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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and assistance for developing a nutritional educa-
tion program targeting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it was carried out on 86 female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the Gyeongbuk region. An average age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urvey were 28.6 years, and their home countries were the Philippines (32.6%), Vietnam (29.1%), and so on. 
Exactly 59.3% of subjects had been married for 1∼5 years, and 40.7% of the subjects had an education sta-
tus of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ion. The majority of them (65.1%) had one more children, and 51.2% 
of subjects were a part of a nuclear-family, with the husband's age between 40∼49 years old (58.1%). Con-
cern for nutrition labe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number of children (P＜0.01), period of mar-
riage (P＜0.001), and education level (P＜0.05). It was demonstrated that a higher level of education was as-
sociated with a higher need to learn about nutritional information. Understanding nutritional facts and knowl-
edge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women with two children than no child (P＜0.05), period of mar-
riage ＞10 years than ＜1 year (P＜0.01), and education level of college & university graduation than less 
than middle school (P＜0.05). Sixty percent of the women surveyed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program of 
'Korean language' as they were in their country, and the most preferred education program was 'Korean diet-
ary life and culture' (39.5%). Regarding participation and educational method, the majority of subjects re-
sponded that they wanted to learn nutritional education in a cooking academy or school (52.9%) and public 
health center (34.1%). 

Key words : marriage immigrant women,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 nutritional facts, food additives

서 론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적 지위향상, 세계화 및 외

국과의 빈번한 교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공

유의 확산 등으로 국가 간 교류 및 인적 교류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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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짐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었으며(The Statistics Korea 2009), 이들 국제결혼의 

큰 비중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으로 많은 

여성 결혼이주여성들이 입국하여 한국에서 가족생

활을 영위하고 있다.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민 후 바로 국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영입되어 새로운 가정문화 및 환경

에 적응해야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한국의 생소한 문화 및 언어에 노출되어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인식 

차이, 생활습관, 의사소통에 많은 불편을 느끼며, 이
질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Hong 2008). 특히, 가정 

내에서는 가사 및 식사준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

가 많고, 한국음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

한적이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한국 남성과 결혼해 

식사의 질이 떨어지고, 식생활 관리가 힘들 뿐 아니

라 영양적인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열악

한 상황의 식생활과 식생활 관련 지식 부족은 그들 

자녀의 영양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

라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로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 가족지

원법(Kim 2010)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생애주기별 맞

춤형 지원 강화대책 등이 있으며, 이민자 가족지원

센터 등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 

및 부모교육, 한국어와 예절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임신 출산기에는 보건소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체계

적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지원은 제공되고 있지 않

는 실정이며, 이러한 지원정책을 제고할 수 있는 식

생활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Lee(2009)에 의하면 이주 기간이 길어지고, 
가족에 대한 책임이 커짐에 따라 스트레스가 높아

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결혼이주여성에게서 한국

으로 이주 후 스트레스가 대체적으로 영양소 섭취 

상태, 식습관 및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Kim(2010)은 논문에서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은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유도

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정착시킬 수 있으므로, 한
국 식생활과 영양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하였다. Kim & Lee(2009), 
Kwak(2009), Park(2009), Ko(2010), Woo(2010) 등의 선

행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인 적응 및 결혼생활 적응

이나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식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

응을 위한 기본요소인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영양지식 및 식품첨가물과 영양표시에 관한 인식, 
식품위생 실천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요구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기

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 거주하며 한국 남성과 결

혼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행연구(Kim 
2008; Kim 2009; Kang 2011)를 참고하여 결혼이주여

성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설문지를 개

발한 후 조사내용과 관련한 예비설문지를 이용하여 

2011년 1월 10일에서 1월 31일까지 경북지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사전 조사를 실

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11년 2월 14일
부터 3월 11일까지 센터의 강사 선생님들의 간단한 

설명 하에 면접조사 방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

다. 회수된 설문지 105부 중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

지를 제외하고 총 86부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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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설문지 문항은 일반사항, 영양지식 필요성, 식품

첨가물에 관한 인식, 영양표시 정보에 관한 인식, 
식품위생 실천 관리,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

태 및 요구도로 구성하였다.

1) 일반 사항

조사대상자의 나이, 결혼기간, 출신국가, 본인학

력, 자녀수, 가족구성원, 월 평균 소득, 배우자 직업, 
남편의 나이, 생활비 관리 등을 묻는 문항으로 조사

하였다.

