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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다문화 가족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중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족 형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여

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이다[1].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

화 가족이 증가하면서 2019년 한 해 다문화 가족에서 출생한 자

녀수는 1만7,939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5.9%를 차지하며, 2015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인구 통계는 다문

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인

구에서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특

히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는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

자나 유학생과는 달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국민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한국 정부는 다문

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자녀 양육에 대

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여러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2] 

다문화 가족의 자녀 중 만 6세 이하 영유아는 4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3], 영유아는 추후 성장발달 및 일생 

동안의 건강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무엇보다 이때는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4]. 하지만 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함

으로써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도 전국 다

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 중 64.5%가 부모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호

소하며, 한국 어머니보다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5].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편

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가족 내 자신의 역할과 기능

이 상실하여 자녀양육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6]. 특히 자녀 양육에서 영유아를 씻기고 먹이는 등의 의식

주 활동에서 주된 역할을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고 있지만, 가

족 내 문화상이성으로 인한 양육방식의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경

험한다[5]. 또한 양육에 관한 정보의 부족, 언어 문제는 결혼이

주여성의 양육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7,8].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주로 다문

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전국 236개

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과 함께 다문화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 시행되고 있다[9].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들은 

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그들의 가

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교육서

비스를 통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6,9].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문화 가족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살펴보면,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

착을 돕기 위한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한 한국어 교육과 인권교

육이나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출산,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6,10], 다문화 가족으로의 접근과 다문

화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부족한 실

정이다[11,12]. 그러므로 다문화 가족 접근의 영유아 자녀 양육

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대상 집

단의 강점과 약점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요구가 반영된 개별화

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구성에 고

려되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델파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동의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불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 집단이 여러 차

례 설문지를 통해 견해를 종합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으로[13],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물리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의견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내용

타당도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전문가 집단의 합의 결과를 수치

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13]. 방문교육지도사는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인 아동복지학, 아

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

자이거나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건강가

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건강가정사로 구성된 집단으로[14], 본 연구목적을 

위한 전문가 패널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는 다

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환경 및 가족 관계와 역할을 직접 살피며 

부모교육과 가족중재를 적용하고 평가하는 전문가로, 다문화 

가족 접근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에 다문화 가족의 특성과 개별적 요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 어느 

집단보다 실질적인 의견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

사를 시행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을 위한 효과적인 방문 프로그램 구성방안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

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효과적인 프로그

램의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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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xpert Panel 

Variables Categories
1st round (N=36) 2nd round (N=29)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53.28±6.66 53.59±5.19

Gender Female  36 (100.0)  29 (100.0)

Education level Bachelor degree
Master degree

33 (91.7)
3 (8.3)

26 (89.7)
 3 (10.3)

Employment location Seoul·Gyeonggi-do
Busan
Ulsan
Gangwon-do
Jeollabuk-do
Jeollanam-do
Gyeongsangnam-do

 4 (11.1)
10 (27.8)
 4 (11.1)
2 (5.6)

 4 (11.1)
10 (27.8)
2 (5.6)

 3 (10.3)
 8 (27.6)
 3 (10.3)
1 (3.5)

 4 (13.8)
 8 (27.6)
2 (6.9)

Years of experience in working as a visiting educator 7.53±2.06 7.67±2.08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집

단적 합의를 도출한 델파이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델파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

는데[13],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 양육을 지원하

기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대

상 방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

를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패널은연구 주제에 충분

한 배경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다문화 가족 관련 프로그

램을 5년 이상 현장에서 수행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소속의 

방문교육지도사로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참여자 수에 대

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15], 전국의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

하고자 전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소속 방문교육지도사를 대

상으로 1차 델파이 조사는 36명이었으며, 2차 조사는 연락두절 

4명, 응답거부 3명을 제외한 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델파

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 ․ 경기 

지역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가 4명, 전라북도 4명, 전라남

도 5명, 강원도 2명, 경상남도 2명, 부산광역시 10명, 울산광역

시 4명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의 평균 연령은 53.28±6.66

세로,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 최종 학력은 석사가 3명(8.3%), 

학사가 33명(91.7%)이었으며, 방문교육 근무 경력은 7.53± 

2.06년이었다(Table 1). 2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

은 서울 ․ 경기 1명, 부산 2명, 울산 1명, 강원도 1명, 전라남도 2

명을 제외한 29명으로, 평균 연령 53.59±5.19세, 방문교육 근

무 경력은 7.67±2.08년이었다.

