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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관련 시행계획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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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분석하여 분
석결과를 도출함으로서 차기에 수립될 관련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 반영되어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에 제시된 
직업교육훈련 시행계획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닐 길버트와 폴테릴의 정책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분
석결과는 첫째, 내일배움카드·취업성공패키지·특화과정의 미성숙 둘째,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의 미흡 셋째, 정부 부처 
간 거버넌스의 미흡을 밝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learn what directionsneed to be reflected when establishing the 
next-term trial plans by analyzing the current trial plans being implemented in Korea regarding job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for immigrant women by marriage. For this purpose, the job training suggested in the 
Healthy Family Basic Plan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Basic Plan as well as in the Basic Economic 
Activity Stimulation Plans for Out-of-employment Women were analyzed. Based on this, job training was 
reconstructed into four categories: 1)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2) human resource development; 3) 
employment support; and 4) delivery system. For the analysis, the policy analysis methods reported by N. 
Gilbert and P.Terrile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urrent trial plans exhibited immaturity in the 
Tomorrow Learning Card and Successful Employment Package as well as in the specialization process, lack of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and the absence of governance. Several proposalsshould consider these 
when making the next-term trial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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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은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며 자아정
체성을 형성하고 자아 성취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
는 기제이다.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갖는 취업 의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혼
이민여성의 취업 지원 인프라와 사회적 지원체계가 취약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업훈련 참여의향이 있는 사람은 72.8% 정도로 높고 직

업훈련 중 중도탈락율도 15%정도로 내국인에 비하여 낮
지만[1], 취업률은 22.3%였다[2]. 

이처럼 높은 취업욕구에 대한 국가정책적 접근이 필요
한 것은 첫째, 결혼이민여성 60%가 월 200만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전략으로 이인소득자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3], 이
를 지원하는 적극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
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점이다. 
Brah는 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게 되면 개인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관련 시행계획의 비판적 검토

6187

에게 신뢰와 만족감을 주게 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
성하게 되면서 개인적 무력감을 극복하게 된다고 하였다
[4]. 셋째, 결혼이민여성들의 인적자원개발은 정규교육보
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또는 훈련의 기회
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직업훈련은 언어적 소통과 함
께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적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5]. 

실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수준은  
대졸 21.7%로 내국인 42.6%에 비하여 절반 정도가 낮으
며, 중학교 졸업은 26.6%로 내국인 9.2%보다 3배 가량 
높다[6]. 이외에도 결혼이민여성들은 평균 10살 정도의 
남편과의 연령차로 남편의 은퇴와 노후 돌봄의 역할이 
예상됨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불가피성은 더욱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증가 속에서 이들의 취
업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요가 존재하고 또한 결
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직업훈련인데[7],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과 훈련의 성과가 높지 않다[8]는 사실은 다
양한 영역과 차원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지원정책을 
검토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에 관한 정책은 여성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인력개발종합계획,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이하 경력단절
여성기본계획으로 약칭함)에 분산해서 담겨져 있다. 개별 
기본계획을 골격으로 하여 실행계획을 세우고 각 년차별 
실행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자
체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
여 지역에 적합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생산된 기본계획이 갖는 의미는 막중하다. 

그러나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각각의 기
본계획과 계획 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고, 추진하고
자 하는 과제와 사업이 개별 계획에 따라 중복되거나 분
리되어 있어 실질적 정책효과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즉 결혼이민여성 취업관련 기본계획
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 집행되기보다 정부 부처의 개
별 사업 혹은 부처의 정책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
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에 관한 종합적인 검
토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수립
된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계획을 체
계성과 계획 간의 연계성을 비교·검토하여, 차기의 효과
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얻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결혼이민여성 취업관련 기본계획의 내용