2) 식품⋅영양 지식

결혼이주여성의 식품⋅영양에 관한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영양지식 필요성, 식품첨가물에 관한 

인식, 영양표시 정보에 관한 인식도 세 가지 영역으

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3) 위생 실천 

식품 위생 실천에 관하여 손 씻기 습관, 식품 구

입 시 위생, 조리ㆍ보관 시 위생에 관하여 ‘항상 그

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4)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요구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선호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장소, 시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18.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식품⋅영양 지식, 

식품 위생 실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요구도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식품ㆍ영양 인식, 위생실천 

관리,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요구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교차분석(χ2-test)을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결혼이주여성 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9
세가 52명(60.5%), 30∼39세는 22명(25.6%), 40세 이

상이 12명(14%) 순으로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8.6세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별로는 필리핀 

28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 25명
(29.1%), 중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8명
(9.3%), 일본 4명(4.7%), 기타(몽골, 키리키스스탄) 2
명(2.4%) 순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이 절반 이상을 차

지하였다.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35명
(40.7%)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31명
(36.0%), ‘대학교 이상’이 20명(23.3%) 순으로 나타났

다. 결혼기간은 1∼5년 미만이 51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각각 12명(14.0%), 
5∼10년 미만이 11명(12.8%)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

녀수는 1명이 38.4%, 없다가 34.9%, 2명이 18.6%, 3
명 이상이 8.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수입

은 100∼150만원이 30명(34.9%), 150∼200만원이 

19.8%, 200만원 이상이 15.1%, 100만원 미만이 

11.6% 순으로 100∼200만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배우자 직업은 생산직, 단순 노동직이 

43.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무직이 24.4%, 자영

업, 상업이 15.1%, 서비스업이 9.3% 등의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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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Age (years)
20∼29
30∼39
≥40 

52 ( 60.5)
22 ( 25.6)
12 ( 14.0)

Home country

China
Vietnam
Philippines
Cambodia
Uzbekistan
Etc

 8 (  9.3)
25 ( 29.1)
28 ( 32.6)
 8 (  9.3)
 8 (  9.3)
 9 ( 10.5)

Education level (graduate)
Less tha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 University

35 ( 40.7)
31 ( 36.0)
20 ( 23.3)

Period of marriage (years)

＜1
1∼5
5∼10
＞10 

12 ( 14.0)
51 ( 59.3)
11 ( 12.8)
12 ( 14.0)

Children

None
1
2
≥3 

30 ( 34.9)
33 ( 38.4)
16 ( 18.6)
 7 ( 8.1)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100
100∼150
150∼200
200∼250
＞250

10 ( 11.6)
30 ( 34.9)
17 ( 19.8)
13 ( 15.1)
16 ( 18.6)

Husband's occupation 

Production workers
Service
Business, self-employ
Office workers
Professional workers
Unemployed
Etc

37 ( 43.0)
 8 (  9.3)
13 ( 15.1)
21 ( 24.4)
 2 (  2.3)
 4 (  4.7)
 1 (  1.2)

Family type

Couple only
Couple and children
With husband's parents
Extended-family

18 ( 20.9)
44 ( 51.2)
19 ( 22.1)
 5 (  5.8)

Husband's age (age)

20∼29
30∼39
40∼49
≥50

 2 (  2.3)
25 ( 29.1)
50 ( 58.1)
 9 ( 10.5)

Total 86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rriage immigrant females.

타났고, 표에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관

리하는 사람은 남편이 57.0%를 차지하였으며 본인

이 23.3%, 시어머니가 17.4%, 시아버지가 1.2% 순으

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가구형태에 대해서 보면 ‘부부

와 자녀’가 함께 산다는 응답이 51.2%로 과반수 이

상이었고 ‘가족과 시부모님’ 22.1%, ‘부부’만 20.9%, 
‘대가족’ 5.8%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연령은 40

∼49세가 58.1%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30∼39가 

29.1%, 50세 이상이 10.5%, 20∼29세가 2.3%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이주여성들의 평균 나이에 

비해 남편들의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이주여성의 식품⋅영양 인식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의 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가족 전체의 

식품 섭취 및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식품, 영양에 관한 인식은 교육수준,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식품

첨가물, 영양표시 등에 관한 인식 결과를 결혼이주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 중 학력, 결혼기간, 자녀수에 

따라 분석하였다. 

1) 식품첨가물에 관한 인식

결혼이주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특히 학력

과 결혼기간, 자녀수에 따른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

식도 차이를 나타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점수화한 결과 

‘식품첨가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
는 3.59점, ‘식품첨가물을 아주 적은 양 섭취하는 것

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3.34점, ‘식품첨가물은 식

품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3.15점, ‘식품첨가물이 적

은 식품을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3.40점으로 식품첨

가물에 대한 인식문항 중 ‘식품첨가물이 건강에 미

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

았다. 
전체적으로 식품첨가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최종 학력에 따라 높게 나타났으며, 중
졸 이하가 3.40점, 고졸이 3.35점, 대학교 이상이 

