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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와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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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서론I.
요즈음 한국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다문화 이다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다‘ ’ .
양한 문화간 접촉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편입되고 년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연수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일민족 단1991 , ,
일출신국문화를 고집하던 한국에도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졌다 또한 농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역시 한국으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다문화
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확한 개. ‘ ’ ‘ ’
념의 틀을 정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균형적인 사회발전과 국제협력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대세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과학.
의 발전과 기술전문인력 및 산업연수생의 수출입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인구
의 이동이 손쉬워질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권장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년 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만명을 넘어2007 8 , 100
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인구의 약 대에 이르는 수치이다 또. 2% .
한 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건으로 전체 결혼의 약2006 , 30,208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자녀들 역시 한국사회에서11.9% .
우리의 차세대를 이루는 중요 인구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년. 2006 3
월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의,
수가 명으로 집계되어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명7,998 .
백히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나타내는 수치들이다.



이렇게 한국사회가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질문이 생기게 된다 과연 지역사회는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특히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역사회가?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우리 사회로 진입해온 다양한 문화배?
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통합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
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연구이며 이 질문을 결혼이민자 가족을,
통해 풀어가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일정기간 머물다 돌아가지만 결혼을. ,
통해서 한국사회에 이주해온 경우에는 완전이민이 되어 한국사회에 오래 머
물 뿐 아니라 자녀생산을 통해 그 다음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유력
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다문화를 논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
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유형 및 스트레스 남편과의 관계(1) , (2)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욕구 그리고 지역복지를 위한 정책 및(3) , (4)

실천적 제언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II.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1.

문화다원주의 는 주류문화가 존재하고 그 외의 소수인(Cultural Pluralism)
종의 문화는 주류문화와 함께 공평성을 갖고 동등하게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표방하는 이민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
민의 역사 초기에는 용광로 모델을 주창하여 이민자의 주류문(Menting Pot)
화에 소수문화가 동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나 이에 소수인종들의 반발이 생기,
자 샐러드그릇 모델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다원주, (Salad Bowl)
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 샐러드그릇모델은 미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인.
종들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문화주의에 버금가.
는 정책이다.
다문화주의 는 공식문화라는 한가지 종류의 문화만이(Multi-Culturalism)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주류문화와 소수인종문화가 차별적이지 않고 모든, ,
출신국과 종족집단의 문화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캐나다가 표방하는 정책이.
라 할 수 있다 년 헌법을 수정하면서 다문화주의를 명시화하여 법적으. 1982



로 인종과 출신국에 의한 편견과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한 것에서 시작한
다 원주민의 박해를 비롯해 이민자에 대한 배제정책을 펼쳤던 캐나다가 경.
기변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변화를 비롯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의해 다문화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동화정책 다문화 공생사회 추구2. vs. ·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슷하게 동화정책을 강력히 피력해왔다 동질적인 사.
회문화적 구성에 농촌의 신부난과 지방정부의 개입 등 한국여성개발원( ,

에서 한국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 왔는데 이민자들이 일본사회에 조화2006) ,
롭게 동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동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06). ,
현재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 공생사회 추구라는 목표를 국가적‘ · ’
차원에서 두고 있음을 또한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

한국사회의 과제3.

한국사회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오고 있지만 아직 다문화에 대한 개념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할 것인지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펼. ,
것인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라는 단어를 포착하고 다문화주의. ‘ ’
를 고려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의 다문,
화주의는 아닌 것이다.
대통령직속위원회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는 여성결혼이민자의(2005) “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이라는 비전을 갖고 차별과 복지 사각지” “
대 해소 라는 기본 정책방향아래 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 정책과” 7 . 7
제는 탈법적인 결혼중개방지 및 당사자 보호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를(1) :
위한 법률제정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 교육으로 결혼당사자 보호 결혼비자; · ;
발급서류 절차 표준화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안정적인 체류지원 배우· , ; (2) :
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관리강화 혼인파탄 입증책임 및 간이귀화 입증요건;
완화 전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조기적응 및; ; (3)
정착지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다문화교육 실시 찾아가는 서비스제공: ;
및 온라인 정보활용 지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지원 다문화교육 추진체; (4) :
계 구축 학교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기능 강화 자녀지원을 위한 교사, ,
역량 강화 집단따돌림 예방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생활환경; , · ; (5)



조성 산전 후 지원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기초생활보장 직업상담 및: ; ,
공공서비스 부문 취업지원 무료건강검진 실시 방문보건서비스 무료진료지; , ,
원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일반 국민의 의식제고를 위한; (6) :
홍보 추진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체계구축 및 분위기 조성 공무원; ;
등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시 군 구 단위로 결혼이민자가족지; (7) : · ·
원센터 운영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상담 강사 통역 인력 양성 업무추진; , , , ;
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 추진기반 마련 등이다, .

