하여 문제예방으로 연결하는 데 유용하다. 여성주의적 접근은 여권론적 관점에서 건
강한 가정은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할 때 달성하는 것으로, 권위적인 가족관계를 양성평등
한 가족관계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책을 제시하는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적 관점
은 인적자본형서에 기여하는 가족, 가사노동의 가치, 가계재무관리를 통한 가계 경제적 안정과
균형을 취하는데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건강한 가정을 형태가 아닌 기능으로 파악
하여 가정에서 형성되는 자본이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이론이다(조희금 등,
2010)
다문화가족의 경우 일반가족과 달리 자신이 상징이나 언어를 통해 익숙하게 조절하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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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혼을 통한 이주와 다른 문화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새로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개념을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이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주관적 입장세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지위와 역할개념을 획득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을 가지고 가족원들 간의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둔다. 여기
서 관점은 사회가 문화적 의미를 지닌 언어나 사물, 사건 등과 같은 공유된 상징을 통하여 상
호작용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유영주 등, 2009)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크게 상호작용, 정체성, 그
리고 역할 등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호작용’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
여 널리 공유되는 상징을 적용하고 자신과 타인 및 상황이 지니는 특별한 위미들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당한 정체성이 지
니는 권리와 의무를 따르도록 기대되며, 타인들은 또 그러한 정체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도덕적 특성을 내재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행동, 반응, 그리고 주관적 의미 역시 사회적 상호작
용의 또 다른 특징이며, 자신과 타인이 부여하는 의미 외에도 상황에 귀속되는 의미들도 있다.
둘째, ‘정제성’은 역할에 대한 자기의미 또는 자신의 가치부여를 뜻한다. 이론에 근거한 가족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아개념의 측면은 자존감 또는 자아존중감으로서 이는 일반
적으로 개인의 자아에 대한 평가 정도를 뜻한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의 소유와 그것을 유지하
려고 하는 욕구는 행동의 강력한 동기가 되며, 역으로 행동 역시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역할’은 사회적 위치를 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유된 규범으로서 그 역할에
요구되는 지식, 능력, 동기뿐만 아니라 행위의 적절한 방향, 그리고 느낌과 감정에 대한 일반적
인 기대를 가능케 하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미래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역할
은 항상 관계 속에서 규정되므로 예를 들면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역할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 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도 변화하며, 한 개인에게 있어 역할
은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또한 다음단계에서의 역할을 규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김승권 외,
2004).
그러므로, 가족체계 내 가족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내적 상호작용에 관한 상징적 상호작
용의 개념틀을 가지고 본다면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 관련 연구
다문화가족 여성은 출신국의 사회적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하고 결혼과 동시에 국가 간 이
동을 통해 이주국의 생활에 적응해야하는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을 목적으로 한
사전 탐색이나 관찰, 적응기간 없이 만남과 동시에 결혼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족내에서의 적응과 갈등의 문제는 가족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족성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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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과정속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해야만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박진옥, 2011). 가족을 통합적인 하나의 체계로서 보고, 보존
과 성장에의 잠재력을 가지고 오랜 시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강점에서
가족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를 위한 노력으로 가족문제를 해
결할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강점을 강조할 때 미래의 긍정적 성장과 변화에 기초가
되며, 건강한 가족을 이루고 유지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DeFrain, 2002).
가족건강성은 개별가족원의 복리, 정신건강, 행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Ammonms &
Stinnett, 1980:37-42; Casas et al., 1984:18) 사회의 건강과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학
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가족건강성은 Otto(1962)에 의해 건강가족 혹은 건강가정에 영향을 미
치는 가족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시발점으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관심
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강한 가족의 개념을 통해서 긍정적인 가족 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족원간에 만족스러운 상호
작용을 증진시키며 거족의 개인적 잠재력을 격려하는 특성을 지닌 가족이 건강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건강가정의 특성은 가족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에 근거해서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국외연구자들이 분석한
가족 건강성의 특성으로 Stinnett(1979)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에 대해 감사표현, 함께 보내는
시간, 바람직한 의사소통, 강한 종교적 지향, 가족에 대한 헌신, 위기와 문제에 대한 긍정적 대
처 능력을 제시하였고, Defrain(2003)은 세계 27개국의 21,000여 가족의 조사를 통해 건강가족
의 특성으로 헌신, 긍정적 위사소통, 정서적 안녕, 감사와 애정, 질적 시간 공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의 6가지 요인을 제안하였다.