4.30점으로 고졸 이하보다 대학교 이상이 관심 정도

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01). 유해성에 관한 인식

으로 ‘식품첨가물을 아주 적은 양 섭취하는 것은 건

강에 해롭지 않다’의 경우 학력에 따라서 중졸 이하

가 3.57점, 고졸이 3.00점, 대학교 이상이 3.45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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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 about 
effect of food 

additives on health

Recognition of 
harm of food 

additives 

Improvement of 
food quality by 
food additives 

Attitude toward 
food additive 

intake

Education level (graduate)
Less than middle school (N=35) 3.40a1)±0.74 3.57b±0.92  3.43±1.09 3.40±0.95
High school (N=31)  3.35a±1.14 3.00a±1.00  3.03±0.84 3.19±0.87
College & university (N=20)  4.30b±0.80 3.45b±0.95  2.85±1.18 3.70±1.03

F (P) 7.776*** (0.001) 3.132* (0.049) 2.330 (0.104) 1.763 (0.178)

Period of marriage (years)

＜1 (N=12)  3.17±1.03  3.92±0.90  3.75b±1.06 3.50±1.09
1∼5 (N=51)  3.53±0.95  3.16±0.99 3.20ab±0.92 3.22±0.92
5∼10 (N=11)  4.00±0.89  3.45±0.82 2.82ab±1.25 3.64±0.67
＞10 (N=12)  3.92±1.08  3.42±1.00 2.67a±1.16 3.83±1.03

F (P) 1.933 (0.131) 2.147 (0.101) 2.728* (0.049) 1.795 (0.155)

 Children 

None (N=30)  3.43±0.97  3.40±1.07  3.17±1.12 3.27±1.02
1 (N=33)  3.52±0.97  3.09±0.88  3.18±0.88 3.36±0.93
2 (N=16)  3.94±1.00  3.69±0.87  3.19±1.22 3.75±0.93
≥3 (N=7)  3.86±1.07  3.43±1.13  2.86±1.22 3.29±0.76

F (P) 1.154 (0.332) 1.469 (0.229) 0.197 (0.898) 0.971 (0.411)

Total 3.59±0.03 3.34±0.84 3.15±0.92 3.40±0.67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01

Table 2. Recognition of food additiv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Mean±SD

학력이 고졸인 집단보다 중졸 이하, 대학교 이상인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고(P＜0.05),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혼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이 3.75점, 1∼5년 미만이 3.20점, 5∼10년 미만

이 2.82점, 10년 이상이 2.67점으로 결혼기간이 짧을

수록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식품첨가물 섭취 관련 태도에서 ‘식품첨가물이 적은 

식품을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학력이 대학 이상이 

3.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기간이 10년 이

상이 3.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2) 영양표시 정보에 관한 인식도

영양표시 정보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점수화한 

결과 ‘식품 구매 시 포장의 영양표시를 관심있게 보

는 편이다’는 2.76점, ‘식품에 표시된 영양표시에 대

한 내용을 이해한다’는 2.43점으로 관심도보다는 이

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수 이외 연령, 국적, 학력, 결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표시 정보에 대한 관

심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연령이 40세 이상이 가

장 많았으며(57.1%),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68.4%가 20대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영양표시 

정보에 관심이 높았으며,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가

장 관심이 높았으며(57.1%), 대학교 이상, 결혼기간

이 길수록 영양표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Table 3은 영양표시 정보에 관한 인식도 분석 결

과 ‘식품구매 시 포장의 영양표시를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는 학력에 따라 중졸 이하가 2.51, 고졸이 

2.58, 대학교 이상이 3.45점으로 유의적으로 대학교 

이상인 집단이 관심 있게 보는 정도가 더 높게 나

타났다(P＜0.05). 결혼기간이 1년 미만이 2.33점, 1∼
5년 미만이 2.55점, 5∼10년 미만이 3.09점, 10년 이

상이 3.75점으로 결혼기간이 길수록 관심 있게 보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P＜0.001).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집단이 2.33점, 1명이 2.85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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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 for nutrition labels Understanding of nutrition labels

Education level (graduate)
Less tha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 university

(N=35)
(N=31)
(N=20)

2.51a1)±0.95
 2.58a±0.85
 3.45b±1.23

 2.29a±0.96
 2.26a±0.89
 2.95b±1.10

F (P) 3.25* (0.026) 3.00* (0.035)

Period of marriage (years)

＜1
1∼5
5∼10
＞10 

(N=12)
(N=51)
(N=11)
(N=12)

 2.33a±0.99
 2.55a±0.81
3.09ab±1.38
3.75b±1.14

2.17a±1.03
2.25ab±0.87
2.64ab±1.03
3.25b±1.14

F (P) 6.23*** (0.001) 4.03** (0.010)

