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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1.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 현황

 세계 각국의 외국인(Foreign Population) 구성비 비교(%)

구분 1998년 2004년

벨기에 8.7 8.4

프랑스 .. ..

독일 8.9 8.1

이태리 2.1 4.2

일본(Japan) 1.2 1.5

한국(Korea) 0.3 1.0

네덜란드 4.2 4.3

스웨덴 5.6 5.1

영국 3.8 4.8

자료: OECD. 2019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외국인: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



4

 한국 내 외국인 주민 ⃰ 현황(2019.11.1 현재, 명)

구분 총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2019 2,216,612 1,778,918 515,051 173,882 160,610 303,245 626,130 185,728 251,966

2018 2,054,621 1,651,561 528,063 166,882 142,757 296,023 517,836 176,915 226,145

2017 1,861,084 1,479,247 495,792 160,653 117,127 276,750 428,925 169,535 212,302

2016 1,764,664 1,413,758 541,673 159,501 95,963 235,926 380,695 159,447 191,459

출처: 2020.10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

참고: 201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에 대한 국가통계는 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③ 외국인 주민

자녀(국내출생, 귀화자 및 외국인), ④ 다문화가구 현황 등의 네 항목으로 나누어 행정안전부가 작성하

고 있음

⃰ (외국인 주민)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외국인 주민 자녀(출생)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1.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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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구 현황(2019.11.1 현재, 명)

연도 합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 동거인

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계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계 내국인 외국인

2019 1,062,423 326,481 347,677 173,085 174,592 261,606 12,466 249,140 126,659 74,243 52,416

2018 1,008,520 311,668 332,749 165,919 166,830 235,282 9,924 225,358 128,821 80,759 48,062

2017 963,801 301,354 320,645 159,958 160,687 220,950 8,804 212,146 120,852 75,468 45,384

2016 963,174 298,858 309,622 158,620 151,002 199,161 9,750 189,411 155,533 106,781 48,752

• 출처: 2021.10.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 (다문화가구)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일반가구(다문화 대상자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포함)
• 다문화가구원은 다문화가구의 구성원으로써,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 (기타동거인) 한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다문화가구 구성원이나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가 아닌 동거인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1.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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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다문화 수용성 비교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

60.4
(66.9) 50.5 41.5 14.5 51.0

외국인 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음

31.8
(22.0) 13.7 21.5 3.5 10.6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생각 55.3 69.1 62.3 82.0 80.5

출처: ’15년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World Value Survey(‘10∼’14)
한국의 ( ) 수치는 2018년도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에 기반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1.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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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외국인 추이의 의미

1) 인구통계분석 결과, 매년 체류 외국인의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임

2) 2020년에는 코로나19인 인하여 정체되었으나, 코로나19 종식 후 다시 증가 예

상

3) 다문화가구 구성원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의 정착 연한이

길어질수록 경제·사회적 적응이 중요해져 가고 있음

4) 특히 다문화가구의 자녀수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통합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5) 한국인들의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1.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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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족의 개념
 1980년대 후반부터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
 법률적 의미(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2조(출생), 제3조(인지귀화) 및 제4조(귀화)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

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광의 대 협의의 의미

 광의: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
 협의: 가족 중 한 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구성된 가정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2. 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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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족의 개념
 개념의 역사적 변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이전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이후
 결혼 이민자, 귀화자 및 출생에 의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즉 국제결혼가족만을 의미
 이는 최소한 한 사람의 가족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011) 이후
 결혼이민자, 귀화자 및 출생인지 귀화한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

하여 다문화가족 범위가 다소 확대

 정책적 필요에 의한 개념의 확대
 교육부: ‘다문화가정’이라는 개념을 사용
 ‘다문화가족’이 실제 학교 현장과는 괴리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2. 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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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정책환경의 변화

구분 도입 및 성장기

➪

정착기

국제
결혼  증가 후 안정화  감소 추세

다문화
가족  지속 증가  안정화 및 장기정착 비율

증가

결혼
이민자  초기적응 및 사회진출 활성화  사회진출 욕구 증대 및 경제·

사회적 참여 강화

자녀  출생 및 초기 성장  학령기(청소년기) 비율 상승

가족
유형

 가족생활 갈등 발생 및 해체
증대 가능성 증가  한부모 등 가족형태 다양화

사회적
수용성

 관심형성 및 부정적 태도 확산
우려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
적 개선 노력 필요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2. 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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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기본계획(2018-22) 정책의 변화 방향
 ‘도입 및 성장기’에서 ‘정착기‘로 패러다임이 변화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가 장기화되고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강화

