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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hysical growth and developmental status of infants and chil-

dren of married immigrant wome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92 infants and children aged from birth to 6 yr whose

mothers were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one rural area. Physical growth and developmental status were evaluat-

ed by using anthropometric assessment, and Korean Denver II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Results: Of the partici-

pants, 10.8% were below the 3rd percentile for weight, 13.0% for length, 5.4% for head circumference, and from 69.6%

to 79.3% were distributed below the 50th percentile on growth charts. Further, 18.5% were classified as having question-

able development. Factors related to low physical growth in infants and children were mother’s weight and mother’s level

in Korean language classes. Conclusion: The physical growth and developmental status of children is vulnerable and

serious. The study results suggest a need for regular growth and developmental evaluations. Political support is impor-

tant for these mothers. In addition, there also is a need to develop early intervention strategies to promot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infants and children of these married im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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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성비 불균형, 출산율 감소, 여성 독신자의 비

율 증가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세계화 및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국제결혼이 급증하여, 1990년 전

체결혼의 1.2%를 차지하던 국제결혼은 2000년 3.5%, 2008년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2009). 이중에서도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과의결

혼이 급증하여 1990년 전체 국제결혼 건수의 0.2% (619건)를

차지하던 것이 2000년 2.1% (6,945건), 2008년 8.6% (28,163

건)로 증가하 고,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

로 급속히 확산되어 농어촌 지역 전체 결혼의 약 35.9%에 이르

고 있다(KNSO, 2009; Lim, 2009; Seo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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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정에서 출생하는 자녀 수 역시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데, 2008년 4월 현재 여성결혼이주자의 자녀는 58,007명이며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PAS],

2008), 2010년에는 72,029명, 2020년에는 142,000명으로 추

정되어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Lim,

2009; Seol, 2009). 이와 같은 현상은 내국인의 저출산 경향을

고려할 때, 추후 아동인구집단에서 여성결혼이주자 자녀의 상

적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최근 이들 인구집

단에 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아동간호

의 궁극적 목적이 아동의 성장 발달 잠재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Kim, et

al., 2007), 여성결혼이주자자녀가최적의성장과발달을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오늘날 아동간호 역에 있어 주요 이슈

가 되고 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양적, 질적 변화과

정으로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며, 유전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Burger, 2010; Gordon-Larsen, Ad-

air, & Popkin, 2003; Kim et al., 2007). 이 중에서도 아동 초

기는일생중성장발달에 한잠재력이가장큰시기로서이시

기의 성장과 발달은 개인의 평생 건강과 안녕을 좌우하는 기초

가 되고, 성인이 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는데 필요

한기본적자질을형성해준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Ander-

son et al., 2003; Hertzman & Wiens, 1996). 더욱이 아동

초기는 발달이 진행 중인 뇌의 가소성을 유도하여 성장발달 양

상이 정상에서 벗어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조기 중재를 제공하

면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Anderson et al., 2003; Bang, 2009;

Brooks-Gunn, 2003; Burger, 2010; Nelson, 2000).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의 성장발달 수준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과 안

녕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된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부모에

의해 조성되는 초기 양육환경이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

인 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Brooks-Gunn, 2003;

Burger, 2010; Nelson, 2000). 그러나 여성결혼이주자의 경우

결혼 후 부부관계 적응과 타국에서의 문화적 적응이 채 이루어

지기도 전에 임신과 분만 그리고 자녀 양육의 기능을 담당하게

됨에따라과도한스트레스와우울을경험하고(Lee, 2009; Seol,

2009), 결혼 전 양육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으며, 한

국어가 서툴러 양육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문

화적차이등으로인해가족의지지를받는데한계가있다(Han,

2006). 이러한 여성결혼이주자의 상황적 취약성과 활용 가능한

자원 및 지지체계의 부족은 아동의 일차적 양육환경인 여성결

혼이주자들이 원만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

며, 이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 여성결혼이주자 자녀 중 미취학 아동과 취학아

동의 지능지수와 언어지능이 내국인자녀에 비해 낮으며, 특히

미취학아동의 지능이 취학 아동의 지능에 비해 낮았다는 Jeon

등(2008)의 연구보고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

으며, 이 외에도 유전적 다양성과 양 섭취(Gordon-Larsen

et al., 2003) 및 사회 경제적 상태, 심리적 상태 등이 여성결혼

이주자들의 저출생아 출산과 관련이 있다는 국외의 연구보고도

이를 뒷받침해주고있다(Dikute et al., 2004). 

