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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strategy development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by analyzing 

fou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MFSCs) in Chungcheongnam-do.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012 

to January 2013. Future directions for the four MFSCs are established based on a SWOT analysis on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centers. Various strategic directions for the four MFSC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se analyses. 

For center A (urban type, college contract type), the strategic directions included the specialization strategy, systemization strategy, 

empowerment strategy, standardization strategy, and achievement maximization strategy. The strategic directions for center 

B (urban-rural combined type, social welfare center contract type) included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e awareness, special-

ization strategy,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and networking strategy. For center C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type, direct management type by local authority), the strategic directions included the specialization strategy, activation strategy, 

qualification strategy, and networking strategy. For center D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type, social welfare center contract 

type), the strategic directions included the specialization strategy, business standardization strategy,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and network expansion strategy. The suggested management strategy development for the four MFSCs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MFSCs in other area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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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을 돕기 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정책의 달체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다문

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 하고 있다(Kim & 

Hong, 2010).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 으로 크게 증

가하 는데, 2006년 21개에서 2013년 5월 기  국 21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 되고 있다(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3b).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 인 증가

와 함께 센터 이용 연인원 한 2006년 94,277명에서 2012년 

1,656,443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Ins-

titute for Healthy Family, 2013a). 2012년 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도는 

71.4%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 가지 이상의 교육  지원 서비스

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6.2%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지

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주요 달체계로써 자리 잡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의 양  확 를 넘어 

센터 운 의 내실화를 다지기 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

에 어들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 거주기간의 증가  생애주기 변화 등

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에의 응 정도나 서비스 수

요가 달라지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

mily, 2013). 한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지역 사회 환경 역

시 지속 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러한 변화에 발맞춰 함께 변화해야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와 같은 휴먼서비스 조직은 사회 으로 바림직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존재하는데, 이 같은 조직의 목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 인 요소가 바로 조직의 효과 인 운

이다(Lewis et al., 2001).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사회복

지 과 같은 다양한 휴먼서비스 조직들은 속한 사회 환경 

변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변화에 응하기 해 조직 

경쟁력 강화를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조직의 효과 인 운 과 련 있는 요소들에 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Choi, 2010; Jung, 2011; Lee, 2013; Park & 

Kang, 2011).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다문화가

족지원센터가 얼마나 효율 으로 운 되고 있는가?’ 라는 질

문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 

진단에 한 연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활성화에 도

움이 되는 신 략 개발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 Oh et al.(2009)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성과

리 진단 혹은 경 분석을 통해 센터의 성장 발달을 한 장․

단기  실천 략 도출의 필요성을 지 하 다. 성과 리  

경 분석 그리고 환경 분석은 개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환

경이나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방하고 이에 한 이해를 도

움으로써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환경 변화에 

한 분석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환경 변화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센터 기능을 재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2). 국비

와 지방비를 통해 사업비와 운 비가 지 되어 공공재의 성격

을 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효율 으로 운 되고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 으로 바람직한 목 이 달

성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존립의 당 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 환경  

다문화가족의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고 목표의 효과  

달성을 해 조직 진단  환경 분석과 함께 조직 변화와 

신 략 개발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 구성원들이 서비스 달 체계와 련된 요인들을 잘 

이해할 때 보다 책임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Hasenfeld, 

1983).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둘러싼 내부  외부 

환경에 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활성화를 한 략을 모색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운 의 효율성  책무성 강화를 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치한 네 개의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내․외부 환경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SWOT분

석을 토 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활성화를 한 

신 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분석에 포함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수행능력  

운 의 효율성 향상,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성과 극 화를 

해 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타 시도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활성화  효율 인 센터 운 을 한 략 개

발에 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업의 운 주체, 센터가 치한 지

역, 조직의 역량에 따라 다른 여건에 처해있다. 한국건강가

정진흥원은 운  매뉴얼을 배포하여 국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에서 유사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축하 으나, 지역 센터 운  주체  조직 역량, 지역에 따른 

지역 센터 간 역량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Kim & Hong, 2010;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2; Oh et al., 

2009). 이러한 지역 센터 간의 역량의 차이는 지역 센터 운

의 효과성과 련되므로(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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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ration, 2012), 지역 센터의 운  활성화를 해 지역 센터

에 한 조직 진단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한 략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정을 받아 운 되어왔으므로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가장 오래된 센터가 만 7년 정도에 불과하고, 

사업 연차가 짧은 센터의 경우 센터 운  노하우가 많이 축척

되지 않아 체계 이고 효율 인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경험

할 수 있다(Kim, 2011). 한 지역별 다문화가족의 수요 차이

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다문화가족의 변화

에 따른 민감한 서비스 부족 등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Jung & Jung, 2010). 따라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  활성화를 한 방안 모색과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조직  사업분석을 포함한 내․외부 환경 등에 한 이

해가 필요하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주체를 살펴보면, 11%만

이 지자체 직 으로 운 되고 있고, 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학교  사회복지법인, 비 리 민간단체 등에 의해 민간

탁 형태로 운 되고 있다(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3a). 운  주체에 따른 로그램 내용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는데, 민간 탁 센터가 직  센터보다, 민간 탁 

