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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문화간의 격차로 인해 일상생활의 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로서 작업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론

첫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고찰로 다문화 가족 현황,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다문화 가정 아동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다문화 가정 아동의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 서비스, 건강 서비스
를 살펴보고, 셋째, 작업치료 서비스 지원에 대한 것으로는 작업치료 서비스, 작업치료 서비스 지원 효
과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작업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고찰
하였다.

결론

작업치료 서비스 지원 효과는 첫째, 신체적 건강 증진 효과로서 행동 및 신체 발달, 놀이 향상 등이
나타났으며, 둘째, 정신적 건강 증진 효과로서 주의 집중력, 대뇌피질 활성화 등이 나타났으며, 셋째,
사회적 건강 증진 효과로서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지지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교
육 및 건강 지원 서비스로서 작업치료 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으며, 향후 작업치료사의 미래
사회 서비스 분야로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도 관심을 갖고 확대되고 개발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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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 있다(신혜정, 2007; 정현영, 2006; 조혜란 1982). 특
히,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이중문화 환경은 학교생활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국제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부적응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새로운 문화 사회인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농촌

문제가 나타나며,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는

지역의 남성들은 낮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빈곤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결과를 가져와서 다문화 가정의 아

인해 적령기에 결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

동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유빛나, 2010).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Flynn, 1997; Roland,

최근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정이 새로운 가족유형

1987).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우리사회의

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부모의 낮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은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문화․생활양식의 차이 등으

는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

로 언어발달지체, 학습부진 및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

양한 교육 및 건강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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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

국제결혼 건수는 2003년 20,000건이 넘었고, 2004

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

년부터는 매년 30,000건이 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전체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 비율이 11%에 이르렀다.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분야이며(대한작업

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결혼 이민자는

치료사협회, 2010), 작업치료사는 작업 수행이 손상되

여성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만

었거나 손상의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가 의미있는

이 아니라 가족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 하

작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이다(이향

에 있는 자녀들이 당면하는 문제와 실태 파악이 필요

숙 등, 2007). 작업치료의 지원 활동은 개인의 신체적,

함을 시사하고 있다(성원경 2010).

지적 능력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
하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감
표 1.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각적, 교육적, 사회적 그리고 오락적 활동 등을 수행
한다. 이에,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신체적, 정
신적 건강 증진 및 교육 서비스로서 작업치료 서비스
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간의 격차로 인해 일

구분

범위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
국제결혼가정 어난 자녀
자녀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
어난 자녀

상생활의 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자녀
근로자 가정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자녀
가정의 자녀

아동들의 지원 서비스로서 작업치료 서비스가 필요하
다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타 이주민
유학생,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자녀
가정 자녀
출처 : 유빛나, 2010.

Ⅱ. 본 론
2)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1. 다문화 가정 아동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자녀 수도 증가하고

1) 다문화 가족 현황

있으며,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18세 미만의 자녀
표 2. 국제결혼 현황
구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외국인 남성

1990

399,312

4,710(1.2)

619(0.2)

4,091(1.0)

1995

398,494

13,494(3.4)

10,365(2.6)

3,129(0.8)

2000

334,030

12,319(3.7)

7,304(2.2)

5,015(1.5)

2003

304,932

25,658(8.4)

19,214(6.3)

6,444(2.1)

2004

310,944

35,447(11.4)

25,594(8.2)

9,854(3.2)

2005

316,375

43,121(13.6)

31,180(9.9)

11,941(3.8)

2007

343,559

37,560(10.9)

28,580(8.31)

8,980(2.6)

2008

327,715

36,204(11.0)

28,163(8.5)

8,041(2.4)

2009

309,759

33,300(10.7)

25,142(8.1)

8,158(2.6)

출처 : 성원경, 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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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체 다문화 가정 자녀(%)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남성 결혼이민자 자녀(%)

전체

101,556(100.0)

94,591(100.0)

6,965(100.0)

6세미만

67,498(66.5)

64,015(67.7)

3,483(50.0)

6 - 11세

24,264(23.9)

22,601(23.9)

1,663(23.9)

12 - 14세

4,653(4.6)

4,308(4.5)

345(4.9)

15 - 17세

1,467(1.4)

1,244(1.3)

223(3.2)

18세이상

3,674(3.6)