한편, 여성결혼이주자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장과 발달 현황 및 문제점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결혼이주자의 자녀 수

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경

험적 증거는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즉,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

동의 언어, 지능발달을 조사한 Jeon 등(2008)의 연구와, 학령전

기 아동의 인지발달 특성에 관한 Koo와 Choi (2007)의 연구,

그리고 국내 9개 종합병원에서 출생한 여성결혼이주자 출생아

의 출생체중 및 특성을 분석한 Park 등(2009), Lim (2009)의

연구보고가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그 상이 출생아, 학령

전기아동및학령기아동에국한되어있고, 조사 역은출생체

중과건강상태, 언어발달, 인지발달, 학습능력및자녀양육방법

등에 관한 것이 부분으로, 성장발달 스크리닝 도구를 사용하

여 성장발달 잠재력이 큰 시기인 6세 미만 여성결혼이주자 자

녀의 성장과 발달을 평가한 경험적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본연구는일농촌지역에거주하고있는여성결혼이주자

자녀들을 상으로이들의성장과발달수준과관련요인을확인

함으로써이와관련된경험적근거를제시하고, 여성결혼이주자

자녀의성장발달을증진하기위한간호중재프로그램개발시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일농촌지역에거주하고있는여성결혼이주

자 자녀 중 6세 미만 아동의 신체성장과 발달 수준 및 관련요인

을확인하여 이들 자녀의 성장과 발달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

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주자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여성결혼이주자자녀의 신체성장 수준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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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성결혼이주자자녀의 발달 수준을 파악한다. 

넷째, 여성결혼이주자자녀의신체성장관련요인을파악한다.

다섯째, 여성결혼이주자자녀의 발달 관련요인을파악한다. 

용어정의

여성결혼이주자

한국남성과국제결혼을통해한국으로이주하여정착하는여

성들을 지칭하며(Han, 2006),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소재 일

군지역에거주하는한국남성과결혼하여6세미만의자녀를양

육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의미한다.   

신체성장

성장이란 세포분열과 단백질의 합성에 의해 일어나는 양적

변화로서, 세포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다. 신체세포의

크기와 수의 증가는 신체의 일부 혹은 전체의 크기와 무게의 증

가로 나타난다(Kim et al., 200l). 본 연구에서는 신체성장의

지표로 체중, 신장, 머리둘레를 측정하여 2007년 소아∙청소

년 표준 성장도표(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KPS]

& Committee of Korean Growth Standards Enactment

[CKGSE], 2007)에 의해 백분위수로환산한 결과를 의미한다. 

발달

발달이라함은성장, 성숙, 학습의과정에의한점진적변화로

서개인의능력이확 되고세분화되는복합적인발전과정을의

미한다(Kim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Denver-II

발달스크리닝 검사(Shin, Han, Oh, & Ha, 2002)를 이용하여

사정한 결과를 의미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연구는일농촌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등록되어있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주자와 그들의 자녀를 상으

로 편의 표집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 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여성결혼이주자자녀들에확 해석하는데제한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농촌지역 여성결혼이주자 자녀의 성장과 발달

수준및관련요인을파악하기위해시도된서술적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3월부터 11월까지 충청북도 일 군 지역에

소재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등록되어 한국어 교실에서 한

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결혼이주자 중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주자의 자녀 148명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 다.

이들중전화연락이가능하고, 자료수집기간 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 참여할 것에 서면 동의한

여성결혼이주자의자녀92명을최종연구 상으로하 다. Co-

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크기 산정 프로그램인 G-

Power 프로그램(Erdfelder, Faul, & Buchner, 1996)을 이용

한 예상 상자 수는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0 (중간 수준),

검정력 .80을 설정하 을 때 88명이었다.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

조사 상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월령, 출생순위, 분만 유형,

출생시체중, 어머니의연령, 어머니교육수준, 어머니의한국어

교실 등급, 어머니의 국적, 어머니의 체중, 어머니의 키, 아버지

의연령, 아버지교육수준, 평균월수입및가족형태등을조사하

다. 

신체계측

체중과신장은3세이하아동의경우전자식유아용신장체중

측정기(모델 No. DSB-02, (주)동산제닉스, 서울, 한국)를 이용

하여 측정하 고, 3-6세 아동은 전자식신장체중측정기(모델

No. DS-102, (주)동산제닉스)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머리둘

레는 줄자( 계기, 서울, 한국)를 사용하여 아동의 양 눈썹과

귀의 위 부분을 지나 후두 융기부를 둘러 가장 큰 둘레를 측정

하 으며, 3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 다.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신체계측에의해수집된체중, 신장, 머리둘레측정치는2007

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하여 백분위수로 환산하

다. 2007년 소아∙청소년표준 성장도표(이하 표준 성장도표)

는기존의신체발육표준치가신체계측조사실측치의평균값과

백분위수 분포로만 제시되어 성장발육상태를 반 하는 참고치

를 제시해오던 것을 지금까지의 신체계측 조사 결과를 검토하

여활용가능하다고판단된 1998년과2005년조사실측치에국

외의표준치제정사업에사용되는최신통계적모형을적용하여

정상적인성장의기 치를반 한표준치개념의성장도표이다.