Children

None
1
2
≥3 

(N=30)
(N=33)
(N=16)
(N=7)

2.33a±0.96
2.85ab±0.97
3.25b±1.18

3.00ab±1.00

 2.07a±0.98
2.45ab±0.94
 2.88b±1.03
 2.86b±0.90

F (P) 6.45** (0.002) 3.75* (0.028)

Total  2.76±0.95   2.43±0.94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Table 3. Recognition of nutrition fa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Mean±SD

3.25점, 3명 이상이 3.00점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관심 있게 보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P＜0.01), ‘식
품에 표시된 영양표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는 

학력에 따라 중졸 이하가 2.29점, 고졸이 2.26점, 대
학교 이상이 2.95점으로 대학교 이상인 집단이 이해

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P＜0.05), 결혼기간이 

1년 미만이 2.17점, 1∼5년 미만이 2.25점, 5∼10년 

미만이 2.64점, 10년 이상이 3.25점으로 결혼기간이 길

수록 이해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P＜0.01), 자녀수

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집단이 2.07점, 1명이 2.45점, 
2명이 2.88점, 3명 이상이 2.86점으로 자녀수가 많을수

록 이해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3. 식품 위생 실천 

1) 손 씻기 습관

손 씻기 습관과 관련하여 ‘세정제 사용 여부’는 

Table 4와 같이 ‘항상 씻는다’ 29명(33.7%), ‘가끔 씻

는다’ 47명(54.7%), ‘별로 씻지 않는다’ 10명(11.6%) 
로 ‘가끔 씻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 보면 중졸 이하가 7명(20.0%), 고졸이 11명
(35.5%), 대학교 이상이 11명(55.0%)으로 학력이 높

을수록 손을 씻을 때 세정제로 거품 내서 씻는 경

우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5), 결혼기

간이나 자녀 수에 따른 손 씻기 습관은 유의적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식품표시 확인 유무

‘식품 구입 시 식품표시 확인 유무’는 Table 5와 

같이 ‘유통기한, 식품첨가물 등 표시를 확인하고 구

입한다’는 ‘항상 그렇다’ 38명(44.2%), ‘가끔 그렇다’ 
38명(44.2%), ‘별로 그렇지 않다’ 9명(10.5%)으로 ‘항
상 그렇다’와 ‘가끔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최종학력 전체에서 보면 중졸 이하가 13명
(37.1%), 고졸이 14명(45.2%), 대학교 이상이 11명
(55.0%)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기간에 따라서 보면 1∼5년 미만이 19명(37.3%), 5∼
10년 미만 6명(54.5%), 10년 이상은 8명(66.7%)으로 

결혼기간이 길수록 유통기한, 식품첨가물 등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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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Sometimes Rarely Never Total χ
2 (P)

Education level (graduate)
Less than middle school  7 (20.0) 20 (57.1)   8 (22.9) 0 (0.0) 35 (100)

11.950* (0.018)High school 11 (35.5) 18 (58.1)   2 ( 6.5) 0 (0.0) 31 (100)
College & university 11 (55.0)  9 (45.0)   0 ( 0.0) 0 (0.0) 20 (100)

Period of marriage (years)

＜1  4 (33.3)  7 (58.3)   1 ( 8.3) 0 (0.0) 12 (100)

3.720 (0.714)
1∼5 16 (31.4) 27 (52.9)   8 (15.7) 0 (0.0) 51 (100)
5∼10  3 (27.3)  7 (63.6)   1 ( 9.1) 0 (0.0) 11 (100)
＞10  6 (50.0)  6 (50.0)   0 ( 0.0) 0 (0.0) 12 (100)

Children

None 12 (40.0) 15 (50.0)   3 (10.0) 0 (0.0) 30 (100)

2.391 (0.880)
1  9 (27.3) 19 (57.6)   5 (15.2) 0 (0.0) 33 (100)
2  5 (31.3)  9 (56.3)   2 (12.5) 0 (0.0) 16 (100)
≥3  3 (42.9)  4 (57.1)   0 ( 0.0) 0 (0.0)  7 (100)

Total 29 (33.7) 47 (54.7)  10 (11.6) 0 (0.0) 86 (100)

*P＜0.05

Table 4. Habits of hand washing with soaps.
 N (%)

Always Sometimes Rarely Never Total χ
2 (P)

Education level (graduate)
Less than middle school 13 (37.1) 18 (51.4) 4 (11.4) 0 (0.0) 35 (100)

4.937 (0.552)High school 14 (45.2) 14 (45.2) 2 ( 6.5) 1 (3.2) 31 (100)
College & university 11 (55.0)  6 (30.0) 3 (15.0) 0 (0.0) 20 (100)

Period of marriage (years)