Otto(1962)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지지·훈육, 가족원의 성장과 성숙의 격려, 정신적인 행복감,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해결기술, 가정 외부의 활동에 가족원이 함께 참가하는 것 등이 변화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Curran(1983)은 건강한 가족의 요건으로 의사소통과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긍정과지지
하기,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신뢰감 개발, 놀이와 유머의 감각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의식과 전통을 존중하는 가족의 감각을 가지며, 가족 일원 간 상
호작용의 균형, 종교를 공유, 다른 사람의 사생활 존중,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여가시간을 공유하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유영주
(1991)는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사회의 건강가
족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처음으로 제시하게 되었고, 어은주(1995)는 가족건강성이 높은 가족의
특성을 첫째, 가족원간에 유대가 강한 가족은 사랑, 배려,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자율성을 인정하여 개인 기대주의나, 고립감 등이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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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 가족이 건강해 진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원간의 의사사통으로 건강한 가족은 가족구
성원 간에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
의 의도를 마음대로 추측하지 않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화가 날 경우에는 갈등을 밖으
로 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셋째, 건강한 가족은 위기나 문제를 긍정적
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긍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
어 위기로부터 와해되기 보다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단합한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족은 가족
원간의 가치체계를 공유하여 가족원들만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지고 가족의 행복에 늘 신경을
쓰며, 가족의 일원임을 늘 긍지를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때 가족건강성이 높다고 하
였다.
유영주(2004)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으로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
인 의사소통, 가치관과 목표 공유, 역할 충실, 문제해결 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9가
지의 특성을 제안하였다.
조희금 외(2005)는 건강가족의 특성으로 경제적 안정, 열린 대화, 안정적인 의식주생활, 건강
한 시민의식, 민주적 평등가족, 휴식 및 여가공유, 자원봉사참여, 일과 가정의 조화, 가족역할
공유, 가정문화 창조, 자녀의 성장 지원, 합리적 자원 관리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강조한 건강가족의 특성을 요약하면, 먼저 국외 연구에서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가족의 성공, 가족의 잠재력 개발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시간과 오락 등의
공유를 통한 가족의 화합을 중요시한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가족이 기본적으로 애정을 바탕으로 한공동체임을 부각시키면서 서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과 역할의 공유 및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능력, 휴식 및 여가
등 현실적 조건을 중시하고 있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한국 생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문화가족 여성의 스트레스 유형 중 가족무시형은 이들의 배우자와 시부모, 시댁친척들로부
터 일거수일투족 야단과 구박을 받고 무시당하는 느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김희경, 2010), 다
문화가족 여성의 21.3.%가 남편과 가족으로부터 언어폭력,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폭력과 같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가족 내의 가사분담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하였다고 호소하고 있다(양옥경 외, 2009). 그러나 다문화가족 여성의 배우자와 시댁
가족들은 늘 함께 하면서 온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일차적인 대상자라고 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결혼이민자의 가족건상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이 높을 때
자녀의 사회적 활동성과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하였고(배지영, 2010), 전혜정 외(2009)의 연구에
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성을 해치는 요인은 한국어수준임이 나타났다. 한국어수준은 가족
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한 한국어수준이 사회적 지지를 거쳐 결혼이민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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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결혼만족도를 거쳐 가족건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고, 부부의 연령, 학력수
준, 출신국가, 종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적응 유연성과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가족 건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가족 건강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
며, 배우자의 지지 외에 주변의 부족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다문화가족 여성의 신뢰와 참여가
어려워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을 형성하기에 어렵다고 하겠다.
