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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 핀련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간호학적 측면에 대한 고활 

갱 연욱" 

1. 셔혼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화의 추세와 항께 외국인 

근로자， 철혼이인 풍 많용 수의 외국인이 유입되연 

서 다푼화 가갱의 수가 급격히 중가되고 있고， 과거 

안일인혹과 단일문화용 자랑하던 한국사회가 급칙 

하쩌 다문화주의 시대로 이앵되는 전연의 시대용 맞 

고 있다 다푼화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 

용되기 시작힌 것옹 2005년정이후로 철혼 이주여성 

의 수가 급격하재 충가하게 핑에 따라 다문화 가갱 

에 대한 쩨안 용제가 주요얻 사회척 이슈로 다뤄지 

게 원 것파 액융 강이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란 외국 

인노동자， 국재결혼이주자， 새터인(북한이탕주민). 

그 밖의 외극인거주자， 외국인과의 사이어 서 때어남 

자녀둥효 이루어진 가갱융 일컬어 우르는 용어이다 

(깅엉수， 2뼈) 이률옹 서로 다용 이주 목적과 배정 

융 지니고 있지안 지급까지 각각의 유앵이나 특성이 

고혀되기보다는 대쩨효 다문화 가갱이라는 하나의 

이용아얘 정책이나 연구가 추진되어왔cj{서울대학 

교병앤 건강증진사업단， 2006) 

1) 경상대악쿄 간호대억 쿄수， 경상대학쿄 건강과학 
연구윈 노인건강연구센터 연구앤 

다문화 사회란 시인/국민으효서 누얼 수 있는 

사회， 정채， 정치， 문화혀 권려훌 취득하고 향유하는 

데 인종파 인혹이 차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흩 

말하며 다운화 주의는 이를 견인빼 가는 이념이다 

(검에순， 2(08) 다용화 정책응 한 사회내의 다양한 

인중이나 인촉 집단률의 문화훌 단일한 문화로 동화 

시커지 않고 서로 인갱하고 존중하연서 꽁존하도륙 

하는데 그 옥쩍이 있는 이녕체계와 그것융 실현하고 

자 하는 갱부 갱책과 프로그행융 의미힌다(윤인진， 

2(08) 

한국의 다문화 가갱에 관한 여러 문셰들이 급척 

하게 쩌기원 배경옹 산업의 발전과 국내 인구 강소 

에 따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파 힘께 국내에서 배 

우자용 구하기 어혀운 농촌 지역의 남성흘이 중국 

조선촉이나 저소특국가인 동냥아의 여생툴파 결혼 

하게 되연서 형성원 경혼 이인자 가정으로 인한 것 

이 가장 않으여，!il옹 기간 홍안에 급격히 국재 철혼 

융이 중가되연서 사회척 이슈가 되기에 이르렀다 

다운화가갱용 이인 당사자가 가진 언어의 한계와 운 

학적 차이로 인빼서 사회척 척용이 어렵고 사회적 

연견파 엉척 제도객 차별， 가촉갈퉁， 가촉 에얘 풍 

의 각종 위엉요인에 노융되어있는 실갱이다 이져헝 

다문화 가갱에 대한 사회적 안전앙이 구축외지 않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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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횡얘서 다문화 가쟁의 충가는 사회적 취약 계충융 

앵생하고 가족해체융 가속파 시쳐서 우리 사회의 홍 

합용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찌가 펼 수 있다 

우리나라얘서는 ‘2005년 건강가갱기온엉’이 흥 

과외연서 가족 갱책에 대한 기온 시각용 가족단위의 

사전척 흉합적인 셔 "1스 제용에 충갱융 두는 추셰 

로 천환이 되었다 그러나 다운화 가혹 대상의 서비 

스는 대부분이 절혼이민자 개인단위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기촉단위의 셔비스 지앤 에계가 이흉한 실정 

이다 또한 다운화 가족관련 연구 또한 다문화 가측 

의 !흑생， 갱책분껴， 사회척용 동파 판련원 가쪽분석 

퉁이 셰한척으로 수앵되어서 가촉부양， 가족기능， 

건강및보건의료실태，북지 실태 및 욕구퉁에 대 

언 연구나 자료가 부족한 싱청이대깅유경 외， 

2(08) 

륙히 다운화 가갱과 연계원 대부분의 사랍들옹 

컬혼 이민 여성으로서 충산 및 육야와 판련원 문제 

가 가장 많이 따르게 되L 이는 절혼이인여성 자신 

용 g흔이고 가갱의 건강과도 혜경되는 문제이다 

이얘 갱부는 여성 결혼이인자의 사회룡합과 다문화 

사회의 실현융 하기 위한 갱책과세용 중앙척으로 제 

시하끄} 노력용 기율이고 있다 그 충애서 여성가 

촉푸는 2이%년 5 1개소의 시군구 단위의 결혼이민 

자 가족 지원센터용 지갱애서 운영하고 았으며， 

2007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거주"는 여성결혼이민 

자융의 접근성 문제용 해결하기 위해서 ‘찾。}가는 

서비스’흩 채공하고 있다 또언 보건북지부애서는 

2007년 보건소 맞충형 땅문건강관리샤업 대상으효 

포항시키깨 되었다 그러나 이훌의 건강관리률 않옹 

부운 책임져야힐 보건소의 실무차앤에서는 활발한 

대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갱이대안양희， 

2(08) 

또한 지긍까지 다문화 가갱이나 여생 철혼이민 

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회학， 사회욕지학 분야 

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안 사회흘 이끌 

어 가는데 충요한 역할율 하고 있는 간호학 분야에 

서는 상대객으료 연구가 매우 저초한 상황이다 따 

라서 용고에서는 다문화 가갱과 판연원 보건의료 정 

책외 현양융 중앙부처 잊 지양 부쳐훌 중섬으로 고 

철하며， 다운화 사회와 판련왼 보건의료 용야， 륙'1 

간호학척 판정에셔의 활용 잊 연구 현황융 실중적으 

료 분석하고 향후 대처잉례올 고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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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 다문화 갱찍의 현황 및 

보건의료 깐효학계의 훨용과 

연구의 실중객 분석 

정부는 2008년 12월 외국인 100안 명 시대용 

맞아 「외국인정책위원회」 용 개최하여 이영악 정 

부의 외국인갱책 5개년 제획용 싱의 의결 하였다 

또한 외국인 정책의 비전용 ‘외국인파 함께하는 세 

계 일유국가·로 갱하였으며， 이에 따라 쩍극객 개앵 

융 용언 국가경쟁력 강화와 옐 놓용 사회흉합， 정서 

~는 이민예갱 구현， 외국인 인권 용호 풍 4대 정책 

욕요와， 우수인재 유치용 용한 생장 동력 확')i， 다문 

화가갱얘 대한 이해중진파 지원， 외국인 권익보호 

퉁융 융자로 하는 1 )개 주요 과재 풍융 힐표했다 

혹， 여기서 외국인갱책의 기온영향용 개방융 용한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충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효의 방견， 엉파 원칙에 따용 쩌휴갱서의 확링 

퉁이다 이러한 외국인갱책 기본계획의 의의는 각 

우쳐가 개별척으로 추진해용 외국인갱책흘 충장기 

쩍 핀정얘서 종합적 셰계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 

용융 마련한 것이대국무총리실 보도지혹 2008. I지 



이처영 국채화와 세계화의 급격한 연화 속에서 

2009년 7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4안 4，385영(전년대이 13.7% 중가)이여， 이중 여 