 가정폭력 관련 긴급상담, 전문상담 및 주거시설 확대 운영 등 가정폭력 대응체계 강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을 다양화 하고,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제도(근로장려금
자격)를 개선하고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령기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학업·글로벌 역량,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 지속 추진

 결혼이주여성 초기적응지원 지속 및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2. 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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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기본계획(다문화정책)
구분 제1차 기본계획(2008-2012) 제2차 기본계획(2013-2017)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목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정책과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책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2. 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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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차 기본계획(다문화정책)
구분 제2차 기본계획(2013-2017) 제3차 기본계획(2018-2022)

비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모두가 존중 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책과제

정책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협력적 다문화 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2. 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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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기본계획(정책과제 및 추진 부처)
정책과제 내용 추진 부처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가족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가부, 경찰청

국제결혼 피해방지 지원 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여가부, 국토부, 소방청

서비스 연계 활성화 여가부, 법무부, 행안부

2.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자립역량 강화 여가부, 행안부, 법무부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고용부, 여가부, 농식품부,
중기부

사회참여 기회 확대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지자체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지자체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여가부, KOTRA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고용부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여가부, 교육부, 여가부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2. 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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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기본계획(정책과제 및 추진 부처)

정책과제 내용 추진 부처

4.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여가부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여가부, 교육부, 문체부, 행안부, 복지부, 
국방부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문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자체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문체부, 지자체

5. 협력적 다문화
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여가부 등 관계 부처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여가부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2. 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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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2. 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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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여가부 다문화가족 지원)

I.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2. 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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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1. 충청남도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배경

 다문화 가구 및 자녀 수 매년 증대
 가구수 2017년 15,708 → 2019년 17,688
 자녀수 2017년 11,408 → 2019년 15,080

 청소년과 성년의 다문화 수용성 격차
매년 증대
 격차 2015년 13.68점 → 2018년 18.41점

 정책목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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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1. 충청남도 사회통합
 정책의 주요내용

1) 자녀 성장지원
 진로탐색을 위한 ‘꿈틀‘ 프로젝트(홍성군)

 대상: 총 29명(중도입국자녀, 초등 5,6학년 등)
 내용: 자기이해 및 진로설계 등 3개 그룹 운영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음악활동 ‘일곱빛깔 악단’(천안시)
 대상: 초중생 13명
 내용: 바이올린 및 플롯 교육

 청소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3G(in Gongju for 
Green with Group)

 대상: 다문화 및 비다문화 청소년 15명(10회)
 내용: 농촌봉사 체험활동, 로컬푸드 탐구, 공동체 의식 형성 등

 책이랑 놀자 독서왕, 학습왕(논산시)
 대상: 다문화 자녀 15명(10회)
 내용: 도서관 탐방 및 독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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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1. 충청남도 사회통합
 정책의 주요내용

2) 다문화 인식개선
 예산군 ‘글로벌 소통가’

 대상: 다국어 의사소통 가능 결혼이주여성(7개국 21명)
 내용: 이들을 소통가로 양성하여 경찰서, 교육청, 보건소 등 통역 서비스

제공(+소득 창출)
 상호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교육

 대상: 공공기관 및 일반주민(총 1,082명 교육)
 내용: 교수, 전문가, 다문화강사(결혼이민자)가 공공기관 및 일반주민

대상 이해교육
 다문화가족 신문 발행 및 명예기자단 교육

 대상: 다문화 명예기자단(시군 별 10명 이상) 선발 및 교육
 내용: 이들이 취재한 기사를 신문사에 제공(월1회 발행/회당 22,000부)

 다문화 가족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범도민 캠페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배부 캠페인을 통한 나눔문화 전파
 충남다문화인권위원단(32명) 운영(회의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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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2.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인권지킴이 사업

 추진배경
 2015년에 비하여 2018년 지역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하락

(52.83→51.83)
 정책목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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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2.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인권지킴이 사업

 정책 내용
1)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多 행복프로그램)

 사업 대상: 도내 23개 시군 지역주민, 학생, 단체 등
 내용: - 공공시설(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다문화이해 순회교육