결혼이민자와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건강가족
이 갖는 의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주된 논의의 핵심을 이루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
에 대한 편견과 부적응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김혜신(2011)은 결혼이주여성과 남성 부부의 가족건강성 연구에서 부인은 남편의 일상
생활과 이성적 대처, 사회적 지지에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남편은 부인의 자문화전달태도, 일
상생활갈등, 이성적 대처, 외부 도움요청, 결혼 전 정보일치, 부인의 연령, 사회적 지지, 학력에
서 영향력이 나타나 부부 개인 변인 이외에 배우자 변인 또한 중요함으로 부부 상호노력이 중
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은 결혼이민자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 여성의 한국사회 조
기적응을 위한 언어․문화적 소통 능력 증진에 주된 관심을 두어왔다10)
이와 같은 정책은 이문화간 상호소통과 이해에 기인하기보다는 결혼이민자여성이 일방적으
로 한국문화에 동화할 것을 전제한 경우가 많아 가족들의 이해 부족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됨으로 사회복지경영을 통한 적절한 개입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근본적인 필요는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에 속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
자가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중요한 작용을 함에도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위한 복지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10) 실례로 2006년 여성부 사업으로 전국의 38개소에서 운영되었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2년 5월 현재 전국 204개 센터가 시, 도,
군, 구로 운영되고 있음)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주된 목표는 결혼이민자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한국문화 적응, 가족생활적응 및 가족관계 증진 등 소외가족으로서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측면
에 역점이 맞춰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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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가족의 복지경영
1)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어 교육
인간관계에서 기본적 표현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고 가족 간
에 고민 등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혼이민자 여성은 자신들의 복합
적인 문화적 소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문화적 소속만을 경험한 내국인들과의 관계
에서도 상호 다른 경험으로부터 오는 이질성으로 인해 큰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언어 등 사회 문화적 적응기제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 이를 원인으로 한
가정폭력, 이혼 등이 빈발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여성의 건강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 유창성과 우울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Snyder, 1987), 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은 가족건강
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한국어수준이 사회적 지지를 거쳐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전혜정, 2009)
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여성의 한국어수준이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있다. 이주여성의 한국어수준이 가족건강성에 미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어 사용능력이 이
주여성의 삶에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언어소통이 자연스럽지 않고 새로이 익힌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국제결혼을 한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이다. 의사소통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결혼이민자의 문제 유형은 언어습득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폭력 및 여성
에 대한 폭력, 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의 기회의 어려움, 문화적 갈등
과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이다.
한편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는 아내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잘 들어주지 않거나 무시하
고 일의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등 의사소통의 기회가 적다. 또한 일부가족관계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신뢰를 갖지 못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꺼려하며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며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채옥채 외, 200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결혼이민자 가족관련 프로그램 의 진행자 및 전문가들에게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 한국인 남편에게 한국어 지도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일방적인 한국어 교육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습득의 기회를 갖기도 전에 출산을
하거나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등 일상생활 적응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또
한 가족 간의 오해나 갈등이 있는 경우 말이 통하지 않아 언어적으로,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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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교육프로그램 시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여 다소 언어가 서툴더라도 비언어적 소통과 감정표현 등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어느 나라이든 언어가 담고 있는 고유의 뜻과 언어와 감정이 함께 들어
있는 표현방법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해되는 내
용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과 그 내용들을 함께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국어
가 능숙하다 할지라도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어교육 뿐 아니라 한국인 남편이 아내의 나라 말을 배우는
방법은 가족건강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11)
따라서 한국어 능력 수준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침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져야 할 의사
소통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국제결혼을 하는 모든 경우에 언어능력의 문제에 인해 결혼만족도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나, 특히 우리나라의 한국어 능력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여성의 79%가 자녀와 한국어로 이야기 하고 86%가 시댁식구와 한국어로 이야기 한다(전혜
정 외, 2009)고 보고하였음은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2) 문화적응과 갈등대처
문화적응은 다른 문화의 접촉 경험에 의해 다양한 언어, 정체성, 행동 그리고 그들이 유지하
고 있는 가치를 보유하거나 변형하는 것을 채택하는 것이 포함된다(Gordon, 1964). 또한 문화적
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노하나(2007)는 자신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문화가치 안에 다
른 문화를 접촉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심리, 사회적 갈등을 문화적 스트레스라고 하였고,
Snyder(1987)는 이민과 낯선 문화와 환경과 같은 잠재적 스트레스와 상황으로 개념화되며, 이
민과 적응과정에서 적대문화는 중요한 삶의 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많은 연구에서 일상사건,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 신체적 장애의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문화적응스트
레스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개인에게는 위기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나 문화에 대해 제한하거나 왜곡된 지식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
아 입국과 동시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은 음식과 주거양식
의 차이이고, 가족과 친족생활에서 결혼이민자들은 가장 많은 갈등과 적응 문제를 보이고 있다
(한건수, 2006). 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미온적이
거나 소극적인 형태였으며, 적응을 아내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남편들 또
한 아내가 경험하는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환경적 어려움에 민감하지 못하였으며(양승민,
2008),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문제,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11) 현재 한·베자조모임(매 주1회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언어를 배우고 있으며, 아내들은 정보 공유의 시
간을 가지고 있음. 텃밭만들기, 체육대회, 다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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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남편의 사고방식과 습관, 가사 및 육아부담, 문화차이, 언어장벽, 편견과 차별, 성격차이이
다(강유진, 1999; 김유경 등, 2008; 성지혜, 1996; 이규삼, 1999; 이명신, 2006).