연구방법III.
국제결혼여성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아 각각,
와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도시인 인천에24.6% 24.9% , 6.1%

와 부산에 가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전국에 사이로 고루5.6% . 2%-5%
퍼져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서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한. .
국남성과 결혼하여 개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에 거주하6 ,
고 있는 자였다 조사기간은 년 월 년 월이었으며 출입국사. 2006 9 - 2007 1 ,
무소를 비롯하여 구청 사회복지관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의도적 표집방법, , ,

과 눈덩이표집방법 을 사용하였다(purposive sampling) (snowball sampling) .
총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것은 총 부였다400 , 304 .

연구결과IV.
일반적 사항1.

연구대상자인 국제결혼여성은 베트남인 대 년 년사이의 결혼기간이, 20 , 1 -3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없는 경우가 로 많았다, 74.7% .



항목 세부항목 빈도 비율(%) 세부항목 빈도 비율(%)

국 적
중국 동포( ) 45 14.8 베트남 85 28.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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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세 이하20 19 6.3 세 세이하41 -50 39 12.8
세 세 이하21 -30 134 44.1 세 이상51 4 1.3
세 세 이하31 -40 103 33.9 무응답 5 1.6

평균연령 세 표준편차 세 최소값 세 최대값 세: 31.45 ( : 8.40 ), : 18 , : 62

결혼기간
년 미만1 74 24.3 년 년 미만5 -10 36 11.8
년 년 미만1 - 3 117 38.5 년 이상10 14 4.6
년 년 미만3 - 5 56 18.4 무응답 7 2.3
평균 개월 표준편차 개월 최소 개월 최대 개월: 35.71 ( : 39.81 ), : 2 , : 255

직업유무 있 음 71 23.4 없 음 227 74.7

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2.

문화적응유형은 점 척도인 문화적응유형척도 를 사용하여5 ‘ ’(Barry, 2001)
측정하였으며 통합유형 점수가 점으로 가장 높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 3.27
다 결혼이주여성의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와 문화.
에 대한 정체감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가장 지향해야할 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문화적응유형 평균 표준편차
동화 2.61 .6452
통합 3.27 .7081
분리 2.98 .6722
주변화 2.28 .5771

표 문화적응유형< 2>

문화적응스트레스 역시 점 척도인 문화적응스트레스척도5 ‘ ’(Sandhu &
야 로 측정하였으며 향수병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서 평균보Asraba , 1994) ,

다 낮은 스트레스를 보여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차별감 2.24 .7765
향수병 2.86 .8504

지각된 증오감 2.02 .7539
두려움 2.10 .7393
문화충격 2.41 .8619
죄책감 2.00 .8516
기타 2.44 .6866
전체 2.30 .6073

표 문화적응스트레스< 3>

문화적응유형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타나났는데 스트,
레스가 낮을수록 통합이 높아지는 반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분리와 주변화,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문화적응스트레스 -.035 -.231*** .362*** .490***

표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 상관관계< 4>

***p<.0000

남편과의 관계3.

결혼이주여성이 멀리 타국에서 믿고 생활할 사람은 남편이다 이들과의 관.
계를 몇가지 차원에서 물었다 점 척도의 남편의 지지는 로 평균보다. 5 3.37
높았고 점 척도의 결혼생활만족도는 으로 높은 편이었다 남편과 함10 7.33 .
께 여가를 보내는 경우는 로 꽤 높았다89.1% .

남편과의 관계 평균 명/ 표준편차/%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이해 2.93 1.0045

남편의 지지 3.37 .9572
결혼생활만족도 7.33 2.3179

남편과 여가생활 공유 명271 89.1%
남편의 친척이나 친구방문 명104 38.4%

표 남편과의 관계< 5>

사회적 지지4.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이들에게 도움을 주



는 사람이나 단체가 누구인지 물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 ’(Zimet et
로 이들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얼마인지 물었다 다중응답을 하였al., 1988) .

으므로 는 의미가 없다% .