결혼이민여성 대상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정책은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시작된 이후, 2011
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이전에 수립된 다문화가족정
책기본계획(2010-2012)에 담겨 있으나, 이는 임의계획적 
성격이라 할 수 있고[10], 2010. 5월 관계부처합동으로 결
혼이민자취업지원대책이 발표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정책목표는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서비스 개발, 공공-민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구축, 다문화에 대한 이해제고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었다. 이 계획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결
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및 취업지원에 대한 주도적 
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제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이 수립되면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적응, 가족의 삶 등 
전반에 관한 실행을 상기 3개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취업지원에 관한 보다 구
체적 개입은 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
계획(2010-2014, 이하 경력단절여성기본계획으로 약칭
함)에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제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은 한부모가족, 장애가족, 조
손가족 등과 같은 취약계층으로 간주하고 국제결혼 중개 
관리와 한국어교육과 같은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지원 
중심이며  취업지원을 비중있게 담고 있지 않다. 여성발
전기본법에 근거한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결혼이민여
성 취업관련 내용은 전체 여성·가족의 복지와 건강권 증
진의 영역에 배치하여 정책적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는 결혼이민자의 한국
문화 적응을 중점지원하고 시혜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경
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근거한 경력단절여성
기본계획은 결혼·임신·출산 혹은 기타 돌봄 노동으로 인
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
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
업지원은 경력단절여성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
는데, 내국인의 출산·육아 등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 이식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동일
선상에서 다루고 있는 점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결
혼이민여성의 특성상 보육문제 외에도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이 결합되지 않은 취업지원은 실행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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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 어렵다. 
결혼이민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상기의 기본계획에서 

취업지원은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보육서
비스와 가족돌봄 둘째, 직업교육훈련 및 상담 셋째, 한국
어 교육과 한국사회 이해와 관련된 영역이다. 보육은 일
하는 여성 누구에게나 국가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도록 
설계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 및 상담은 경력단절여성기
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나머지 건강가
정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서도 비중있게 언
급되어 있다.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 이해 증진과 같은 
한국사회 통합은 경력단절여성기본계획에서는 다루지 않
지만, 타 기본계획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과 관련된 취업지원 정책은 특정 기본계획
에서 완성된 얼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
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유기적
으로 실행될 때 계획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
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고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출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2.2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관련 선행연구

현재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관련한 연
구는 대체로 취업실태조사[11]가 다수로 근간을 이루고 
있고, 취업지원정책에 관한 연구[12], 직종개발과 인적자
원개발에 관한 연구[13], 구직자 유형분석[14], 취업과 관
련한 결혼이민여성의 적응문제[15]를 다루는 연구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전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일
부로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을 다루는 연구가 있는데, 이
들 연구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연구는 배제되어 있어 
집중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
구처럼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은 아니지만 결혼이
민여성 관련한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로는 김준식외[16]
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추진되는 다문화관련 정
책의 근간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에서 출발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
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의 직업
교육훈련 및 취업 관련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범위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에 관한 국
가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2차, 

2011-2015),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차, 2013-201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2010-2014)을 
선정하였다. 여성정책기본계획(4차, 2013-2017)은 결혼이
민여성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관련 계획은 방향제시 수준
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은 2004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수립된 이
후, 전체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근간이 되는 계획이지
만,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은 경력
단절 여성기본계획에서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분석을 피하고자 제외하였다. 

일차적으로 연구범위를 3개의 기본계획으로 선정한 
후, 각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직업
교육훈련 및 취업 관련 시행계획(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시행계획 중 취업관련 내용은 보육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직업교육훈련 및 상담, 취업지원 인프라, 한
국어 교육, 한국사회 통합이 핵심이다. 본 연구는 사실상 
취업관련 정책에서 핵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교육훈련에 한정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각 기본계획은 5
년 장기계획이고 추진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이 되는 기본계획의 
2013년 현재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비교·검토하였다. 최근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지원 정책의 방향과 추진부서 등 시행체계가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2013년 시행계획을 분석함으로서 연
구분석에서 분석 대상의 구체성과 시기적 타당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 경력단절여성기본계획은 공통적으로 정책
비젼, 정책추진 목표, 추진분야로 구성되고 시행계획은 
추진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이다. 시행계획은 정책 추진 목
표와 정책 비젼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으로서 
기본계획의 핵심적 내용이다. 시행계획의 분석을 위해, 
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 길버트와 폴 테렐의 산물분석틀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17]. 이 분석틀은 대상,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재원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데, 내용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준거틀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거
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는데 유용하다[18]. 연구대상이 
되는 3개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예산은 각 부처의 예산을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합산할 경우 분석의 오류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의 연구주제가 될 만큼 재정은 분석의 세밀함을 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시행계획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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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training program deliver system trial plan

1.