실시(다문화가족 배우자 등도 포함), 
- 문화충돌 극복 및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2) 다문화가족 SOS 긴급지원팀 운영
 참여 대상: 다누리콜센터, 1366센터, 시군 SOS지역조사 위원(355명)
 내용: 위 기관 및 위원들을 통해 위기가정 발굴 및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인권지킴이 역할 수행
➪ 유관기관 솔루션회의(법률지원 + 의료지원) 및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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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2.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인권지킴이 사업

 정책 내용
3)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참여 대상: 23개 시군 경찰서
 교육 내용: 시군별로 경찰서와 협업하여 한국사회의 현실에 밝지 않은

결혼이민자에게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법 감수성 교육 및 피해자 구제
지원

 홍보 내용: 경찰과 협업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예방 다국어 안내
서 제작 및 배포(3,600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처리 절차 단계, 지역별 지원기관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4) 대학협업,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학습 및 진로지원
 참여 대상: 대구교대 및 접근성 낮은 4개 군 지역의 다문화가정 자녀 선발
 내용: 온라인 학습지원(출석체크), 부모교육(진로지도), 대학생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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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2.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인권지킴이 사업

 정책 내용
5)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해외 이중언어 연수 프로그램 운영(’19년 전국 최초)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18명 선발(경상북도 다문화기금 6천만원)
 내용: 베트남 칸화대학교 어학연수(60시간), 멘토링 학습, 베트남 문화체험

 국내 이중언어 연수 프로그램 운영
 대상: 베트남어 55명, 중국어 41명(경상북도 다문화기금 1천만원)
 내용: 대국대학교에서 방학 중 어학 집중교육(베트남어, 중국어), 부모교육(76명),  

이중언어 골든벨(101명)
 삼성전자 협력: 국내 이중언어캠프 사업비(45백만원) 지원

 중도입국자녀 징검다리캠프(dream capture 1,2차)
 대상: 경상북도 내 중도입국 다문화가족 자녀(’19년 35명)
 내용: 중도입국자녀 자존감 및 학교적응 유연성 향상 및 이중언어 강점 강화를

위한 미래설계, 적응성 향상, 가족인정 및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대구대학교
강사 3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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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3. 대구광역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다문화가족

 추진배경
 대구시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 증가(2015년 이후 외국인수 증가율 연

7.2%)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 자립기반 조성 필요
 지역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하락(‘15년 52.83 → ‘18년 51.8)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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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3. 대구광역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다문화가족

 주요 내용
1)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통역풀 활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실시
 참여 대상: 14개 언어 97명으로 구성된 통역풀
 내용: 전화모니터링(1인 1일 3회 1만원), 현장조사 통역지원(1건 7만원)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대구한의대 계약학과인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운영(전국 유일) 

→ 자격증 획득·취업연계 지원(55명, 1인 연 300만원 지원)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학비 지원(22명, 연간 100만원 이내)

 위드 코로나 시대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병행 운영
 각종 대면교육을 소규모 대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제공(zoom, 유투브, 

네이버 밴드, 카카오 Live 등을 활용하여 210개 과정 운영)
 비대면 “맘(mom)이 든든 임신·육아 교육”(온라인 임신출산 가이드북 5개 국어로

제작)
 외국인 고립감 해소를 위한 “추석은 언택트로, 마음은 영상으로“ 사업 진행(600 

다문화가정에 명절음식 키트와 한과세트 배부 및 SNS를 활용한 가족사진 컨테
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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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3. 대구광역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다문화가족

 주요 내용
2) 위기상황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경찰청과 연계하여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 다문화가정 보안시설 개선
 방범창, 잠금장치, 조명 등 1인 당 7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설비 지원

 위기 다문화가족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실직, 질병 등 긴급한 위기 발생 다문화 가정에 생계비 지원 확대(중위소득 8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백만원)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사업(영남의료원과 연계하여 저소득 다문화

가족에 1인 2백만원 한도 내 치료비 지원)
 소통단절 위기 다문화가족에게 소통도우미 퍄견

 가족갈등 및 문화차이로 인한 소통단절 위기의 다문화가족에게 소통 도우미 파견
 내국인과 출신국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2인 1조 도우미 파견하여 갈등해소 및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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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3. 대구광역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다문화가족

 주요 내용
3) 다문화자녀 성장과 청소년 인식개선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사업
 대구교대 다문화미술연구소 연계 미술작품 제작활동 지원(50명) 및 우수작품

전시회 개최(작품에 대한 분석·상담·평가를 통해 재능발굴 및 부모상담 실시)
 다문화 자녀(멘티)-대학생 자원봉사자(멘토) 1:1 멘토링 사업(100명 정서상담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
 아동·청소년 대산 인식개선 사업

