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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형태의 국제결혼은 199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

여, 2005년에는 총 결혼건수 316,375건  31,180건으로 9.8%를 차지하 다. 특히 서울은 

2006년 재 국제결혼이주여성이 16,454명으로 국 2 에 해당되고, 도시지역 1 에 해당

되어, 언어, 문화, 습이  다른 곳에서 결혼을 통한 가족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문화

 충격과 갈등이 가족 계와 일상의 가족생활에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국제결혼이주여

성에 한 심이 농 만의 이슈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에 맞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한 지원정책이 시 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 30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에

서의 문화 응 상태, 문화 응 스트 스 정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욕구에 해 

악하 다.

  이들은 자신의 모국문화에 한 정체감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와 문화에 한 정체감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고 단 시키는 경향은 매

우 낮은 것으로 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간이상의 문화 응 스트 스를 보

고, 향수병을 심하게 겪고 있었으며, 문화충격과 차별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을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활용하는 빈도는 매우 

낮았다. 그 이유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 하 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기 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몰라서인 경우의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 이들은 한국에 한 교육과 자녀양육에 한 지원, 결혼이민자에 한 인식 

개선, 그리고 직업훈련과 가족상담 등을 서비스 욕구로 지 하 다.

  이들을 해 직업훈련, 한국인 멘토 연결, 사회문화시설 이용 지원 등 이들의 역량강화를 

한 지원과, 문화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가족 지원, 문  서비스 확충, 그리고 

다문화에 한 개방성  정  인식 확산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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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 1991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연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의 유입이 본격

화되기 시작하 음. 한 1995년부터 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의 여성

들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음. 2005년에는 총 결혼건

수 316,375건  국제결혼은 총 43,212건으로 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

음. 특히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31,180건으로 

체 결혼의 9.8%를 차지하 음.

- 국제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오는 경우로서, 모국의 언어, 

습, 문화와  다른 환경에 놓이는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됨. 일차

으로 상이한 문화  갈등이 가족체계와 가족 계에서 나타남. 

- 2006년 재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국제결혼이주여성  16,454명

(24.6%)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 국에서 두 번째이자 도시를 심으로 보았

을 때 가장 많은(33.1%)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것임(<표 1> 참조).

- 기존에는 라북도, 충청남도 등 지방 심의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에 한 

연구가 있었으나,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 상 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분

포비율이 높은 서울에서는 구체 인 연구가 없었음. 따라서 도시지역에 맞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방안연구가 시 히 필요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면서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6개월 이상 결혼생

활(사실혼 포함)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수행되었음. 

자료수집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고, 6개 

국어( 국어, 일본어, 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

용하 으며, 조사결과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304부 음. 조사 상자는 

서울출입국사무소, 사 , 각종 서비스센터 등의 조를 얻어 덩이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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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한 비확률 의도  표집을 통해 모집되었음. 개인  가족에 

한 일반  사항, 한국에서의 문화 응 상태, 문화 응 스트 스 정도, 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욕구에 해 조사하 음.

<표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거주지별 분포 
                                                                           단 : 명, %

  체 도  시 농  

인  원 % 인  원 % 인  원 %

  국 66,912 100.0 49,755 100.0 17,157 100.0

서울특별시 16,454  24.6 16,454  33.1 0   0.0

부산 역시 3,753   5.6 3,693   7.4 60   0.3

구 역시 1,857   2.8 1,708   3.4 149   0.9

인천 역시 4,114   6.1 4,028   8.1 86   0.5

역시 1,426   2.1 1,426   2.9 0   0.0

주 역시 1,301   1.9 1,301   2.6 0   0.0

울산 역시 996   1.5 756   1.5 240   1.4

경 기 도 16,681  24.9 12,630  25.4 4,051  23.6

강 원 도 2,142   3.2 866   1.7 1,276   7.4

충청북도 2,176   3.3 880   1.8 1,296   7.6

충청남도 3,047   4.6 874   1.8 2,173  12.7

라북도 2,955   4.4 1,406   2.8 1,549   9.0

라남도 3,250   4.9 764   1.5 2,486  14.5

경상북도 2,892   4.3 1,013   2.0 1,879  11.0

경상남도 3,288   4.9 1,584   3.2 1,704   9.9

제 주 도 580   0.9 372   0.7 208   1.2

  주: 도시는 동 지역, 농 은 읍․면 지역임. 