성이 1 2안 7，683명(88.4%).으로 대부분용 차지하고 

있다 다운화 가촉의 자녀는 5안 8，007명이며， 이중 

초 충고 재학생이 l안 8，769명(32.4%)얘 이른다 

(용계갱， 2009) 

또한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국찌결혼 건수는 2이m년에는 1 1 ，605건， 2003년 

24，776건. 2005년 42，356건 . 2007년 37，560건， 

2008년 36，204건으로서 2008년까지도 2000년에 

비하여 약 3.6배의 중가용 보이고 있다{표 ” 
2000년 이후 우리냐라에 풍혹왼 외국인의 수는 

2000년에 비해 약 3얘 갱도로 급격한 충가융올 보 

이고 있으며 이러한 운재률이 종합적으로 사회문채 

화가되었다 

2000년 210，249영이 보고왼 이후 해마다 중가 

〈표 1 > 우리냐라국채경혼총건수 

간효핵의 "111 에6권 1효 

세용 보여 2006년알 63 1 ，2 1 9영융 기혹얘서 2000 

년 대비 약 3배의 중가훌 보이고 있다{표 2) 

한연 새터인이란 북한 이당 주민， 측 월욕자훌 

알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회앙용 갖는 사랑’이 

라는 옷으효 한예 귀순주인， 당욕자， 욕한 이활 주 

민이라는 양로 었던 것올 새홉께 순우리얄료 고친 

것이다 당북자도 해01다 그 숫자가 중가외고 있어 

서 이이 우리 사회 안에 많온 인구률이 유입되어 있 

는 싱갱이다 이러한 당육인구의 유입옹 2αm년 

3 1 2영에셔 2008년 2809 영으료 약 9배가 중가되었 

다 륙히 1990'~대의 탈륙지들용 주로 낭성이 않았 

으나 2002년부터 연화가 나타나서 2002년 당시 총 

1 1 38명의 당욕자중 냥성이 506명(44.5%)， 여성이 

632명(66.5%)으호1 이예부터 여성 당혹자가 냥성 

보다 많아지기 시작해서 2여)8년 총 2809명중 냥성 

이 612영(2 1. 8%)， 여성이 2， 1 97명(78.2%)으로 여 

성 당양자가 급격하게 중가되고 있융융 알 수 있다 

언도 2ol) 2001 2OCI2 2c(잉 2004 2C05 20)) 2007 200B 

용 건수 11 ,605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자료 용셰갱(2이)9) 

< 표 2 > 우리나라 퉁혹외국인 추이 

년도 2αXJ 2001 2002 2αl3 2004 2005 2006 
흥욕외국인 

210,249 229,648 252,457 437,954 468,875 485,144 631 ,219 
(장기에휴) 

자료 용찌갱(2008) 언국의 사회지g 

<.H. 3> 륙한 이활주민 입학자현황 

2000 2001 2002 2O(J3 20C씨 2005 2006 2007 2α18 

냥자 179 294 506 469 626 423 509 570 612 
여자 1ll 289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잉재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자a 용제갱(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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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째갱.2009 용일부자료) 따라서 이녕이 전혀 다 

용 곳에서 성장에셔 새홉게 냥한으로 귀순한 씨터인 

흘도 소외계층의 한 부휴로서 받아들여서， 일땅적인 

용회률 요구하지 알고 오히려 다용화주의객 관정얘 

서 이릅융 받아률이고 푼셰용 해결해야 힐 영요가 

있다{김영하. 2008; JI. 3) 

다문화 가촉응 언어와 문화혀 차이， 사회문화적 

부객용， 사회적 연견， 엉객 제도척 차영， 가족갈퉁， 

가혹해셰 풍의 각총 쩌헝요인에 노용되어있는 설정 

이다 

깅유정 동(2008)에 의하연 다문화 가쪽옹 위한 

사회적 안선망이 구축되지 않용 상황에서 다운화 가 

혹의 중가는 사회척 취약 계총용 형생하고 가속화 

시쳐셔 우리 사회의 용합융 저얘하는 시급한 사회운 

재료 대두가 핀다 따라서 지긍까지 다용화 가족올 

대상으료 하는 셔비스의 대부훈이 결혼이민자 개인 

단위로 셰꽁되는 추세용 종 더 가족단위의 서비스로 

져앤 쩌계톨 션연헤야힐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가혹판련 연구도 다용화 가측의 혹생， 갱책운석， 사 

회객용 풍파 관련왼 7택훈석 퉁이 제한적으로 수앵 

되어서 7)혹부양， 가록기놓， 건강 및 보건의료 성태， 

홉지 실태 잊 육구 풍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야할필요가 있다 

1 다문회 가정의 건강문제 혜엉흩 위한 보건 
의료 정핵 현g 

1) 중앙'"쳐외 다훈화 가정 광련 보건의료 정책 

및활동 

갱부는 다푼회 갱책의 목표용 ‘외국인파 더불어 

사는 옐린사회의 구현’으료， 시민단체는 ‘이주인이 

생존권과 인권용 보호 받으며 내국인과 이주민이 더 

용어 살아강’융 그 옥표료 갱하고 있다 

이러한 앵해의 주체는 충앙갱부 및 지앵자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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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종교단써도 자세척인 

활홍율 수앵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다문화 갱책 

옹 ‘채한 외국인 처우 기본엉’에 따혼 앙엉척 외국 

인(합엉객 단기 얘휴 외국인， 국셰옐혼 이인영생， 다 

운화 가족 자녀， 귀화 외국인， 난민)얘 국한되고 있 

으여， 시민단체는 합법척 외국인은 용흔이고 왈엉셰 

휴 외국인까지 대상자률 확대해셔 활동융 하고 있 

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체 외국인의 114:가량용 차 

지하는 용엉 쩨휴 외국인이 애체되어 있는 정， 갱부 

부처간 충북부자와 단기객 지앤 퉁이 문채갱으로 지 

혀되고 있으며 의료문제 또한 이려한 문재와 얘용 

같이 하고 있는 실갱이대융인진. 2(08) 

중앙부처의 다푼화 갱책 업우는 크게 엉우부， 

운화 체육 판광부， 보건홉지가축부， 앵정안전부， 교 

육과억기슐우， 노흉부， 여성부 동에서 업우융 나누 

어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용야는 주'.sc 보건북지 가 

족부 다문화 가촉파에서 활똥이 이쭈어지고 았다 

보건욕지가촉부의 보건욕지가혹부의 다문화 가혹파 

에서 주완하는 활용용 외국인 잊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앤， 외국인 및 노슷자 풍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다문화 가촉에 대한 지핀， 다용화 가혹 사회 용합 

지앤， 다문화 가촉 지앤샌터 지정과 운영， 다운화 가 

쪽에 대한 괴육， 상당， 갱보제공 퉁의 시책 추진， 다 

문화 가쪽 판련 조사， 연구 및 실태 죠사， 다문화 가 

측에 대한 사회척 인식 개션을 위한 시책 추진， 다국 

어 지원 시스댐 구축， 운영， 이주여생 전문인력 양성 

퉁이대깅혜순 외.2이)9) 정부 주도의 다운화 정책 

업우는 다용파 강대표 4) 