se

rv

ic

es

 

conte

nts 

1)

j o b 

training  

program

Tomorrow Learning Card / Successful 

employment Package implement

Min.of Employment and Labor(private 

institute)

Healthy Family Trial Pla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rial Plan/ Trial 

Economic Activity Stimulation Plans for 

Out-of-employment  Women

special job training / translation· bilinger 

lecturer etc./medical coordinator training  

course 

M in. of Gender Equality & Family (center 

for women's new work/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in. of Health 

and Welfare

Healthy Family Trial Pla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rial Plan/ Trial 

Economic Activity Stimulation Plans for 

Out-of-employment Women

agricultural basic training /1:1personalized 

agricultural training  

Min. of Agricultural, Food and Rural 

Affairs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rial Plan

new & novelty job training
Min.of Employment and Labor (employment 

center)/M in.ofGender Equality & Family

Trial Economic Activity Stimulation 

Plans for Out-of-employment Women

elementary job training education

Min. of Gender Equality & Famil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center for women's new work),  Min. of 

Employment and Labor (employment 

support center)

Trial Economic Activity Stimulation 

Plans for Out-of-employment Women

2)

HRD

HRD system construction for immigrant 

women 
M in. of Gender Equality & Family Healthy Family Trial Plan

raising empowerment of immigrant 

women- driving licence education  

Police Agency, Min. of Security & Public 

Admi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rial Plan

3)

job-

support

operate WIND
Min. of Employment and Labor 

(employment support center)

Trial Economic Activity Stimulation 

Plans for Out-of-employment Women

get a job through Work-net
Min.of Employment and Labor & Min. of 

Gender Equality & Family

Trial Economic Activity Stimulation 

Plans for Out-of-employment Women

2.

deliv

e r y 

syste

m

admin.-

system

M in.of Gender Equality & Family, Min. of Employment and Labor, Min. of 

Agricultural, Food and Rural Affairs, Min. of Health and Welfare, Min. of Security  

& Public Admin.,  Police Agency

HealthyFamily Trial Pla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rial Plan/ Trial 

Economic Activity Stimulation Plans for 

Out-of-employment Women

enforce

ment-

system

Center for women's new work,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Employment support center / Women 

HRD Center

Min. of Gender Equality & Family

Min. of Employment and Labor Local Gov.

Healthy Family Trial Pla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rial Plan/ Trial 

Economic Activity Stimulation Plans for 

Out-of-employment Women

employment support center-exclusive 

charge person/test operation of General 

employment support Center

Min. of Employment and  Labor

Healthy Family Trial Plan/Trial 

Economic Activity Stimulation Plans for 

Out-of-employment Women

run migration women's self support center  Min. of Gender Equality & Family Healthy Family Trial Plan

[Table 1] Current trial plan on job training(2013)

이 되는 결혼이민여성은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구직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여성 전체
를 취업교육훈련 및 관련 시행계획의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상에 대한 별도의 분
석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앞서 상기한 3개의 기본계획에서 직업교육훈
련관련 시행계획 중 내용(서비스)과 전달체계(추진부서)
를 도출하여 재구성하였다. 이어서 재구성된 시행계획의 
내용과 전달체계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3개 시행계획에 
담겨진 직업교육훈련의 총괄적 모습을 검토하였다. 이러
한 분석은 결혼이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직
업교육훈련을 동시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
석틀은 아래의 fig.1과 같다.

3. trial plan contents/delivery 
system structure

5. suggestion in next trial 
plan

4. restructured contents/ 
  deliver system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Fig. 1] analysis framework & process

 

4. 연구결과

연구방법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
업 지원 관련 시행계획을 도출하여 시행계획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재구성하였고(Table 1 참조), 이에 따른 현황
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2. draw trial plans  

1. basic pl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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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비스 내용

4.1.1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고용노
동부는 내일배움카드(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대상과 실
업자 대상이 구분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실업자 대상이
다)·취업성공패키지에 결혼이민여성을 참여시키되(일반
과정), 이들의 취약성을 감안한 독자과정(특화과정)도 운
영하고 있다. 2012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내일배움카드에
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결혼이민여성은 3,698명으로 
2010년 497명에 비하면 2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
지만, 내일배움카드 전체 직업훈련참여자 163,419명[19]
에 비하면 2%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진로설계와 상담 
등 부가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은 2011년 3200명, 2012년 4,665명[20]이다.