센터  학교가 운 하는 센터의 경우 로그램의 문성이

나 구체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Oh et al., 2009). 이러한 

결과는 민간기  탁의 경우 탁받은 기 의 문성과 넓

은 인력 활용 범  등의 조직 역량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Kim 

and Hong(2010)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 활성화를 

하여 센터 간의 경쟁과 차별화가 필요함을 지 하면서, 이를 

해 센터의 탁 운  주체 등의 특성을 활용한 센터별 특

화 로그램 마련을 제안하 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함께 운 하는 병합형 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만을 독립 으로 운 하는 독립형 센터를 비교

했을 때, 병합형 센터의 로그램이 더 다양하고 로그램 실

시율 한 높아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Oh 

et al., 2009). 

한편 각 센터를 지역에 따라 나 어 살펴보면, 2012년을 

기 으로 도시 54개소, 소도시 73개소, 농  73개소가 운

되고 있다(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3a). 

이러한 분류는 보건복지부의 기 에 따라 도시(특별시․

역시의 ‘구’), 소도시(도의 ‘시’), 농 (도의 ‘군’)으로 구분된

다. 도시와 농 은 다문화가족의 분포, 지역 내 안 기 의 

유무, 근성, 문성 등에 차이가 있다(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2).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근성은 센터 운  활성화(Kim & Hong, 2010)와 조직 역량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2)과 

한 계를 갖는다. 구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 분

석한 선행연구(Kim & Hong, 2010)에 따르면, 구 시내 도심 

지역에 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달리 농 지역을 포함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낮은 근성으로 인

해 센터 이용자의 낮은 이용 빈도와 도심지역 센터와 비교해 

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문제 을 지 하 다. 한 근

성이 낮은 센터의 경우 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농 과 도시의 지역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

고 센터가 치한 지역 환경에 한 고려 없이 정책이 마련

되고 있으므로(Kim,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치한 

지역 환경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Oh et al.(2009)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 유형

별로 도시형과 농 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운

모델을 제안하 다. 도시형과 농 형 모델에서 공통 으

로 수행해야하는 기본 사업과 달리 기타 사업의 경우 각 센터

의 지역  특성, 센터 이용자의 욕구, 센터의 강  등에 따라

서 선택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함을 주장하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운 에 한 선행연구들은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  주체  조직 특성, 그리고 지역 환

경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공통 으로 지 하고 있

다(Jung & Jung, 2010; Kim & Hong, 2010; Korea Insti-

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2; Oh et al., 2009).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은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

인 운 과 련해 요한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 에 직 으로 용하기에는 여

히 제한 을 갖는다. 따라서 조직  지역  특성을 고려

한 센터별 맞춤 서비스의 제공을 돕기 한 개별화된 지역 

센터 운 활성화 략에 한 연구는 지역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운  효율성 증 를 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센

터 운 활성화 략 개발을 해서는 조직 분석  센터 

내․외부 환경 분석, 지역 특성과 련된 다양한 수요  특

성 악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역량 강화 

휴먼서비스 조직의 운 에 해 우선 살펴보면, Lewis et 

al.(2001)은 휴먼서비스 조직의 운 을 기획(planning), 설계

(designing), 인 자원개발(developing human resources), 

슈퍼비 (supervising), 재정 리(managing finances), 감독 

 평가(monitoring & evaluating)의 여섯 가지 요소로 구

분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합하고 활성화하는 요소를 리더십

이라 하 다. Hasenfeld(1983)는 휴먼서비스 조직은 서비스 

이용자들에 한 책무성 강화를 해 운  로그램뿐만 아

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 다. 이러한 조직 신 역량은 

조직의 장기 인 생존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변화 능력의 부

족은 조직의 생존을 태롭게 한다. 따라서 조직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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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ategy Development Process 

효과 으로 운 되는가는 한 조직이 상정하고 있는 목표의 

실  정도(Etzioni, 1964)나 조직의 핵심 활동인 목표 달성, 

조직유지, 외부 환경에의 응(Argyris, 1964)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Kim & Moon, 2010, p3에서 재인용). 

한 조직을 개선하고 역량을 증 시키기 한 일체의 노력

으로 정의될 수 있는 역량 강화는 계획 수립, 조직 개편, 조

직 사정, 의사소통, 훈련, 충원, 처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

동들을 포함한다(Light, 2004). 이러한 역량 강화를 한 활

동은 단기 으로는 조직원의 사기와 문성, 생산성, 효율성 

등과 같은 단기  산출물이나 책무성, 향력, 평 , 거버

스 증  등의 장기 인 산출물 등의 조직의 효과성 증진과 

련된다. 역량 강화를 통한 효과성 향상을 한 노력은 

외 계를 변화시키려는 활동일 수도 있고 조직의 내부 구조

를 변화시키려는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를 들어, 

외부 환경과의 계 개선을 희망하는 조직이라면 홍보 략 

수정, 새로운 유 기  발굴, SWOT 분석 등의 활동을 개

할 수 있다. 한편 내부 구조 개선의 경우 성과 척도 개발, 개

인  체 조직 구성원 상 훈련을 통해 조직 체의 문

성 향상 등의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Light, 2004). 한 내부 

구조 개선을 해 조직진단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센

터의 조직, 인력, 업무 차, 조직 문화 등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한 과정을 포 으로 진단하는 조직진단은 부서 간 인력 

 기능 조정 등의 조직 내부 리뿐만 아니라 조직의 비

과 효과 인 달성 략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써 조직 신역

량을 강화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Park & Won, 2009). 