항목 빈도 세부항목 빈도
남편 272 이주여성상담센터 사회복지기/

관 29
모국인친구 121 이웃주민 24

시동생 시누이 등· 81 직장동료 13
시부모 64 자조집단 8
종교단체 61 동사무소 1
한국인친구 46 기타 20

지각된 사회적 지지 평균 표준편차3.72( 1.0586)

표 한국생활적응에 도움 주는 사람 또는 단체< 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욕구5.

이용실태(1)
현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를 물
었다 가장 많은 이용을 보이는 서비스는 역시 한글교육이었으며 그 다음으. ,
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한국문화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물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언어의 문제였으며 맞는 서비스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답도 명이나, 43
나왔다.

항목 빈도(%) 항목 빈도(%)
국민기초생활보장 20(6.6) 정신건강 상담 8(2.6)
긴급복지 지원제도 5(1.6) 가정폭력 상담 6(2.0)

건강보험 113(37.2) 가족상담 및 프로그램 12(3.9)
의료급여 75(24.7) 한국어교육 162(53.3)
고용보험 7(2.3) 한국문화교육 언어 풍습 음식 등( / / ) 76(25.0)
산재보험 7(2.3) 국적취득관련 정보 제공 및 원조 27(8.9)

신체적 보호 및 거주지제공 9(3.0) 기타 필요한 정보제공 및 원조 17(5.6)
보육서비스 14(4.6) 기타 9(3.0)

직업훈련 및 알선 12(3.9) 어떤 서비스도 이용한 적 없음 34(11.2)

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이용도< 7>



항목 명(%) 항목 명(%)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서 85(28.0) 서비스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25(8.2)
서비스 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워서 62(20.4) 기관 직원이 결혼이민자를 한국

사람과 다르게 차별적으로 대우해서 11(3.6)
나에게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워서 43(14.1) 가족이 복지시설 이용을 반대하여서 10(3.3)
기관 직원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26(8.6)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져서 6(2.0)

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8>

이용욕구(2)
서비스 이용의 실태가 다소 낮음에 따라 이들의 서비스 이용의 욕구를 살
펴보았다 욕구의 수준을 점 척도로 물었으며 가장 높은 욕구는 역시 한국. 5 ,
어문화 관련이었다 한국음식만들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 ,
음으로 한국어교육이었고 한국전통문화교육도 위를 위치하였다 그 외 자, 5 .
신의 모국문화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음 또한 알 수 있었다.

순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4.14 .9833 13 부모역할교육 3.56 1.2492
2 한국어교육 4.12 1.1004 15 여가활동참여기회제공 영화음악( ,회 등) 3.55 1.0912
3 건강보험혜택 및 의료비지원 3.95 .9971 16 한국인 멘토 연결(mentor)프로그램 3.54 1.1368
4 자녀교육지원 학습지도서비(스) 3.89 1.1905 17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3.42 1.1204
5 한국 전통문화 및 예절교육 3.86 1.0411 18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 3.39 1.1568
6 자녀양육지원 보육서비스( ) 3.81 1.2303 19 노부모부양 및 수발지원 서비스 3.32 1.3352
7 직업훈련 및 알선 3.74 1.1572 20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3.31 1.2469
8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 은행 시장 도서관 등( / / ) 3.67 1.1219 21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3.30 1.2750
9 법률관련 정보서비스 3.65 1.1570 21 경제적 지원 생계비 등( ) 3.30 1.3093
10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지원 3.63 1.0762 23 모국문화 가족에게 알리기 3.23 1.1252
11 결혼이민자에 대한지역사회 내 인식개선캠페인 3.60 1.0879 24 모국문화 한국 지역사회에알리기 3.18 1.0989
12 국적취득지원서비스 3.58 1.3078 25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서비스 2.77 1.3975
13 주택지원 영구임대주택 등( ) 3.56 1.3011 - 전 체 3.58 0.7409

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 욕구< 9>



결언 및 제언V.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이주자를 위한 지역복지
측면의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긍정적 인식 증진1.