내일배움카드와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는 피부·미용·
메이크업처럼 상대적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훈련 직
종 등이 있고, 요양보호사· 한식조리사 등은 실무과정과 
자격증과정이 운영된다. 자격증반의 경우에는 미용과 제
빵기능사 시험은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실시되고 있지만, 
자격증시험이 한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 구사
능력이 없는 결혼이민여성은 참여하기 어렵다. 실제로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이 
2012년 기준 누적연인권이 773,190명에 달할 정도로 많
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어 중급수준에 못 미치는 결혼
이민여성이 50%를 상회[21]하는 것도 한국어 교육 부실
의 한 단면이다. 실제로 한국어실력부족을 이유로 직업훈
련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37.6%에 이르렀다
[22]. 또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정이 
취업성공패키지로 운영될 때, 이들에 대한 맞춤식 지원이
라 할 수 있는 사례관리가 어려워[23]직업교육훈련과 생
활상의 욕구를 결합시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를 통하여 특화직업훈련
과정을 전체 663개의 과정 중 5%정도인 32개를 운영하
고 2012년에는 706명의 특화교육을 실시하였다[24]. 특
화교육의 프로그램은 의료관광통역, 다문화전문강사, 다
문화방과후아동지도사,  무역분야의 오퍼레이터양성, 네
일아트, 에스테틱전문관리사 등 대체로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 자산의 활용을 배경으로 한 교육이 대부분이다. 
특히 강사 직종은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현실
적으로는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서[25], 직
업교육이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요리 미용 
등 일부의 교육과정은 내일배움카드제 과정과 중복되고 
있다. 이외에도 창업은 한국사회 이해가 심화되어 인적자
본이 형성되고 게다가 일정한 자본이 결합했을 때 가능

한 일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통번역사, 이중언어강사양

성, 다문화강사 양성 등을 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 중 
60.6%는 한국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고 취업알선은 
16.1%에 불과하여[26] 직업교육훈련 등의 기능은 미약함
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서는 병원진료코
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연간110시간, 약 20명을 양성하는 
교육을하고 있다. 2010년에는 25명, 2011년 26명, 2012년 
25명을 양성하였다[27].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
혼이민여성에게는 정착단계별로 기초농업교육과 전문여
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2012년 3월-11월에 2500여명을 교육하였다
[28]. 

넷째, 신생이색유망직종의 개발이나 직업소양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은 예산배정을 통한 개발계획은 없으며, 
WIND와 같은 직업소양교육은 초보적 형태의 프로그램
으로 단기간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내일배움카드와 취업성공패키지 
두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
는 특화교육, 영농교육에 비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주된 직
업교육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일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특화과정은 내일배움카드와 취업성공패
키지와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
나 우선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직업
훈련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등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에 대한 교육이 잘 결합되어 있지 않아 한
국어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 자격증제도운영, 창업 프
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의 적극적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
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은 
일반 구직자와 동일한 보편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은미흡하지만 결
혼이민여성의 이민자와 여성이라는 특성에 부합하려는 
교육체계를 갖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교육훈련은 고
용노동부에 비하여 직업교육훈련 규모가 적어 적정한 공
급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운영과정도 요리와 미용 
등 전통적 여성 직종이 여전히 교육되고 있다. 또한 모국
의 문화적 자산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체, 통번역이나 
이중언어강사 등을 양성하는 교육이 주종을 이루면서 전
문직이란 이름하에 불안정한 저소득 직종을 양산하고 있
는 실정이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 자산을 개발
시킬 수 있는 신생이색 직업개발이나 직장생활을 위한 
기초소양교육은 내용이 부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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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인적자원개발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도 
필요하지만, 최근 입국하는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실은 향후 결혼이민여성 전
반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교육에 특별한 관심이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1.에서 보듯이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서 결혼이민자 인적자원관리시스템구축이 시행계획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내용은 구직활동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등록하
여 취업알선을 연계한다는 것으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서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개발정책에는 이주여성의 모국에
서 자격인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
원개발과 관리에 일부 관련성 있는 DB는 현재로서는 여
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등록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정보를 등록하는 것
과 고용노동부의  WORK-NET 정도가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구축된 DB는 대체로 결혼이민여성의 가정생
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업무에 맞춰져 있어서 직업교
육이나 취업지원 등 인적자원 활용과 관리를 위한 역할
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DB는 주로 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등록에 제한되어 있고, 법무부 DB
는 출입국 외국인 현황파악을 위한 기능이므로 결혼이민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는 거리가 있다. 결혼이민여성을 
문화적 자산을 갖춘 인적자원으로 광범위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모국에서의 학력, 직업, 경력, 특정기술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하여 인
적자원의 DB구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앞서 서술
하였듯이, 계획으로는 제시하고 있지만 시행계획이 제시
되지 않아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4.1.3 취업지원