주민 완련 사업 중 여생 걸혼 이민 가혹관련 정 

부 갱쩍옹 2008년 갱부 죠혀 재연이 이후어지연서 

보건복지가흥부로 이판이 되었다 욕허 갱부의 다운 

확정찍용 여생컬혼이인지〈약 17안 영， 국내거주 외 

국인의 약 13%)에 집중외어 있고 보건욕지 가족부 



긴g회의 지영 씨6권 1호 

용 충심으료 시앵되는 여생 철혼이인자에 대한 갱책 

의 에심파져는 당엉쩍인 국셰절용 중개 양지 및 철 

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쩌류 지 

원， 한국 사회의 초기갱확 지씬， 아동의 학교생활 객 

용 지원 ，생휠안청 지원 강화， 사회껴 인식 개션， 업 

우 추진쩌껴 잊 전당얘계 구혹 둥이며 구세적 내용 

옹다용과같다{Jl 5) 

<lI. 4 > 중앙부처 다문화갱에 업우의 내용 

부지 잊부서 

엉우-\'-
융잉극 외국인갱에용쭈 

용''1세욕완핑￥ 
다용화갱에팅 

보건욕지가혹우 

다용억.71촉와 

예갱안전쭈 

자치앵갱파 

ji[.욕"f억71i-￥ 

장재인혁갱에파 

노흉우 

외'<인혁갱에와 

여성우 

연익기의와 

자료 겁에쉰2아)9)에서 찌인용 

업무내용 

외국인정책 기용계 찍 잊 시앵찌획 수엉 잊 용용 

중앙’정기완 잊 지앙자지얀세의 외극인갱에에 핑한 엄외 죠갱 

사회용앙프로그영 완연 충앙 잊 지자에 동 용련기판과의 영우영죠 
다운파외 이예중진에 l'f언 시셰 

외악인의 동혹， 쩌유자적 우여， 연정 잊 연장허가 

외국인의 근우쳐 추가， 연정 잊 째입궁허가 

이주노흉자 운여적 지앤 사업 추진 

외국인 노동자 컬혼 이인 여성 대상 언어a실 용영 

다뭉회사회 용학 연정 조성 

이인자 용화 활용， 사희용앙프효그영 운영지원 
다뭉'1 사회 이에충진 흥보 

외국인 잊 찌외극인 건강호엉 지앤 

외국인 잊 노슬지 용에 대한 우료진료 사업 
다용파71측에 대얻 지앤 

다용여가축 사여용앙 지앤， 다용억7택지앤샌터 져갱 용영 

다용화가쭉에 얘얻 교육 상앙 정보제공 용외 시에 추선 

다용화가혹 판련 죠사 연구 및 실예죠사 

다용파가훌에 대한 사여격 인식개션융 해언 시예 추씬 

다혀지원시스엠 구혹 용영， 이주여생 갱웅 인쩍 쐐 

지자셔 외국인주인의 갱싹지앤 시책추진 

다용'1 지역사회 의 양천융 외한 자치연세 시에 지앤 

외국인주인의 지역사회 장여혹친 양안연구 

외국인근호겨， 철혼이민자 자녀의 학교교욕 지앤 

외국인 유학생 유씨갱혜 수링주진 

정용이 인'i. 외긍인은효자， 용한 이헬주인 흥외 인혀자씬깨양 

학우오 잊 억생의 다용화 강수생 셰고톨 위언 각용 시‘ 추진 

의쪽인 근로자의 도잉 고용 앙리 

의극인혁 찌도의 션안척 션리 

외국인 고용시업생의 지도 갱겁 

71혹욕혁 등 피에여성 보효 지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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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 > 여생경혼이민자 7댁의 사회용합 지앤 대책 갱부계획 

여싱g흩이민자의 시회톰잉괴 엄린 다문회 사회 실힌 

기롤잉엉 져엄과 .지 시각지대 뼈쇼 

징액과셰 쭈요내용 흐지시영 
후갱 g억 

부서 기씬 

절혼중개엉셰 앙엉앵위에 대언 당속 영우￥ 정활갱 

국제경혼충개업 용리톨 위한 입업 추진 욕지'1-

항엉적인 외교푸 
극제경용 

극셰경혼충깨엉 g리엉톨 세청 인신매매 흥 충'.앵외에 대한 앙리양안 검토 엉우￥ 여가쭈 
중개양지 

사충양급싱사강파 정앙'1 
잊 

이주 션 건강잉리씨1 구용 
곁흩당샤자 정혼비자 앙급서휴갱쳐 K준화 영우푸 의쿄쭈 

보호 외쿄셰녕훌 흉한 욱가 간 연혁’져 구용 외요우 

경혼 앙사자에게 욱져결혼에 대한 정보져공 여가우 혹지우 
외교￥ 

애우지외 신원JI.충 에지신갱 요경 강화 

가갱혹경 
세유세도개션 혼인의안 귀에샤유에 얘언 잉충에잉 씬피 

여에자의 
(영터나 시민연셰 확인인갱) 

。l혼에 의언 간이귀화 신갱 시 잉충요건 싼여 
- 가갱혹혁의에자 지앤앙 구혹 엉우￥ 

안정씩 
(전용성터 성씨， 융사자 언어요욕， 샤성용 우오 훌생자녀 잊 외극인 요에1 악찍 또는 

1유지왼 
인식쿄욕) 영주권우여 

가갱욕혁의에자 져앤셰찌 구혹 잊 X효 

- 한국어 언국용화쿄용 성시 엉우'1-

(땅송쿄용‘ 지역단위 교육성시， 언뭉생11혀용에 생요언 갱보찌용 시스영 구용 여가￥ 
앵자부 

언묵사회의 쿄재개'1/. 사션냉간) 갱용우 

죠기정싹 - 안쩌명 갱악지원 져자셰 

지영 (입극 씬 한국이에쿄육， 갱칙초기 용화쭈 
71혹 내 상t웅억이에용씬궁육， 언융생훌 쩍용 잊 갱혀지앤 여가￥ g욕'1-

국가영 커유니티 엉생 흥) 놓엉우 

아동외 다용”이요용 추진씨셰 구용 다용화"-용추진씨찌 구흑， 학요의 멸흩이인자 
요육J까 

학교생힐 학쿄외 다용파교훌 기놓강엑 지어지앤기능 강'1. 갱단 와을링 예방 

혀용지씬 갱연아롤링 예앙 혹지 잊 상당셔비스 셰~ 용져부 교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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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책괴'. 주요내용 호치시엉 
주견 g억 

부서 기관 

- 기초생g보장 위언 찌도'.션 기초생11호정 잊 건강종진 지앤 륙지우 여기우 

(극인기초생g보장엉 동) 
여가부 

- 저소득용 요자보건 셔비스 지녀용산잊 양욕지앤 ‘4지'1- 놓립￥ 생훌안갱 

져씬강아 
보건서비스지앤 

-취엉지원 

(혀엉상당， 사여혀 일자리 대상에 객업상당 잊 풍용서비스 ￥용으료 신흩 찌앤 노흉우 

포잉， 다운와인혁으로 양생영용) 

갱우정에 ~I껴 잊 영안국인 외식찌고톨 위한 흥보 엉 여우가4부F 

쿄용우 

지역사회외 다웅화 갱화혀인 용쩌기 초생 용화￥ 예자부 

. "ν。ff.linc 흥호 지자세 

사회씩 인식 갱에연계자 잊 서비스 인력 다운회 
인사위 션 우쳐 

깨션 쿄욕 공우앤교욕 실시 여가부 지자세 
- 지액샤희 다운액 프호그쩡 지원 엉우푸 

욕지￥ 

사회욕셔."-건외료서비스 총사자 뚱에 대언 g욕앵 표자용우부 
융영우 

철혼이인자 가용 실예죠샤 여가￥ ’자우 
엉우 

쿄육'1-

추진셰찌 - 주'lfI'써 지갱 컬혼이인자 가록지앤센터 용영 여가우 지자세 

잊 - 정~ol인자 가혹지앤생터 용영 자앤용사앙용 인프라 구혹 잊 톰역상앙교욕인혁 어가우 
션g세계 - 용계， 인역 용 인프라 구용 양생 욕지우 
구용 