한국사회가 다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캠페인 등을 실
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이 자신의 모국문화를 한국의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
히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있는 다문화가족을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을 우리사
회의 다양한 가족유형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는 전체사회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
고 다양한 형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지원2.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 역량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의사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
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한국음식 전통문화 역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일회성 행사, , ·
가 아니라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국어 지원 서비스3.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 역량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주자들과 한국사회가
의사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들의 언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시로.
필요로 하는 통역서비스가 가장 중요해보이며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의 다,
양한 복지 및 사회적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다국어판
안내 자료와 홍보물의 출간과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
노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에 대한 이용법 등을 다국어로 번안하여 국,
제결혼이주여성이 그들의 모국어로 된 안내책자들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기
관이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
을 것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출신국별 이주민들의 문화공유의 장 마련4.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서로. .
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언어의 교류와 음식의 교류 노래와 춤의 교류,
등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줄 수 있는 출신국별 자조집단을 운영하도록 지
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서울시내 각 복지관이나 이주여성 관련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로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

문화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5.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주여성의 모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양한 기관에서 일하는 실무자나 활동가들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가,
족적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문화적 민감성에 바탕을 둔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무자들이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다문화 가족 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가치관의 상충과 갈등 생활습,
관과 방식의 차이 자녀양육의 문제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
술을 교육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설동훈 선진외국의 다인종 다문화 정책 사례 지방의 국제화. 2006. “ · ”, <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보고서. 2006. “ ”, .
Barry, D.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J. of Immigrant Health, 3(4):193-197.
Sandhu, D.S. & B.R. Asrabadi.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435-448.
Zimet, G.D. et al., 1988. "The Multidement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 of
Personality Assessment, 52:30-41.



프로필
양 옥경 ( )梁 玉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학력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문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영어영문학과 부전공사회사업학

경력
풀브라이트 교환교수 강의교수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
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부회장
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 배분분과위원장
서초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제도발전위원회
사회복지사 급 국가시험 출제위원장
서울시 공익사업 선정 평가 위원회 위원
서울시 정신보건심의 심판 위원

저서 및 논문

지역사회정신건강 서울나남출판사
가족과 사회복지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사회복지실천론 공저 서울나남출판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공저 서울나눔의집
사회복지수퍼비전론 공저 서울양서원



양옥경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
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 호

양옥경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 호

양옥경 최명민 한국인의 한 과 탄력성 정신보건사회사업에의 적용
공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 집

양옥경 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 호
양옥경 한국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연구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호
양옥경 공중정신보건을 위한 지역사회정신건강 모형개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

사업 제 집
양옥경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권한부여 모델에 관한 고찰 공저 사
회복지 제 호



地域福祉と多文化 
 
 

 

 

 

 

 
 

 

梁 玉京 
韓国 梨花女子大学校 社会福祉専門大学院 院長 

 
 

Ⅰ.序論 

  

最近韓国社会における最大の関心事（issue）は｢多文化｣である。世界化

の波の中で多様な文化間の接触は当然な事となっている。世界資本主義市

場体制に編入され、1991 年外国人勤労者の国内研修制度を導入するなかで、

単一民族、単一出身国文化を固着した韓国にも外国人の輸入が増えてきた。

また、農村を中心に増加している国際結婚も韓国にとって本格的に多文化

を経験させているのである。｢多文化｣や｢多文化社会｣に対する正確な概念

の枠組みは定義できないが、バンラスのとれた社会発展と国際協力のため

全世界的に多文化を受容することが主流になっている。世界的に科学の発

展と技術専門人材及び産業研究生の輸出入等経済的な理由により人口の移

動が活発になり、国家的立場からも奨励しているためである。 

 

 2007 年 8 月法務部の統計によると、国内在留外国人は 100 万名を上回る

という結果であった。これは、韓国人口の約 2％に当たる数値である。また、

2006 年統計庁の資料によると、国際結婚は 30,208 件で、全体の結婚のうち

約 11.9％を占めていた。これは、彼らの子供も韓国社会において我々の次

世代を成す重要人口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のである。2006 年 3 月教育人的

資源部の統計によると、外国人勤労者と国際結婚家庭の子供の数は 7,998



名であると集計されており、継続的な増加傾向を見せているのである。明

らかに多文化社会への進入を表す数値である。 

 

 このように、韓国社会が自然に多文化社会へ進んでいるところで次のよ

うな疑問が生じてくる。地域社会は彼らを社会の一員として受け入れる準

備ができているのか？とりわけ、彼らを受け入れるために地域社会はどの

ように努めているのか？そして、我が社会に進入してきた多様な文化背景

をもつ外国人が韓国社会で統合され地域社会の一員として生きているのだ

ろうか＞ 

 