자료: 통계청, 2005, 「인구동태」와 법무부의 2005년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산.

2.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및 특성

- 설문조사결과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분포는 베트남과 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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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고, 연령은 20～30 가, 교육수 은 고졸이, 결혼기간은 3년 미만

인 자가 그리고 직업이 없이 업주부인 자가 다수 음(<표 2> 참조).

<표 2>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항  목 세부항목 빈도(명) 비율(%) 세부항목 빈도(명) 비율(%)

국    

국(동포) 45 14.8 베트남 85 28.0

  국 67 22.0 몽  골 19 6.3

일  본 43 14.1 태  국 14 4.6

필리핀 22 7.2 기  타 9 3.0

연 령 

20세 이하 19 6.3 41세 - 50세 39 12.8

21세 - 30세 134 44.1 51세 이상 4 1.3

31세 - 40세 103 33.9 무응답 5 1.6

평균연령: 31.45세(표 편차: 8.40세), 최소값: 18세, 최 값: 62세

결혼기간

1년 미만 74 24.3 5년 - 10년 미만 36 11.8

1년 - 3년 미만 117 38.5 10년 이상 14 4.6

3년 - 5년 미만 56 18.4 무응답 7 2.3

평균: 35.71개월(표 편차: 39.81개월), 최소: 2개월, 최 : 255개월

교육수

무  학 2 0.7 문 학 졸업 31 10.2

등학교 졸업 13 4.3 학교 졸업 80 26.3

학교 졸업 50 16.4 학원 졸업 이상 8 2.6

고등학교 졸업 113 37.2 무응답 7 2.3

직업유무 있  음 71 23.4 없  음 227 74.7

가  족

월수입

100만원 미만 27 8.9 400만원 - 500만원 미만 6 2.0

100만원 - 200만원 미만 80 26.3 500만원 이상 7 2.2

200만원 - 300만원 미만 58 19.1 잘 모르겠음 102 33.5

300만원 - 400만원 미만 24 7.9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동기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생활’(83.6%), ‘경제  

안정’(5.4%),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3.6%),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

회’(3.3%), ‘모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0.7%) 순으로 나타났음.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5 

3. 한국에서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 문화 응 유형

- 조사 상자에게 ‘문화 응척도’1)를 사용함. 총 29문항이며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의 4가지 역으로 측정함([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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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그림 1〕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응 유형

- ‘동화’는 모국문화에 한 정체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국사회와 문화에 일

방 으로 흡수되는 측면을 의미함. 국제결혼이주여성 응답자의 ‘동화’성향은 

2.61 이었음. 측정문항  가장 높은 것은 ‘집에 있을 때 개 한국말을 사

용한다’(3.51 ) 고, 이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원이 모두 한국인이므로 

한국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단됨. 반면, 가장 낮은 항목

은 ‘나는 모국어보다 한국어로 쓰기를 더 잘 한다’(2.05 ) 음.   

- ‘분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

하고 모국인과만 교류하며 모국에 한 문화  정체감이 지배 인 성향을 

의미함. ‘분리’의 평균 수는 2.98 이었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국

1)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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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다’(3.76 )가 가장 높은 수를 보 고, ‘한국사람과 있을 때보다 모

국사람과 있을 때 더 편안하다’(3.24 ), ‘모국사람 모임에 가는 것을 더 좋

아한다’(3.17 )의 문항에서 높은 수를 보 음.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인보다 모국인 친구를 더 가깝고 편안히 여기는 성향이 많음을 볼 수 있음. 