 교육청 연계 초등학생 대상 “이웃나라 문화체험“ 교육 실시(각 나라별 언어·문화·
풍습·놀이·음식 등 체험을 통해 다문화수용성 향상)

 다문화가족 홍보교사를 통한 영유아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결혼이민자 출신
홍보교사를 양성·파견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으로 각 나라별 놀이·노래·전통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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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4. 광주광역시 품어요! 다양한 가족, 열어요!  다양한 사회

 추진배경
 광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18

년 전국 52.8점 대비 호남은 47.4점)
 반면 결혼·출산·자녀 등으로 인해 장기거주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증가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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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4. 광주광역시 품어요! 다양한 가족, 열어요!  다양한 사회

 주요 내용
1) “가족의 다양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18세 이상 1천명 대상 전화설문 조사

 새로운 홍보시책 발굴 및 추진
 전국민 대상 슬로건 공모전 결과 총600건 접수 중 15건 선정
 대상 슬로건 ‘품어요! 다양한 가족, 열어요! 다양한 사회‘

 다양한 홍보 실시
 가족의 다양성 수용 홍보 동영상 제작(7분/1분)
 라디오 송출(지역 방송사 통해 1일 4회, 총 208회)
 모션 그래픽 송출(시청, 지하철 등 영상 송출)

2) 다문화가족 산모 및 자녀를 위한 맞춤형 양육정책 지원
 다문화가정 출산 지원

 ‘결혼이주여성 임산부 교실‘ 운영
 광주 북구 거주 결혼이주여성 100명 교육(10명 씩 10회)
 출산준비교육 및 출산용품 만들기 실습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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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4. 광주광역시 품어요! 다양한 가족, 열어요!  다양한 사회

 주요 내용
2) 다문화가족 산모 및 자녀를 위한 맞춤형 양육정책 지원

 다문화가정 산모 돌봄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다문화가족 및 고려인 가족(120 가정 신청)
 내용: - 산모의 영양 및 건강 관리,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육아정보 등 제공

- 산모 국적별 언어 홍보물 및 용품(기저귀, 젖병 등) 전달
- 산모와 신생아 감영예방, 다양한 질병과 대처, 신생아 응급처치 등
- 산후체조 체험 병행

 추진실적: 약 100여 가정(일본, 베트남, 중국 등), 파견시간 총 5,605시간(2020년)
 이주 배경 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대상: 5세∼19세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내용: - 각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5개 다문화지원센터, 11개 심리치료

기관, 5개 의료기관, 3명의 전문상담사 등)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치료비

(1인 110만원) 및 부모 개별 코칭비(40만원) 지원
 추진실적: 청소년 심리 상담치료 및 부모코칭(사례관리 49명, 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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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 다문화정책의 우수사례(최근)
4. 광주광역시 품어요! 다양한 가족, 열어요!  다양한 사회

 주요 내용
3)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경제 도모 확대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문화가족 행복장터‘ 운영
 다문화식당 운영: 베트남 2명 다국적 음식 등 판매
 다문화 마켓&공방 운영: 식자재 및 수공예품 판매 및 수선
 다문화체험관 운영 및 다문화 음식·의상·공방 체험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산모돌보미 양성‘
 모집대상: 일정기간 한국에 거주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결혼이주여성(자녀출산자) 

32명(일본,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사업내용: - 산모돌보미 양성 및 교육: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목욕, 직업교육(1일

16,000원)
- 산모돌보미 간담회: 횔동 시 의견 및 사례 공유, 성과평가 등(연 4회)
- 산모돌보미 파견: 산모의 모국 출신 1명 당 1가정 1일 5시간

최대 70시간 이내 파견(시급 10,500원)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운영 및 ‘통역 콜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9개국 15명, 광주 광산구)
 사업내용: - 외국인 지원 관련 각종 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책 홍보

-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외국인주민 의견 취합·제출
- 구청 방문 외국인 중 의사소통을 위한 명예통장단 맞춤형 통역

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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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가 분절적이며 자기완결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혁하여 중앙집권
적이며 부처이기주의적인 구조를 지방분권적이며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할 필요

 광역과 기초의 역할과 참여수준의 변화가 필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조직의 다양성이

필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기관간 목표공유 및 정보교

환을 증진 필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산하기관들

의 경우, 기관에 대한 중앙의 평가시스템에 기관간 협력을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 필요

III. 한국 다문화정책의 미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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