 本研究は三つ目の疑問に対する研究であり、この質問を結婚移民者家族

を通して考えていきたい。外国人勤労者は一定期間滞在して帰国するが、

結婚を通して韓国社会へ移住してくる場合、完全移民となり、韓国社会に

長期間滞在し、子供の出産と通して次の世代まで影響を与えるという大変

有力な立場におかれているため、彼らを中心に多文化を論ずることが最も

有意義であると考えたからである。 

 

Ⅱ. 理論的背景 

 

1.文化多元主義と多文化主義 

 

文化多元主義（Cultural Pluralism）は主流文化が存在し、その他の少

数人種の文化は主流文化とともに公平性をもって対等に社会で機能できる

ことを意味する。代表的なものはアメリカが標榜する移民政策である。移

民の歴史初期には溶炉（Menting Pot）モデルを主張し、移民者の主流文化

に少数文化が同化するよう強調したが、これに対して少数人種達の反発が

生じ、サラダボール（Salad Bowl）モデルを提示し、新たな形態の文化多

元主義を標榜している。このサラダボールモデルはアメリカ社会に存在す

るすべての少数人種達の多様な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保障することを

意味する。多文化主義ほど優れた政策である。 

 

多文化主義（Muiti-Culturalism）というのは、公式文化として一種類の

文化だけが存在することではなく、主流文化と少数人種文化が差別的でな



い、すべての出身国と従属集団の文化が平等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カナ

ダが標榜する政策とも言える。1982 年憲法を修正し、多文化主義を明示化

し、法的に人種と出身国による偏見と差別を禁じるよう明示した内容から

始まる。原住民の迫害や移民者に対する排除政策を展開したカナダの景気

変化による労働力の需要の変化等時代的変化と社会的要求によって多文化

主義を宣言したのである。 

 

2.同化政策 VS 多文化・共生社会追及 

 

 日本の場合、韓国と類似した同化政策を強く展開してきた。同質的な社

会文化的構成に農村の嫁不足と地方政府の介入等（韓国女性開発院、2006）、

韓国と類似した形態が見られ、移民者達が日本社会に調和して同化される

ことを目的にしている。（ソル・ドンフン、2006）にもかかわらず、現在の

結婚移民者に対する政策は、国の立場から｢多文化・共生社会追求｣という

目標においているところで同時に気づくのである。 

 

3.韓国社会の課題 

 

 韓国社会は政府と民間そして民間団体に至るまで多文化に興味をもって

アプローチしているが、まだ多文化に対する概念を規定することが出来な

いままである。文化多元主義を標榜するか、多文化主義を考慮し、各種政

策を開発しているとはいえ、厳密な意味で多文化主義ではないのである。 

 

 大統領直属委員会である貧富格差差別是正委員会（2005）は“女性結婚

移民者の社会統合と開かれた多文化社会の実現”というビジョンをもち、

“差別と福祉死角地域の解消”という基本政策方向の下 7 大政策課題を提

示している。7 大政策課題は（1）脱法的な結婚仲介防止及び当事者保護：

国際結婚仲介業者管理のための法律制定；国際結婚に対する情報・教育に

よる結婚当事者保護；結婚ビザー発給書類・手続き標準化、国家間協力体

系構築；（2）安定的な滞在支援：配偶者の身元保証解約申請管理強化；婚

姻破綻立証責任及び簡易帰化立証要件緩和；専用ホットライン設置等によ

る家庭暴力被害者保護；（3）早期適応及び定着資源：情報提供システム構

築及び多文化教育実施；訪ねられるサービス提供及びオンライン情報活用



支援；（4）児童の学校生活適応支援：多文化教育推進体系構築、学校女性

結婚移民者の子供支援機能強化、子供支援のため教師力量強化；集団いじ

め予防、福祉・相談サービス提供；（5）安定的な生活環境助成：産前後支

援等、子供出産及び養育支援；基礎生活保障、職業相談及び公共サービス

部門就業支援；無料健康診断検査実施、訪問保健サービス、無料診療支援；

（6）社会的認識の改善及び業務責任者教育：一般国民の意識向上をめざし

た広告推進；地域社会の多文化親和的な体系構築及び雰囲気助成；公務員

等業務責任者教育；（7）推進体系構築：市・郡・区単位で結婚移民者が家

族支援センター運営；ボランティアインフラ構築、相談、講師、通訳、人

材養成；業務推進体系及び伝達体系の構築、推進基盤を整えることである。 

 

Ⅲ.研究方法 

 