3. 연구도구

델파이 연구를 위한 1차, 2차 설문지는 영역I의 가정방문 양

육지원 프로그램의 수행도와 중요도와 영역II의 가정방문 양

육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확인하는 영역

으로 구성하였다. 영역별 문항은 문헌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

뷰를 통해 개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목적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면담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를 둔 다

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많아 연구주제와 

현장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현장전문가인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직원과 방문교육지도사를 의도표집 하였다. 센터 직원 10

명, 방문교육지도사 5명의 총 15명에 대해 한 그룹 당 3~4명씩 

나누어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이론적 포화상

태를 이루기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

여자의 다문화 관련 근무기간은 평균 4.4±3.5년이었고, 학력

은 학사 학위 11명, 석사 학위 3명, 박사 학위 1명이었다. 

15명의 현장전문가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영역I에

서는 프로그램의 수행도,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다

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 양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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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및 교육자료 개발, 효과적

인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에 관한 33문항을 도출하였다. 영역II

의 개선 필요성과 시급성에서는 프로그램을 위한 매뉴얼이나 

교육 자료의 개발,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의 개발,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다양한 교구 개발 및 

제공 등에 관한 8문항을 도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영역I에서는 가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

램 33개 항목에 대한 방문교육지도사의 수행도와 중요도를 조

사하였다. 각 문항은 수행도 5점 척도(1점: 가장 수행을 하지 않

음, 5점: 가장 수행을 많이 함)와 중요도 5점 척도(1점: 가장 중

요하지 않음, 5점: 가장 중요함)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영역II

에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가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 8개 

항목에 대한 방문교육지도사의 개선 필요성과 개선 시급성을 

조사하였다. 개선 필요성 5점 척도(1점: 매우 불필요, 5점: 매우 

필요)와 시급성 5점 척도(1점: 가장 시급하지 않음, 5점: 가장 시

급함)로 조사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결과

를 토대로 평균점수와 전문가 간 의견 합치도가 낮은 일부 문항

들을 삭제하고, 개방형 설문결과 추가된 의견이 없어 남은 문

항들을 폐쇄형 문항으로 영역I과 영역II로 나누어 5점 척도 구

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

쳐 연구윤리에 대한 승인(PNU IRB/2017_12_HR)을 받고 수

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에게는 연구참여자의 권

리 보호를 위해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연구의 목적, 연구과정 등

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인터뷰 시 내용을 녹음하고 참여자의 반

응, 태도 등 비언어적 반응을 기록하는 현장노트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은 후 녹음 및 기록을 

하였다. 

델파이 1,2차 대상자는 연구참여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에 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설문조사 URL

을 전달하였으며, 온라인 조사 첫 화면에 안내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참여 동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참여

에 동의할 경우 ‘설문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설문을 시작

하도록 하였다. 각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하였으며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5. 자료수집

델파이 조사의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다문화가족지워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2월 15일부터 4

월 20일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델파이 1차 조사는 2017

년 5월 29일부터 2017년 9월 29일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

며, 1차 조사결과를 정리한 후 2차 조사는 2017년 11월 16일부

터 2018년 1월 8일까지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지역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

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연구목적과 참여방법 및 절차 등 연

구대상자 모집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온

라인 설문조사는 연구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메일을 통

해 설문조사 URL 주소를 전달하여 익명으로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의 분석에서 전체 문항별 수행도와 중요도의 

평균을 구하고 우선순위를 확인하였으며, 1차 델파이 조사 결

과를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게 다시 보내어 동의 여부를 확인함

과 동시에 추가할 수 있는 기타 의견을 조사하는 2차 델파이 조

사를 시행하였다. 

6. 자료분석

델파이 조사의 결과는 IBM SPSS/WIN 23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순위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 문항별로 내용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CVR (Content 

validity ratio)을 산출하였고 전체 문항목록에 대한 전문가 패

널의 의견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Kendall’s W를 산출하였

다. CVR은 평정자들이 특정 문항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에서 4, 5점으

로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로 산출하였으며, CVR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16]. 