국내에서는 7S 모델을 이용한 조직진단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7S란 컨설  역에서 맥킨지의 조직진단도구로 

표 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가치, 략, 구조, 시스템, 구성

원, 기술, 스타일 등의 7개의 변수들을 사용하여 조직을 분석

하는 것이다. Chang and Kim(2007)은 7S모델을 이용하여 

정부의 통합부처를 상으로 조직 신에 한 향요인을 분

석한 결과 리더십, 략, 시스템, 구성원 순으로 주요 변인이 

도출되었다. 정부기 을 상으로 7S 모델을 이용한 조직분

석을 시행한 Han(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리더십, 시스템, 

기술이 조직 신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휴먼서비스 조직의 운 과 련된 요소의 이

해  역량 강화를 한 활동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역랑 강화 연구에도 조 씩 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조직 역량이 높다고 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반드시 높

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사업 수행의 충실성 정

도를 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에 응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한 기 으로 사용할 

수 있다(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2).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12)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장기 발 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 을 근성, 효과성, 조직 역량으로 평가하 다. 

이를 해 근성의 경우 센터의 이용자 근 성과 이용자 

근 편의성으로, 효과성의 경우 센터 서비스 수혜율과 이용자

의 기본사업 만족도로, 조직 역량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

력, 재원, 시설  공간의 충분성과 같은 기본역량, 업무추진

역량, 네트워크 리역량으로 측정하 다. 평가 결과를 살펴

보면, 도시형 센터와 농 형 센터 모두 근성과 조직 역량 

간의 정  상 계를 나타냈다. 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간의 조직 역량과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근성, 조직 역량, 사업 효과

성에 따라서 상이한 방식으로 기능 재조정을 요구하 다.

Ⅲ. 연구문제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센터를 분석하여 센

터 운 활성화를 한 략개발을 제안하려는 목 으로 2012

년 9월 ~ 2013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구체 인 연구내용으

로 충청남도에 소재한 센터  지역  탁유형을 기 으로 

센터들을 분류한 후 연구 참여 의사를 보인 시․군 단 의 

4개 센터(A센터 : 도시형, 학 탁, B센터 : 도농형, 민간재

단 탁, C센터 : 농어 형, 군단  직 , D센터 : 농어 형, 

민간단체 탁)는 모두 사업운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된 곳

으로 사 에 해당 센터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고 시작되었다. 

센터별 운 략개발을 하여 외부환경 분석, 내부역량 

분석, SWOT 분석, 략방향 도출의 4단계가 진행되었다(<Fi-

gure 1> 참조). 우선 PEST(Policy, Economy, Society & 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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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Title
Educational 

Background
Career Background

Researcher A Professor

M.A of Social 

Welfare, Ph. D of 

Home Economics

- Member of health family policy council i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Director in Chungcheongnam-do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 Member of Chungcheongnam-do multicultural policy promotion council

Researcher B Professor

M.A of Social 

Welfare, Ph. D of 

Home Economics

- Member of Chungcheongnam-do multicultural policy promotion council

- Member of Chungcheongnam-do multicultural Policy consulting committee

- Member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evaluation committee 

Researcher C Director

MBA and Ph.D of 

Business 

Administration

- Member of Chungcheongnam-do multicultural policy consulting committee

- Director in management strategy headquarter in S group

- Advisor in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 Consultant for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Staff A

(Center A)

Team 

Member 
Social Welfare - Staff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arch 2011 ~ present)

Staff B

(Center B)

Senior 

Team 

Member 

Master's course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 Staff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Janunary 2011 ~ June 2012)

- Staff of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July 2009 ~ December 2009)

Staff C

(Center C)

Team 

Leader 

Master's Course in 

Family Therapy

- Staff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Life support team leader in S foundation (2005 ~ 2009)

- Counselor of sexual and family violence (2009 ~ 2010) 

Staff D

(Center D)

Director of 

Center 

M.A of Social 

Welfare

- Director of 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Advisor for D-gun administration (2012 ~ present)

- D-gun social welfare officer (2003 ~ 2009)

Table 2. Personal Information of Researchers

Analysis Categories Description Classification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Policy, economy, society, culture 

and network environment

￭ Identify the status of relevant region

￭ Identify the correlation with the center service

Yes/No

High/Medium/Low

Internal1) 

Environment Analysis
Organization Analysis

￭ Clarification of vision High/Medium/Low

￭ Efficiency in decision making process High/Medium/Low

￭ No. of members in the organization High/Medium/Low

￭ Work load recognized by members Number

￭ Separate standards related to operation Yes/No

￭ Manuals for programs Yes/No

￭ Internal communication High/Medium/Low

￭ Members' DISC type Workers by Type

￭ Members' satisfaction on the organization High/Medium/Low

Table 1. Internal &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ture, and Technology environment)분석을 이용하여 센터

