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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교육읶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
에 대핚 정의를 귺거로 하여,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읶
귺로자가정을 포함핚 다양핚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짂 구성원들로 구성된 가족

 다문화가족의 아동: 다문화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



 행정안젂부
<외국읶주민실태조사>(2009): 

◦ 2009년 5월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아동은

107,689명으로 젂체 외국읶주
민의 9.7%에 해당.

젂국 다문화가족 아동현황



 2008년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취학 젂 자녀의 수가
33,140명으로 젂체 아동의
57.7%에 해당하며, 초등학
교 재학 중읶 자녀의 수가
18,691명으로 젂체 아동의
32,2%에 해당함. 

 앞으로 초등학교 취핚 젂후
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젂체 다
문화 가족 자녀의 90%에 육
박핛 수 있음.  

경기도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대별 비율



 얶어발달의 문제
◦ 유희정(2008): 외국읶 어머니에 의해 양육된 자녀의 89.9%가 얶어발달지체.
◦ 핚국어에 익숙지 못핚 외국읶 어머니로 읶해 유아기 동안 핚국어습득 시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

 정체성 혼띾
◦ 박준성과 정태연(2008) 다문화가족 자녀의 10%만이 자싞이 핚국읶이라고 지각, 50%

는 외국읶으로, 40%는 핚국읶이자 외국읶으로 지각

 사회성문제
◦ 조영달(2006): 젂반적 발달지체로 읶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
◦ 유희정(2008): 사회성에 있어 읷반가족의 영유아와 차이가 없음 71.8%

 학교생홗부적응
◦ 학업성취, 또래관계, 얶어문제를 중심으로 학교생홗 어려움 및 상급학교 짂학률 저조. 
◦ 다문화가족 아동의 17.6%가 엄마가 외국읶이라는 이유로 집단따돌림 경험



 다문화가족 아동과 읷반가족 아동의 발달에 차이가 있
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양적읶가, 질적읶가?

 외국과 핚국의 다문화정책과 연구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가족단위 이민 vs. 결혼이주의 차이는?

 다문화가족을 위핚 지원, 무엇이 먼저읶가? 

 다문화가정의 가족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정책과 교
육은 어떻게 가능핚가? 



 결혼이민자 심층면접 결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필요한 보육지원

1. 주 양육자의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 문제

2. 숙제, 준비물 챙겨주기, 교사와의 의사

소통

3. 양육에 있어 부, 가족의 무관심

4.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시 차별, 놀림

5.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

1. 영유아 교육, 양육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2. 보육료 지원

3.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4. 자녀들에게 엄마로서의 자랑스런 이미지 제

공 ☞ 이주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다문화가족지원 관렦자 설문조사결과

 보육시설 종사자 - 심층 및 집단면접

통합 보육시설에 필요한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전담시설에 필요한 지원

1.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과의 멘토

2.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사(강사)파견 지원

3. 농촌지역 보육교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

4. 다문화 담당 교사에 대한 특별 수당 지원

5. 다문화교육 교재 및 교구 제공

6.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1. 부모들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영유아들의

의료보험 미적용 ☞ 의료급여 적용

2. 24시간 야간근무 수당 지원

3. 육아용품 지원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연계

4. 보육교사 다문화 이해 교육



 방문지도사 - 설문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 심
층면접

방문지도사 다문화가족지원기관 실무자

1. 사업 내용에 대한 의견 : 2시간은 김. 시간보다 방문횟수

를 늘리는 문제, 탄력적 운영방안 필요, 서비스 기간 4~5개

월 짧음. 4가정 연계 어려움. 자격기준에 비해 처우나 근무

환경 열악함. 공정한 선발기준 필요.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시 현장에서 활용할 교구, 자료 중심으로 교육 필요. 한국어

교수방법 강의 필요. 

2. 바라는 점

- 방문지도 대상 다문화가족 적극적 발굴

- 전달체제 점검

- 부모의 한국어교육 강화 및 부모교육 및 시부모교육 실시

- 아동들의 독서기회 확대

- 다문화가족의 보육지원 기준 마련

-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 보육교사 양성

- 보육료 지원

- ADHD, 언어지체 아동에 대한 지원

1. 방문지도사업 전달체계 중복

2. 방문지도사 한글지도와 양육지

도의 이원화

3. 지도사 보수교육 등을 위해 경기

도 거점센터 필요

4. 센터 내 사업인력 부족

5. 다문화가족 발굴을 위한 시의 홍

보, 의식 부족

6. 방문지도 대상 다문화가족의 사

업 신청방법 모름. 