엉정부 추진씨계 구용 잊 충양지앙갱￥강 갱에 
내E워El 구혹 

자료 싱인션 외(2008)에서 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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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에싱파제 충에셔 보건의료 완연 사엉온 

위의 ‘생활안갱 지윈 강화 사업’얘 빼당이 되며， 이 

사업의 주요 내용옹 기초생활 보장올 위한 제도개 

선， 저 소득충 오지보건 셔비;느 보건 서비스 지원， 

취업지앤 퉁이다 이톨 보다 세운화해서 보연 기초 

생횡 보장 잊 건강증진 지앤， 지녀 용산 및 건장중진 

지원 퉁으로 나건다{싱인선 외， 2008) 

잉 지방 ￥처의 다훌화 71갱 보건의료 광현 갱쩍 

잊 혐행정상냥도의 예) 

정냥지억 207fl 시 군의 지원 사엽 내상온 크 

게 거주 외국인 전체， 외국인 근화， 절혼 이민자， 

다운화 가갱， 농촌 총각 풍이다 

거주 외국인 천얘훌 대상으효 활똥으로는 앵사 

및 쭉제， 교육사업， 의료 서비스 지앤 사업， 생횡안 

내서 제작퉁이 있다 

외국인 근혀 대상의 지원 사업 역시 앵사 및 

축제， 한률 및 운화 교육， 인권 교육， 의료 복지 셔 

버스 제꽁 퉁이 있으며， 이충 의료 복지 서비스는 

건강검진 빛 의료서비스(창원， 진주)， 우료긍식행사 

(창앤)， 외국인 영터 운영(창원) 풍의 구세적 활동이 

보고되고 있다 

결혼 。l민자 대상의 활동 충 보건의료 서비스 

부운용 컬혼 이민자 가갱방문 건강관리， 가잉기 여 

성 건강 중진 잊 잉산우 관리사업(진주l 용잉부부지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씬， 엉산부 영양찌 지원， 

잉산부 풍진 검사 샤업， 출산 장혀지원금(냥해)， 외 

국인 이주 여성 영유아 예앙 집총 교육(합천) 퉁이 

있다{이정석， 2008) 외국인 근로자 대상보다는 결 

혼 이민자 대상의 횡똥이 보다 다。J하게 제꽁되고 

있융융 알 수 있는 부훈이댄표 6) 

보다 상세하게 시나 군영효 시앵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판련 사엉용 살펴보연 다운화 가촉 자녀양육 

교육 30영(사천시， 500안앤)，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80영(고생궁， 120안앤)， 외극인 잉산부 초용파 갱진 

비 %명(360안앤)， 옐혼 이민자 가촉 무료 진료소 

(항안i 외국인 여성 무료 건강검진， 절혼 이주 여성 

무료 용진 갱사 잊 에앙정총 웅(항‘lf군}이 있대성 

인선 외， 2008; 표 끼 

< 표 6 > 경냥 20개 시 군 2008년 거주 외국인 지앤 사업 현빼2008.3.3 1) 

지원대싱 시책용튜 시핵영 

앵사잊§셰 
세계인의 낱 앵샤(샤천 냥애) 명생앵사〈김혜 거찌) 거주외악인 어을엄한아당(진혜) 

외극인엔아용흑찌〔사천) 

거추 교육사엉 언률요성(거셰) 용화교설(거갱) 갱보화a원샤천) 
외국인 

외료셔비스 의극인 우료건강정젠(마산 고성) 
선셰 

생g안내셔 제작 거주외학인 생휠안내서 세*창앤 겁에 냥예 하동) 

기타 앤어민강샤 8리(거창) 

의극인근로자 위앤 얻아용 앵Ak진주) 이주노동져야 항깨 하는 언마융흔창씨(깅예) 

외국인 ’사및혹셰 아시아 앤구률 411께 하는 어깨흥우〈양산) 명정예사 용년앵Ak갱앤) 

근효자 여톨1，1~.(갱앤 양산) 농구대회(정윈) 이니엄드갱(거찌) 노홈경갱엉기녕’사 

한긍 잊 용11".용 의균인 한융여당 용영(갱원) 한융 잊 용회 요육프호그영(깅에) 이주노용자한융깅싱(양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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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효회의 지용 찌6컨 1호 

지원 대상 시찍톨튜 시찍영 

인권 a용 
노홈 잊 인권쿄원창원) 시민인연대에창앤) 다용파 풍흉셰 샤여톨 예한 인연요윈양산)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용앵 산찌예방 교실(양션) 

E로자 의료 욕지서비스 건강갱건 잊 의료서이쇠창앤 진주) 우료급식’AK장원) 의궁인 영터 용영(창앤) 

기타 국쩍엉 외국인e로지오잉(갱에) 

곁혼이인자 '1혹지앤생터 용영(진주 갱에 영양 양산 거장) 갱혼이인지가혹 지앤(거제) 

가용지앤 사업 
곁혼이인자가혹 욕지지 앤(갱주 진에 깅에 잉양 q암! 고생 냥예 앵양) 

경용이민자 가혹 아용양용지원(신주 겁에 잉양 양산 함양) 

다훈뼈가갱 고부강 가혹문회 영생g육{산갱) 

한g교싱(장원 용영 산갱) 한융 잊 g혀쿄성(하흉 힐정) 언률 잊 전용예껑쿄육{언1) 

교육 잊 사찌혀용 한융쿄용 잊 요리실습(아산) 다운화에앵g욕{외영) 갱보화쿄빼거세) 사링냐누기교용{창녕) 

지앤샤엉 절혼이인자 사회적용 지앤사션) 샤캉앵요잉 온 누리 용앙 R실(아산) 하나동지여"(거세) 

용 누리 악교(장녕) 션흉사창 엉엉(거 ‘) 의극인여생 훈회}유혀지 당엠(앙갱) 

정혼이인자 엇이가는 서비스(진주 깅예 잉양 양산 앙양) 

핫아가는 
찾아가는 행쿄실(갱윈 아산 앙천) 

서비스 
자냐앵용 한국어억습지원(창씬 진에 홈영 의영 앵안 함양) 

방운 언국어ÐI 지앤(진주 사천 겁에 잉양 거세 양산 고생 거칭) 

청혼이민자 가갱땅훈 표욕 도우마 용사활동‘갱앤) 

경혼 혀엉놓혁 여생훌혼이인자 칙엉웅혁'1앙 잊 앤어민강사 양성사엉(생씬 아산 진주 진에 사천 
이인자 '1밑시엉 깅에 잉양 거찌 양션 의영 요성 망양 거창) 

횡혼이민자 가정앵뭉 건강연리 가잉기여생건강충진 잊 잉상우영리사업(진주) 

의료서비스 융잉푸우씨원 산모신생아 도우이 지앤 임산우 영양세 지앤 잉산'1- 홍전검사 

사업 ~J정혀긍져씬(냥에) 외국인 이주여성 영유아예앙갱총 a욕 싱시(앙천) 

이주여생 。1주여성놓엉인 후견인찌(샤씬) 이주여생농엉인 지앤(밍앙 앙양 거칭) 농용 여생 

놓엉인지앤 철혼이민자가용지앤(정앤 앙안) 귀화여성농업인 갱싹져앤(사천) 