결혼이민여성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
지원을 위한 WIND(Women Immigrant's New Direction)
와 구직 과정에서의 취업알선, 취업연계가 있다. WIND
는 정보습득, 취업에 대한 중단기 경력설계를 통해 한국
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3일 과정의 직업기초소양교육
의 성격이다. 2011년 교육실적은 265명, 2012년은 서울
과 안산 등 8개 고용센터에서 23회 265명이 교육받았다. 
이러한 수치는 2011년 결혼이민여성의 취업건수 3,111건
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즉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은 충분한 사전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채 취

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노동시장
의 조기 퇴직·퇴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겠다. 
워크넷을 통한 취업연계는 취업연계 실적을 둘러싸고 여
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의 시스템이지만 여성가족부(새일센
터)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취업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4.2 전달체계

Table 1의 각 시행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을 제공하는 행정체계는 여성가족부, 고
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이 있
다. 집행체계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새일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고용지원센터와table1에
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민간직업훈련기관 및 민간 위탁
기관 등에서 실질적 직업교육훈련 교육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종합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시행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지자체 산하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결
혼이민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정부 부처와 다양한 민간
의 집행기관이 투입되어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에서 여성가족
부는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가족생활을 지원
하는 핵심부서이며, 고용노동부는 결혼이민여성의 직업
교육훈련, 취업지원의 핵심 부처이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진행되는 직업교육훈련·취업알선 등은 실제로 보육·
가사노동· 가정생활 등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조건을 배려
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장점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
센터와 위탁 직업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체계와 전문인력
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29]. 반면에 고용노동부의 직업교
육훈련은 결혼이민여성에게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다. 고
용노동부 위탁 훈련기관, 새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직업훈련 실적 대비 상용 고용자 수를 대비한 고용의 
질을 따져보면,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기관 55.2%, 새일센
터 25.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6%로 나타나[30], 고용
노동부 위탁 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결혼이민여성이 가
장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기관은 결혼이민여성 취업을 위한 최선의 조직
체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가족의 지지, 한국어 
수준, 보육 등 결혼이민여성의 삶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
화적 민감성으로 훈련받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종합하면, 결혼이민여성 친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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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전달체계와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직업
교육훈련체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전달체계가 효과적
으로 결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현시점에서는 두 부처의 협력관계가 긴밀하지 않아 
업무 혼선과 중복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
어 집행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새일센터에서 결혼이민여
성의 취업관련 업무를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한 DB
를 활용하지만, 취업지원의 성과를 두고 여성가족부와 고
용노동부가 경쟁함으로서 양 부처간의 배타적 관계가 생
겨나고 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지자체에서 수탁
받아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에 일정 정도 참여함
으로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간의 실적을 둘
러싼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각 부처의 특성
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만, Table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시행계획은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조정 혹은 통제할 수 있는 구분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현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직업교
육훈련 프로그램에서는 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
고 있지만,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 교육과 결
합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자격증 과정 등에서도 한국어
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여성가족
부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전통적 여성 직종과 언어
와 같은 특정한 문화적 배경에 한정된 직종을 교육하고 
있어서 미래지향적 인력양성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시행 부처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이, 특성화의 차이
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인적자원개
발도 결혼이민여성의 다양한 경력과 자격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준과 자격을 제시하고 필요한 인력의 DB구축
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실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
고 있었다. 취업지원을 위한 기초소양교육이나 위크넷 활
용도 원활하지 않아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기능적 다양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달체계에서
는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핵심적 부서라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와 여성친화적 여성가족부가 효과
적인 결합관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지자체도 실적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와 경쟁적 관계를 보이는 양태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5.1 논의