의 외부 환경을 분석하 는데, 이  기술 환경(Technology en-

1) 내부역량분석은 <Figure 1>과 같이 사업분석, 이해 리자 

의견수렴, 조직분석으로 구성되지만 사업분석의 구체 인 내

용과 이해 계자 의견수렴은 센터 내부자료이므로 본 논문

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vironment) 요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여건과 련성이 

낮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진행시 

요하게 두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으로 체하여 

분석하 다. 내부역량 분석은 사업 분석  이해 계자 의견

수렴, 조직진단 도구인 7S를 이용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

직 분석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내부역량 분석의 세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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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Description Center A Center B Center C Center D

Policy

Support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on the 

community level
Yes Yes Yes Yes

Weight of support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on the community level
High Low High High

Economy

Development status of specific industry by area Medium Low High Medium

Expectation on employment creation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by area
Medium Medium High Medium

Society and Culture

No. of multicultural families by area 2.515 709  265 424

Country of origin

1
China 

(38%)

Vietnam

(37.1%)

Vietnam

(34.6%)

China 

(39.1%)

2
Vietnam

(11.2%)

China

(35%)

China

(30%)

Vietnam

(36.3%)

3
Japan

(10.2%)

Philippines

(12%)

Philippines

(19.6%)

Japan

(9.6%)

No. of children by 

Age

6 or below 59.8% 72.2% 66.0% 54.9%

7~12 24.3% 18.3% 20.5% 21.2%

13~15 10.2% 6.7% 7.1% 7.6%

16~18 years old 5.5% 2.6% 6.3% 6.1%

Network
Activation of link with organizations in each 

area
High Medium Medium High

Table 3.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요인으로는 비 체계수 , 의사결정체계, 조직원 수, 조직원

의 업무부담, 사업수행을 한 자체  기 보유, 사업매뉴얼 

여부, 내부 의사소통 정도, 구성원 업무유형, 구성원의 조직

만족도 등이 있다(<Table 1> 참조). 마지막으로 외부환경과 

내부역량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과 해당 센터 담당자

들이 함께 SWOT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에 한 지

속 인 논의를 통해 략방향을 도출하 다. 

략개발을 하여 경   복지 분야 컨설턴트와 가족학과 

사회복지 공 교수 2인, 4개 센터의 센터장  간 리자, 

원 등이 공동으로 략개발 작업을 수행하 다(<Table 2>. 

참조) 략개발 은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센터 담당자

들과의 수시 회의  워크샵을 통해 도출된 략방향을 확인

하고 공유하 으며, 최종결과물은 다문화가족 분야 문가 

4인에게 피드백을 통해 검증하 다. 

Ⅳ. 략개발 결과2)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부환경 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외부환경 분석은 PEST(Policy, Eco-

nomy, Society & culture, and Technology environment)

분석기법에 바탕을 두고 정책, 경제, 사회문화, 네트워크 환경

을 분석하여 사업에 미치는 기회요인과 요인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외부환경의 각 역에서의 센터유형별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 <Table 3>과 같다. 

우선 정책 환경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2013~2017)과 충청남도의 다문화 정책인 ‘충청

남도 다문화공감 행복충  5개년 계획’(2011~2015)을 기

로 각 지역별 다문화정책 유무와 비 정도를 분석해 보았다. 

2) 본 논문에서는 략개발 결과 작성시 해당센터들의 고유자

료들을 공개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과 일부가 축약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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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은 지역 내에 모두 존재하 는데 부분의 경

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역마다 다문

화가족 정책 비 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  B 센터의 경우 

지역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독립된 다문화

가족 상 내용이 부재하 으며, 다문화정책은 일부 사회통

합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책 환경 하에서 센

터 담당자  공무원은 다문화정책에 해 민감하게 인식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경제 환경을 살펴보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 센터를 제외한 부분 센터가 치한 지역에서 특

징 인 산업기반 조성이 제 로 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각 지

역의 경제 환경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

제  안정  기  기반을 악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경제  생활안정 도모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 기회 확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유일하게 모

든 항목에서 높은 수 으로 나타난 C 센터가 치한 지역의 

경우 형 인 지역에 치하고 있으며, 계속 인 

산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고용창출

을 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산업 발달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B 센터가 치한 지역의 경우는 도농복합형으로 지

역내 산업 차이가 크고, 도시와 농  모두 경제활동율이 낮

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사회문화  환경에서는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련 인