표준 성장도표는 신체계측의 정상을 5-95백분위수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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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으며, 이에벗어나는것을“비정상”으로규정하고있다. 이

는 임상적 의미가 아니며, 선별참고기준(screening reference)

이다. 임상적으로 저성장을 진단할 때에는 -2 표준편차 미만이

나 3백분위수 미만을 사용하며, 3백분위수 미만으로 판정된 경

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KCDC, KPS, &

CKGSE, 2007).  

본연구에서는임상적판단기준인3백분위수미만을“비정상

성장”으로 적용하 다. 

한국형 Denver-II 발달 스크리닝 검사

한국형 Denver-II 발달 스크리닝 검사(Shin et al., 2002)는

1990년 Dr. William Frankenberg가 개발한 DDST를 수정 보

완하여개발된Denver-II 발달스크리닝검사를한국아동을

상으로 재표준화를 실시한 것이다. 0-6세 아동을 상으로 각

연령에적합한검사항목에서발달지연혹은문제의가능성이있

는아동을선별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될수있으며, 총4개

역의 1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역은 운동발달, 개

인사회성발달, 미세운동및적응발달로구성되어있으며, 각

역별 항목의 검사 결과는‘정상’, ‘주의’, ‘지연’으로 사정하며,

해석은 1개의‘지연’과/또는 2개 이상의‘주의’는 의심스런 발

달로, 1개 이하의‘주의’는‘정상발달’로 분류한다(Shin et al.,

2002). 

한국형 Denver-II 발달 스크리닝 검사는 발달지연 아동의

선별에서 민감도 .83-.87, 특이도 .57-.62로 보고되었다

(Shin, Kwon, & Lim, 2005).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 충북의 일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소장님께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한 사전 허락을 받았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협

조를 얻어 자료 수집일 현재 생후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결

혼이주자 148명의 명단을 확보하 다. 이들 중 전화 연락이 가

능하고, 자료 수집 기간 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이 가능

하며, 본 연구에 참여할 것에 서면 동의한 여성결혼이주자의자

녀 92명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여성결혼이주자에게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참여를거절할수있음을알려주었고, 개인적인정보의누

출을꺼리는경우에는응답을강요하지않았다. 또한본연구결

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익명과 비 이

보장됨을 약속하 고, 연구 참여에 한 감사의 표시로 자녀 양

육에 필요한 소책자와 어린이용 일회용반창고 세트를 답례품으

로 제공하 다.    

자료 수집은 일 군 지역에 소재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

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반적 특성에 한 설문조사는 면접법

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여성결혼

이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소속 이중 언어가 가능한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완성하 다. 이어서 아동의 신

체계측과발달스크리닝검사를실시한후, 검사결과에 해여

성결혼이주자 어머니들에게 알려주고 상담을 해주었으며, 자료

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50분 정도 다. 측정으로 인한 오

차를최소화하기위해신체계측은사전에훈련을받은동일한연

구 보조원이, 한국형 Denver-II 발달 스크리닝 검사는 8년간

보건소에서 발달검사와 육아상담 및 교육을 해온 본 연구자가

직접실시하 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

ces (SPSS)/WIN 14.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적특성은빈도와백분율, 평균과표준편차로분석하 고, 체중,

신장, 두위 백분위수 분포 및 Denver-II 발달 스크리닝 검사결

과는빈도와백분율을사용하 다. 성장발달과의관련요인을확

인하기 위해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중, 신장, 두위 백

분위수 분포와 Denver-II 발달 스크리닝 검사결과에 의한 정상

발달군과 의심스러운 발달군 간의 비교는 c2-test와 t-test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일반적특성

여성결혼이주자자녀의성별은남아가48명(52.2%)으로여아

보다 약간 많았으며, 조사 당시 평균 월령은 24.6 (SD=16.3)개

월이었고, 13-36개월 아동이 45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출

생순위는 첫째가 84명(91.3%)으로 부분을 차지하 고, 분만

유형은 정상 분만이 52명(56.5%)을 차지하 다. 출생 시 체중은

평균 3.32 (SD=0.44) kg이었다. 

여성결혼이주자의 평균 연령은 24.26 (SD=3.37)세이었고, 교

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68명(73.9%)을 차지하 다. 한국어 교

실 입문반이 65명(70.7%)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중급 I반이 21명(22.8%), 중급 II반이 6명(6.5%)의 분포를 보

다.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72명(78.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여성결혼이주자의 평균 체중은 45.40 (SD=3.82)

kg이었고, 평균 신장은 153.88 (SD=2.86) cm이었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3.92 (SD=4.77)세이었고, 교육 수준

은고졸이상이80명(87.0%)이었다. 가족의평균월수입은100-

149만 원이 50명(5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형태는 63

명(68.5%)이 핵가족이었다(Table 1). 