＜1  5 (41.7)  5 (41.7) 2 (16.7) 0 (0.0) 12 (100)

5.134 (0.822)
1∼5 19 (37.3) 26 (51.0) 5 ( 9.8) 1 (2.0) 51 (100)
5∼10  6 (54.5)  4 (36.4) 1 ( 9.1) 0 (0.0) 11 (100)
＞10  8 (66.7)  3 (25.0) 1 ( 8.3) 0 (0.0) 12 (100)

Children

None 15 (50.0) 12 (40.0) 3 (10.0) 0 (0.0) 30 (100)

5.633 (0.776)
1 11 (33.3) 16 (48.5) 5 (15.2) 1 (3.0) 33 (100)
2  9 (56.3)  6 (37.5) 1 ( 6.3) 0 (0.0) 16 (100)
≥3  3 (42.9)  4 (57.1) 0 ( 0.0) 0 (0.0)  7 (100)

Total 38 (44.2) 38 (44.2) 9 (10.5) 1 (1.2) 86 (100)

Table 5. Reading food labels.
N (%)

3) 조리⋅보관 시 위생관련

Table 6은 ‘냉장고의 냉동부와 냉장부 내부 온도

를 점검해 본다’는 설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 30명
(34.9%), ‘가끔 그렇다’ 24명(27.9%), ‘항상 그렇다’ 
19명(22.1%), ‘전혀 그렇지 않다’ 13명(15.1%)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냉장고의 냉동부와 냉장부 내부 

온도를 점검해 보지 않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결
혼 기간에 따라서 ‘별로 그렇지 않다’를 보면 1년 

미만이 5명(41.7%), 1∼5년 미만이 21명(41.2%), 5∼
10년 미만은 4명(36.4%)으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냉장고의 내부 온도를 점검해 보지 않는 경우가 높

게 나타났으며(P＜0.05), 자녀수에 따라서 ‘가끔 그

렇다’를 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 13.3%, 자녀수 1명 

27.3%, 자녀수 2명 50.0%, 자녀수 3명 이상 42.9%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냉장고의 냉동부와 냉장부 내부 

온도를 점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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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Sometimes Rarely Never Total χ
2 (P)

Education level (graduate)
Less than middle school  4 (11.4)  9 (25.7) 15 (42.9)  7 (20.0) 35 (100)

6.883 (0.332)High school  8 (25.8)  8 (25.8) 11 (35.5)  4 (12.9) 31 (100)
College & university  7 (35.0)  7 (35.0)  4 (20.0)  2 (10.0) 20 (100)

Period of marriage (years)

＜1  5 (41.7)  1 ( 8.3)  5 (41.7)  1 ( 8.3) 12 (100)

19.001* (0.025)
1∼5  9 (17.6) 11 (21.6) 21 (41.2) 10 (19.6) 51 (100)
5∼10  1 ( 9.1)  6 (54.5)  4 (36.4)  0 ( 0.0) 11 (100)
＞10  4 (33.3)  6 (50.0)  0 ( 0.0)  2 (16.7) 12 (100)

Children

None 12 (40.0)  4 (13.3)  8 (26.7)  6 (20.0) 30 (100)

17.877* (0.037)
1  3 ( 9.1)  9 (27.3) 16 (48.5)  5 (15.2) 33 (100)
2  2 (12.5)  8 (50.0)  5 (31.3)  1 ( 6.3) 16 (100)
≥3  2 (28.6)  3 (42.9)  1 (14.3)  1 (14.3)  7 (100)

Total 19 (22.1) 24 (27.9) 30 (34.9) 13 (15.1) 86 (100)

*P＜0.05

Table 6. Inspection of internal temperature of refrigerator.
N (%)

Korean 
culture Cooking Skills for 

employment
Korean 

language Others χ
2 (P)

Education level (graduate)
Less than middle school  3 ( 8.8)  3 ( 8.8) 0 ( 0.0) 22 (64.7) 6 (17.6)

9.285 (0.158)High school  3 (10.3)  5 (17.2) 0 ( 0.0) 18 (62.1) 3 (10.3)
College & university  5 (18.5)  5 (18.5) 3 (11.1) 14 (51.9) 0 ( 0.0)

Period of marriage (years)

＜1   2 (28.6)  0 ( 0.0) 0 ( 0.0)  4 (57.1) 1 (14.3)

16.091 (0.065)
1∼5  3 ( 6.1)  8 (16.3) 1 ( 2.0) 31 (63.3) 6 (12.2)
5∼10  3 (20.0)  2 (13.3) 0 ( 0.0)  9 (60.0) 1 ( 6.7)
＞10  3 (15.8)  3 (15.8) 2 (10.5) 10 (52.6) 1 ( 5.3)