 国際結婚女性の居住地をみると、ソウルと京畿道に最も多くそれぞれ

24.6％と24.9％を占めており、次が大都市である仁川が6.1％、釜山が5.6％

であった。その他、全国に 2％～5％の程度で分散している。この結果から、

筆者はソウルを対象に調査を行った。研究対象は韓国男性と結婚して 6 ヶ

月以上結婚生活を維持しており、ソウルに居住する者であった。調査期間

は 2006 年 9 月～2007 年 1 月であり、出入国事務所をはじめ、区庁、社会福

祉館、市民団体を活用し、purposive sampling と snowball sampling を使

用した。総 400 部の質問票を配布し、分析に使用されたのは総 304 部であ

った。 

 



Ⅳ.研究結果 

 

1.一般的事項 

 

 研究対象者である国際結婚女性はベトナム人 20 代、1 年～3 年未満の結

婚期間が最もおおく、職業がないのが 74.7％で多かった。 

 

<表 1>研究対象者の一般的特性 

項目 細部項目 頻
度 

比率
（％） 

細部項目 頻
度 

比率（％）

中国（同胞） 45 14.8 ベトナム 85 28.0 
中国 67 22.0 モンゴル 19 6.3 
日本 43 14.1 タイ 14 4.6 国籍 

フィリピン 22 7.2 その他 9 3.0 
20 歳以下 19 6.3 41 歳～50 歳以下 39 12.8 
21 歳～30 歳以下 134 44.1 51 歳以上 4 1.3 
31 歳～40 歳以下 103 33.9 無返答 5 1.6 年齢代 
平均年齢：31.45 歳（標準偏差：8.40 歳）、 

最小値：18 歳、最大値：62 歳 
1 年未満 74 24.3 5 年～10 年未満 36 11.8 
1 年～3 年未満 117 38.5 10 年以上 14 4.6 
3 年～5 年未満 56 18.4 無返答 7 2.3 結婚期間 
平均：35.71 ヶ月（標準偏差：39.81 ヶ月）、 

最小：2 ヶ月、最大：255 ヶ月 
職業の有無 あり 71 23.4 なし 227 74.7 
 
2.文化適応類型と文化適応ストレス 
 
 文化適応類型は 5 点尺度で｢文化適応類型尺度｣（Barry、2001）を使用

し測定し、統合類型点数が 3.27 点で最も高く優勢である結果であった。結

婚移住女性の母国文化に対するアイデンティティを維持しながらも、韓国

社会と文化に対するアイデンティティも有していることが最も志向しなけ

ればならない類型を見せていた。 
 

<表 2>文化適応類型 
文化適応類型 平均 標準偏差 

同化 2.61 .6452 
統合 3.27 .7081 
分離 2.98 .6722 

周辺化 2.28 .5771 
 



文化適応ストレスも同じく 5 点尺度で｢文化適応ストレス尺度｣（Sandhu 
＆ Asraba、1994）で測定し、ホームシックを除くすべての領域において

平均より低いストレスを示し、彼らが経験する文化適応ストレスが深刻で

はないという結果であった。 
 
<表 3>文化適応ストレス 

文化適応ストレス 平均 標準偏差 
自覚された差別感 2.24 .7765 

ホームシック 2.86 .8504 
自覚された憎悪感 2.02 .7539 

恐れ 2.10 .7393 
カルチャショック 2.41 .8619 

罪責感 2.00 .8516 
その他 2.44 .6866 
全体 2.30 .6073 

 

文化適応類型は文化適応ストレスに影響されており、ストレスが低ければ

統合が高まる一方、ストレスが高いと分離と周辺化が見られるという結果

であった。 
<表 4>文化的適応類型と文化適応ストレスの相関関係 
 同化 統合 分離 周辺化 
文化適応ストレス -.035 -.231*** .362*** .490*** 
***p＜.000 

 

3.夫との関係 
 
 結婚移住女性が遠く他国から頼って生活できる存在は夫である。彼らとの

関係をいくつかの側面から伺った。5 点尺度による夫の支持は 3.37 で平均

より高く、10 点尺度の結婚生活の満足度は 7.33 で高い方であった。夫と一

緒に余暇を過ごす場合は 89.1％で非常に高い値を示した。 
 
<表 5>夫との関係 

夫との関係 平均 / 名 標準偏差 / ％ 
移住女性の母国文化への理解 2.93 1.0045 

夫の支持 3.37 .9572 
結婚生活の満足度 7.33 2.3179 

夫と余暇生活の共有 271 名 89.1% 
夫の親戚や友人の訪問 104 名 38.4% 

 