구학  요인들이 조사되었는데, 세부 으로 지역내 다문화

가족의 수와 출신국 비율, 연령별 자녀수가 있다. A 센터가 

치한 지역의 경우 2012년 1월을 기 으로 2,515명의 다문

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

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 센터가 치한 지역이 

가장 소수의 다문화가족이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부분 

센터의 출신국 비율은 국과 베트남이 우선순 를 나타냈

으며, 그 다음은 일본과 필리핀 순이었다. 한 다문화가족

의 자녀들은 6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연령이 증가할

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환경 분석 결과, 각 센터들이 시청, 

군청, 동사무소를 비롯한 행정체계와 경찰서, 소방서, 도서  

등의 공공기 , 유치원부터 학교까지의 다양한 교육기 , 

기업  후원단체, 민간 비 리 다문화사업 련 기 , 종교

기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사업수행시 연계․조정

하고 있었다. 직  센터인 C 센터 보다는 탁 센터인 A 센

터와 D 센터가 지역사회 다양한 기 들과 긴 한 연계를 맺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센터의 경우 탁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탁 기 의 명확한 운 특성이 엄격하게 존재하

여, 그 기 에 맞추어 사업이 운 되어 다른 탁 센터와 지

역 네트워크의 활동범 와 수 에 차이가 나타났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역량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내부역량분석은 사업 분석, 이해

계자 의견수렴, 조직 분석으로 이루어져있다. 사업 분석은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센터들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들의 사업목 , 사업방법, 사업성과들을 토 로 각 사업

의 강 과 약 을 분석하고, 개선 들을 도출하 다. 이해

계자 의견수렴은 총 장, 장, 원을 비롯한 방문교육지

도사, 통번역사 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성원과 결혼이민

자여성, 다문화가족 남편과 시부모 등을 상으로 센터사업 

 센터 반에 한 정 인 면과 부정 인 측면, 그리고 

바라는 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하고 그 내용을 정리․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조직 분석은 진단 도구인 7S모델(7 

factor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을 이용하여 조직

운  략, 조직 구조, 운 시스템, 조직원 수  역할 분장, 

조직원 역량, 조직원 업무 스타일, 조직문화 등을 조사하여 

조직 신 방안을 분석하 다. 조직분석을 수행하기 해 각 

센터의 조직도와 련지침 악, 조직원의 직 별, 연령별, 

사업별, 학력별, 자격보유별, 유사업무경력별 황 악이 이

루어졌다. 한 조직운 스타일을 구체 으로 분석하기 

해 종사자들의 DISC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개발 과 담당직

원들의 개별면담이 센터별로 2~3회 이상 수행되었다. 

지역센터의 내부역량분석에서 사업 분석은 센터기본 사

업과 각 센터가 시행하는 특성화사업, 그리고 충청남도 지원 사

업인 어울림사업 등을 상으로 하 다(<Table 4> 참조). 사

업의 각 내용을 목 에 맞게 면 히 분석한 후 각각의 강

과 약 을 도출하 는데, 그  센터 보유 인 자원 수와 센

터사업의 정 계를 센터 구성원 인터뷰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군단 의 센터인 C 센터와 D 센터가 상 으로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단  지역센터의 경우 지역내 

상자들의 지리  거리가 멀어 사업을 수행하기 용이하지 않

으며, 센터의 각  역할에 합한 인 자원을 보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수의 인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이다. 

다음으로 각 센터별 7S모델을 통한 조직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센터가 조직 략 측면에서 비 체

계가 그 부터 존재하긴 했지만 명확히 구축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의사결정구조와 사업별 업무 분장으로 인

한 수평 , 수직  업무 분화를 살펴볼 때, 부분의 센터가 

간정도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 조직인 C 센터의 경우 의사결정 단계가 길고, 인원이 

어 업무분장의 복성을 조직구조의 문제 으로 지 하

다. 센터 구성원 수의 경우 센터장을 포함한 해당센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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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Internal 
Environment 
Analysis

Description Center A Center B Center C Center D

Business Analysis

Target programs for 

analysis

- Basic business 

- Visiting education

- Language learning 

support

- Interpretation/

translation service

- Class for linguistic 

talents

- Basic business

- Visiting education

- Language learning 

support

- Interpretation/

translation service

- Class for linguistic 

talents

- Unity business

- Basic business

- Visiting education

- Language learning 

support

- Interpretation/

translation service

- Class for linguistic 

talents

- Unity business

- Basic business

- Visiting education

- Language learning 

support

- Interpretation/

translation service

- Class for linguistic 

talents

Overall human 

resources
Medium Medium Low Low

Organization 

Analysis

Clarification of vision Medium Medium Medium Medium

Efficiency in decision 

making process
Medium Medium Medium Medium

No. of members in 

the organization
13 9 9 10

Work load recognized 

by members 
High High High High

Separate standards 

related to operation
Yes Yes Yes Yes

Manuals for programs No No No No

Internal 

communication
Medium Medium Medium Medium

Members' DISC type*

Type D: 1

Type I: 4

Type S: 1

Type C: 7

Type I: 4

Type S: 4

Type I: 2

Type S: 4

Type C: 1

Type D: 1

Type I: 4

Type S: 3

Type C: 2

Members' satisfaction 

on the organization
Upper Medium Upper Medium Upper Medium Upper Medium

* D(Dominance)형: 주도형, I(Influence)형: 사교형, S(Steadiness)형: 안정형, C(Compliance)형: 신 형 

Table 4. Internal Environment Analysi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체 조직원 수는 9명에서 13명 수 이었으며, 모든 센터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모든 센터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달되는 사업지침에 

따라 그 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탁 운  센터의 

경우 탁기 의 운 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세부규정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시 부분 으로 용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사업별 업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 효율 인 사업운 을 도모하기 한 세부

인 사업운  매뉴얼 작성이 요구되었다.