우리나라는 핵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
한 통제가 항존함으로 인해 결혼이민자여성과 시댁과의 갈등이 두드러진다(홍기혜, 2000).
갈등대처방식은 개인이 어떤 갈등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양식으로,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외국 연구에서 분류 방식은 이성적 대처, 말다툼, 폭력(Strauss, 1979), 충고 구하기, 감정표
출, 협상, 체념, 선택적 무시, 문제중심 접근과 감정중심 접근, 능동적 대처, 신비적 대처, 내적
대처와 외적 대처, 합리화와 부정, 회피와 억압, 외부도움 요청, 적극적 행동, 회피형, 타협형,
덮어주기형, 지배형, 통합형이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협상(감정적 협상과 인지적 협상), 심리적 공격, 신체적 공격, 양보형, 소극
적형, 외면형, 공격형, 비난형, 이성형, 유아형, 변덕형, 회피형, 타협형, 덮어주기형, 지배형, 외
부도움 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표출 및 행동표출 등으로 분류하였다.
여러 일반 가족 대상 연구들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가 많이 사용하는 대처 방식은 이성적 대
처였다. 타협이나 통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결혼 만족도가 높았고, 회피적 대처 방안은 결
혼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결혼생활적응을 낮추며, 갈등에 대해 협상의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것
이 기혼 남성의 결혼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조선족 결혼이민자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갈등대처행동은 소극적 회피이고, 갈등 발
생 시 냉정한 성격요인과 부정적인 감정 행동표출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의사소통과 이성적
대처를 적게 사용하고 있어 결혼이민자들의 적절한 갈등대처행동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3) 사회적 지지와 네트워크조성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도움으로,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집단 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에 의해 제공되며, 이는 정서적 제어력을 증진시키고,
지침을 제공하며, 그리고 정체감과 수행에 관한 환류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
를 정서적 지지(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평가적 지지(수용, 긍정적 환류, 긍정적 자기 평
가 등), 정보적 지지(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돕는 것, 그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돕
는 것 등), 그리고 도고적 지지(실제적 도움의 교환, 욕구 충족의 효과를 가지는 실제적 도움)
이 있다.
사회적 지지는 영역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 데, Cobb(1976)의 경우사회적 지지
는 첫째, 자신이 보호 또는 애정을 받고 있다고 믿고, 둘째, 자신이 존경받고 있으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느끼며, 셋째, 자신이 의사소통의 연결망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정보로 측
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양 뿐 만아니라 지지의 종류(사회 정서적 또는 도
구적), 지지의 원천(가족, 배우자, 동료) 그리고 사회지지망의 구조 또한 주요한 영역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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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점을 포괄하여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도움
(사랑, 돌봄, 이해, 격려, 긍정, 신뢰, 관심, 등의 태도 및 행동), 정보적 도움(사건 해결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제공 행위를 포함), 물질적 도움(금전, 시간, 생활용품, 음식 등 제공)을 의미한
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일반시민, 국제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
탕으로 네트워크(연계망)를 구축하고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프로
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상의 경진대회 및 협력연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이
해에 대한 교류와 문화교육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신뢰와 네트워크, 공통의 문화적
규범을 지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자신이 변화하는 다문
화사회의 현식선도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
을 증대시킬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
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처럼 다문화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해외 단
체 및 정부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시아의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실
시하고 있다. 자조모임은 그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거나 각 센터가 중심이 되어
운영을 하지만 자조모임 운영에 필요한 장소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자발
적 자조모임활동에 대한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조모임이 활성화되
면 남편과 자녀에게는 아내와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혼이민자에게는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통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다문화사업들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 있
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므로 내실 있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기관으로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복지경영이 필요하다.