- ‘주변화’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모국문화에 한 정체감뿐 아니라 한국사회

와 문화에 한 정체감도 형성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  계로부터 소외되

고 단 되는 특성을 의미함. ‘주변화’의 평균 수는 2.28 이었음. 가장 높은 

항목은 ‘때때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와 ‘때때로 친

구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로 각각 2.85 , 2.60 이었음. ‘한국사람이

나 모국사람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와 ‘한국사람이나 모국

사람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평균 수가 모두 1 로 질

문에 한 부정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음. 이는 응답자의 다수가 한국생

활에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데 다소 간의 어려움은 경험하지

만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껴 사회  

계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고 단 시키는 경향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함. 

- ‘통합’은 모국문화에 한 정체감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와 문화에 한 정

체감도 함께 지니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 응 유형의 4가지 역  가장 

지향해야 하는 유형으로 평가되는 역임. 평균 수는 3.27 으로 4가지 문

화 응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수로 산출되었음. 측정문항  가장 높은 

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가 모두 있다’(3.63 ), ‘한국사람과 모국

사람 모두 나를 귀 히 여긴다’(3.56 )와 ‘나는 한국사람이든 모국사람이든 

구와 있어도 편안하다’(3.55 )이었음. 이는 조사 상자들이 주로 지역사

회 내에서 이주여성을 상으로 한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한국인  모국인 집단과 모두 활발한 교류가 있는 자들이라는 이 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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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응 스트 스

- Sandhu & Asrabadi2)의 ,‘문화 응 스트 스 척도’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

여 사용함. 총 36문항이며,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증오심,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로 구성됨([그림 2] 참조).

2 .41

2

2 .44

2 .1

2 .24
2 .86

2 .02

0

1

2

3

4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증오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

〔그림 2〕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응 스트 스

- 조사 상자의 문화 응 스트 스의 평균 수는 5  척도에서 2.30 으로 

간 수보다 낮게 산출되어 심각한 수 은 아닌 것으로 악됨. 하 역 별

로는 향수병이 2.8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문화충격 2.41 , 지각된 

차별감 2.24 , 두려움 2.10 , 지각된 증오감 2.02 , 죄책감 2.0  순으로 

나타났음([그림 2] 참조).

- 향수병은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이 모국과 모국의 가족  

친지들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문화충격은 국제결혼이주여성

들이 한국에 들어와 음식에 응하거나 새로운 문화에 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여러 가지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로써 다른 역에 비

해 다소 높은 편임. 그러나 사회  상황에서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

2) Sandhu, D. S. and Asrabadi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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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거나 불공평한 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등 한국사회의 생활에서 인식

하는 지각된 차별감이나, 한국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이 속한 모국 

문화의 가치를 비웃는다고 인식하는 등 지각된 증오감의 수 은 비교  낮

게 나타남. 기타에서는 ‘나의 조국사람들이 이곳에서 열등하게 취 받는데 

분노를 느낀다’, ‘이 곳 사람들이 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

이 상한다’가 각각 3.11 , 3.0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이었고, ‘나는 

나의 문화  배경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와 ‘나는 내가 다른 출신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사귀려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각 1.96 , 1.83 으

로 낮게 나타남.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출신국 배경이 다름으로 인해 느끼는 

열등감이나 차별감은 은 것으로 확인됨. 

◦ 문화 응 유형과 문화 응 스트 스 간 상 계

- 국제결혼이주여성 응답자의 문화 응 유형과 문화 응 스트 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문화 응 스트 스는 문화 응의 4가지 유형 가운데 

통합, 분리, 그리고 주변화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3> 참조).

<표 3> 문화 응 유형과 문화 응 스트 스 간 상 계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문화 응

스트 스
pearson's r -.035 -.231*** .362*** .490***

*** 유의수  p < .001

- 통합의 경우 문화 응 스트 스와는 부(-)의 상 계(-.231)로서 국제결혼이

주여성의 문화 응 스트 스가 높으면 통합이 어렵다는 결과로 해석됨. 반

면, 분리와 주변화는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 응 스

트 스가 높을수록 분리와 주변화를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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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사람과 기관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응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남

편’(76.7%)이었고, 다음이 ‘모국인 친구’(36.2%), ‘시동생, 시 이 등 친

척’(23.4%), ‘종교단체’(20.1%), ‘시부모’(18.8%)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국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이나 친척 외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한 교류가 부

족하고, 사회  지지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표 4> 참조).