  



(ne: 4,5점으로 응답한 응답자 수, N: 전체응답자 수)

CVR은 최고 +1.0에서 최저 -1.0까지의 범위를 가지는데, 

CVR 값이 양(+)인 경우는 5점 척도에서 4점 또는 5점으로 응

답한 평정자가 반 이상이라는 점을 의미하며, 0인 경우는 전체 

평정자의 절반이 4점 또는 5점으로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CVR 값이 음(-)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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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3점으로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내용타당도를 판단하는 

CVR 값의 기준은 델파이 패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연구

에서는 Lawshe (1975)가 제시한 기준을 사용하여 1차 델파이 

조사 대상 패널 36명에 대한 CVR 최솟값은 .31, 2차 델파이 조

사 대상 패널 29명에 대한 CVR 최솟값은 .33을 기준으로 항목

의 수정 또는 삭제를 고려하였다[16]. Kendall’s W검정은 결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문항들에 대한 패널 상호간의 의

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7]. 

연구결과

1. 영역I-가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 대한 수행도와 

중요도

1) 1차 델파이 조사결과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

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행도, 중요도를 확인한 

1차 델파이 조사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33개의 항목 중 

22문항은 수행도와 중요도 모두 내용타당도가 기준치 이상

(CVR>.31)으로 확인되어 영유아를 둔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

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

되었다. 특히 수행도와 중요도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항

목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방문교육의 제공

(수행도 4.72±0.45, 중요도 4.78±0.48), 다문화 가족과의 라포 

형성(수행도 4.47±0.74, 중요도 4.64±0.59), 방문교육의 효과, 

성과, 만족도 평가(수행도 4.47±0.74, 중요도 4.42±0.81), 자

녀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방문교육 제공(수행도 4.42±0.97, 

중요도 4.61±0.77), 자녀의 발달상태 반영(수행도 4.22±0.68, 

중요도 4.42±0.69), 다문화 가족에게 동기 부여(수행도 4.22± 

0.67, 중요도 4.42±0.65) 순이었다. 

반면, 자체교육 자료의 제작 및 활용,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식구에게 방문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수행도와 중요도의 내용

타당도가 기준치 미만(CVR<.31)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적절

하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되어 2차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반영, 정부의 지침서나 매뉴얼 활용, 부부나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방문교육 제공,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중

재방안 제공, 이중언어 환경조성 위한 방문교육 제공, 정신건

강개선을 위한 방문교육 제공 8개 항목은 수행도의 내용타당

도가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삭제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해당 항목들의 중요도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기준치 이상이고, 

연구진들의 논의과정을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요소로 판단하여 2차 델파이 조

사를 통해 재합의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였다. 방문교육지도

사들의 의견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Kendall’s W검

정 결과 수행도(W=.12, p<.001), 중요도(W=.15,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문항들에 대한 방문교육지도사

들 상호간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2차 델파이 조사결과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

화 가족을 위한 가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행도, 중

요도를 확인한 2차 델파이 조사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총 30개

의 항목 중 23개 항목은 수행도와 중요도에서 내용타당도가 기

준치 이상(CVR>.33)으로 나와 가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수행도와 중요도

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자녀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방문교육 제공(수행도 4.66±0.55, 중요도 4.72±0.53), 다

문화 가족과 라포 형성(수행도 4.41±0.73, 중요도 4.59±0.6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방문교육 제공(수

행도 4.41±0.68, 중요도 4.45±0.74), 자녀 건강관리를 돕기 위

한 방문교육 제공(수행도 4.38±0.68, 중요도 4.45±0.63),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전문지식 활용(수행도 4.34±0.61, 중요도 4.21 

±0.62)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의 부부 또는 아버지, 시댁식구에게 방문교육 제

공은 수행도와 중요도의 내용타당도가 기준치 미만(CVR<.33)

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되었다. 다

문화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반영,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 방안 제

공은 중요도의 내용타당도는 기준치 이상이나 수행도의 내용

타당도가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갈등이 발생한 위기의 다문

화 가족을 위한 전문가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방문교육 프로그

램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다문화 가

족에게 평가결과 피드백 제공, 추후 방문교육에 평가결과 반영 

항목은 다문화 가족의 참여 및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

고 수행도와 중요도의 내용타당도 중 한 개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할 항목으로 