2,423(2.6)

1,251(18.0)

출처 : 성원경, 2010에서 재인용

중 6세 미만의 유아가 2009년 5월 현재 59.6%를 차지

양한 영역에서의 문제이므로 조기 개입을 통한 아동

하고 있다(행안부, 2009).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서비스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조사(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

따라 아동의 학습 증진을 위한 교육 전반에 걸친 지원

연구원, 2010)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총 자녀의 연

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령 현황을 보면 6세미만이 6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건강 증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차지하고, 초등학교 연령인 6~11세는 23.9%, 중학교
연령인 12~14세는 4.6%, 고등학교 연령인 15~17세는

2. 다문화 가정 아동의 서비스 지원

1.4% 등으로 나타났다(성원경, 2010).
1) 교육 서비스
3) 다문화 가정 아동의 문제점
표 4. 다문화 가정 아동의 교육 서비스 유형

다문화 가정의 88%가 외국인 여성임을 감안할 때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의 조기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
육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요구
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어머니인 경우 그 자녀는 언어발달
의 지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학업부진의 결
과를 낳게 되고 나아가 사회적 부적응과 연결된다. 결
혼이주여성은 이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내에서도 차
별을 경험하고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정체성의 혼란과 자존감의 결여로 성숙한 자아가 형
성되기 어렵다. 또한 한국인과 다른 외모로 인해 주변
아동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의 어려움은 영유아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며, 부모의 부적응이 자녀의 부적응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가족 문제를 가져온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문제는 발달전반에 걸친 다

분류
인지 영역
서비스
사회성 영역
서비스
정서 영역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인지 및 시지각 발달, 언어발달 등 다양한
학습 지원 서비스
또래와의 관계 형성, 놀이 참여, 문화적 학습
등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 서비스
가족간의 애착 형성 및 친밀감, 자녀에 대한
관심, 또래와의 정서적 교류 등 정서적 안정
을 지원하는 서비스

2) 건강 서비스
표 5. 다문화 가정 아동의 건강 서비스 유형
분류
신체적 건강 증진
서비스
정신적 건강 증진
서비스
심리적 건강 증진
서비스

건강 서비스
식습관 및 영양 섭취, 감각운동 활동, 신
경계 및 근골격계 운동 활동 등 다양한
신체 운동 서비스
집중력 강화, 사고력 증진 활동 등 다양
한 정신력 증진 서비스
긍정적 사고, 상황별 대처능력 강화, 자
존감 증진 등 다양한 심리적 안정을 증
진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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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치료 서비스 지원

것이다.
작업치료 서비스 지원 효과는, 첫째, 신체적 건강

1) 작업치료 서비스

증진 효과로써 행동 및 신체 발달, 놀이 향상 등이 나
타났으며, 둘째, 정신적 건강 증진 효과로서 주의 집

표 6. 작업치료 서비스 유형
구분

중력, 대뇌피질 활성화 등이 나타났으며, 셋째, 사회적
서비스 유형

건강 증진 효과로서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지지 등이

신체적 건강 신경계, 근골격계/정형외과적, 심폐계, 발달적
증진 서비스 건강 및 일반적 건강 서비스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 인지, 시지각, 사고, 집중력 및 정신사회적 건
증진 서비스 강 서비스

스로서 작업치료 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으

심리적 건강 대처 기술, 사회성, 유대감 형성, 의사소통 능
증진 서비스 력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교육 및 건강 지원 서비
며, 향후 작업치료사의 미래 사회 서비스 분야로써 다
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도 관심을 갖고 확대
되고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작업치료 서비스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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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작업치료 서비스 효과
구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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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on Necessity of Service Aid of Occupational Therapy for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Kim, Mi-Jeom, Ph.D.
courses of Special Education Dep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ungnam Provincial Cheongyang College

Purpose of review :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necessity of service aid of Occupational Therapy for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Main

: This study was a literature date search and review. This was to review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Service Aid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nd Service Aid of Occupational
Therapy.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is constructed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y,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nd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Service Aid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is constructed educational service and health service. Finally,
Service Aid of Occupational Therapy is constructed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and the effect of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Conclusion : The service aid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should be solved through various service approaches and service quality improvement for social adaptation. This study is to be a very important service aid of Occupational Therapy for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A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