인갱어어니 철혼이인자 진갱어 어니 옛어주기(양원 잔주 깅예 사정 갱에 잉양 양산 의령 앵>J’ 

잊어주기 여성옐혼이인자 인갱푸오컬연사업(갱녕) 

앵사잊욕세 
경혼이민자 가혹캠프(장앤 ‘양산) 여생주강기념앵써창녕) 다톨파가갱 사랑앙견 프로섹트 

영용우쭈앵프 이주여성 현융교실 여용껑프(산갱) 

이주여성 천갱냐융이 져앤(갱에 의영) 여성경혼이인자 정흥기녕영 싹하 에신저 

기타 샤엉(잉양) 굿셰경~>I인지와 여성안세 정연(앙천) 건강가갱 구현과 

지원용샤활동영영예창녕) 

다풍회 다용화가갱 지연 다용화가갱 놓혼다용화가갱 지앤(마산) 다용억가갱 자니양욕쿄용{사천) 

가갱 앵샤잊§세 다용화가갱훗셰(장앤) 

놓혼용각 국찌검혼지앤 
놓용흥각 국찌정혼 져원(사천 거세 양산 고생) 놓혼*각 장가보내기(냥혜) 놓용흥4 

’욕'1갱이우기{하흉) 

자료 이갱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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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 7 > 2008년도 정상냥도 시 군 여성경혼이인자 자쩨사업내용 

시운영 시엉엉 대상 예산 시균영 시엉영 대상 예션 

징윈시 가갱앙운 표욕도우이 짜견 20세대 3,000 거쩌시 절혼이민자갱보회 쿄용 240영 6,520 

여생절혼이민자와 엉께하는 
1000영 11 ，야xl 

정혼이인지와 생활요리 
50영 1,000 

J!항얻아당 안률기 

션용갱11 ~J!‘앵 30영 2 ，이I 경혼이민자 전용융석 션수찌 SO'경 1,000 

이민자률 위언 다용억요싱 10명 1,000 잉션시 국찌경용7f갱 가혹예프 %영 5‘000 

한극어쿄싱 1 0영 1 ，'이)() 
여성철g이민자 용여객용 

100영 ’ 2，야xl 으응그정 용영 

미산시 여성회관 결혼이인자 한달교육 20명 5,500 의헝군 욱찌경혼이인자 가혹안냥추진 3쌍 12,000 

여성여<! 경용이인자를 써언 
30영 400 외국인 잉산부 초용여 검진비 %냉 3,600 

영정용식 안률기 

쇼의제충위한우료정씬 40'정 “m 
힘g댄 갱혼이인자가갱의 6급이상 

용푸원 간정연 

놓용 철흥이인자가갱 한국생11 
30명 soo 훌용이인자 가옥 우료 진료소 

혀용쿄욕 

진쭈시 얻궁용식만툴기 50명 16,000 
잉녕군 여성경혼이인자새가흑 

80명 3,000 
사앙사업 

우리용화 현장세헝 lα)영 20，야xl 고싱군 외국인 우료 건강검진 80명 1)00 

가혹와 앵깨하는 아내 나라의 
300명 20，야xl 

낭에운 즉찌경혼이주여생 생앙뭉화 
30'경 1,000 

푼화여혜 a육 

g영시 경혼이민자언국어 g용 10，αxl 에륭군 짖"，t;가는 한을표설 용영 %영 28 ，이I 

절혼이인자내고갱 
7，'이)() 다풍화가갱앙동혼예 3장 6，이m 

역사훈여당양 

사천시 다운여가혹 자녀양욕 g용 30영 5 ，이m 다톨j양기갱 우우명풍 쿄육 80영 4,000 

깅빼시 외킥인 이내 앤갱냐률이 4상 7)00 산정군 여생경흩이민자 한글교실 60명 16,810 

일잉시 사랑의 예선저 사업 300세대 1 ，'아m 엄앙군 외국인 여성 우"- 건강검진 

철용이주여성 우료 홍전검사 

잊 예앙갱종 

여성컬용이인자 앙톨언국어 
lS세대 “m 

잉앤군 외축인여성 한우오가갱 자이 
85영 4，이m 

여견기갱 요찌지앤 용J!당앙 

여성안씨와 욱찌훌혼여성 
165영 7,500 

정연 

시군 지애시g 융예산 2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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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운화 가정의 보건의료 핀련 선엉 연구 

박대식， 최정온(2(08) 퉁온 놓촌의 다문화 가갱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에서 냥연융 대상으후 희망하 

는 보건의료 서비스얘 대얘 질문용 한 결과， 이들옹 

‘국인건강보험 안내 '(56.3%) ， ‘진료시 의사소흉 도 

용'(46.æ‘，)， ‘육아지식 제공'(26.~‘) ， ‘전염병， 철 

명 예방 지식 찌풍'(22.5%)， 유아 건강검진(2 1.5%) 

순으로 서비스가 재공외기용 회앙하는 것으로 나타 

녔다{악대식， 최정용. 2008; 그링 ” 
싱인선 퉁{2008}온 경냥 여성 결혼 이인자의 생 

안실태 잊 갱착지원 $엔연구얘서 여성 이안자을애 

게 출산 및 진료 지씬， 가촉이 함께융}는 프로그햄올 

제시하었다 

여성 정혼 이민자는 엄신 후 충산하기까지 많은 

어혀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잉신， 출산， 갱영판 

연 한국어 용어집 방간이 명요하여 여성 결혼 이민 

자용 위현 산부인과 협력 병원융 지갱하고， 충 대 

형 영앤온 지역사회 서비스 차왼으료 용역 서비스용 

쩨꽁얘야함율 재시하였다 또한 남성얘우자의 여성 

결혼 이인자에 대한 이뼈도 중진융 위뼈 예비 결혼 

교실 참여활성화， 부부캠프 참여， 아버지 교실 장여， 

잉신과 육아교실 창여가 쩔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용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지앤 하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랑직 하다고 보고 다 

융과 강용 풍앙지원 앙안 모생율 채시하였으여， 이 

충 의료기관의 역항에 대해 의료기관과의 협약， 진 

료시 용앙척인 서비스찌꽁 풍융 톨었다{그링 2) 

갱부에서는 2여μ년 8월부터 노용인력 판리 측 

연에서 건강보엉제도로 외국인 근로지를을 용수하 

고 있으여， 외국얀 근로자률의 고용허가찌와 노동 

판계엉융 적용하여 근로자료서의 기본객 권리와 사 

회보장 장치용 마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47.6% 

가 정부의 건강관리 갱책에 대뼈 장 인지하지 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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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서 올안한 건강 상태훌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냐있다{유길상， 2(05) 이러한 철과는 박대 

식， 최정용(2(08)퉁이 실시한 결혼이인 가갱의 냥 

연툴융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융이 희망하는 보 

건의료 서비스의 내용 중 가장 많용 내용이 칙갱객 

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찌꽁 보다는 국민건강보험 안 

내(56.3%)효 나타난 것과 액융 항께하고 있용올 알 

수 있다 다문화 가갱의 구성왼이 건강상의 문재가 

항생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용 채공방지 못해서 발 

생되는 소득감소와 사엽장의 생산성 강소， 기타 가 

갱파괴는 궁극객A로 국가 션세에 파급이 되는 일이 

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쳐가 정실하게 요구원 

다 륙히 건강관리 빛 의료 문제는 외국인 근로지나 

다문화 가촉 구생원이 에싼 진료비와 소용의 어려융 

융융 이유로 조기치유 및 예방 노력용 하지 않야서 

명용 크게 키우는 사혜가 적지 않옹 것흐로 보고되 

고 있다(셜용훈， 1997) 

