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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특징01 서울특별시다문화가족현황

결혼이민
자및귀화
자

다문화가
족자녀

배우자및
동거인

2018년

179,426명

183,149명

서울특별시거주다문화가구원수

189,010명 (2020년기준)

〮 서울특별시거주다문화가구원수는
증가추세

189,010명

2019년 2020년

귀화자와자녀의증가세가두드러짐

<결혼이주민 등 증가 : 93% (최근 10년간)>

〮 결혼이주민 13% 증가

〮 귀화자 237% 증가

〮 다문화가족자녀 141% 증가

2011년 2020년

귀화자
다문화가족
자녀

11,668명

13,789명

39,340명

33,288명



사회경제적특징01 서울특별시다문화가족현황

10년이상
47.9%

2018년

10년미만
47.9%

10년이상
60.6% 10년미만

39.4%

2015년

일자리수요는높으나. 선주민에비해고용의질이낮음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수요조사 (5점만점)

일자리교육및소개 (3.51) > 한국어교육 (3.22) 등

〮결혼이민자직종중단순노무종사자비율이선주민에비해

14.9%P 높음 (선주민 13.0% , 결혼이민자 27.9%)

〮20대55.6점 >>>> 60대이상 48.2점

다문화가족에대한수용성은젊은세대일수록높음

〮전체결혼이민자중 10년이상장기거주자분포

12.7%P 증가

국내장기거주결혼이민자증가추세

60대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48.2

51.49

53.74

55.07

55.61

다문화수용성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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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운영03 세부사업추진현황

서울시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운영

〮지정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 전담인력 2명

〮주요사업

-다문화가족네트워크운영및정책개발

(중앙부처-서울시-자치구-관련기관연계)

-서울시다문화가족홈페이지및어플운영

-자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지원및관리

[ 정책포럼 ]

자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현황 : 25개자치구각 1개소운영 (총 25개소)

〮역할 : 서울시예산지원 / 자치구시설운영

〮인력 : 각센터별 20명내외

〮주요사업

-가족, 인권, 한국어등다양한교육, 상담제공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환경조성, 자녀언어발달,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등특성화사업진행

-교류소통공간운영, 결혼이민자다이음사업등

[ 시설전경 ]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을위한종합서비스시
설운영지원

자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등광역총괄기
능수행



돌봄지원03 세부사업추진현황

다문화가족출산전후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임신, 출산, 육아분담자

〮수행기관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공모〮◌선정)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예약시스템

〮주요사업

-의사소통지원 : 의료통역사양성(25명), 통역지원

-건강증진지원 : 다국어임신〮◌출산 자료 제공, 

건강검진지원, 출산교실운영

-심리정서지원 : 우울증예방검사, 심리프로그램

[ 통역안내및 출산교실운영 ]

다문화가족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0~7세)

〮수행기관 :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현황 : 돌봄인력 3명선발운영

-코로나19로센터의돌봄수요감소영향

〮향후계획

-단계적일상회복일정에맞춰사업정상화추진예정

-거점센터공모선정→ 거점센터에서사업수요센터에

돌봄인력파견 (2022년 돌봄인력 20명으로확대)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다문화가족의편의를위
한동반 아동돌봄서비스재공

낯선문화에서임산, 출산등어려움을겪고있는
결혼이주여성등에게맞춤형훌산전후서비스제
공



자녀성장지원03 세부사업추진현황

방문학습 / 진로진학서비스

[방문학습]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3~15세, 1,200명)

〮수행기관 : ㈜대교 –공모선정

〮수행방법 : 주1회방문학습 (온라인학습병행)

[ 프로그램운영 ]

FC 서울유소년축구교실운영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5~12세) / 100명

〮사업내용 : 다문화〮비다문화자녀가함께하는유소

년

축구교실운영 / FA서울홈경기관람지원

〮추진방법 : 민관공동협력(비예산) / 협약체결

- (서울시) 사업계획수립, 축구장섭외지원등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자접수등

- (FC 서울) 축구교실운영 , 후원사모집

* 후원사 : GS리테일, 남촌재단등

[FC서울축구교실 ]

다문화가족의편견을해소하고사회의일원으로
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민관협력유소년축구
교실운영

학습및진학에어려움을겪는다문화가족자녀대
상방문학습및 진로진학서비스제공

[진로진학서비스]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9~24세)

〮수행기관 : 한국진로진학연구원 –공모선정

〮주요사업 : 1:1 진로진학상담(60명), 

찾아가는그룹진로상담등



취업지원03 세부사업추진현황

취업중점기관운영

〮운영기관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모선정)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모두

〮사업내용

-구직상담, 구인/구직등록, 취업연계, 사후상담등

-결혼이민자취업박람회개최

일시 : 21.5.31.~6.4.

장소 : 온라인개최

프로그램 : 구인구직매칭, 취업성공

강연회, 이력서작성컨설팅, 

취업정보제공등

참여 : 총 17개업체참여, 면접 101명

강의 〮 이벤트총참여자 1,292명 채용 11명

취업교육프로그램운영

〮운영기관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등 4개소(공모)

〮교육대상자모집 : 각교육기관별모집운영

〮교육과정

-관광안내통역사양성과정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글로벌오픈마켓전문가양성과정

(강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네일아트기술교육 (한국여학사협회)

-봉제기능인력양성과정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교육현황 :  총 83명 202회진행

[취업교육프로그램]

결혼이민자의취업지원을위해전문취업기관연
계직업훈련과정운영

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의자립역량강화를위
하여취업관련종합서비스운영기관운영

[취업박람회포스터]



상호문화활동지원03 세부사업추진현황

자조모임및모국어교육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등)및선주민

〮지원내용 : 문화예술, 자녀성장, 봉사활동등

모임활동지원

〮지원현황

-자조조임 : 24개자조모임 / 340명

-모국어교육 : 7개모임 / 178명

〮경험공유 : 자조모임워크숍을통해 1년간의활동공유

[ 모국어교육]

지역특화사업지원

〮사업내용 : 자녀성장, 가족관계향상, 인식개선등

분야별지역특성을반영한프로그램지원

〮사업선정 : 7개사업

<각자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비영리법인대상>

-찾아가는세계역사인형극, 세계문화교육및체험활동

-세계시민학교교육및활동, 뮤지컬을통한자존감향상

-다양한존중독서교육, 연극상담을통한자존감향상

-밴드앙상블교육을통한사회성향상

〮사업현황 : 총 154회 / 708명참여

[뮤지컬활동 ]

서울시지역별특성및다문화가족수요를반영한
맞춤
프로그램지원

다문화가족커뮤니티지원을통한심리정서안정,
자존감고취및한국사회적응지원

[자조모임]



発表を終わり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