판단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Kendall’s W검정 결과 수행도(W=.15, p<.001), 중요도(W= 

.13,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문항들에 대한 방

문교육지도사들 상호간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25개의 문항을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포함시

켜야 할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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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Home-Visit Parenting Support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1st Round (N=36)

No Task
Performance Importance 

 M±SD CVR  M±SD CVR

 1 Reflecting the parenting-related needs of families 4.03±0.84  .44 4.42±0.69  .78

 2 Reflecting the need for improvement of parent education 4.06±0.92  .56 4.33±0.89  .67

 3 Reflecting the family's literacy level 3.92±1.00  .39 4.39±0.73  .72

 4 Reflecting the development status of children 4.22±0.68  .72 4.42±0.69  .78

 5 Reflecting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3.44±1.08  .06 4.33±0.79  .72

 6 Reflecting married immigrant women's level of adaptation to the Korean society 4.22±0.68  .67 4.39±0.55  .89

 7 Reflecting the level of harmony in the home of married immigrant women 3.81±0.62  .39 4.28±0.66  .78

 8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new family types 3.69±1.37  .33 4.28±0.88  .67

 9 Motivating familie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4.22±0.67  .72 4.42±0.65  .83

10 Building rapport with families 4.47±0.74  .83 4.64±0.59  .89

11 Using guidelines or manuals prescribed by government agencies 3.83±1.08  .33 4.00±0.86  .28

12 Using educational materials other than guidelines or manuals 4.14±0.99  .67 4.14±0.68  .67

13 Developing own educational materials 3.36±1.17 -.06 3.75±0.77  .22

14 Using own educational materials 3.58±1.18  .22 3.78±0.87  .22

15 Examining expert knowledge related to parenting 3.92±0.84  .44 4.00±0.72  .50

16 Using expert knowledge related to parenting 4.03±0.91  .44 4.11±0.75  .56

17 Using various educational methods other than lectures 4.11±0.71  .72 4.03±0.74  .61

18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home-visit programs 
provided

4.47±0.74  .72 4.42±0.81  .61

19 Providing feedback on evaluation results to families 3.97±0.88  .50 4.00±0.93  .44

20 Reflecting evaluation results in future home-visit programs 4.03±1.06  .61 3.92±1.02  .50

21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for married couples 3.25±0.97 -.11 3.86±0.99  .33

22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for fathers 2.81±1.39 -.33 4.08±1.02  .56

23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for husband's family members 3.11±1.33 -.11 4.17±1.06  .44

24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for married immigrant women's family members 2.64±1.36 -.56 3.44±1.05 -.22

25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to support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4.42±0.97  .72 4.61±0.77  .78

26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to facilitate the management of children's health 3.97±1.21  .44 4.22±1.07  .56

27 Providing interventions to improve marital relationships 3.69±1.12  .28 4.22±0.93  .61

28 Providing interventions to respect and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family members

4.00±0.89  .39 4.28±0.81  .50

29 Providing interventions to respect and understand the generational gap between 
couples

3.72±1.16  .39 4.25±0.94  .61

30 Providing interven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3.83±0.85  .33 4.19±0.75  .61

31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to support married immigrant women's adaptation 
to the Korean society

4.72±0.45  .94 4.78±0.48  .94

32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for creating a bilingual environment 3.61±1.25  .11 4.11±0.95  .44

33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to improve family mental health 3.47±0.94  .06 4.17±0.84  .33

Kendall's W .12 (p＜.001) .15 (p＜.001)

CVR=Content validit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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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Home-Visit Parenting Support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2nd Round (N=29)

No Task
Performance Importance 

 M±SD CVR  M±SD CVR

1 Reflecting the parenting-related needs of families 4.10±0.67  .66 4.52±0.63  .86

2 Reflecting the need for improvement of parent education 4.07±0.84  .52 4.34±0.77  .66

3 Reflecting the family's literacy level 4.03±0.82  .38 4.24±0.91  .52

4 Reflecting the development status of children 4.31±0.71  .72 4.28±0.70  .72

5 Reflecting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3.76±1.09  .17 4.03±0.87  .45

6 Reflecting married immigrant women's level of adaptation to the Korean society 4.14±0.79  .66 4.24±0.69  .72

7 Reflecting the level of harmony in the home of married immigrant women 3.97±0.91  .45 4.28±0.75  .79

8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new family types 3.93±1.07  .45 4.21±0.82  .66