Children

None  2 ( 8.0)  6 (24.0) 0 ( 0.0) 13 (52.0) 4 (16.0)

7.641 (0.571)
1  4 (11.1)  3 ( 8.3) 1 ( 2.8) 24 (66.7) 4 (11.1)
2  4 (22.2)  1 ( 5.6) 1 ( 5.6) 12 (66.7) 0 ( 0.0)
≥3  1 ( 9.1)  3 (27.3) 1 ( 9.1)  5 (45.5) 1 ( 9.1)

Total 11 (12.2) 13 (14.4) 3 ( 3.3) 54 (60.0) 9 (10.0)

Table 7. Particip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in native country.
 N (%)

4.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요구도

1) 참여 경험 교육 프로그램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본국에서 참여한 교육’
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한국어교육이 54

명(60.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요리

교육이 13명(14.4%), 한국문화가 11명(12.2%), 취업기

술교육이 3명(3.3%)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

라서는 중졸 이하는 22명(64.7%), 고졸 18명(62.1%), 

대학교 이상은 14명(51.9%)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한

국어 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

에 따라서보면 1년 미만은 본국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57.1%, 1∼5년 미만은 63.3%, 5∼
10년 미만은 60.0%, 10년 이상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수에 따라서도 자녀가 없는 집단은 

본국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52.0%, 1명
은 66.7%, 2명은 66.7%, 3명 이상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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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2nd 3rd 4th 5th

Korean food culture 34 ( 39.5) 17 ( 20.2) 15 ( 17.4)  9 ( 10.6) 10 ( 11.8)
Korean traditional food 11 ( 12.8) 12 ( 14.3)  4 (  4.7) 12 ( 14.1)  8 (  9.4)
Home cooking 23 ( 26.7) 17 ( 20.2) 22 ( 25.6) 14 ( 16.5)  8 (  9.4)
Breast-feeding and/or baby food 14 ( 16.3) 17 ( 20.2)  9 ( 10.5)  4 (  4.7)  8 (  9.4)
Health care (hygiene)  2 (  2.3) 11 ( 13.1) 31 ( 36.0) 18 ( 21.2) 16 ( 18.8)
Nutrition and food knowledge  0 (  0.0)  8 (  9.5)  5 (  5.8) 27 ( 31.8) 16 ( 18.8)
Comparison of cooking between Korean and mother country  0 (  0.0)  1 (  1.2)  0 (  0.0)  1 (  1.2) 19 ( 22.4)
Others  2 (  2.3)  1 (  1.2)  0 (  0.0)  0 (  0.0)  0 (  0.0)

Total 86 (100.0) 84 (100.0) 86 (100.0) 85 (100.0) 85 (100.0)

Table 8. Preference of dietary education programs.
N (%)

Internet Public health 
center 

Cooking academy 
or school Others Total χ

2 (P)

Education level (graduate)
Less than middle school 1 ( 2.9) 10 (28.6) 21 (60.0) 3 ( 8.6) 35 (100)

 9.984 (0.125)High school 0 ( 0.0) 13 (41.9) 17 (54.8) 1 ( 3.2) 31 (100)
College & university 2 (10.5)  6 (31.6)  7 (36.8) 4 (21.1) 19 (100)

Period of marriage (years)

＜1 0 ( 0.0)  5 (41.7)  6 (50.0) 1 ( 8.3) 12 (100)

 6.691 (0.669)
1∼5 1 ( 2.0) 19 (37.3) 28 (54.9) 3 ( 5.9) 51 (100)
5∼10 1 ( 9.1)  3 (27.3)  5 (45.5) 2 (18.2) 11 (100)
＞10 1 ( 9.1)  2 (18.2)  6 (54.5) 2 (18.2) 11 (100)

Children

None 1 ( 3.4) 13 (44.8) 12 (41.4) 3 (10.3) 29 (100)

18.795* (0.027)
1 0 ( 0.0) 11 (33.3) 21 (63.6) 1 ( 3.0) 33 (100)
2 2 (12.5)  4 (25.0)  9 (56.3) 1 ( 6.3) 16 (100)
≥3 0 ( 0.0)  1 (14.3)  3 (42.9) 3 (42.9)  7 (100)

Total 3 ( 3.5) 29 (34.1) 45 (52.9) 8 ( 9.4) 85 (100)

*P＜0.05

Table 9. Preferred place for education program.
N (%)

표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는 54명(63.5%), ‘필요한 편이다’가 24명(28.2%), ‘보
통이다’ 3명(3.5%),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명
(3.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명(1.2%)으로 90% 이
상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선호하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빈도와 퍼센