4.社会的支持 
 
 結婚移住女性が韓国社会で生活に適応するために彼らに助けてくれる人

や団体は誰なのか尋ね、｢知覚された社会的支持尺度｣（Zimet et., 1988）
で彼らの社会的支持レベルどれほどなのか尋ねた。複数回答が可能である

ため％は意味をもたない。 
 
<表 6>韓国生活適応に助けてくれる人または団体 

項目 頻度 細部項目 頻度 
夫 272 移住女性相談センター/社会福祉機関 29 

母国人友達 121 近隣住民 24 
義理の兄弟 81 職場の仲間 13 

舅姑 64 自助集団 8 
宗教団体 61 洞事務所 1 

韓国人友達 46 その他 20 
知覚された社会的支持 平均 3.72（標準偏差 1.0586） 

 

5.社会福祉サービス利用実態とニーズ 
 
（1）利用実態 
 現在地域社会で提供されている各種社会福祉サービスの利用実態を尋ね

た。最も多く利用しているサービスはやはりハングル教育であり、続いて

健康保険と医療給付、韓国文化教育の順であった。 
 
<表 7>国際結婚移住女性の社会福祉制度及びサービス利用度 
項目 頻度（％） 項目 頻度（％）
国民基礎生活保障 20(6.6) 精神健康相談 8(2.6) 
緊急福祉支援制度 5(1.6) 家庭暴力相談 6(2.0) 
健康保険 113(37.2) 家族相談及びプログラム 12(3.9) 
医療保険 75(24.7) 韓国語教育 162(53.3)
雇用保険 7(2.3) 韓国文化教育（言語/風習/料理等） 76(25.0) 
産業災害保険 7(2.3) 国籍取得関連情報提供及び援助 27(8.9) 
身体的保護及び居住地提
供 

9(3.0) その他、必要な情報提供及び援助 17(5.6) 

保育サービス 14(4.6) その他 9(3.0) 
職業訓練及び斡旋 12(3.9) どのようなサービスも利用なし 34(11.2) 
 

このサービスを利用にあたって困っていることはないのかを尋ねた。最も

困っているのはやはり言語の問題であり、見合うサービスを見つけるのが

難しいという回答も 43 名であった。 



<表 8>国際結婚移住女性の社会福祉サービス利用時困った事 
項目 名（％） 項目 名（％）

職員と韓国語で意思疎通ができ
ないため 85(28.0) サービスの利用手続きが複雑で

難しいため 25(8.2)
サービス機関を探すのか難しい
ため 62(20.4) 機関職員が結婚移民者を韓国人

と異なった差別的に接するため 11(3.6)
自分に見合ったサービスを見つ
けるのが難しいため 43(14.1) 家族が福祉利用を反対するため 10(3.3)
機関職員が結婚移民者に対する
サービス内容と手続きを分から
ないため 

26(8.6)
サービス受けること自体が心理
的に抵抗を感じるため 6(2.0) 