혹히 외국인 노휩싸 가촉 구성앤툴옹 언어 장 

애흩 。l유료 의료기관의 이용에 많용 어허용융 느끼 

고 있으며 한국어 사용 능력이 삶의 질용 놓일 분 

아니라 건강 수준에도 영향용 이치는 것으호 알려져 

서 흉합척인 정근의 명요성올 시사하고 있다 이러 

한 예료는 한국어흉 장 하고 의사소용용 장 힐수혹 

우융 수준이 낮다는 김옹갱(200 1 )의 연구용 툴 수 

있다 

이용지(2(02)는 서윷 시내 소재 우료 진료소흘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233영융 대상으호 한 초사 

연구에서 대상자들온 한국얘 와서 가장 어려운 정으 

로 비싼 의료비용 들었는대 이는 건강보험 대상자가 

외지 옷하는 정우에 심각한 상황이 핑 수 있용융 시 

사힌다 용당자들이 가장 않이 호소융념 운째는 근 

꿀격제(35.6%)， 소화기계(24.0'10) 순으로 나타났으 

며， 이률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용 무료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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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약국(39.2%) 순으로 나타닝다 대상자가 

우료 진료소용 장용 경우임용 강얻}하더라도 보건의 

료기완에의 정금생용 보다 영재 안툴어 주는 갱책이 

영요하다 

서율얘학쿄병원 건강중진사영안의 보고서Qα삐 

에서는 이주 노용자에 대한 차별의식파 비싼 앵앤비 

호 인한 경찌척 어려용， 산업안전보건법상 권리보호 

쩨계 미용， 이주 노동자와 의료 서비스 채공자 사이 

의 의사소용의 어허용， 이주 노동자 건강판련 데이 

터에이스 부재， 무료 진료소의 인역과 재정 부족， 일 

반 뱅이앤 이주 노용자 진료관련 갱보외 부촉 퉁융 

흩고있다 

긴Jt회의 지영 찌6권 l효 

3 다문화 사회얘 대한 간효악째의 g동 및 

연구 

다문화 사희에 대한 간호학계의 대쳐 현황을 알 

아보기 위해 국가 전자 도서관， 간호협회， 간호사신 

운， 간호찍펴지 동용 용해 2001년부터 최근까지의 

다문화 관련 짜료용 검씩하였다 갱씩어는 다운화 

가갱， 새터인， 당용자， 외국인 근효자， 국찌절혼가 

정， 여생절혼이인자， 국재결혼이주여성， 절혼이민여 

생의 8가지 검색어훌 사용하었다 검씩융 용얘서 밝 

혀진 간호협회와 간호학회의 짱용 및 학문썩 연구나 

충판환동용다용과강다 

1) 대한간호협회 차원의 활동 

다융옹 2005년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 

< 표 8 > 간호계외 다문화 관련 활동 및 기사(2001- 2이>9.1 2) 

일시 제목 l용및 내용 1'1 주회 씬연내용기티 

2001 ‘ 

이에의 융경 1영예혁요 
이극， 인도， 스에앤， 샤우디， 타이연， 

다용여혀 션인씩 국세액슬얘여 간엉신운 간효파여 11.1 
건강생리 션학 연구소 

충국 용 8개국 300여명 창가 

갱냥 여성당1앵외희 주칙 ‘다용액 

2007 국져 정혼 이주가갱 업압잊 엉당흥갱 
가갱， 가약 언아용 대혹져·에 장가， 

10.24 천끽f :;0， '힘.1 건캉 져킬.1 
간엉신용 전냥간효사회 극세곁g 이주'7~갱 가혹 

1200영에게 엉압， 앙당 씨크， 

건강당혁 ' ." 
2008. 다웅화가옥아용양용 

간협신용 우산간효사회 
셰J7피 쭉찌간효사외냥 기녕영사료 

5.2 1 지윈융 위언 에육대회 얘욕대혀 다뭉파 가옥 얘상 세육대회 

션냥 여생암세엄외회가 개최언 
2008 

다용화 가흑 건갱생앙 건강상g 간엉신운 전냥안효사회 
다용여 가갱， 가옥 언아용 대융제에 

6.4 11가에서 건강g욕파 상당 동 

용사활흥 

2008 
다톨화가갱 앙톨 

가정앙용잊고충 
긴혐신용 경혹간호사여 기갱영용건강상당 8.27 나능 

다용화가약생에추기엉 여생용용이인자 건강요용잊 상당 

2008 껴앤앵안아연-보건소 다용억가혹생에주기 견국 시도 간호사회예서 혜극 나서 

11.5 잊융엄 앙용건강g리 영 지앤잉안 신용'1샤 간협신용 보건혹지가혹우 대언간효’회 사도 간호사회에서는 
셔바스흉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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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최근 5년간 대한 간호협회 짱풍파 간호협회 신문 2) 간호학계의 다용화 광련 연구 및 훌연활동 

융 용얘 제시원 다문화 사회 완련 활동 내용이l꺼요 학위논용， 여슐지나 억숭활동에 알표현 연구나 

8) 용판활용융 암아보기 위에셔 다문화 가정， 새터인， 

<11. 8> 간호계의 다문화 관련 활동 빛 71사(2001- 2009. 12) (찌속) 

임시 에육 밑용 및 내용 흩치 주칙 윈연내용기타 

2αJ9 경냥간호샤회 정냥 간~사회 다용여간호사신뭉 경냥간효사회 경냥 가호샤여에서 여성철g이인자 
1.7 다훈여 7 훌훌기 가축 방g 갱 앙톨 애로 잊 건강상당 

곁용 이주여성 53’‘ 절용이주여성의 

2αJ9 
입싱충건강교훌 

잉신충건강교육 잊 간호사신용 대언간호엉피 잉신충 건강교4t 530/.., ‘ 
J.J 

빙.)‘요유수용 80% 
오유수유， 기터 모유수유 80% 얘우 J>ó) 
건강관련자료 

￥산시간호사회 
￥산시 간효，)회4씨 제 7회 

2이J9 여성 철흥이인자 대상 간엉신용 간호용시 대갱갱외 영@으효 여성 

7.8 
여성경혼이인자 푸산간효사여 경혼이인자훌 왜언 건강충진 사업용 
건강쿄용 

건강쿄육 
2잉간심시 

자앤용4얘동 간호대학생 
여성후주최 션국 대따 대상 

2009 
간호애여생 프흐그g 주도의 다풍여가정와 간영신용 여성￥ 지앤 

자앤용시 프효그영 풍요에셔 션정원 

6.10 89개 프로그영 중 간호학와 주도의 
션갱 힘찌하는프효그명 

11끼 프로그영 소7. 