4) 다문화가족의 인적자원개발과 취업지원
결혼을 통해 국제 이주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을 보내고 한국어와
문화에 어느 정도 숙달되면 취업 기술 교육이나 일자리 알선 등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이에 부
응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취업 훈련이나 결혼이민자 교육 수준과 인
적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세밀한 고려와 지역 사업체의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다른 문화 간의
상호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동화와 수용을 전제하기 때문이며(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07),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의 필요
와 욕구에 비해 현실속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취업률은 저조하다. 결혼이민자들이 진정한 사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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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과 직장인으로서의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김병숙
외, 2010)이다.
인적자본이란 인간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몸속에 축적시킨 지식·기술·
창의력 등이 마치 기계가 가진 생산력처럼 인간의 몸에 체화되는 생산력이라 할 수 있다. 인적
자본이론에 따르면 인적자본 개념을 이용하여 교육 훈련과 소득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
하려는 논리적 체계로 ‘교육 훈련을 받으며 인적자본이 축적되고, 이러한 인적자본이 가져다주
는 생산성의 증가 때문에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결국 교육 훈련 바용을 충분히 보상하
고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고 한다. 현재의 비용과 미래 생산성의 증가와 관련된 활동을 투
자이론의 틀 안에서 분석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투자에 의하여 그 경제 가치 내지 생산력의 크
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고 있다(Kaufaman and Hotchkiss, 2006) 즉 투자를 통하여
인적 자본이 축적되는 만큼 인간의 자본적 가치가 높아지고, 인적자본 투자가 많을 수 록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된다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 여성개인에게 교육과 직업훈련 등의 인적자본 투자행위가 생산성의 질
적·양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고용 형태의 차이를 가져오
며 좋은 근로 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 또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심이 있는 차세대 인재들을 발
굴하여, 지역경제와 아시아 경제를 연계하는 인적자원으로 발굴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연계한 다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식산업 창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구성원 중 절반 가까이가 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활용한 취업 및 창업에 의지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인적자원을 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활용한 취업 및 창업에 활용
함으로써 그들의 취업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효과적이려면, 출신국적, 교육수
준, 경력 등의 인적 자본은 물론 이들의 취업 목표, 취업 욕구 등에 있어서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들의 상이한 특성에 근거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정책이 필요하다(장서영 외, 2010). 각 부처별
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으로 결혼이민자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며, 취업활동에 필요
한 전반적인 역량강화를 목표로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한국어강사, 통·번역사 양성교육, 이
중언어교육 등 주로 언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직업과 취업의 다양성을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인간의 이주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이주의 원인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다. 과거
에는 전쟁, 정치적 격변, 난민 발생 등 정치적 불안정성 등 주로 정치적 원인으로 이주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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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다면, 요즘에는 국가 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 부유하고 안정적인 국가
로 이동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주를 이룬다. 최근에 국제 이주는 2억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빠
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10만 명을 넘어섰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이 인구비중의 4%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우
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서의 배타성과 높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이주민가족의 높은 출산율, 현
재의 비효율적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훨씬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
을 유발할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포용 의식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
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위한 복지경영을
첫째,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가족건강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어
능력 수준은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가져야 할 의사
소통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
화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 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는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 실시하고 있다.
둘째,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갈등에 대처하여 극복하는 능력
이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개인에게는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처 방식은 이성적 대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을 경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은 사회적 지지의 유
무와 사회적 정도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경을 넘어 본국 가족과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주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임을 밝힌 것과 같이 또한 가족 내 유대관계를 통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밀도가 긴밀할수록 생활 만족감이 높다는 사실
을 증명한 것처럼(장지혜, 2007; 최경숙, 2006; 이윤효, 2006; 박미정 외, 2009) 지역사회 내 가
깝게 지내는 친구가 많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장은애, 2010)과 다문화가족 여성의
사회활동을 다룸으로써 주체적 사회참여의 형태로 취업활동, 사회활동, 여가활동, 자원활동 등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김나영, 2007; 양순미 외, 2009)과
같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야를 폭 넓게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 간 또는 개인
과 집단 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에 의해 제공되며, 이는 정서적 제어력을

복지경영학연구 창간호 통권1호

133

증진시키고 지침을 제공하여 정체감과 수행에 관한 환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계 구
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취업지원을 통한 복지경영이다.