9 Motivating families to participate 4.28±0.75  .66 4.28±0.65  .79

10 Building rapport with families 4.41±0.73  .72 4.59±0.63  .86

11 Using guidelines or manuals prescribed by government agencies 3.93±1.00  .38 4.03±0.91  .52

12 Using educational materials other than guidelines or manuals 4.24±0.87  .59 4.17±0.71  .66

13 Examining expert knowledge related to parenting 4.00±0.76  .45 4.10±0.72  .59

14 Using expert knowledge related to parenting 4.34±0.61  .86 4.21±0.62  .79

15 Using various educational methods other than lectures 4.14±1.03  .72 4.17±0.80  .66

16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home-visit programs 
provided

4.21±0.90  .66 3.97±0.98  .52

17 Providing feedback on evaluation results to families 3.79±0.94  .17 3.86±0.92  .38

18 Reflecting evaluation results in future home-visit programs 4.00±0.85  .45 3.83±0.97  .24

19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for married couples 3.55±1.12  .10 3.76±0.99  .17

20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for fathers 3.14±1.33 -.24 3.55±1.21 -.03

21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for husband's family members 3.34±1.32 -.17 3.90±1.11  .31

22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to support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4.66±0.55  .93 4.72±0.53  .93

23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to facilitate the management of children's health 4.38±0.68  .79 4.45±0.63  .86

24 Providing interventions to improve marital relationships 3.97±0.87  .38 4.14±0.79  .52

25 Providing interventions to respect and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family members

4.17±0.76  .59 4.28±0.75  .66

26 Providing interventions to respect and understand the generational gap between 
couples

4.07±0.80  .45 4.24±0.74  .66

27 Providing interven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3.90±0.86  .31 4.10±0.72  .59

28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to support married immigrant women's 
adaptation to the Korean society

4.41±0.68  .79 4.45±0.74  .72

29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for creating a bilingual environment 3.72±1.03  .38 3.93±0.80  .45

30 Providing home-visit programs to improve family mental health 4.10±0.72  .59 4.14±0.74  .59

Kendall's W .15 (p＜.001) .13 (p＜.001)

CVR=Content validit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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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eed for and Urgency of Improvement of Home-Visiting Parenting Support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1st Round (N=36)

Contents
Need for 

improvement
Urgency of 

improvement

 M±SD CVR  M±SD CVR

1. Development of manuals or educational materials reflecting current trends 4.42±0.84 .67 4.22±0.83 .61

2. Development of manuals and educational materials reflecting th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4.36±0.83 .67 4.22±0.87 .56

3. Development of manuals and educational materials reflecting multicultural families' 
literacy level

4.58±0.77 .78 4.44±0.77 .78

4. Development of manuals and educational materials in languages   other than those 
spoken in major countries

4.19±0.98 .56 4.17±1.03 .44

5. Cooperation with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o solve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4.50±0.88 .78 4.25±0.94 .61

6.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to help raise children 4.56±0.69 .89 4.36±0.87 .78

7. Using a variety of educational methods other than lectures 4.17±0.81 .50 3.94±0.83 .28

8. Provision of various teaching aids 4.61±0.60 .89 4.33±0.76 .67

Kendall's W .10 (p＜.001) .06 (p=.031)

CVR=Content validity ratio.

2. 영역II-가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

화 가족을 위한 가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의 필

요성과 시급성을 확인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총 8개 항목 중 7개는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서 내용타

당도가 기준치 이상(CVR>.31)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개선 필요성과 시급성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교구 제공(필

요성 4.61±0.60, 시급성 4.33±0.76), 다문화 가족의 문해력(교

육수준, 한국어 실력 등) 수준을 반영한 매뉴얼이나 교육자료

의 개발(필요성 0.58±0.77, 시급성 4.44±0.77), 자녀양육을 돕

기 위해 지역사회(유치원, 학교 등)와의 협력(필요성 4.56± 

0.69, 시급성 4.36±0.87)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 필요성과 시급성에서 내용타당도가 기준치 보다 낮은 

것(CVR<.31)으로 확인된 항목은 개선 시급성에서 강의식 외

의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CVR=.28)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용