첫째, 현실적으로는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으
로 제공되는 내일배움카드제는 고용노동부가 시행주체이
며 보편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제공되는 직업교육훈련이
다. 교육훈련의 성과가 취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혼
이민여성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이 제시되어
야 한다. 결혼이민여성의 특수성이란 이민자, 여성, 며느
리,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결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첫째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적절하게 개
발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직무관련 한국어교육, 가족
상담과 등이 직업교육훈련과 결합되어야 한다. 둘째, 결
혼이민여성의 문화적 자산을 배경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을 교육훈련시킨 후 적정한 취업
알선을 통해 취업률 제고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이 따르는 것은, 실질적 수요에 대비하여 직
업교육훈련 개발 예산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
에 기인한다[31]. 실제로 2011년 국비에 한정해서 보아
도,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1,760백만원 임에 비하여 다문화 교육 인식사업은 5,010
백만원, 인권피해자 보호사업 5,602백만원, 통번역서비스 
2,771백만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전체 재정 중 취업관련 
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는 0.8%, 2010년
에는 1.9%, 2011년 2.4%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32].이는 고용노동부는 결혼이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직업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여성의 직
업교육훈련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
로 예산투입이 적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두 가지 쟁점과 결부되어 있다. 첫째는 
결혼이민여성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이 자체 완결성을 갖
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으로서 내
국인 취약계층과 같은 범주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정
책 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33]과 둘째는 결혼이
민여성의 취업지원은 내국인과 별도로 이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 [34]이 상충된다. 문제는 
두 가지 쟁점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할 것인가이다. 즉 이
것은 양자의 장단점을 각기 보완해야 결혼이민여성의 직
업교육훈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립적이기 보다 상호 보완적 원리로 작용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둘째, 전달체계(행정체계+집행체계)에 관하여 논의해 
보면,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을 독
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
고, 이 외에도 보육은 보건복지부, 한국어교육은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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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수제를 운영하는 법무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혼이민여성 관련 시행계획의 추진은 관련 영역에 따라 
최소 4-5개의 부처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계획의 동일한 대상이지만 다른 업무를 수행해
야 하는 관련 부처 간 칸막이 현상과 힘겨루기, 부처 간 
인력의 전문성 차이를 극복하고 시행계획이 추진되려면,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계획, 
서비스 제공의 핵심부처로서 콘트럴 타워의 역할 혹은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35]. 또한 그것은 결혼
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에 관계된 기관을 
거버넌스에 기반한 능숙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당위적 논지를 전개하더라도 
현실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상이 강화되지 않으면 결혼이
민여성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부
처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5.2 결론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직
업교육훈련은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장점과 결혼이민여
성의 취약성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한 여성가족부의 접근
방식이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부처간의 
거버넌스를 통한 직업교육훈련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핵
심적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재정능력과 위상이 높지 않아 
추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결혼
이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체계성과 향후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내실있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이민과 결혼이라는 특성을 결합한 직업교육체
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전통적 여성직종, 부실
한 개인의 문화적 배경에 의존한 직종을 넘어서 지역사
회에 기반한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직종 혹은 문화적 자
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력개발이 필요
하다. 또한 기초교육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연계(bridge)
교육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으로 확장된 직업교육훈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민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한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국어 능력향상과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나아가 보편적 보육서비스, 가
족상담 등이 결부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고용노
동부의 조직체계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적 민감성으로 
훈련된 전문인력을 결합한 시행계획 추진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관련 정부 부처 

간의 가버넌스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는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에서 콘트
롤 타워 또는 허브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 계획추진의 선도성 등을 가
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과 인
력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 지원시스템을 확장
시키는데 투입함으로서 이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선순
환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관련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효과성과 효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정의 실무단계에서 관련 중앙부처
의 이해관계 조정과 정책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계
획을 수립·발표해야 한다. 현장의 시행착오와 혼선이 가
중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한 과정이 부실할 경우가 많
을 때이다.

본 연구는 비판적 검토수준의 실험적 연구로서의 성격
이기 때문에, 재정이나 혹은 내국인과 비교한 종합인력개
발정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수반되지 못
한 한계로 내용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결혼이민여성의 인력개발과 관련된 예산, 내국인여성, 외
국인 여성노동자 등과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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