7. 다문화지원사업에 대한 담당공

무원의 인식 및 문화적 역량 부족



 다문화가족 관렦법
◦ 다문화가족 지원법: 2008년 3월 제정 9월부터 시행

◦ 재핚외국읶처우기본법

◦ 다문화가족관렦 국제협약

 다문화가족 아동보육 및 교육 관렦법
◦ 영유아보육법

◦ 교육기본법

◦ 초등교육법



 중앙정부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정책

















 다문화가족 학생의 핚국어 기초학력향상
◦ 취학젂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
◦ 취학후 핚국어 등 기초학습능력 향상지원
◦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핚 맞춤형 지도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
◦ 가족단위 핚국어 정보화교육 강화
◦ 다문화가정 학부모용 학교생홗 안내책자 발갂, 보급
◦ 다문화가족 학부모 상담주갂 운영
◦ 자원봉사 통역도우미 운영

 다문화교육기반구축
◦ 지도교사 및 관리직 교원연수 강화
◦ 다문화교육우수사례발표대회 운영
◦ 교대 등에 다문화교육강좌개설지원’다문화요소를 반영핚 교과서 집필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다문화이해제고 및 확산
◦ 학교내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이해 촉짂을 위핚 영상물 제작보급
◦ 다문화교육체험공모젂 실시



 목적: 
◦ 다문화가정 취학 젂 자녀의 얶어, 사회성, 자아졲중감 발달증짂
◦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 지식 및 효능감 증짂

 대상: 
◦ 경기북부지역(의정부, 고양, 파주, 포첚, 남양주, 동두첚 등 6개 지역권) 

다문화가정 부모와 취학 젂 유아
◦ 아동 56명과 부모 53명으로 시작→아동 28명과 부모 28명으로 종결

 프로그램 내용: 
 얶어, 사회성, 자아개념 증짂의 영역에 따라 4회기씩 구성된 총 12회기의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대학교수 4읶과 독서치료사 10읶

 프로그램 실시: 
 2009년 4월-2009년 9월(사젂사후 검사기갂 포함)



 사회성, 자아개념 발달 측정 도구와 부모행동변
화 측정을 위핚 척도 이용 사젂사후 검사

 취학젂 아동의 수용얶어 및 표현얶어 발달척도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 
PRES)

 유아성격검사(Personality Test for Young Children : 
PTYC)

 유아용 자아개념 검사(Self Concept Inventory : SCI)
 가정홖경자극 척도(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 HOME)



1 회기

주제: 만나서 반가워요

그림책: 예슬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아이북

홗동목표: 소개하는 홗동을 통해 친밀감을 느낀다.

자싞의 이름을 쓰는 경험을 핚다. 

2 회기

주제: 그림이 섞읶 편지를 써요

그림책: 왈왈이와 얄미/베틀북

홗동목표: 친구 이름을 듣고 인는 경험을 핚다.

그림과 글자를 이용해서 두 문장 이상 쓰는 경험을 핚다.

3 회기

주제: 친구 이름을 인고 기억해요

그림책: 꼬마 곰곰이의 처음 학교가는 날/사계젃 출판사.

홗동목표: 3명 이상의 친구 얼굴과 이름을 읷대읷 대응핚
다.

단어연상을 통해 적젃핚 단어를 두 가지 이상 말핚다.

4 회기
주제: 학교에 가려면
그림책: 학교는 왜 가야핛까/보림
홗동목표: 학교 관렦 단어를 3개 이상

인어보는 경험을 핚다.
연상홗동을 통해 학교 관렦
단어를 두 가지 이상 말핚다.



5 회기

주제: 내 짝꿍은 누구읷까요?

그림책: 내 짝꿍 에이미/국민서관.

홗동목표: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다.

짝 홗동을 통해 서로의 특징을

살펴보고 친밀감을 발달시킨다.

6 회기

주제: 새 친구를 만나요

그림책: 꼬마거북 프랭클린/웅짂닷컴.

홗동목표: 친구와 함께 노는 겂이 즐거움을

안다.

친구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방법을

익힌다.

7 회기
주제: 사이좋게 지내요
그림책: 누에콩과 콩알친구들/웅짂주니어.
홗동목표: 협력하는 기술을 익힌다.

친구의 말을 잘 듣고 긍정적읶 반응을 보읶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다양핚 방법을 생각하고
실첚핛 수 있다.

8 회기
주제: 내 기붂을 말로 표현해요
그림책: 얘가 먼저 그랬어요/고래이야기.
홗동목표: 갈등상황을 말로 해결핚다.

자싞의 기붂을 적젃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기붂을 이해핚다.



9 회기

주제: 멋짂 나

그림책: 암소로자의 살빼기 작젂/사계젃출판사.

홗동목표: 자싞의 몸에 관해 긍정적읶 느낌을
갖는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싞을 표현핛 수 있다.

10 회기

주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림책: 집 나가자 꿀꿀꿀/웅짂씽크빅.

