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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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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다문화 사회가 성장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서 이들의 위치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성장과 적응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역할보다 한국인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건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 부모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
고 다문화 가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전국에
217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총 503개 정도의 교육프로그램
이 운영 중이다. 또한 대부분 프로그램의 대상이 다문화 어머니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참여
율이 저조하며 선입견적 인식으로 인하여 점차 다문화의 색을 띄지 못하고 통합적인 교육으로 변화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한 연구 경향을 분
석함으로써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부모 교육의 경향을 살펴본 현황조사 연구라는 점
에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며 향후 다문화 가정 부모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핵심어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정, 다문화 부모, 다문화 부모교육, 교육 프로그램

Abstract
Despite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ir difficulties is still ongoing
in South Korea.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ole of the Korean father is more important than the
role of foreign married immigrated mother. Therefore, we examined the program status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and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right settlement of multicultural familiy parents related to child
support. 217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installs and operates in the country. They have 503 education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y, but most of the programs associated with bilingual use, family
relationship, culture and marital relations. Besides, they are mostly multicultural education for mothers and
it is treanforming into integrated education programe due to lack of participation and prejudice. Based on
research results, this study analyzed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father education program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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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family and the results provided as basic data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Futhermore, the
current study is valuable in the following that these findings suggested development needs and direction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just for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multicultural familuy, multicultural parents,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progra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의 인구와 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1990년 4,710건에 불과하였던 국제결혼 건수가

2014년 국내 총 혼인건수 305,505건 중 23,316건으로 5배 증가하였고, 1990년 국내 전체 혼인건수
대비 국제결혼의 비중은 1.2%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7.6%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란, 다른 인종 또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
가는 가정형태로[1]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가
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총 인구

49,705,663명 중 다문화가정의 인구는 약 820,000명이며 전체 인구수의 약 1.65%로, 매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20년 다문화가정의 추정 인구는 약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2]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
내 전체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의 수는 7,774,835명이며, 그 중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21,935명
으로 1.57%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 전체 학생 수 7,334,925명 중 다문화 학생 수는 168,583명

(2.3%), 2015년 전체 학생 수 6,771,380명 중 다문화 학생 수는 207,693명(3.07%)으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5년간 점차 증가하여 2010년 대비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와 같이 다문화가
정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다문화 사회가 성장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위치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성장과 적응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기준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 44,69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가 3,904명(8.7%)이며, ‘없다’가 40,789명(91.3%)으로 말
로 하는 협박, 욕설 2,597명(66.5%), 집단 따돌림 1,354명(34.7%), 강제심부름 같은 괴롭힘 296명

(7.6%), 돈, 물건을 빼앗김 597명(15.3%), 맞거나 갇힘 637명(16.3%), 성적인 행동 122명(3.1%), 인터
넷, 휴대전화 욕설 등 227명(7.1%), 기타 40명(1%)으로 학교폭력의 유형 중 ‘말로 하는 협박, 욕설’
이 5,920명 중 2,597명으로 6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2] 또한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

1,029명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구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수는 245명(2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어려운 가정형
편으로 인한 중단’191명(18.6%), ‘어려운 학교 공부로 인한 학업중단’100명(9.7%), ‘가족문제(부모의
이혼 등)로 인한 학업 중단’53명(5.1%), ‘학교생활, 문화가 달라서’52명(5.1%), ‘한국어를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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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51명(5%), ‘나이가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28명(2.7%),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학업중단’7
명(0.7%), ‘기타’302명(29.4%)로 조사되었다[2].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
고 성장해야 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문제점은 다양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살아가며 일
반가정과 다르다는 점에서 오는 차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학습부진,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 능력 및 양육기술로 인한 부부 갈등 등은 결국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가정환경 속 다문화가정은 자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사회심
리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좌절감과 더불어 심한 자아정체감 위기를 겪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문제아 또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일 잠재적인 가능성 및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 아버지의 역할이다.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경우,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 관련 정보와 지식량이 상대적으로 결혼이민
자인 배우자에 비해 많아 부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은 살펴보기 어려우며,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과 자녀양육에 중
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한국인 남편의 가정 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예로부터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역할은 어머니가 주가 되며 아
버지는 부수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에 부모역할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
로 어머니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
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실정이다[4]. 실제 지금까지 진행된 다문화가정 관련 프로그램을 살
펴보면 아직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으로 대표적인 예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이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가족교육과 상담 등이 필수사업으로 진행되고, 그 외
다문화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이나 직업교육 등 다소 동화주의적 입장에서의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4,5]. 하지만 오늘날에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일반가정에서도 자녀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아버지
또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버지 역시 자녀양육에 참여하여 가정 내 삶
의 질 향상과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중심 주체로서 ‘아버지’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중
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다문
화 가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1.2 자료 수집
2016년 6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통계청 자료를 통하여 전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하는 503개의 프로그램을 수집하였다. 또한, 국내 DB인 RISS를 통해 최근 10년(2006-2015년) 기준
으로 ‘다문화’, ‘부모’, ‘교육’, ‘프로그램’4가지를 주요 용어로 조합하여 검색하여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실태와 현황,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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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행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기본적 시각적 방법을 적용하
여 앞으로 진행하게 될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수집된 모든 자료를 문
서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행하였다. 그리고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반가정, 다문
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질적 분석절차를 따라 자료를 분석
하였다.