 
（2）利用ニーズ 
 サービス利用の実態が多少低いため、彼らのサービスニーズを考察して

みた。ニーズのレベルを 5 点尺度で尋ね、最も高いニーズはやはり韓国語

文化関連であった。韓国料理の調理が最も高い点数を示しており、次は韓

国語教育で、韓国伝統文化教育も 5 位であった。その他、自分の母国文化

を家族に伝えたいという気持ちが強いことがあった。 
 
<表 9>国際結婚移住女性の福祉及び社会的サービス利用ニーズ 
順位 項目 平均 標準偏差 順位 項目 平均 標準偏差

1 韓国料理の調理教育 4.14 .9833 13 親の役割教育 3.56 1.2492
2 韓国語教育 4.12 1.1004 15 余暇活動参加機

会提供（映画、
音楽会等） 

3.55 1.0912

3 健康保険及び医療費
支援 

3.95 .9971 16 韓 国 人 メ ン ト
（mentor）結び
プログラム 

3.54 1.1368

4 子供教育支援（学習
指導サービス） 

3.89 1.1905 17 文化体育施設利
用支援 

3.42 1.1204

5 韓国伝統文化及び礼
儀教育 

3.86 1.0411 18 個人及び家族相
談サービス 

3.39 1.1568

6 子供養育支援（保育
サービス） 

3.81 1.2303 19 老父母扶養及び
スバル支援サー
ビス 

3.32 1.3352

7 職業訓練斡旋 3.74 1.1572 20 家族関係向上プ
ログラム 

3.31 1.2469

8 地域社会の便宜施設
利用支援（銀行/市場/
図書館等） 

3.67 1.1219 21 夫婦関係向上プ
ログラム 

3.30 1.2750

9 法律関連情報サービ
ス 

3.65 1.570 21 経済的支援（生
計費等） 

3.30 1.3093

10 女性結移民者自助グ
ループ支援 

3.63 1.0762 23 母国文化を家族
に伝える 

3.23 1.1252

11 結婚移民者に対する
地域社会の認識改善 

3.60 10879 24 母国文化を韓国
地域社会に伝え
る 

3.18 1.0989

12 国籍取得支援サービ
ス 

3.58 1.3078 25 家庭暴力関連相
談及びサービス 

2.77 1.3975

13 住宅支援（永久賃貸
住宅等） 

3.56 1.3011 - 全体 3.58 0.7409



Ⅴ.結びと提言 
 
 以上の研究内容に基づいて多文化社会のための移住者のため地域福祉の

側面の政策及び実践的提言を述べておく。 
 
 1.韓国社会の多文化に対する開放性及び肯定的認識増進 
 
 韓国社会が多文化を受け入れるよう多文化に対する肯定的認識を形成し、

社会的偏見を解消できる多様な社会運動とキャンペーン等を実施しなけれ

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移住民が自分の母国文化を韓国の地域社会に伝

えられるよう文化的交流の場を設けることはよい方法であると思われる。

とりわけ、国際結婚移住女性がいる多文化家族を我が社会の多文化家族を、

我が社会の多様な家族の類型の一つとして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取

り組むことが重要である。これは、全体社会より小単位の地域社会を中心

に根強く持続的に、そして多様な形態であることが大切である。 
 
 2.韓国語教育及び韓国文化に対する教育支援 
 
 韓国社会を多文化社会として力量を強化するためには、まず移住者が韓

国社会で意思疎通できるよう体系的な韓国語教育と韓国文化教育を実施す

る必要がある。韓国文化に対する理解を増進する方案として韓国料理、伝

統文化、歴史等の教育プログラムを開発・実施し、1 回限りの行事ではなく、

体系化された教育プログラムとして位置づけなければならない。 
 

3.多国語支援サービス 
 
 韓国社会を多文化社会として力量を強化するためには、移住者と韓国社

会が意思疎通するのに不便がないよう彼らの言語を支援する必要がある。

随時、必要とする通訳サービスが最も重要であると思われ、移住民達が地

域社会の多様な福祉及び社会的施設を活用できるよう福祉施設に対する多

国語版案内資料と広告物の出刊が必要である。とりわけ、ソウル市内バス/
地下鉄路線、地域社会の多様な機関に対する利用法等を多国語に翻訳して、

国際結婚移住女性が彼らの母国語で作成された案内冊子をとおして地域社



会の機関や施設等を利用できるよう情報を提供する法案を検討することも

考えられる。 
 

4.地域社会を中心に出身国別移住民の文化が共有できる場を設けること

が大切である。 
 
これは、多文化社会への第一歩になる。お互いの文化を理解するため、

言語の交流と料理の交流、歌と踊りの交流は非常に望ましいことである。

また、韓国で生活する中で直面する困難を分かち合い、互いを支え合う出

身国別自助集団を運営できるよう支援することが考えられる。ソウル市内

の各福祉館や移住女性関連サービスを提供する市民団体、そして結婚移民

者支援センター等を活用し、地域別で構成・運営できるよう支援方案を講

じることが望ましいと考える。 
 

5.文化的敏感性に基づいた多文化家族支援 
 
 国際結婚移住女性の家族と地域社会を対象に移住女性の母国文化に対す

る興味と理解を増進させる社会的支援方案が必要である。とりわけ、国際

結婚移住女性を対象に福祉及び社会的サービスを提供する多様な機関に携

わる実務者と活動家達が国際結婚移住女性の個人的、家族的及び文化的特

性に対して十分理解し、文化的敏感性に基づいたサービス提供ができるよ

う教育、支援する社会的方案が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具体的に実務者が

移住女性の文化的多様性を認識し、受け入れ、多文化家族、我が文化的差

異によって生じる価値観の相反と葛藤、生活習慣と方式の違い、子供養育

に問題に介入できる専門的知識と技術を教育できる場を設けなければなら

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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