<표 4> 한국생활 응에 도움을 주는 사람과 단체
                                                                          단 : 명, (%)

한국생활 응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단체

아니오 무응답 합  계

남  편 272
(78.6)

71
(20.5)

3
(0.9)

346
(100.0)

시부모
64

(18.5)
279

(80.6)
3

(0.9)
346

(100.0)

시동생, 시 이 등 친척 81
(23.4)

261
(75.4)

4
(1.2)

346
(100.0)

모국인 친구 121
(35.0)

221
(63.9)

4
(1.2)

346
(100.0)

한국인 친구
46

(13.3)
294

(85.0)
6

(1.7)
346

(100.0)

직장동료 13
(3.8)

329
(95.1)

4
(1.2)

346
(100.0)

이웃주민 24
(6.9)

318
(91.9)

4
(1.2)

346
(100.0)

자조집단
8

(2.3)
333

(96.2)
5

(1.4)
346

(100.0)

교회, 성당,  등 종교단체 61
(17.6)

282
(81.5)

3
(0.9)

346
(100.0)

동사무소 1
(0.3)

342
(98.8)

3
(0.9)

346
(100.0)

이주여성상담센터  사회복지기
29

(8.4)
314

(90.8)
3

(0.9)
346

(100.0)

기  타 20
(5.8)

323
(93.4)

3
(0.9)

3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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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복지욕구

◦ 이용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제도  서비스

- 직 인 경제  지원  원조를 받는 복지제도로서 국민기 생활보장이나 

긴 복지지원제도는 이용 경험이 있는 자가 각각 6.6%, 1.6%로 소수의 응답

자만이 혜택을 받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5> 참조). 이는 응답자 

가운데 가족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체의 8.9%, 100만원～200

만원 미만인 경우가 26.3%를 차지하는 것과 련 있음. 그러나 경제  어려

움이 상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혜택

을 받는 경우가 매우 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국민기 생활보장이나 긴

복지지원제도와 같은 복지제도의 지원 상이 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족이 

이러한 복지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한 홍보와 극 인 연계

가 필요함. 

- 의료서비스 이용과 련된 복지제도 이용경험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한 이 

있는 응답자가 체의 37.2%, 의료 여서비스를 이용한 이 있는 응답자가 

24.7%로 나타나 다른 복지제도와 비교 시 의료서비스에 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악됨. 그러나 국민을 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용되고 있는  

시 에서 건강보험이나 의료 여 등의 제도를 한 번도 이용한 이 없는 응

답자도 체의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도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집단에 한 제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을 알 수 있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이용경험은 각각 2.3%씩으로 

매우 낮은데, 이는 체 응답자의 23.4%만이 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다수가 가사도우미나 식당/가게 등에서 일하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여 실제 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

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과 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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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제도  서비스 이용도        

                                                                단 : 명, (%)

이용했던 사회복지제도  서비스

항목 아니오 무응답 항목 아니오 무응답

국민기 생활보장 20(6.6) 268(88.2) 16(5.3) 정신건강 상담 8(2.6) 280(92.1) 16(5.3)

긴 복지 지원제도 5(1.6) 283(93.1) 16(5.3) 가정폭력 상담 6(2.0) 282(92.8) 16(5.3)

건강보험 113(37.2) 175(57.6) 16(5.3)
가족상담  

로그램
12(3.9) 275(90.5) 17(5.6)

의료 여 75(24.7) 212(69.7) 17(5.6) 한국어교육 162(53.3) 125(41.1) 17(5.6)

고용보험 7(2.3) 281(92.4) 16(5.3)
한국문화교육

(언어/풍습/음식 등)
76(25.0) 212(69.7) 16(5.3)

산재보험 7(2.3) 280(92.1) 17(5.6)
국 취득 련 정보 

제공  원조
27(8.9) 260(85.5) 17(5.6)

신체  보호  

거주지제공
9(3.0) 279(91.8) 16(5.3)