타당도가 기준치 보다 낮았지만 개선의 필요성에서는 내용타

당도가 .50으로 기준치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자들

의 판단 하에 2차 델파이 조사에 포함하여 재합의 과정을 거치

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의견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Kendall’s W검정 결과 수행도(W=.10, 

p<.001), 중요도(W=.06, p=.03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나 문항들에 대한 방문교육지도사들 상호 간의 의견이 일치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8개 항목의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2차 델파이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내용타당도가 기준치 보다 낮은 것(CVR<.31)으로 확인

된 문항은 1차 델파이 결과에서 내용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지만 연구자들의 판단으로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재합의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한 강의식 외의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이

라는 항목이었다(CVR=.24) 1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

목에서 CVR 값의 범위가 .38에서 .86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

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은 8개 항목, 개선 시급

성은 7개 항목이 프로그램 개선에 적합한 것으로 합의되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가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필

요성과 시급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항목은 활용 가능

한 다양한 교구의 제공(필요성 4.48±0.69, 시급성 4.41±0.73), 

다문화 가족의 요구도를 반영한 매뉴얼이나 교육자료의 개발

(필요성 4.48±0.78, 시급성 4.24±1.09),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유치원, 학교 등)와 협력(필요성 4.41±0.63, 시급성 

4.24±0.74)으로 나타났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의견 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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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eed for and Urgency of Improvement of Home-Visit Parenting Support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2nd Round (N=29)

Contents
Need for 

improvement
Urgency of 

improvement

 M±SD CVR  M±SD CVR

1. Development of manuals or educational materials reflecting current trends 4.45±0.69 .79 4.31±0.81 .59

2. Development of manuals and educational materials reflecting th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4.48±0.78 .66 4.24±1.09 .52

3. Development of manuals and educational materials reflecting multicultural families' 
literacy level

4.34±0.77 .66 4.24±0.79 .59

4. Development of manuals and educational materials in languages   other than those 
spoken in major countries

4.34±0.72 .72 4.24±0.79 .59

5. Cooperation with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o solve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4.31±0.71 .72 4.14±0.74 .59

6.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to help raise children 4.41±0.63 .86 4.24±0.74 .66

7. Using a variety of educational methods other than lectures 3.90±0.90 .38 3.72±0.84 .24

8. Provision of various teaching aids 4.48±0.69 .79 4.41±0.73 .72

Kendall's W .12 (p=.001) .11 (p=.002)

CVR=Content validity ratio.

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Kendall’s W검정 결과 수행도(W= 

.12, p=.001), 중요도(W=.11,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문항들에 대한 방문교육지도사들 상호 간의 의견이 일

치함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수렴하는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방

문교육지도사들이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 시 포함되어야 할 요인으로 합의된 사항은 대상자의 

요구도, 특성 및 상태의 반영, 대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및 동

기부여, 다양한 교육방법과 수단의 이용, 대상자에게 필요한 

방문교육의 시행, 평가 및 피드백 제공,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방안 제공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가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 중 수행도와 중요

도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은 자녀의 성장발달, 자녀의 

건강관리 및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이었다. 이는 방문교육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으

로[14],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서 그 중요성

이 인식되고 수행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매

뉴얼 및 교육 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개선이 시급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방문교육수단으로 

자체 제작한 자료나 정부기관의 지침서나 매뉴얼보다 도서나 

장난감 같은 다른 교육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는데, 주로 사용하는 정부기관의 지침서나 매뉴얼은 중요하게 

인식하기는 하나 도서나 장난감과 같은 교육 자료의 활용에 비

해 수행도와 중요도가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가족부

[14]의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서 현재 사용 중인 교재에 대한 문제점 인식 조사결과에서도 확

인되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부모 및 자녀교육용 교재의 개정

을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대상자에게 맞

는 교재교구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방문교육지도사가 활용하기에 적절한 교재교구가 부족하며 

이를 다른 교육 자료로 보충 및 대체하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교재는 대상자와 방문교육지도사의 요구

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적 교육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실

제적 활용이 용이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매뉴얼 및 교육자료 개발에 있어 다문화 가족의 

문해력을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언어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데에 전문가 의견이 일치를 보였다. 교재의 내용이 유익