2. 연구 결과
2.1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재 전국에 217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림 1].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기본사업과 특성화 사업으로 나누
어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조집단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멘토링 등 자원봉
사를 연계하며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가족, 성 평등, 인권, 사회통
합, 상담, 홍보 및 지원연계, 특성화 사업으로 나뉘며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
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시범 운영 시), 다
문화 가족 생활지도사 사업(시범 운영 시), 지자체 한국어교육(위탁 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사업으로는 이중 언어 환경조성 프로그램과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이 있고, 성 평등 사업으로는
배우자부부교육과 예비, 배우자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인권 사업에는 다문화이해교육과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이 있고 사회통합 사업에는 취업기초소양교육, 취업훈련 자문기관 연계,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있다. 또한 상담 사업으로 가족, 개인,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 위기
가족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1] 공공데이터포털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2016, 10. 총 217개소)
[Figure 1] Current status of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Public data,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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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강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현황
전국 건강지원센터의 2016년 7~9월 3개월간의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7월 전체
프로그램 중 다문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10%, 8월에는 9%, 9월에는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이중 언어, 가족관계, 문화, 부부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다수였다. 또한 대부분
프로그램의 대상이 다문화 어머니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7월
경남 창원시 마산 ‘파파클래스(부모교육)’, 8월 강원 원주시 ‘성평등-그남자네 집(부부교육)’, 9월 경
남 창원시 마산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아버지교육)’으로 3개가 있었고,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수집된 3개월간의 전국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중 ‘성 평등교육’ 단 1개
프로그램뿐으로, 대부분 일반 가정의 아버지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7월 경남 창원시 마산 ‘파파클래스(부모교육)’, 8월 강원 원주시 ‘성평등-그남자네 집(부
부교육)’, 9월 경남 창원시 마산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아버지교육)’으로 3개가 있었고, 다문화 가정
의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수집된 3개월간의 전국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중 ‘성 평
등교육’ 단 1개 프로그램뿐으로, 대부분 일반 가정의 아버지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서울특별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503개 프로그램 중 서울시 일반가정 대상 프로그램은 83
개가 운영 중으로 전국 프로그램 대비 16.5%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
은 10개가 운영 중이며 1.9%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은 14개이며 약 2.7%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가정 대상 프로그램(83개)
대비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16.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경기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503개 프로그램 중 경기도 일반가정 대상 프로그램의 개
수는 총 44개로 전국 대비 약 8.7%이며,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의 개수는 총 10개로 약 1.9%이
다. 각 프로그램을 분류한 결과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10%(3개)를
차지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 프로그램 30%(3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기타 프로그램 20%(2개), 다문화가정 부부 대상 프로그램 20%(2개)이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가정 아버지
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수는 총 7개로 전국대비 약 1.4%이며, 경기도 내 전체 일반가정 부
모 프로그램 44개 중 15%(7개)를 차지하고 있다.

3) 강원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503개 프로그램 중 강원도 일반가정 대상 프로그램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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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프로그램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19개 프로그램 중 78%를 차지
한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은 전국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503개 프로그램 중에서 0.5%를 차
지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19개 중에서 15%이다. 아버지 프로그램은 전
국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19
개 중에서 36%를 차지하고 있다.

4) 부산광역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503개 프로그램 중 부산광역시 일반가정 대상 프로그램
은 12개가 운영 중이며 2.4%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가정 대상 프로그램 대비 아버지 프로그
램의 비율은 14.2%이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은 총 3개를 운영 중이며,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은 5
개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대비 1%의 비율을 차지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일
반가정 대상 프로그램 대비 비율은 41.6%를 차지한다.

5) 대전광역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503개 프로그램 중 대전광역시 일반가정 대상 프로그램
은 1개가 운영 중이며 0.2%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및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또한 각 1개씩 운영 중이며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대비 0.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3 주요 도시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황
2016년 9월 기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개수는 총 503개이
며, 각 지역별 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강원도 20개, 경기도

107개, 경상도(경남/경북) 59개, 광주광역시 25개, 대구광역시 19개, 대전광역시 5개, 부산광역시 24
개, 서울특별시 102개, 세종특별자치시청 11개, 울산광역시 4개, 인천광역시 32개, 전라도(전남/전
북) 39개, 제주특별자치도청 8개, 충청도(충남/충북) 68개가 운영되고 있다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가족교육 프로그램은 총 101개(전국의 약