기타 필요한 정보제공 
 원조

(법률, 의료, 취업 등)
17(5.6) 271(89.1) 16(5.3)

보육서비스 14(4.6) 274(90.1) 16(5.3) 기타 9(3.0) 279(91.8) 16(5.3)

직업훈련  알선 12(3.9) 276(90.8) 16(5.3)
어떤 서비스도 

이용한  없음
34(11.2) 254(83.6) 16(5.3)

- 이들이 이용한 복지서비스 가운데 한국어 교육 로그램 이용자는 체 응

답자의 53.3%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함. 한 한국의 언어, 풍습, 음식 등 

한국문화에 한 교육을 받은 이 있는 자도 25%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조사 상자의 다수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한국어 

교실이나 문화교실 등 특정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복지 이나 시민단체, 

구청 등으로부터 모집된 것과 련 있음. 

- 아동양육과 련된 서비스인 보육서비스는 응답자의 4.6%가 이용경험이 있

었으며, 직업훈련  알선서비스와 가족상담서비스는 각각 3.9% 수 에서만 

이용경험이 있었음. 즉 소수만이 이를 이용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

라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족문제와 련된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직업훈련 

 연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이러한 로그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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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 필요함. 

- 국 취득 련 서비스 이용도는 8.9%, 법률, 의료, 취업 등 기타 필요한 정보

제공  원조 서비스에 한 이용경험은 5.6%로 보육서비스나 직업훈련서비

스 이용보다는 높은 이용률을 보 지만 체 으로 낮은 이용도를 보임. 가

정폭력상담 서비스 이용도는 2%, 신체  보호  거주지 제공 서비스 이용

도는 3%에 머무름.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한 이 없는 경우는 11.2%로 나타

나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서비스를 이주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로

그램 내용과 이용 차  방법에 한 교육과 극 인 홍보가 요구됨.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어려움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기 의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

소통이 안 되어서’(28%)를 가장 많이 지 하 음(<표 6> 참조). 이는 한국어

가 서툰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사회복지기 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 곳의 직

원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실정을 반 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 에 이주여성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문가 는 통역

사를 배치하는 등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제도  차원에서

의 지원이 요청됨. 

- 다음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서비스 기 을 찾아가기 어려워서’(20.4%), ‘나

에게 맞는 합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워서’(14.1%) 음. 이는 서비스이용에 

한 욕구는 있으나 기 이 치해 있는 소재지를 잘 모르거나 자신의 상황

에 맞는 이용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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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됨.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련된 정보가 매

우 부족함을 말해주는 것임. 

<표 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단 : 명,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항목 아니오 무응답 항목 아니오 무응답

기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85

(28.0)

123

(40.5)

96

(31.6)

서비스 이용 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25

(8.2)

184

(60.5)

95

(31.3)

서비스 기 을 찾아가기

어려워서

62

(20.4)

147

(48.4)

95

(31.3)

기  직원이 결혼이민자를 
한국 사람과 다르게 
차별 으로 우해서

11

(3.6)

198

(65.1)

95

(31.3)

나에게 맞는 합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워서

43

(14.1)

166

(54.6)

95

(31.3)

가족이 복지시설 이용을 

반 하여서

10

(3.3)

198

(65.1)

96

(31.6)

기  직원이 결혼이민자에 
한 서비스 내용과 

차를 잘 알지 못해서

26

(8.6)

182

(59.9)

96

(31.6)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리 으로 
불편하게 느껴져서

6

(2.0)

201

(66.1)

97

(31.9)

◦ 복지  사회  서비스 이용 욕구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복지  사회  서비스에 한 욕구에서 가장 높은 욕

구는 일상생활과 한 련이 있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음식 만들기 교

육’으로 나타나,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가족생활에 응하는 것을 가

장 시 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 ‘한국 통문화  교

육’에 한 욕구도 5번째로 순 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들이 언어와 음식뿐 아니라 한국문화와 을 습득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

음을 보여주는 것임. 문화 응 유형에서 통합형의 수가 높은 것과 복지욕

구에서 한국어 교육  문화습득에 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연

결해 볼 때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극 으로 한국사회에 통합되기를 바라

는 욕구가 높은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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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복지  사회  서비스 이용 욕구