한편 조직 내 의견교류정도는 간수 으로 나타나 더욱 

원활한 상호 공유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조직원의 

업무스타일에서는 DISC분석 결과, 다양한 업무스타일이 제

시되었는데, 센터마다 조직원의 업무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업무분장  동기 진기술을 사용하여 업무의 효과성을 높

이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센터 구

성원의 조직만족도의 경우 센터마다 간수  이상의 만족

도를 나타냈으며, 조직문화가 안정 이고 리더십에 만족할

수록 구성원들의 조직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략 방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곳의 외부환경  내부역량 분석 결

과 내용을 토 로 SWOT분석을 시행한 결과 도출된 각 센터

의 략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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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SWOT Analysis Results

Business Specialization

￭ Develop specialization business

￭ Maximize the application of city projects

￭ Develop long-term & specialization projects

￭ Specialize Korean language program based on family life

Systemization of Business 

Operation

￭ Needs survey at a regular basis

￭ Systemize and strengthen healthy family project

￭ Implement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Strengthen the multi-cultural policies or business monitoring for workers

Enhancement of Organizational 

Capability

￭ Expand project participants

￭ Approach to expand the businesses

￭ Examine the approach to guide the local integration

￭ Strengthen consulting activity

￭ Strengthen the work capability of participants

￭ Strengthen the workers’ capability (planning ability, counseling, case management)

Business Standardization

￭ Publish the business manuals by business unit

￭ Standardize businesses

￭ Develop manuals by program/specific programs by region

￭ Annual planning by business

Expansion of Business Performance

￭ Develop projects by development step/project

￭ Clarify the work of participants and leaders

￭ Good case benchmarking

￭ Develop performance compensation system

Table 5. A Local Center Strategy Directions 

1) A 센터

외부환경과 내부역량분석결과를 통해 악된 시사 들을 

바탕으로 한 A센터의 SWOT 분석 결과 특성화 략, 체계

화 략, 역량강화 략, 표 화 략, 성과극 화 략이 도

출되었다(<Table 5> 참조). 가장 우선 으로 특성화가 략

방향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 한 로그램이 필요하며, 한국어 교육과 같은 기존사업

을 타 센터 사업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센터의 경우 한국어 교육 로그램이 해당지역 

타 기 의 한국어 교육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만 지역 내 한국어교육사업의 잦은 복으로 인하여 특성화 

략 수립이 요구되었다. 한 사업의 계획부터 운 , 리, 

평가까지 효율 이며 효과 인 체계구성이 요구되는 체계화 

략과 그를 해 센터 종사자, 시스템 모두의 역량개발을 

비롯하여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한 역량강화 략

이 제시되었다. A 센터는 4개 센터  다문화가족의 수가 가

장 많으며, 그에 따라 수행해야 할 사업의 수도 가장 많은 

곳으로 시스템  조직원의 역량강화 요구가 매우 높았다.

다음으로 표 화 략이 제시되었는데 각 사업별 매뉴얼 

개발  규정 작성, 장기 발 계획 작성  공유가 요구되

고 있어 조직 내 다양한 사업들에 한 업무표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성과극 화 략은 구성원들

이 많은 사업에 더욱 몰입하여 성과를 극 화할 수 있도록 

성과에 한 공정한 평가  확실한 보상체계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 B 센터

B 센터의 략방향으로는 특성화, 인식제고, 인재육성, 네

트워킹 략이 도출되었다(<Table 6> 참조). 우선 특성화 

략에서는 도농지역인 해당 센터의 특성을 포 할 수 있는 지

역 특성화사업 발굴과 취업사업의 특성화를 요구하고 있었

으며, 다음으로 인식제고 략은 센터 구성원들의 인식제고

를 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재단이 탁운

을 맡아오면서 사업진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보다

는 탁재단의 체계가 우선시되고 시되면서 능동 인 사

업진행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그 로 따르는 방식으로 사업

수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인재육성 

략은  조직을 능동 으로 이끌어가면서, 센터의 우수한 

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수인재가 필요할 뿐 아니

라 이로 인한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략은 B 센터가 개소 후 재까지 

탁기 인 재단의 운 체계에 따라 그 로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둔 극 인 네

트워킹과 업무조정 등을 우선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한 시 한 변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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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SWOT Analysis Results

Business Specialization
￭ Maximize the application of city projects

￭ Develop specialization approach by project

Awareness Improvement 

Project

￭ Progressive business planning

￭ Propose the projects reflecting the multi-cultural features

￭ Expand the opportunity to provide a variety of services

Talent Cultivation

￭ Activate the structure in a center

￭ Improve the welfare for workers

￭ Systematically cultivate workers

Networking Enhancement

￭ Implement the service cooperation system with other regions

￭ Link the projects with other multi-cultural centers

￭ Link the businesses with neighboring cities

Table 6. B Local Center Strategy Directions

Strategies SWOT Analysis Results

Business Specialization

￭ Strengthen the projects to emphasize the features of region

￭ Propose the businesses reflecting the multi-cultural features

￭ Expand/activate the self-help group of multi-cultural family

￭ Develop the jobs among cities or provinces or Internet businesses

Activation Business Project

￭ Develop the visiting service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 features