트로 나타내었으며, 무 응답자는 제외하였다. ‘한국

식문화’ 39.5%로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

하였고, ‘가정요리’ 26.7%, ‘모유수유 및 이유식’ 
16.3%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한국식문화’ 
‘가정요리’, ‘모유수유 및 이유식’이 각각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3순위에서는 ‘건강관

리(위생교육)’ 36.0%, 4순위에서는 ‘영양관리(식품지

식)’ 31.8%, 5순위에서는 ‘모국과 한국요리 차이점’ 
22.4%로 높게 나타나 ‘한국식문화’와 ‘가정요리’를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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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
(printout)

Work 
experience

TV, Computer, 
Internet Others Total χ2 (P)

Education level (graduate)
Less than middle school  5 (14.3) 23 (65.7)  7 (20.0) 0 ( 0.0) 35 (100)

11.322 (0.079)High school  9 (29.0) 19 (61.3)  1 ( 3.2) 2 ( 6.5) 31 (100)
College & university  2 (10.5) 10 (52.6)  5 (26.3) 2 (10.5) 19 (100)

Period of marriage (years)

＜1  2 (16.7)  8 (66.7)  2 (16.7) 0 ( 0.0) 12 (100)

 4.470 (0.878)
1∼5 11 (21.6) 31 (60.8)  7 (13.7) 2 ( 3.9) 51 (100)
5∼10  1 ( 9.1)  8 (72.7)  1 ( 9.1) 1 ( 9.1) 11 (100)
＞10  2 (18.2)  5 (45.5)  3 (27.3) 1 ( 9.1) 11 (100)

Children

None  4 (13.8) 19 (65.5)  5 (17.2) 1 ( 3.4) 29 (100)

 3.576 (0.937)
1  7 (21.2) 19 (57.6)  5 (15.2) 2 ( 6.1) 33 (100)
2  4 (25.0) 10 (62.5)  2 (12.5) 0 ( 0.0) 16 (100)
≥3  1 (14.3)  4 (57.1)  1 (14.3) 1 (14.3)  7 (100)

Total 16 (18.8) 52 (61.2) 13 (15.3) 4 ( 4.7) 85 (100)

Table 10. Preference of education method.
N (%)

‘교육 운영 장소와 교육방법’에 대한 결과는 

Table 9, Table 10과 같다. 전문기관(요리학원, 학교)
을 원한다는 응답이 52.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였고, 다음으로 보건소 및 국가기관이 34.1%, 인터

넷이 3.5% 순으로 나타나 교육 프로그램 장소는 전

문기관(요리학원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 받기를 원

했으며,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 44.8%, 
자녀수 1명 33.3%, 자녀수 2명 25.0%, 자녀수 3명 

이상은 14.3%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보건소 및 국가

기관’에서 교육 받기를 원했다(P＜0.05).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실습이 61.2%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교재(인쇄물, 복사

물)가 18.8%, TV, 컴퓨터, 인터넷이 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실습을 원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최종학력, 결혼기간, 자녀수에 따라서

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고 찰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 온 결

혼이주여성의 식품⋅영양 인식 및 식품 위생 실태

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요

구도 조사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방향을 제

시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

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출신국가는 필리핀 28명

(3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 25명
(29.1%), 중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8명
(9.3%), 일본 4명(4.7%), 기타(몽골, 키리키스스탄) 2
명(2.4%) 순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Lee(2011)의 전북지역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과 영양교육 

실태 연구에서도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고 그 외 

필리핀, 중국, 일본 등의 순서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결혼이주여성

에 관련한 연구(Kim 2008; Kwak 2009)에서는 중국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

를 보였다. Han(2010)의 연구에서 남편의 직업을 묻

는 문항에는 ‘생산직, 단순 노동직’과 ‘일반사무직’
이 각각 2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비

스업’(18.8%), ‘자영업’(14.3%), ‘무직’(5.4%), ‘기
타’(4%), ‘전문직’(0.9%)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

와 비슷하였다. 
식품첨가물 및 영양표시에 관한 인식은 결혼기간

과 학력, 자녀의 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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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는데, Ko(2010)의 연구에서 영양 지식 

점수가 거주기간이 길고,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소

통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할수록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Lee(2011)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

성의 영양교육의 이해도에서 3년 이상 거주자가 한

국어 능력 및 영양교육과 영양사의 상담 이해도 점

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양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사전에 거주기간, 한국어 능

력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서울

지역 일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Chung & 
Kim(2007)의 연구서도 영양표시를 ‘확인한다’가 66.3%
로 높게 나타나 식품첨가물이나 영양표시 사항에 관

한 인식이 과거와 비교하여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

각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서

는 ‘매우 필요하다’는 54명(63.5%), ‘필요한 편이다’
가 24명(28.2%), ‘보통이다’ 3명(3.5%), ‘필요하지 않

은 편이다’ 3명(3.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명
(1.2%)으로 90% 이상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