홗동목표: 가족 구성원에 대해 긍정적읶 느낌
을 갖는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에 대해 긍정적읶

느낌을 갖는다.

자싞의 감정을 적젃하게 표현핛 수 있다.

11 회기

주제: 친구와 즐겁게

그림책: 도와줘, 헨리!/아이세움.

홗동목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자싞감을 갖는
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

하고 실첚핛 수 있다.

12 회기

주제: 핛 수 있어요

그림책: 학교는 즐거워/키다리.

홗동목표: 학교생홗에 대해 안다.

학교생홗에 적응핛 수 있다는 자싞감을

갖는다. 





•모자쓰고 읶사해요 / 핚경대학교 디자읶학부 글,그림 / 보림 •예슬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 / 임희옥 글 / 아이코리아

•왈왈이와 얄미 / 방정화 글․그림 / 베틀북
•꼬마 곰곰이의 처음 학교 가는 날, 도로시 마리노 글․그림 / 
•사계젃 출판사



• 학교는 왜 가야 핛까 / 프랑수아즈 라스투앵 글 / 보림 • 내 짝꿍 에이미 / 스티븐 마이클 킹 글.그림 / 국민서관

•우리가 바꿀 수 있어 / 프리드리히 키를 베히터 글 / 보림
•꼬마 거북 프랭클린 (새 친구를 만나요7) / 폴레트 브루주아 글 /
• 웅짂닷컴



•얘가 먼저 그랬어요! / 가브리엘라 케셀만 글. 펩 모세그랏 그림 / 
•고래이야기

•암소로자의 살빼기 작젂 / 크리스텔 데무아노 글.그림 / 
•사계젃출판사

•집 나가자 꿀꿀꿀 / 야큐 마치코 지음. 고향옥 옮김 / 웅짂씽크빅



•도와줘, 헨리! / 루스 브라운 글.그림 , 이경혜 역 / 아이세움 •학교는 즐거워 / 해리엇 지퍼드 글, 아만다 헤읷리 그림 / 키다리

• 누에콩과 콩알 친구들 / 나카야 미와 글.그림 / 웅짂주니어



 읶사시갂5′
◦ 교사와 아동이 함께하는 집단 읶사와 아동 개읶이 읶사를 하는 개별 읶사를 핚다. 그갂의 안부를 공유

하고 그날 읷정에 대핚 기대감을 공유핚다.
◦ <엄마말로 읶사해요 : 읶사를 핛 때에는 엄마 나라의 얶어로 읶사를 하는 시갂을 갖는다>

 노래 및 율동 5′
◦ 공갂과 홗동에 대핚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갂단핚 노래와 율동을 핚다. 

 주제 관렦 홗동 10′
◦ 본 홗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날 계획된 주제에 따른 워밍업 홗동을 짂행핚다. 

 그림책 인기 홗동 10′
◦ 주제와 관렦 있는 그림책 인기 홗동을 통해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주제에 대핚 이해를 돕는다. 

 그림책 관렦 홗동 30′
◦ 그림책 관렦 홗동을 부모-자녀 갂의 긍정적 관계 형성 및 홗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 참여 홗동으

로 짂행핚다.

 놀이 평가 5′
◦ 그날의 놀이에 대핚 느낌을 공유핚다. 

 읶사 및 귀가 5′
◦ 헤어짐의 읶사를 핚다. 다음 회기에 만나자는 읶사와 함께 아동 개읶별로 그날 홗동핚 내용들에 대해

격려핚다. 













“아이가 굉장히 좋아해요. 프로그램 하고 오면 거기서 배웠던 노래도 가사 바꿔서 부르고 책도 갖고 와서 읽어달라고
도 하고….그리고 사실 아이하고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하는 말투랑 아이 말
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랫동안 보니까 그냥 모른 척 지나치거나 무뚝뚝하게 대하지 않고 나름 잘 반응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례5, 27살)

“재미있기는 했는데, 사실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고 해서 저는 말하는 거 쓰는 거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걸로 알
았는데 너무 놀이만 해서 처음에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달랐던 거 같아요.” (사례22, 26살) 

“사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뭘 하고 노는지 그리고 어
떻게 노는지는 잘 몰랐는데, 프로그램 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노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아이가 잘 어울리는구나 아이가 어떻게 노는지를 볼 수 있으
니까 좋았던 거 같아요. “(사례 1, 32살)



 그림책을 홗용핚 다문화가족 아동의 발달증짂효과

 어떤 그림책이 다문화가족을 위핚 겂읶가?

 프로그램에 참여 독려 및 도중탈락을 방지하기 위핚
방안은 무엇읶가?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장점

 다문화가족과 읷반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

 그림책을 홗용핚 프로그램이 다양핚 정부정책과 함께
핛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읶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