￭ Progressively promote the programs in the center using multi-cultural portal sites

￭ Share information using blogs on Internet

￭ Expand the opportunity for village companies or social companies to participate

Excellence Business Project

￭ Set the plan to activate the center organization

￭ Operate a variety of license acquisition class

￭ Establish the education system for staffs, instructors and leaders

Networking Enhancement

￭ Strengthen the communication with network

￭ Find the approach to cooperate with other cities or provinces

￭ Program support from metropolitan government by program feature

￭ Find the approach to link other centers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program

Table 7. C Local Center Strategy Directions

3) C 센터

C 센터는 특성화 략, 활성화 략, 우수화 략, 네크워

킹 략이 센터의 략방향으로 나타났다(<Table 7> 참조). 

특성화 략을 통해 해당 센터 역시 지역기반 특성화 사업 

발굴이 가장 우선 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

역특색을 고려한 취업처 발굴  지리  한계를 극복하기 

한 지역 내 자조집단을 극 활용한 사업진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활성화 략은 C 센터의 지리  여건  

운 유형과 련이 있는데, 군 직 센터인 C 센터가 치한 

지역은 체 으로 넓은 지역에 산발 으로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사업진행시 이동거리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

에 간 지역에 거 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

로 효율 인 사업진행을 해서는 앞으로 다수의 지역 내 거

지역을 이용한 사업진행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사업

수행이 요구되고 있었다. 한 지방자체단체가 운 하는 센

터이기 때문에 사업은 안정 으로 진행되지만 극 인 홍

보  사업개발 등에는 비 을 두지 않고 있어 홍보  조직

활성화가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우수화 략에서는 해당 지

역의 표 로그램 개발  리더 발굴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네트워킹 략을 통해 지역 내 타기 과의 극

인 네트워킹 뿐 아니라 직 운 체계로서 C센터와 충청남도 

거 센터와의 극 인 업무 조  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D 센터

D 센터에서는 SWOT 분석 결과 사업특성화 략, 업무 

표 화 략, 우수인재육성 략, 네트워크 확  략이 제

시되었다(<Table 8> 참조). 사업특성화 략에서는 다른 센터

와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에 합한 특성화 로그램  최

화 로그램 개발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력을 통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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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SWOT Analysis Results

Business Specialization

￭ Develop the approach to specialize by business

￭ Examine the approach to guide the local integration

￭ Develop long-term and specialization businesses

￭ Differentiate businesses

Business Standardization

￭ Publish the manual by business

￭ Progressive effort to set the business plans

￭ Quickly supplement businesses depending on consumers’ needs

￭ Develop the performance index

Talent Cultivation

￭ Establish the education system for staffs, instructors and leaders

￭ Clarify the workers and instructors by restructuring

￭ Develop the performance compensation system

Networking Enhancement

￭ Develop the businesses in cooperation with a variety of local welfare facilities

￭ Establish the approach to expand businesses

￭ Progressive participation in the new businesses which can be linked in cooperation with  

provincial or municipal governments

￭ Build the network with governmental organizations after the movement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 Expand the opportunity to provide a variety of services

￭ Link the businesses with neighboring cities

￭ Manage the service recipients in broad area through network organizations

￭ Progressively link the businesses with centers in metropolitan economic block

Table 8. D Local Center Strategy Directions 

사업 분야 탐색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업무표 화 략에

서는 사업별 매뉴얼개발  수행지표 개발 등이 요구되었는

데, D센터는 센터 구성원의 이직률이 비교  높은 곳으로 사

업진행시 차질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업무표 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우수인재 육성 역시 이직률이 높음에

도 불구하고 농 지역 특성상 새로운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성원들과 리더의 역량개발이 더욱 요

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확  략에서

는 기존의 우수한 네트워크 체계를 활성화하여 정기 인 정

보교류 기회를 만들고 사단  후원회를 확 하여 지역자

원의 활용성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

역유형과 탁유형에 따라 4곳을 선택하여 외부환경분석

(PEST분석)  내부역량분석(사업분석, 이해 계자 의견수

렴, 조직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SWOT분석을 토 로 지

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활성화를 한 략을 제시하

다. 선택된 시 군단 의 4개 센터는 A센터(도시형, 학

탁), B센터(도농형, 민간재단 탁), C센터(농어 형, 군단

직 ), D센터(농어 형, 민간단체 탁)이며, 모두 사업운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된 곳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략방향 도출  과정을 통해 센터의 운 황을 객

으로 분석했다는 과 해당 센터의 비 체계와 연결된 

략방향이 조직구성원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곳 모두 용되는 공통 

략으로 특성화가 도출되었으며, 다음으로 네트워크 략과 

표 화 략, 인재육성 략 등이 다수 센터의 략방향으

로 제시되었다. 모든 센터에서 우선 으로 요구되는 략방

향은 지역환경에 기반을 둔 특성화로 나타났는데, 특성화 사

업은 재 여성가족부 사업운 지침에서 요하게 요구되는 

사업으로 외부환경  내부역량 분석에도 동일하게 제시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각 센터들이 이해하는 특성