복지  사회  서비스 이용 욕구

순 항목 평균 표 편차 순 항목 평균 표 편차

1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4.14 .9833 13 부모역할교육 3.56 1.2492

2 한국어교육 4.12 1.1004 15
여가활동참여기회제공

( 화,음악회 등)
3.55 1.0912

3 건강보험혜택  의료비 지원 3.95 .9971 16
한국인 멘토(mentor) 연결 

로그램
3.54 1.1368

4
자녀교육지원

(학습지도서비스)
3.89 1.1905 17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3.42 1.1204

5 한국 통문화  교육 3.86 1.0411 18 개인  가족상담 서비스 3.39 1.1568

6
자녀양육지원

(보육서비스)
3.81 1.2303 19

노부모부양  수발지원 

서비스
3.32 1.3352

7 직업훈련  알선 3.74 1.1572 20 가족 계 향상 로그램 3.31 1.2469

8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 지원

(은행/시장/도서  등) 
3.67 1.1219 21 부부 계 향상 로그램 3.30 1.2750

9 법률 련 정보서비스 3.65 1.1570 21 경제  지원(생계비 등) 3.30 1.3093

10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3.63 1.0762 23 모국문화 가족에게 알리기 3.23 1.1252

11
결혼이민자에 한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 캠페인
3.60 1.0879 24

모국문화 한국 지역사회에 

알리기
3.18 1.0989

12 국 취득지원서비스 3.58 1.3078 25
가정폭력 련 상담  

서비스
2.77 1.3975

13
주택지원

( 구임 주택 등)
3.56 1.3011 -    체 3.58 0.7409

-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혜택에 한 욕구도 3순 로 높게 나타났음. 의료

에 한 욕구는 질 인 삶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인 욕구의 하나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보험이나 의료 여  어느 하나의 제도권

에 포함되어 언제라도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

- 자녀 학습지도 서비스를 포함한 ‘자녀교육지원 서비스’에 한 욕구와 보육

서비스인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에 한 욕구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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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양육과 교육에 한 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 

‘직업훈련  알선’에 한 욕구가 높은 것을 볼 때,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자 하는 욕구의 수 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국 취득지원 서비스’  ‘법률

련 정보 서비스’에 한 욕구도 높게 나타나 국 취득에 한 정보  지

원과, 한국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  문제가 생되었을 때 법률  자

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 의 선정  이를 담당하는 

문가 집단과의 연계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기본  생활과 련된 서비스로 생계비 등 ‘경제  지원’에 한 욕구와 

구임 주택 제공 등 ‘주택지원’에 한 욕구도 높은 편임. 한 가족 내에서

의 부모역할이나 가족원 간의 원만한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모역할교육’, ‘가족 계 향상 로그램’, ‘부부 계 향상 로그램’에 

한 욕구도 비교  높았음. 시부모 부양과 련된 서비스로 ‘노부모 부양 

 수발지원 서비스’, ‘개인  가족상담 서비스’에 한 욕구도 꽤 높은 것

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가족과 련된 복지서비스 욕구 가운데 ‘가정폭력 

련 상담서비스’는 2.77 으로 다른 복지서비스에 비해 욕구수 이 낮은 것으

로 악됨.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응을 돕기 한 ‘한국인 멘토(mentor) 연결 

로그램’에 한 욕구는 3.54 ,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 간

의 친목과 사회  지지를 한 로그램인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에 한 욕구는 3.63 으로 높게 나타남. 한 모국의 문화를 한국 가족이

나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로그램에 한 욕구로 ‘모국문화 가족에게 알

리기’의 경우 3.23 , ‘모국문화 한국 지역사회에 알리기’의 경우는 3.18 으

로 꽤 높은 욕구수 을 보임.

- 이 외에 화, 음악회 등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



서울정책포커스

────────────────────────────────────────────────

16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 은행, 시장, 도서  등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 지원’, ‘결혼이민자

에 한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 캠페인’ 등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내 

문화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한 욕구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됨.