여성결혼이주자자녀의신체성장

여성결혼이주자 자녀 92명의 신체성장은 2007년 질병관리

본부와 한 소아과 학회 및 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 제정

위원회에서 개정한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

거하여 체중, 신장, 머리둘레를 백분위수로 환산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임상적으로비정상이라판단되는3백분위수미만에해당되는

아동은체중10명(10.8%), 신장12명(13.0%), 머리둘레5명(5.4%)

이었으며, 50백분위수 이하의 아동은 체중 69명(75.0%), 신장

73명(79.3%), 머리둘레64명(69.6%)의분포를보 다(Table 2).

여성결혼이주자자녀의발달

여성결혼이주자 자녀 92명의 발달정도를 한국형 Denver-II

발달 스크리닝 검사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발달

이75명(81.5%), 의심스런발달이17명(18.5%)으로나타났다. 또

한 Denver-II 각 검사 역별로 주의 혹은 지연항목이 있었던

아동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언어 역이 11명(12.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세운동-적응 역으로 7명(7.6%)의 분포

를 나타내었다(Table 3). 

신체성장관련요인

여성결혼이주자 자녀의 성장에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상 성장군과 비정상 성장군의 차

이를 c2-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체중

과 아동의 신장에서(t=-2.13, p=.036), 어머니의 한국어 교실

수준과 아동의 두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c2=6.68, p=.010). 즉, 정상 성장군 아동의 어머니

체중은 45.73 (SD=3.97) kg으로 비정상 성장군 아동의 어머니

체중 43.25 (SD=1.28) kg에 비해 높았으며, 어머니의 한국어

교실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비정상적 두위성장을 보인 아동

이 60.0%를 차지하 고, 중이상인 집단에서는 비정상적 두위

성장을 보인 아동이 40.0%로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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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ile
Variables

<3 3-5 5-10 10-25 25-50 50-75 75-90 90-95

n (%) n (%) n (%) n (%) n (%) n (%) n (%) n (%)

Body weight 10 (10.8) 2 (2.2) 13 (14.1) 18 (19.6) 26 (28.3) 14 (15.2) 7 (7.6) 2 (2.2)
Height 12 (13.0) 3 (3.3) 20 (21.7) 17 (18.5) 21 (22.8) 11 (12.0) 8 (8.7)
Head circumference 5 (5.4) 3 (3.3) 13 (14.1) 23 (25.1) 20 (21.7) 20 (21.7) 8 (8.7)

Table 2. Distribution of Physical Growth (N=92)

*Exclude missing values.

Variables Category

Gender Male 48 (52.2)
Female 44 (47.8)

Age (months) ≤12 28 (30.4)
13-36 45 (48.9)
≥37 19 (20.7)
Mean±SD 24.62±16.31

Birth order 1st 84 (91.3)
2nd 8 (8.7)

Delivery type NSVD 52 (56.5)
C/S 40 (43.5)

Birth weight (kg)* 3.32±0.44
(n=68)

Mother’s age (yr) 24.26±3.37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68 (73.9)
≥High school 24 (26.1)

Mother’s level of Intermediate II 6 (6.5)
Korean language Intermediate I 65 (70.7)
class Beginners 21 (22.8)

Mother’s Vietnam 72 (78.3)
Country of origin Cambodia 5 (5.4)

Philippines 7 (7.6)
China 4 (4.3)
Etc. 4 (4.4)

Mother’s weight (kg) ≤40 5 (5.4)
41-45 49 (53.3)
46-50 32 (34.8)
≥51 6 (6.5)
Mean±SD 45.40±3.82

Mother’s height (cm) ≤150 12 (13.0)
151-155 54 (58.7)
≥156 26 (28.3)
Mean±SD 153.88±2.86

Father’s age (yr) 43.92±4.77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12 (13.0)
≥High school 80 (87.0)

Monthly income ≤99 34 (37.0)
(/10,000 won) 100-149 50 (54.3)

≥150 8 (8.7)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63 (68.5)
Extended family 29 (31.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2)

n (%) or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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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아동의 성별, 월령, 분만유형, 출생체중, 어머니의 교

육정도, 어머니의 국적, 어머니의 키, 아버지의 교육정도, 평균

월수입, 가족형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4).