화사업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앙평가 역

에 포함되는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사업으로 센터들

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문  하나이다. 그러나 특성화 

사업이란 거창한 아이디어가 아닌 기존에 수행해온 다문화

가족 사업을 상으로 해당 센터가 잘 수행해왔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개념정의가 가능한

데, 이 때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지역사회로 그 특성에 합

한 근이 가장 우선시 된다. 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원 

활용  연계, 조정을 한 네트워크 략이 주요 략으로 

도출되어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한 책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시범사업을 실시

하는 다문화가족 상 통합사례 리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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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행되어야 하는 부문이며, 한 복사업이 증가하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사업 안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공

재의 특성을 살린 표기 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기 해 

노력해야 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해당 센터

의 략방향이 지역의 정책 환경, 경제 환경, 사회문화  환

경, 네트워크 환경, 지리  환경과 같은 외부환경과 사업수

행력, 조직구조  특성과 같은 내부 환경, 그리고 탁기

의 특징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운 시 지역별, 탁유형별, 내부  외부 환경별 개별화

된 근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논의  제

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민․  력시스템을 통한 장기 인 

지역기반 다문화가족사업 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사업수행시 센터의 역량도 요하지만 다문

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기반 가족복지 달체계이므로 지방

정부와의 유기 인 연계가 매우 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센

터의 장기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지역 내 다문화가족 

상 정책기반이 부족할 경우 센터 사업 운 시 지역특성 반

정도  사업방향 결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모든 센터에서 도출된 특성화 략은 지역특성

을 기반으로 둔 개별화된 지역센터 략으로 지방정부와의 

연계 없이는 실질 인 특성화사업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의 지방분권화는 지역사회 심의 복지 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2008; 

Nam & Jeon, 2012), 지방정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

결된 민 력체계를 통해 장기 인 특성화 사업을 창출해

야 할 것이다. 

둘째, 특성화 략  네트워크 략 모두 지역사회체계와 

깊은 련이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진행시 

앙정부에서 내려주는 형식만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 인 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단  특징이나 

외부환경여건에 따라 센터 사업수행은 달라질 수 있음을 인

지하여, 기존의 특성화 사업수행과는 다른 지역사회 특징에 

의거하여 해당 센터에서 주도 으로 사업을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 강화를 해서는 우선

으로 센터 구성원들의 업무부담 감소  업무 몰입도 증진을 

한 다양한 근방법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역량 있는 센

터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센

터 사업은 으로 센터 담당자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담

당자의 업무에 한 인식, 업무부담 정도 등에 따라 사업진

행결과의 효과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충원은 농․어 이나 군단 의 지역

에서 특히 어려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지역 내 결

혼이민자 여성을 활용한 인력구성이나 지방정부 단 의 인

력풀 구축을 통한 역량있는 인 자원 충원방법을 모색하여 

인 자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의 효과 인 운 과 조직 

활성화를 해 지역 거 센터를 심으로 사회복지 의회와 

같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역 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 내 

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심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  활성화를 해서는 네트워크 강화  센

터간의 소통이 매우 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청남도의 

경우 연구진행과정시 거 센터를 심으로 해당센터 구성원

들이 모두 참여한 다수의 워크샵과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

를 통해 사업 효율성 증진  사업성과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구 역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의 경우 6개의 센터가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체를 

구성하여 센터 운 과 사업에 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센

터 운  활성화를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Kim & Hong, 

2010). 그러므로 충청남도 도내에 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운  활성화를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회를 구성

하는 것은 지역 내 개소연차로 인한 센터별 자원차이를 효과

으로 처하는데 도움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향평 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 도출된 략방향의 실제 인 수행과 평가

를 통한 운 략 검을 통해, 지역센터별 맞춤형 센터 략

방향 제시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컨설  2013년 사업에 본 

연구결과를 극 으로 반 하고 있으며, 이를 한 컨설  

매뉴얼도 개발하여, 개발된 략 시행을 극 으로 지원하

고 있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략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

업운 에 실제 용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역환경  구성

원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성과를 극 화할 수 

있으며, 조직원들의 역량 향상과 조직활성화를 기 할 수 있

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신 략개발과 성과

는 타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 모델로 활용가능하며 

향후 국 확산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한 체계 인 사회시

스템 구축과 사회안 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지역을 상으로 지역  탁 

유형별 네 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을 선별하여 략방향

도출을 한 분석을 시행하 기에, 그 결과를 모든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에 용하여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향후 지

역내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상으로 략방향 연구가 

이루어져 지역특성을 반 한 각 센터의 개별화된 략방향 

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 지

역유형, 탁유형에 따른 시사 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는 조사 상인 해당 센터의 개별자료 정보보호

를 해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기 어려웠으며, 참여 상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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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모든 구성원들이 극 으로 참여하지 못한 한계 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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