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

는 Woo(2010)의 연구에서도 식생활 교육 및 영양교

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꼭 필요하다’(69.8%), ‘필요하

다’(25.4%)로 식생활 교육 및 영양교육이 꼭 필요한 

것으로 높게 조사되어서 본 연구와 유사함을 나타

내었다. 선호하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식

문화’가 39.5%로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

하였고, 2순위는 ‘가정요리’(20.2%), ‘모유수유 및 이

유식’(20.2%), ‘한국식문화’(20.2%)로 나타났다. 이는 

Lee(2011)의 연구결과에서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음식 만들기 및 이유식 만들기, 식품관련 위생 

등에 대한 영양교육 자료를 매우 필요로 하는 결과

와 비슷하였다. 대구지역 국제 이주여성들의 식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Woo 2010)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 

장소로 ‘복지관’, ‘학원’, ‘방문요리’, ‘대학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요약 및 결론

조사대상자는 경북지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프

로그램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 8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 식품⋅영양 인

식, 식품 위생 실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

태 및 요구도를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아

래와 같다.
1.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29세가 60.5%로 가

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8.6세였다. 출신국가

는 필리핀 32.6%, 베트남 29.1%로 높게 나타났으

며,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가 40.7%, 결혼기간이 1
년 이상 5년 미만인 여성이 59.3%였다. 배우자의 

직업은 생산직, 단순 노동직이 43.0%, 월평균 수

입은 200만원 이하 66.3%, 생활비를 남편이 관리

하는 경우 57.0%로 높게 나타났고, 가족형태로는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형태가 가장 높게 

(51.2%), 남편의 연령은 40∼49세가 58.1%로 결혼

이주여성의 연령에 비해 남편들의 나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식품첨가물에 관한 인식은 ‘식품첨가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학교 이상인 집단이 관

심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유해성에 관한 인식’은 중졸 이하, 대학교 이상

인 집단이 식품첨가물 유해성에 관해 제대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혼기간

이 1년 미만인 집단이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질

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식품첨가물 섭취 관련 

태도’에서 ‘식품첨가물이 적은 식품을 먹으려고 

노력한다’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 이상이 

3.70점, 결혼기간이 길수록 10년 이상이 3.83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영양표시 정보에 관한 인식도는 ‘식품구매 시 포

장의 영양표시를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의 경우

는 학력이 중졸 이하, 고졸인 집단보다 대학교 

이상인 집단이 관심 있게 보는 정도가 유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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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았으며(P＜0.05),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결혼

기간이 1년 미만, 1∼5년 미만인 집단보다 10년 

이상인 집단이 3.75점으로 관심 있게 보는 정도

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001),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2명인 집단이 관심 있게 보는 정

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식품에 

표시된 영양표시 내용을 이해한다’의 경우는 학

력이 중졸 이하, 고졸인 집단보다 대학교 이상인 

집단이 이해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

다(P＜0.05).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결혼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보다 10년 이상인 집단이 이해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P＜0.01), 자녀

가 없는 집단보다 2명, 3명 이상인 집단이 이해

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4. 전체적으로 식품 위생 실천에 관해서 보면 손 씻

기 습관, 식품 구입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으로 

나타났고, 조리ㆍ보관 시 위생관련에서는 전반적

으로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편으로 나타났다. 
5.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본국에서 참여한 교육에 

대해서 ‘한국어교육’이 6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으며, 선호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1순
위로 한국식문화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이주여성들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선호하

는 장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원한다는 응답이 

52.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선호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이 61.2%로 대부분이 

현장실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식품⋅영양 인식

에서 식품첨가물에 관한 인식은 비교적 양호한 수

준이었지만, 영양표시 정보에 관한 인식도는 낮은 

수준이었고, 위생실천에서도 손 씻기 습관과 식품 

구입에서는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조리ㆍ보관 시 위

생 상태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

혼이주여성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이주 지원센터 등에

서도 한국어 교육은 필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식생활 전반에 관련된 교육은 미비한 실정

이다. 본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식문화와 가정요리를 가장 선호

했고, 그 다음으로 모유수유, 이유식 교육, 위생교육, 
영양관리교육 등을 전문기관에서 현장실습으로 배

우기를 원했다. 따라서 한 가정에서 식생활을 책임

지고 있는 주부로서 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가족 전체의 식품 섭취 및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요리교실 지원 및 위생교육이나 

식품 선택에서 가공식품 표시나 영양표시 등을 읽

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식생활 교육 및 지

도가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지원과 

노력으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록 복지관이나 이주 지원센터, 보건소 등에서 본 연

구의 요구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 결혼이주여성들이 올바른 식습

관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그 자녀들의 성장 발육 및 가족 건

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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