- 국제결혼이주여성 응답자의 사회복지  사회  서비스에 한 욕구는 5  

척도에서 평균 3.58 으로 꽤 높은 것으로 산정됨. <표 7>은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복지  사회  서비스에 한 이용 욕구를 순 로 나열한 것으로 

이러한 서비스 수요가 사회복지정책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로그

램에 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음. 

6. 정책제언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에 한 교육지원 

- 가장 우선 인 것은 체계 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

속 인 단계별 로그램으로서, 한국음식, 통문화, 역사 등 한국문화와 사

회에 한 이해를 도모하는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직업훈련  취업지원  

- 취업에 한 욕구가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사회 내에서 자신의 

강 과 능력을 활용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한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하

는 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이를 해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강 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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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살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사회  시설 이용에 한 안내와 지원

-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복지  사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극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해 복지시설에 한 국제결

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 된 다국어  안내자료와 홍보물이 보 되어야 함. 특

히 모국어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나 통역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이주여성 긴 화 1366센터 등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

된 지역사회 내의 로그램에 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이러

한 자원체계에 한 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서울시내 버스/지하철 

노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 에 한 이용법 등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국

제결혼이주여성이 그들의 모국어로 된 안내책자들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기

이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보제공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제공하는 한국인 멘토 연결

-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한국인 멘토를 연결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른 정보와 조언을 제공받

도록 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인 멘토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한

국인 멘토들을 모집하고 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 을 지정하여 지역사

회별로 운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역사회를 심으로 출신국별 자조집단 구성  운

-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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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를 지지해  수 있는 출신국별 자조집단을 운 하도록 지원하는 것

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서울시내 각 복지 이나 이주여성 련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구성·

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문화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가족 지원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모국문화에 한 가족의 이해 증진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상으로 이주여성의 모국문화에 

한 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회  지원방안이 필요함. 우선 남편과 자

녀를 심으로 아내 는 엄마의 모국 문화와 언어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부부가 서로의 문화  차이에 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부 계 향상 로그램  가족 계 향상 로그램 등을 지역사회

내의 기 에서 실시할 수 있음.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지원 방안 

-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자녀를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양육

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 인 사회  지원 방안이 필요함. 

자녀의 나이  각 발달단계 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다문화 가족 

자녀에 한 양육  교육지원 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해 학교 교

사와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그 외의 양육  교육에 

해 궁 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 을 설치해야 함. 국제결혼이

주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때 행 지역사회내의 보육서비스 제도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극 으로 홍보하고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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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비 및 전문성 강화

◦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을 한 시설 확충

-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다국어 상담

센터’의 마련이 필요함. 서울 시내의 병원이나 사회복지기   특정 기  

몇 곳을 지정하고 다문화 가족의 시설 이용을 도울 수 있는 통역자 는 도

우미를 배치하여 시설이용의 어려움이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실무자의 문화  역량강화와 문성 향상을 한 방안 마련

-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복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

에서 일하는 실무자나 활동가들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 , 가족   

문화  특성에 해 잘 이해하고 문화  민감성에 바탕을 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구체 으로 

실무자들이 이주여성들의 문화  다양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다문화 가족 

내 문화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가치 의 상충과 갈등, 생활습 과 방식의 

차이, 자녀양육의 문제 등에 개입할 수 있는 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 다문화 가족 문제에 개입하는 문  능력을 갖춘 실무자들을 양성하기 

해 실무자 교육을 담하는 앙 기 이나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행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교실, 한국문화   교육, 부

부 계 향상  다양한 가족 련 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

춘 문 강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문  자격을 갖춘 문가 풀

(pool)을 구성하고 강사 은행(bank)제도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 에서 이주여성을 상으로 한 로그램을 실시할 때 문 강사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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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함.

4)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긍정적 인식 확산  

- 한국사회가 다문화 가족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의 한 유형으로 바라

보며,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집단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의 상이 되지 않도

록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족에 한 정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  편

견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야 함. 

- 이를 해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모국문화를 한국의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임.

양옥경∣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02-3277-4519
okyang@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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