하더라도 단어가 어려운 경우 다문화 가족이 이용하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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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문해력을 고려하여 교재에 그림

이나 삽화를 많이 포함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더

라도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언어적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출신국가 언어별로 교육 자료를 개

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즘 다문화 가족이 많

이 사용하는 모바일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 실효

성이 높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이용역

량과 이용활동에 있어 일반국민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확인된 

바 있으나[18] 먼저 다문화 가족의 모바일 이용역량과 문해력

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방문

교육지도사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더 용

이하고,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 외 부부관계 개선, 부부 간 세대 차이 존중 및 이해, 가족구

성원 간 문화적 차이 존중 및 이해를 위한 중재 제공도 전문가

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

응이나 자녀양육을 위한 방문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부

모교육이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부부, 남편, 시어머니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

다[19].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시댁식구를 대상으로 포함하

는 것은 부부 또는 아버지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 제공보다는 수행도와 중요

도에서 낮은 평균 점수와 낮은 내용타당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로 볼 때 다문화 가족의 아버지를 포함한 교육은 시댁식구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교육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시댁식구를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은 중요성

은 인식하지만 어려움으로 인해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가족관계 프로그램이 자아

존중감, 부모효능감 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20] 양육에 대

한 역할배분,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실

제 방문교육의 주 대상자는 결혼이주여성이다[21,22]. 그러나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서는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방문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후 다문화 가족을 위

한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프로그램별로 목적 및 전달방법을 차별화

시킴으로써 이들의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방문교육지도사는 시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반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

한 중재방안 제공이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수행도에서는 낮은 

점수와 내용타당도를 보였다. 이는 방문교육지도사가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가족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방

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14] 교육 중 대상자의 요구 시 갈등

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기는 하지만[23] 방문교육을 통해 다문

화 가족의 갈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적인 

중재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어렵고 자신의 전문적 업무가 아

닌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교육 시 방문교육지도

사는 다문화 가족의 특성 상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만 자

신의 담당이 아닌 상담자 역할 수행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경

우 오히려 방문교육을 통한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24]. 그러므

로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방

문교육지도사는 대상자의 교육 참여와 집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족갈등을 이해하고 일차적 상담을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며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은 전문가와 연계

해주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방문교육지도사는 이중언어 환경조성

을 위한 방문교육의 제공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수행도에 

있어서는 평균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현재 다문화 가족지

원센터에서 이중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언어발달지도

사, 언어코치, 한국어교육지도사 등이 대표적이지만 방문교육

지도사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겸해서 하

게 되므로 이중언어 교육을 한다고 볼 수 있다[25]. 하지만 방문

교육지도사는 이중언어 교육에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

육은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에게 외국출신 부모의 언어교육을 

시행하는 것만을 포함시키며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을 부모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18]. 또한 문화적 영향이나 한

국어 습득 방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이중언어 교육보다 한

국어 습득이 선행되고 있는 현실도 이중언어를 위한 환경 조성

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26].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방문교육지도

사의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방문교육지도사의 

명확한 규정, 이중언어 교육이 언어발달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편견의 교정, 적절한 교육 자료의 제작 등을 영유아 자

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포함시킨다면 방

문교육을 통한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이 보다 활발하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

원센터와 협력하는 것과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즉 유

치원, 학교 등과 협력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시급성에서 전문가

들의 일치를 보였다. 다문화 가족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



Vol. 11 No. 1, 2021 61

양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성하고 제공하는 데 현장전문가의 노력이 많이 들지만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가기 위해

서는 유치원, 학교와 같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녀의 학습, 따돌림 문제 등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다

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현장 전문가의 관점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구성방안을 확인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서비스 제공자인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문화 

가족의 요구도가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효

과적인 다문화 가족 대상 가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요구도 반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

문 양육지원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현장 전문가의 관점으로 현

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

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

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수행도 및 중요도와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의 두 영역으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

다. 프로그램의 수행도와 중요도에서는 25개 항목, 개선의 필

요성과 시급성에서는 7개 항목에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이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의 

요구도를 반영하고 문해력을 고려한 교구개발이 시급하며, 방

문교육지도사와 다문화 가족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

구 및 교재 개발이 요구된다. 나아가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결혼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

육을 위한 가족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영유아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다문

화 가족 대상의 가정방문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

한 중재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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