20%)를 운영 중이며,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수는 23개(약
22%)로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기 부모 및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인‘찾아가는 아버지교실’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족친화교육 및 자녀와 함
께하는 체험활동을 하는 것으로 1회 교육 시 평균 25-30명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현재 운
영 중인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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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가족교육 프로그램은 총 128개(전국의 25%)이며,
그 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107개(83%)를 운영 중이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수
는 약 6.5%(5개)의 비율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6개 운영 중이나 다
문화가정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강원도
강원도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가족교육 프로그램은 총 20개(전국의 3.9%)로 그
중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강원도 전체 프로그램 개수 대비 55%(11개) 비율
로 운영 중이다. ‘유아기 신체활동(유아기 부모와 자녀)’, ‘2016 동해시 지방보조금 사업 아빠토요놀
이학교-파파스쿨(4-5세 자녀와 아버지, 6-7세 자녀와 아버지 총 2개 반 운영)’, ‘찾아가는 아버지 교
육(직장 내 아버지)’, ‘노년기 조부모역할교육(손 자녀를 둔 조부모/예비 조부모)’, ‘통하는 부모교육

(드림스타트대상 아동 부모)’, ‘아버지 교육(4-7세 자녀와 아빠)’, ‘찾아가는 아버지교육(군인 아버
지)’, ‘워킹맘워킹대디-부모교육(자녀를 둔 부모)’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프로
그램의 개수는 5개로 ‘아빠토요놀이학교-파파스쿨’2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2개, 아버지교육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학교와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아버
지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거나 또는
일반가정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나 있어 다문화가정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
녀 양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총 23개(전국의 약

4.5%)를 운영 중이며, 그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비율은 약 21%(5개)의 비율로
운영하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가족관계개선교육-아.자.즐.토(이하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아버지역할지원-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총 2개(전국의 약

0.3%)이며 그 중 아버지 2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1개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부모 12명을 대상으로 ‘자녀성장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다문화가정 부
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수집 후 대상별, 주제별로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시기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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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에 대하여 사회 경제적인 생활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적 소외를 방지하고, 다문
화 가정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며,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자녀들을
다문화주의 전파자,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시대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전국에 217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역 센
터에서는 기본사업과 특성화 사업으로 나누어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조집단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멘토링 등 자원봉사를 연계하며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위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해 최근 2016년 7~9월 동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7월에는 전체 프로그램 570개 중 다문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10%, 8월에는 전체
프로그램 411개 중 9%, 9월에는 전체프로그램 503개 중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대부분은 이
중 언어, 가족관계, 문화, 부부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다수였으며 대부분 프로그램의 대상이
다문화 어머니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빈곤층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경제수준 향상을 위해
대다수의 가정이 외국인인 어머니 또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외국인 어머니에게 직
업교육과 자녀 양육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김승권, 2010).
둘째, 외국인 어머니는 익숙지 않은 한국 문화로 인해 남편과 양육방식에 대해 갈등을 겪으며,
문화 적응의 스트레스 또한 높은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의 스트레스가 많은
어머니일수록 육아에 대해 강압적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김민경, 2009). 그러므로 자녀양육
측면에서 어머니는 주 양육자의 역할을 소화함에 있어, ‘양육비, 교육비 지출(49.6%)’, ‘한국어 가르
치기 어려움(25.6%)’,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 또는 보육시설이 없음(11.2%)’, ‘양육 방식을 둘러싼 배
우자(또는 배우자 가족)와의 갈등(6.4%)’, ‘자녀의 건강, 행동의 문제(5.6%)’, ‘학교 성적부진 또는 학
교생활 부적응(4.2%)’, ‘기타(2.6%)’,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이라는 점으로 인한 아이의 심리
적 혼란(2.3%)’(통계청, 2012) 등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양육자로서의 역
할과 중요성이 커진다. 최근 보고된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성격 형성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친사회적 행동,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발
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라 외 2명, 2016).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많음
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아버지 육아휴직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이 커지고,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 육아를 격
려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서 한국인 아버지가 양육자로서 역할을 한다면 외국인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며, 한국의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족, 성 평등, 인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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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상담, 홍보 및 지원연계, 특성화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폭주하게 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과 지원이 약자인 그들을 위해 적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긍정적 측면과 일관성이나 방향성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부정적 측면 모
두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현재의 다문화가족관련 정책이나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에서 발생
하는 본질적인 문제나 통합을 위한 지원이기보다는 주최자의 성과를 위한 전시행정으로 변질될 위
험성 또한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문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개발단계에서부터 다문화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
점을 고려하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실
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에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아버지의 부모역할 에 대한 중요성을 인
식시켜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식전환을 위한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이 어리고 한국인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자녀 출산 이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적응프로그램 또한 필요하
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부모 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명칭과 다른 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고 217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일부 주요 도시 7개의
프로그램만을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다. 둘째, 다문화 가정 부모
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대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머니 교육 뿐 아니라 아버지 교육이 중요함을 강
조하는 선행 연구들이 많으나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만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편견 및
차별로 인한 현실적 문제로 일반 가정 아버지와 통합 운영되고 있어 다문화 아버지만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제시가 부족한 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부모
및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한 연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부모 교육의 경향을 살펴본 현황조사 연구라는 점에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며 향
후 다문화 가정 아버지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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