발달관련요인

여성결혼이주자 자녀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상발달군과 의심스런 발달

군의 차이를 c2-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아동의

성별, 월령, 분만유형, 출생체중, 어머니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한국어반배정, 어머니의국적, 어머니의체중, 어머니의키, 아

버지의교육정도, 평균월수입및가족형태에서통계적으로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논 의

본연구는일농촌지역거주여성결혼이주자의6세미만자녀

Variable Category n (%)

Korean Denver-II Normal development 75 (81.5)
Questionable development 17 (18.5)

Test area
Personal-social Normal 91 (98.9)

Caution or delayed 1 (1.1)

Fine motor-adaptive Normal 85 (92.4)
Caution or delayed 7 (7.6)

Language Normal 81 (88.0)
Caution or delayed 11 (12.0)

Gross motor Normal 89 (96.7)
Caution or delayed 3 (3.3)

Table 3. Developmental State of Subjects by Korean Denver-II
(N=92)

Gender Male 45 (54.9) 3 (30.0) - (.125)
�

42 (52.5) 6 (50.0) 0.03 (.557) 46 (52.9) 2 (40.0) - (.458)
�

Female 37 (45.1) 7 (70.0) 38 (47.5) 6 (50.0) 41 (47.1) 3 (60.0)

Age ≤12 23 (28.4) 5 (50.0) 3.80 (.149) 23 (28.8) 5 (41.7) 0.83 (.662) 27 (31.0) 1 (20.0) 1.23 (.540)
(months) 13-36 43 (52.4) 2 (20.0) 41 (51.3) 4 (33.3) 43 (49.4) 2 (40.0)

≥37 16 (19.5) 3 (30.0) 16 (20.0) 3 (25.0) 17 (19.5) 2 (40.0)

Deliverytype NSVD 47 (57.3) 5 (50.0) - (.626)
�

46 (57.5) 6 (50.0) 0.63 (.428) 50 (57.5) 2 (40.0) - (.797)
�

C/S 35 (42.7) 5 (50.0) 34 (42.5) 6 (50.0) 37 (42.5) 3 (60.0)

Birth weight (kg) 3.26±0.47 3.28±0.37 -0.31 (.760) 3.30±0.38 3.25±0.38 -0.40 (.688) 3.50±0.23 3.28±0.38 1.26 (.212)

Mother’s ≤Middle 60 (73.2) 8 (80.0) 4.13 (.127) 58 (72.5) 10 (83.3) 2.29 (.318) 65 (74.7) 3 (60.0) 0.83 (.662)
education school

≥High school 22 (26.8) 2 (20.0) 22 (27.5) 2 (16.7) 22 (25.3) 2 (40.0)

Mother’s level Beginners 19 (23.2) 2 (20.0) 0.05 (.818) 17 (21.3) 4 (33.3) 3.06 (.216) 69 (66.7) 3 (60.0) 6.68 (.010)
of Korean ≥Intermediate I 63 (76.8) 8 (80.0) 63 (78.8) 8 (66.7) 18 (33.3) 2 (40.0)
language class

Mother’s country Vietnam 64 (78.0) 8 (80.0) - (.626)
�

61 (76.3) 11 (91.7) 2.29 (.318) 68 (79.3) 4 (80.0) - (.703)
�

of origin Etc. 18 (22.0) 2 (20.0) 19 (23.8) 1 (8.3) 19 (21.8) 1 (20.0)

Mother’s  45.50 45.39 0.09 (.932) 45.73 43.25 -2.13 (.036) 45.54 43.00 -1.46 (.149)
weight (kg) ±3.13 ±3.91 ±3.97 ±1.28 ±3.87 ±1.58

Mother’s  153.90 153.88 0.02 (.982) 153.94 153.5 -0.49 (.624) 154.00 151.80 1.26 (.212)
height (cm) ±2.47 ±2.92 ±2.82 ±3.18 ±2.74 ±4.32

Father’s ≤Middle school 10 (12.0) 2 (20.0) 0.58 (.747) 9 (11.2) 3 (25.0) 0.30 (.861) 10 (11.5) 2 (40.0) 3.42 (.181)
education ≥High school 72 (88.0) 8 (80.0) 71 (88.8) 9 (75.0) 77 (88.5) 3 (60.0)

Monthly ≤99 29 (35.4) 5 (50.0) 0.96 (.618) 26 (32.5) 8 (66.7) 6.15 (.189) 33 (37.9) 1 (20.0) 1.53 (.822)
income 100-149 46 (56.1) 4 (40.0) 47 (58.8) 3 (25.0) 46 (52.9) 4 (80.0)

≥150 7 (8.5) 1 (10.0) 7 (8.8) 1 (8.3) 8 (9.2) 0 (0.0)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56 (68.3) 7 (70.0) - (.611)
�

54 (67.5) 9 (75.0) 0.27 (.602) 59 (67.8) 4 (80.0) - (.494)
�

Extendedfamily 26 (31.7) 3 (30.0) 26 (32.5) 3 (25.0) 28 (32.2) 1 (20.0)

Table 4. Differences in Growth Parameter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2)

Variables

n (%) or 
Mean±SD

n (%) or 
Mean±SD

Weight

Nor*
(n=82)

Abnor
�

(n=10)

n (%) or 
Mean±SD

n (%) or 
Mean±SD

Nor*
(n=80)

Abnor
�

(n=12)

n (%) or 
Mean±SD

n (%) or 
Mean±SD

Nor*
(n=87)

Abnor
�

(n=5)c2 or t (p) c2 or t (p) c2 or t (p)

Head circumferenceHeight

Category

*Normal=3-97th percentile; 
�
Abnormal=<3rd percentile; 

�
Fisher’s exact test.



의 신체성장 및 발달 현황과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성장

과 발달에 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결혼이주자 자녀의 신체성장을 살펴보면, 체중, 신장, 머

리둘레가 50백분위수 이하인 아동이 69.6-79.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Han, Bang과 Yun (2001)의 연구결과에서 내

국인 유아의신장과체중이50백분위수를중심으로정규분포

에 가깝게 분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여성결혼 이주자 자녀

의 성장이 내국인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임

상적으로 비정상이라 판단되는 3백분위수 미만에 해당되는 아

동은 체중, 신장, 두위에서 5.4-13.0%의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지역 일 보건소에 내소한 내국인 유아

의 신체성장을 조사한 Han 등(2001)의 연구결과에서 체중과 신

장이 3백분위수 미만인 유아가 0.9%인 결과와, Bang, Kim,

Park과 Lee (2002)의 연구에서 신장이 0.3%, 체중이 1.6%인

결과와 비교할 때 여성결혼이주자 자녀의 신체 성장이 비정상

으로 나타난 아동의 분포가 내국인 아동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비록 선행 연구에서는 1998년도 한 소아과학

회에서 발표한 한국 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로 분석했

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데 무리가 있어 본 연구 상

아동의 체중, 신장, 머리둘레를 1998년도 한 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한국 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로 재분석을 실시

한 결과, 3백분위수 미만에 해당되는 비정상 성장을 보인 아동

이 5.4-12.0%로 여전히 내국인에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결혼이주자 자녀의 성장이 저조한 것은 유전

적 다양성과 양육환경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Park 등(2009)의 연구에서 외국인 산모 출생아군이 내국인 산

모 출생아군보다 출생 시 체중이 유의하게 작았고, 국적별로 비

교했을때필리핀, 베트남과같은동남아시아계가중국, 몽고등

동북아시아계보다작은것으로나타났고, 미국에거주하고있는

아시아계산모들을 상으로각국가별출생체중을비교분석한

Baker 등(2007)의 연구 및 아동, 청소년들의 체중이 인종에 따

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Gordon-Larsen 등(2003)의 연구에

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인종 간 유전

적 차이가 신체성장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실제본연구에서도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와같은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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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Male 39 (52.0) 9 (52.9) - .579*
Female 36 (48.0) 8 (47.1)

Age (months) ≤12 21 (28.0) 7 (41.2) - .435*
13-36 39 (52.0) 6 (35.3)
≥37 15 (20.0) 4 (23.5)

Delivery type NSVD 48 (56.5) 4 (57.1) - .565*
C/S 37 (43.5) 3 (42.9)

Birth weight  3.27±0.39 3.39±0.25 -1.20 .232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57 (76.0) 11 (64.7) - .402*
≥High school 18 (24.0) 6 (35.3)

Mother’s level of Korean ≥Intermediate I 62 (82.7) 9 (52.9) - .330
language class Beginners 13 (17.3) 8 (47.1)

Mother’s  Country of origin Vietnam 59 (78.7) 13 (76.5) - .535*
Etc. 16 (21.3) 4 (23.5)

Mother’s weight (kg) 45.37±3.78 45.53±4.08 -1.51 .880

Mother’s height (cm) 154.94±2.54 153.64±2.89 -1.71 .090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10 (13.3) 2 (11.8) 4.47 .107
≥High school 65 (86.7) 15 (88.2)

Monthly income ≤99 26 (34.7) 8 (47.0) - .480*
(/10,000 won) 100-149 43 (57.3) 7 (41.2)

≥150 6 (8.0) 2 (11.8)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51 (68.0) 12 (70.6) - .542*
Extended family 24 (32.0) 5 (29.4)

Table 5. Korean Denver-II Result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2)

Variables

Results of Korean Denver-II

Normal development (n=75)

n (%) or Mean±SD n (%) or Mean±SD

Questionable development (n=17) c2 or t pCategory

*Fisher’s Exact Test.