보건용지가쑥부， 

앵우￥， 여성부 
요건륙지 

2009 샌극다용화가혹 
주도로 15안 

가혹￥， 
에 3년아다 실시확는 

8. 12 싱에죠사 
J()()()영의 정국 간협신훌 

업우우， 
프호그g으로서 경혼이민자 

경용이인자 
여생￥ 

션수죠사잉 

다용여가혹성이초사 
훌련'1샤 

정져톨 허융어랴 
영앤간호사여 주최 

최찌천 교수는 21세기톨 때g하는 

2009 영화를쭈도하라 
간호'1-서장 워크용 간영신용 

앵원간호사회 키위드로서 고영화， 여성의 시대， 
8.26 용성의 시대 강호 

특강내용 
갱영융 연아시잉 기후 연화， 

갱생혁 양이기 다민훌와 다훌여를 제시항 

정냥간호샤회 충긍‘ 얘E냥， 짜키스당1 
2이J9 정냥 간효사회 다풍파 다용파 가갱 

간엉신용 
긴효용사안， 우흐에키스당 용에셔 용 

9.9 가갱 건강교용 정신건강교육 간 정상호대대학악교 곁용이주여성 120명 대상의 가갱내 
간효용사안갇흥파 스트에스 대서엉교육 

선추시 간호사여에셔 
2이J9 진주시 간호시여 져역샤여 다용억 

간협신용 진주간호샤여 정져혀 어허용융 겪고 있는 다용화 
11.4 다품여가갱 생긍 가갱흩기성급용 가갱 10 가구에 지앤 

션주시예 천당 

간엉， 이주노용자， 
예언간~영여， 예언 씨격의사협회， 

2009 간엄， 이추 노용자， 다용화 가갱 건강쿄욕 
건강힌사회 대한 의사영회， 대한 언의사 협회가 

다풍액 가갱 건강요육 건강언 사회안을기간엉신용 안를기 연예에셔 2008년 11엉 땅혹시킨 
11.1 1 

운흥용우 건강한 사여안을기 용흥 용우 주최 
용흥용쭈주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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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회의 지영 세6권 1효 

당용자， 외국인 근로자， 국셰결혼가갱， 여성결혼이 외국인 근호자 대상 연구 l연(악소연， 2α!’) 농어 

민자， 국셰철혼이주여성， 철혼이인여성의 8가지 경 촌 다푼화 가혹 초퉁학생 대상 연구 l연(안효자， 

찍어용 사용얘서 검씩올 하였다 검색경파 연구논문 2008).Q.호 총 11연의 연구 중 대부분이 여성 철혼이 

11연， 출판툴 2연흐효 총 IJ연이 경섹되었으며 연 민자 대상의 연구료 나타났다 

구논운 11연융 전수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의 총휴는 여해논문이 총 7연{53 .8~‘)으로 

연구 대상자는 여성 절혼이민자 대상이 10연 석사 학위 논문이 5연， 박사학위 논운이 2연이었 

(76.~‘)이었으여 용어는 여성절혼이민자， 철혼이민 다 학회지 제재논문이 총 4연(30.8%)이었으며， 간 

여성， 다문화가갱 어머니 퉁의 용어흉 사용하였다 호협회 지부에서 양앵한 용싼용이 2연( 15 .4%) 발 

이밖에 새터인 대상의 연구가 l연(박성숙， 2006), 표되었다 

<.Il 9 > 간호히계의 다문화 판현 연구 및 출판 풍양 

언호 
연구지 

세목 유영 대싱/ 연구잉에 에찌지 또는 잉!!'J 
{잉요언도) 

악성슷 양주 션냥지역 새터민의 생영스트헤스 
영주 션냥지역에 

논용 거주하는 셰터인 11 0영U 션냥대학교 
(2α삐 지a한충강 및 우융에 환힌 연구 조사연구 석사액위논풍 

2 
깅연아 홉g 이인 여성외 스트에스、 사회적 저지 잊 

논용 
곁혼이인여ψ 정상대학a 

(2008) 산션 간 ... 이영의 용계 죠사연구 석사억쩌논풍 

3 깅이총 경예잉 여성 곁혼이엔지외 건강중진 앵해와 여임에 논풍 여성형혼이인자 여성건강간호억회지 

권융갱(2008) ~한 연구 /조사연구 제 14권 4효 

4 
악용지 잉 지역 여성경1;0 1민자의 결혼안촉도와 논용 여생정혼이인자 예션대<tli! 

(200얘8) 상의 생. 대션. 충청지역 거주자훌 중싱으로 l조사연구 석사찍쩌논용 

s 안양여 영 지역 여성경1;0 1엔자의 건강상얘 잊 논용 여성형혼이인자 한국효건간호억여지 

(2008) 건갱’헤 l조사연구 제22권 셰 l효 

6 
안양여 여성정혼이민자용 해얻 건강교육프로그영 논운 여생컬혼이인자 한국보건간효억여지 
(2008) 개냉잊효과경충 1*ι}실엉연구 째22월 셰Z효 

7 
안효자 잉개 시 농어혼 다운화가혹 초퉁억생의 

논운 
농어총 '*풍화가혹 한국갱신간효학회지 

(2008) 학교객용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초흉악생l죠사연구 채 17권 4호 

8 갱냥욕 
여성꼈혼이인자의 건강중진앵위 예측요앵 논풍 여성갱흥이민자 션욕대학교 

(2008) l죠사연구 석사학위논용 

9 
깅져현 다풍파가갱 어어니용 에한 영유아 건경원리 

논용 
다용화가정 어어니 이화여자대학교 

(2009) 쿄혹 E료그정개양 l유사실엉연구 약사학위논운 

10 
악소연 외즉인 은효자율융 위한 션인건강 간호중찌 

논웅 
외국인 근흐지/ 고신대학a 

(2009) 프로그쟁의 ... 와 유사싱엉 연구 악사여쩌논용 

11 
이국회 

정혼이인여성의 용학객용 스트에스와 우융 
논운 정혼이인여성 건극대악g 

(2009) l조사연구 섹시억쩌노눈 

12 
칙영순 

여생 정혼 이인자훌 위언 건강원리 가이드 용딴용 여성 경혼 이인자 충-...tl，l..사회 
(2006) 

Il 
우영자 

여생철혼。l인지용 해얻 잉상쭈 가이드 용싼융 여생정혼이인자 우산간효샤여 
(2007) 

- 15 -



Perspeclives in Nursing Science 

연구설계는 용판융융 제외현 총 1 1연의 연구중 

3연(27.3%)이 유사설엉 연구이었고 나어지 8연 

(72.7%)이 조사연구로 나타났대표 9) 

m. 컬흔 및 제언 • 다문화 갱찍예 
대한간효학의 역항 

다운화 가정에서의 건강의 갱의는 ‘다뭉화 가측 

이 육체적， 갱신쩍， 사회객으호 안녕 상대에 놓여 있 

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1 0""'1 누려야힐 기본 
적인 권라이며 대한민국 현엉에 건강권율 보장한 것 

파 마잔가지로 국채이주기구(10씨에서도 이주인， 

난인을의 국제객 이주 노용의 교류 중가 퉁 사회생 

황에 의존하는 경향이 합}집애 따라 사회가 각 개 

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아졌으으로 사회적인 

건강의 중요성융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이주민률의 쩨반 건강관리상의 문제얘 대한 얘 

철책으로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산재 보헝 

개혁， 다양한 언어로 제작핀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흥보， 교육혜자 비치 및 근표상당 헛라인 생치， 건강 

기륙과 건강위영명가 입력 시스앵에 근거한 완리 셰 

계의 구축 퉁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 가족부에 

서는 이주민동의 개인생훨‘lf'l 요인과 철환의 개선 

융 위해 다국어 대조 문진g 재작 및 배포， 의료기관 

얘뉴얼 개방 잊 방표， 출신국 사회의 보건의료 실태 

와 철앵 앤인초샤， 안생철환 판리 예이터에이스 구 

혹， 의료기관 교육프로그쟁 풍의 사업이 필요하다 

(서융대학교병앤 건강증진^f업단. 2006)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는 다운화가갱의 건강 