다문화구성원 중 절반 가까이가 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활용한 취업 및 창업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 또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심이 있는 차세
대 인재들을 발굴하고 다문화가족 여성 개개인에게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인적자원을 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활용한 취업 및 창업
에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취업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고취시킬 수 있
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보다 더 복잡하
고 다차원적이다. 정부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인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수요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다문
화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재미교포나 재일교포들이 타국에서 받는 차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는 한다. 하
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사회는 결코 그들보다 나은 것
이 없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강하고, 오랫동안 민족의 혈통을 중요시해왔다.
시대가 급변하고, 세계화의 바람이 몰아치면서 이러한 민족적 자긍심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
었다. 이제 세계는 인종과 민족, 문화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은 자
칫 오만한 민족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 몰아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인정하고, 우
리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문제는 외국인 부모 문제에 종속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민자는 비록 국적취득 전이라 하다라도 통상의외국인과 달리 대
한민국 가정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의 핵심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건강성은 사회의 건강
성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정도로, 가족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좀 더 실천
한다면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이 조금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국가나 민족 사이에 구조와 형태 또는 생성과정 면에서 차이가 있는 다양성을 지니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속에서도 사회가 발전하고 변천함에 따라 변화하며, 종교, 계급
그리고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도 글로
벌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외국인과의 결혼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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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이제 한국민족주의의 상징으로서가 아닌,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수용하고 다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다양성, 문화적 차이를
읽어 낼 수 있는 다문화 해독능력을 기르고 이러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미
래의 다문화 한국사회 가족의 경쟁력을 재고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
을 위해서는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상호존중과 상호이해 속에서 더 높은 인간적 이상을 지향하
여 사회통합을 향한 복지경영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제언하며,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의 제한
점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가족건강성을 위한 복지경영을 밝힐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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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Management Study for the Family health of
Multi-cultural Relationships
Park, Mi-hee 12)
The increasing number of divorces between international couples, especially
between foreign wives and Korean husbands, has drawn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s and divorce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continuously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s, the problems faced also increase, which causes instability in
international families. Rapid industrialization has also increased instability in
international families damaged family relationships by bringing life diversity and
changing values. Therefore, healthy family relationships has become a social topic
and this is what we, who have just became a multi-cultural society, should focus
on to build up strong, healthy family relationships.
Accordingly, this research found the threats to healthy multi-cultural family
relationships, and provides some solutions through welfare manag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that improve multi-cultural family relationships. Welfare
Management can bring a stable society, healthy culture, and ultimately, social
integration.
Welfare management for multi-cultural family relationships are: First, the ability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to speak Korean has a huge effect on the health
of the family relationship, and it shows that awareness of convers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must be changed. Second, the ability to overcome culture
shock or conflict while they settle in Korea is needed. Culture shock or conflict
disturbs social integration and also causes individual crisis. Some immigrants come
to Korea with limited or skewed information about Korean society. This leads to
culture shock and conflict. Economical problems, childbearing problems, cultural
differences, poor relationships with in-laws, language barriers, bias, discrimination,
and personality differences are also factors that cause conflict. Generally, rational
thoughts can deal with these conflicts. Third, multi-cultural family relationships
need to be managed by a social support network. Social support is a continual
interacted social aggregate between individuals or between an individual and a
12) Professor, Bucheon University
Head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Yeonsu-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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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This social support increases mental stability and provides guidelines, so that
feed-back can be given on identity crisis. Support programs that build a network
based on mutual dependence and the mutual exchange of financial and institutional
information must be developed.
Fourth, human resource development welfare management that helps female
immigrants find jobs should be developed. Almost half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think about establishing small businesses having to do with their culture.
It is important to find capable immigrants who are interested in cultural diversity
and provide education and job training to them, so they can deal with unemployment
and also raise their value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is limited to liter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