아시아계 여성결혼 이주자가 91.3%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

고, 이들의 평균체중과 신장이 2001년에 실시한 국민건강 양

조사에서 보고된 20세 이상 내국인 여성의 평균 체중(54.28

kg),신장(160.90 cm)에비해작았으며, 여성결혼이주자의체중

이이들자녀의신장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난본연구결과

를통해서도인종간유전적차이가이들자녀의신체성장에어

느정도 향을미쳤을것으로생각된다. 아울러출생후물리적,

심리적 양육환경의 향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조사 상 아동

의출생 시 신장과 두위에 관한 자료가 없어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출생체중의 경우 조사 상 아동의 출생체중이 평균

3.32kg 로 표준집단 출생아 평균 체중인 3.30-3.40 kg의 범

위에 있었고, 출생시체중이3백분위수미만에해당되는 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상 아동 중 체중이 3백분위수 미

만인 아동이 10.8%로 나타난 결과는 아동의 출생 후 양육환경

에 의한 향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상당수를 차

지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여성결혼이주자들은 부분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며, 연령이 낮고, 경제적으로 열악하며,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고,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Suh 등(2008)의 연구보고와 아동의 성장에 있어 환경의

향을 강조한 Lim (2009)의 연구보고를 종합해보면, 이러한

요인들이 이들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신체 성장에 양섭취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양섭취, 유전

적 다양성, 물리적, 심리적 양육환경을 포함하여 여성결혼이주

자자녀의성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상 아동의 출생체중 평균이 Lee (2009)의 연구보

고와는 유사한 반면, Park 등(2009) 및 Lim (2009)의 보고에

비해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연구

상자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Park 등

(2009) 및 Lim (2009)의 연구 상자는 주로 도시에 위치한

3차 종합병원에서 출생한 여성결혼이주자의 출생아를 상으

로 한 반면, 본연구 상은지역적특성상접근성이용이한농촌

지역소재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분 출생하 다. 또한 본

연구 상 아동과 출생체중 평균이 유사한 Lee (2009)의 연구

상자 역시일종합병원과3개의개인산부인과병원에서분만

한 상자들이 포함되었고, Park 등(2009) 및 Lim (2009)의

연구에서 내국인 산모 출생아의 평균체중이 표준집단 신생아의

평균출생체중보다낮은것을고려할때, 산과적으로문제가있

는 고위험 임부들이 종합병원에서 출산을 많이 하 기 때문에

나타난결과라 추정해볼 수 있겠다. 

한편, 3백분위수미만이나-2 표준편차미만은임상에서저성

장의 진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들어가는 아동

은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KCDC, KPS, & CKGSE, 2007). 본

연구 결과 신체성장이 3백분위수 미만인 여성결혼이주자의 자

녀가 내국인에 비해 높은 분포를 나타낸 것은 이들 인구집단의

신체성장에 한국가와사회의관심과체계적인관리의필요성

을 시사해준다.  

여성결혼이주자 자녀의 발달을 한국형 Denver-II 발달 스크

리닝 검사를 이용하여 검사한 결과, 의심스런 발달이 18.5%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도 보건소에 내소한 2세 이

하내국인자녀의발달을조사한Bang (2008)의연구에서의심

스런 발달이 6.5%인 결과와 비교할 때, 내국인 자녀에 비해 여

성결혼이주자의자녀에서의심스런발달의분포가높음을알수

있다. 이와같은결과는Bang 등(2002)의연구보고에서발달검

사를 시행하여 의심스런 발달로 판명된 상자들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실제 발달지연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례와, 아동

기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중재가 아동의 발달지연으

로 인한 향을 예방 혹은 최소화하고 이후 아동의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등 성장발달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보고(Bang, 2009; Han et al., 2001), 그리고 아동초

기가 성장발달 잠재력이 큰 결정적 시기임을 고려할 때(Han et

al., 2001; Nelson, 2000) 여성결혼이주자자녀의성장발달잠

재력을 최 한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책

마련이 시급하며, 보다 이른 시기부터 주기적인 발달 스크리닝

을 실시하여 발달지연에 한 조기발견과 조기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Bang, 2009; Brooks-Gunn, 2003).