경진 정근성파 연의생율 농이기 위해 국인건강보험 

용단 검진 안내운융 2009년 7월부터 영어， 충국어， 

영용어， 에트냥어로 셰공하고 었고， 2이0년부터는 

운진표와 컬과용보셔도 영어효 제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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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우에셔는 다푼화 가갱교육 지앤방 

안으호서 학교의 지앤강화， 대학생 앤토링 지원， 다 

운화 가갱 자녀 지도훌 위한 교사의 역량강화， 단일 

민족융 강조하는 교파서흩 다운화와 인권용 강죠하 

는 교육으료 천환， 지역 인척 자원개발 사엉융 용한 

지자체 충심의 다운화 가갱 지원프로그램 땅생화훌 

을고 있다(김우갱.200야 이러한 기률용 지역사회 

유판 기판파의 협력융 용해 다운화 가촉 구생원률용 

션새 사회의 구성앤으로 끌어 톨이고자 하는 것이 

며， 이러한 측연에서 간호협회나 간호대학(또는 학 

과)이 중요인 역힐율 힐 수 었용융 시사하고 았다 

지금까지 논의왼 다문화 판련 이슈들온 대부운 

건강문쩨와 함께 고혀되어야힐 문제이다 이헌 정에 

셔 다문화 사회융 대비한 다양언 사회적 노력에 비 

혜서 지금까지의 간호껴! 황용용 야씩 이흉한 실갱이 

다 륙히 사회척 관싱이 않이 집중되는 이슈인 안릉 

대상자와 함깨하는 건강전문가로서의 간호 활동융 

널리 알리고 이미지 중진용 꾀뼈야항 중요현 시기라 

고 판단원다 륙히 간호협회와 대학이 함께하는 프 

로그영융 개발해서 지역사회 충싱의 간호황동융 흉 

한 철앵 얘방 및 건강중진 차앤의 간호활용융 얄힐 

수 있도용 째계적이고 다양한 땅용이 계획되고 추앵 

휠 정우 좋옹 안용올 도충할 수 있융 것으르 생각 

된다 

간호학의 학문척 항당 측연얘서 실펴보연 연구 

는 실우톨 이끌어가고 앞으로의 비견융 채시앙 수 

있는 과학척 기반융 쩨풍해야하으로 여러 현장에셔 

다양한 대상자기안의 연구가 땅양하게 이루어져야 

항 것이다 그려냐 다문화와 판련빼셔 지금까지 이 

루어진 간호학 연구눈 총 II연얘 그쳐서 앞으효 좁 

더 않온 연구가 수앵훨 수 있도혹 연구 환정이 죠생 

되어야 할 것으호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 대 

상을 상여보연 연구논문 중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이 



101'1(76.9%), 탕용자 완련 연구 l연， 농어촌 다운 

화 가측 초풍학생 대상 연구 l연， 외국인 근로자 대 

상 연구 l연으로 연구 대상자가 지나치재 여생 결혼 

이민자 중싱으효 치우쳐있융융 알 수 있다 따라서 

절혼 이인 여생 앤 야니라 외국인 근료지나 다운화 

가혹의 가장， 갱소년이나 가촉， 항북자 가측 둥 연 

구 대상자의 다양화용 외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판단왼다 

연구 생계 측연에서 보연 11 앤( 1이1%) 모두 양 

척연구가 이후어져서 다문화 사회흩 살아가는 대상 

지율의 정엉융 토내호 안 철쩍 연구도 항께 이우어 

져야항 것으효온다 

간호학온 대한간호협회라는 거대한 실무 기반 

의 간호사 죠칙과 갱애 1 757R 대학(4년째 104.개， 

3년제 71개)융 기안으로 한 실무와 학운적 측연의 

건강전문가률이 컬징얘서 이끌어가고 있는 학운이 

므료 이러한 자앤융 활용한 폭잉옹 사업 진앵。l 가 

능하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용연애서 간호 

학용 전국외 명앤 및 학교，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인적 네트쩨킹이 질 이후어져 있어셔 실무 인력 및 

연구 인력， 학생인력 용의 풍부한 인적 자원이 준비 

원 영역이으로 향후 간호계가 추진 가놓한 다문화 

관련 건강관련 지씬 사업융 다용과 같이 제안힌다 

1) 보건복지 가혹부와의 협력 속에 보건의료 분 

야 지앤새계 확링 

간호협회， 대학， 보건소， 시갱， 병씬과의 협 

력척 째계 구혹 

2) 간호협회와 대액이 연제원 주도적인 자쩌 이 

주인 건강관리 프로그햄 개발 

다용화 가정용 대상으로 한 건강수준 명가 

와 체계적 판리프로그영 정갱 잊 확링 

긴효회의 지명 제6권 ’호 

_ 0 1주인 가촉 지원 사업파 대학생 앤토링 

사업 연계， 정명 예방 및 건강중진， 철명 

의 조기앙견， 만성질환 판리 동 

- 이주민 얘상의 보건의료 사업완련 이벤트 

및 홍보프로그앵 운영 

우료 건강검진， 건강 교육， 잉산부 산전 

프료그햄， 우부공동 창여 대학 인중 건강 

교육 프로그행， 기타 부부캠프 퉁 개양 

3) 대학의 학정 인중파 연계해서 간호 협회나 

대학 차원의 흉사 서비스에 간호학생을이 

상여힐 수 있도욕 에계쩍인 용사 프혹그앵 

개알 

4) 다운화 가갱의 기용척인 건강관리용 위한 국 

가옐 교육책자 개방(중국， 에트냥， 러시아， 

태국퉁) 

이상과 질이 다양한 사엽이 항깨 용합적으로 。l

루어져야하는 다문화 가쟁 지왼 사엉 중에서 건강판 

련 훈야는 다문화 가갱 구성앤률의 건강한 생횡이 

시작되는 에싱척인 사업이으로 간호계는 대한 간호 

협회와 한국간호파학회， 간호교육기완파의 유기적 

인 관계 속에서 사회객 판심이 눔용 다운화 사회얘 

기여힐 수 있는 앙안옵 강구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휠 경우 인척자왼이나 시생연에셔 이들 

보건의료 판현 사업융 충분히 주도척으로 수행해나 

갈 수 있는 주세가 되어서 앤휠한 사업의 진행이 가 

놓힐 것이고 간호계의 흥보나 이이지 충진에도 좋온 

기여흩항것으흐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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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ealthcare-related 
m띠ti-cultural policy in Korea from nursing’s point of view 

써뼈ook .lu횡1 ) 

This research examines, based on nursing’s point of view,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healthcare-related multì-cultural p이icy which is one of the major issues of conterrφorary Korea. T，αlay， 

Korean society is facing a drastic incπase ofmigrant workers and marriage for migration in Korea that leads 

to the transition to multiculturalism. Eacb field of society is pro씨이ng pπ valent supports to solve the 

problems of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promote adoption to Korean society. The activities and reseaπ;h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oursing area were found and 뻐띠yzed - 11 reseaπhes and 2 books were 

published. Among these 13 publications, 10 were 00 the marriage with immigrant women. 8 reseaπ:hes out 

of 1I (72.7%) were defined as the descriptive suπ생. and 3 researcbes (27.3%) were defined as q띠51-

experimental stud.ies. Althougb Korea Nurses Association (KNA) led various activities. more researches 

and a，이l씨ties by nurses and nursing sçbolars are required to contribute in improving the health of 

multicultural familîes 

1) RN, PhD, College of N빼ng， Gy，α)[lgsang Natiα녀1 University, Gerontol앵ical Health Resear히1 Center.‘ 
Institute ofHeaJth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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