한국형Denver-II 발달스크리닝검사 역별로주의혹은지

연항목이 있었던 아동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언어 역이 12.0%

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농촌지역 여성결혼이

주자자녀가내국인아동에비해통합언어연령, 언어표현, 언어

이해 및 어휘 이해력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Hwang과 Jeong

(2008)의연구보고와, 미취학여성결혼이주자자녀의언어지능

이 현저히 낮았다는 Jeon 등(2008)의 선행연구보고를 지지한

결과이다. 즉, 유아기 아동의 언어발달에 부모가 언어적 환경

에 주된 향요인이며(Lim, 2009), 여성결혼 이주자의 한국어

반 수준이 두위발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

과를 종합해볼 때,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언어발달 지연은 아동의

인지발달과이후학교생활적응및학업성취도에 향을미치며

(Brooks-Gunn, 2003; Seol, 2009), 아동 초기 뇌의 가소성이

높은시기에적절한조기중재의제공은아동의발달에긍정적

향을 미치기 때문에(Brooks-Gunn, 2003; Burger, 2010), 이

일 농촌지역 여성결혼이주자 자녀의 신체성장과 발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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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책마련과

조기진단을위한주기적발달스크리닝검사의필요성이더욱강

조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체성장에 부모의 유전적 특성(Baker et al., 2007;

Gordon-Larsen et al., 2003), 출생체중, 부모의 학력, 경제력

(Burger, 2010; Dikute, 2004; Paxson & Schady, 2007), 

양상태(Butte, Wong, Hopkinson, Smith, & Ellis, 2000) 등

이 주요 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체중과 아동의 신장에서, 어머니의 한국어교실반 수준과 아동

의 두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서 아버지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지 못하여 논의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이 있으나 인종 간 특성을 반 한 유전적 차이가 아동

의 저신장에 향을 미친다는 Baker 등(2007)의 보고를 부분

적으로 지지한 결과라 생각하며, 체중과 두위에서도 정상군에

비해 비정상군이 어머니의 키가 다소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두위는 뇌성장이 급속히 진행되는 4-6

세 미만 아동의뇌발달및인지발달의지표로주기적평가가중

요한데(Kim et al., 2007), 어머니의 언어능력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향을 미쳐 두위발달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이라 추

정해볼 수 있다. 기타 일반적 특성에서 정상군과 비정상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부모의 학력, 월수입, 출생체

중 등 주요 향요인으로 알려진 변수들의 분포가 두 군이 유사

하고, 상자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아동의발달에 향을미치는관련요인을확인하기위해일반

적 특성에 따른 정상발달군과 의심스런 발달군 간의 차이를 검

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가 없었는데,

이는아동발달에주요 향변수인출생시체중, 어머니의학력,

사회경제적 상태, 가정환경 등이(Burger, 2010; Paxson & Sc-

hady, 2007) 본 연구 상의 경우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고,

상자 수가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

으로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 가정환경을 포함한 좀 더 다양한

향 변수를 포함한다면 여성결혼이주자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연구는최근농촌지역의여성결혼이주자자녀가급증하고

있는현시점에서이들의신체성장과발달현황을확인함으로써

이들 인구집단에 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과,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적

극적인 책마련의 필요성 및 주기적인 신체성장과 발달 평가

및 조기중재의 필요성에 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편의표집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 고,

스크리닝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 으며, 성장발달에 향

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배제되어 이들 인구집단에 한 성

장발달양상을설명하는데제한이있다. 따라서본연구결과를

확 해석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연구 상 여성결혼

이주자들의 일반적 특성이 비교적 동질하고, 상자의 수가 적

어 여성결혼이주자 자녀의 신체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향요인

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후속 연구에서 더 많은

상자를확보하고, 성장과발달에 향을미치는좀더다양한

향변수 및 지역변수를 포함하여 향요인을 확인해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인구집단의 신체성장과 발달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제언하는 바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일 농촌지역 거주 여성결혼 이주자 자녀의 성장과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

써 이들의 성장과 발달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여성결혼이주자자녀의신체성장과발당수준을분석한결과,

체중은 10.8%, 신장은 13.0%, 머리둘레는 5.4%에서 3백분위수

미만으로 비정상 신체성장 분포를 보 고, 한국형 Denver-II

발달 스크리닝 검사 결과 의심스런 발달이 18.5%이었으며, 주

의 혹은 지연항목을 나타낸 아동은 언어 역에서 12.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어머니의 한국어반 수준과 어

머니의 체중이 아동의 신장 및 두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결과를통해일농촌지역여성결혼이주자자녀의신체

성장과발달수준은내국인에비해매우저조한수준에있다고결

론지을 수 있으며, 이들 인구집단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

기위해주기적인성장발달스크리닝의필요성을확인할수있었

다. 아울러 이들 인구집단의 신체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중재프로그램의개발과국가적차원의적극적인 책마련

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결혼 이주자 자녀의 신체성장과 발달 양상을 확인

하기위해 종단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인종의 차이에 따른 유전적 요인, 물리적, 사회적, 심

리적 환경을포함하여여성결혼이주자자녀의신체성장과발달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여성결혼 이주자 자녀의 신체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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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

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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