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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tudy purpose was to describe the child safety injury experiences, injury prevention behaviors and educational needs 
of immigrant Vietnamese women on Jeju Island, and to explore associations among those factors.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condu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o collect data from immigrant Vietnamese women who 
visited a multicultural centers on Jeju Island from January to April, 2017. Results: Data from 60 women were analyzed. They were 
28.2±5.5 years old, had resided in Korea for 40.6±31.1 months, and had 1.5±0.6 children on average. In total, 51.7% had previous 
injury prevention education, 68.2% had experienced child safety injuries, and 95.0% wanted to receive education on how to 
prevent child safety injuries. The mean total score of child injury prevention behaviors was 27.33±17.79, and that variable was 
associated with a longer duration of formal education (t=2.41, p=.021) and with women’s experiences of child safety injury 
(t=5.97, p<.001). Conclusion: Immigrant Vietnamese women experienced a higher frequency of child safety injuries and needed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prevent these injuries.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develop the essential content and effective 
methods for education on child safety injury prevention among this unique multicultur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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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결혼 이주민 여성은 결혼을 통해 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로서 국가 내 인종, 문화, 종교적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국가 

구성원이다. 국내 결혼 이주민 여성은 2017년 기준 약 13만 여명으

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1], 국내에 결혼 이주민 여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서비스 체계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결

혼 이주민 여성을 포함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한국어 교

육, 가족 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 그리고 취 ․ 창업 지원과 같은 사

회 통합 영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2] 그 외의 삶의 중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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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건강, 양육, 안전과 같은 부문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는 것

이 현실이다. 

결혼 이주민 여성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녀를 

출산, 양육하면서도 그들의 지원체계는 가정 내 친인척의 도움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내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정보부족을 일상으로 경험한다[3]. 자녀를 양

육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건강문제 가운데, 자녀의 어린이 안전

사고는 양육 환경, 문화와 접한 관련이 있으며, 철저한 준비와 

처로 자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처치 후 손상과 장애의 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다[4]. 결혼 이주민 여성의 자녀는 아동, 환경, 부모 

특성에 있어 취약한 면이 많다. 결혼 이주민 여성은 자녀를 양육하

는 환경이 취약하고, 양육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과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결혼 이주민 여성의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

도의 수급 상자로[5], 결혼 이주민 여성과 이들의 자녀는 주택과 

거주 지역의 안전성과 위생, 안전사고 예방시설 등이 열악한 환경

에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이주민 여성은 부분 나이가 어리

고 교육의 정도가 낮으며, 양육과 관련된 교육의 기회가 적고, 한국

어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정보 습득이 제한적이다[6]. 이에 결

혼 이주민 여성의 자녀는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에 쉽게 

노출되고, 주 양육자인 결혼 이주민 여성의 안전사고에 한 준비 

부족과 부적절한 처가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크다[7]. 

어린이 안전사고는 부모의 주의와 지각, 환경 등의 요인으로 예

측, 예방, 통제가 가능하다[8]. 하지만 결혼 이주민 여성의 어린이 

안전사고에 한 조사 및 국내 연구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한국인 어린이의 안전사고 현황 및 관련 요인에 한 연구 논문 및 

다양한 관련 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한국소비자원[9]

의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은 

2017년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36.2%이고, 전년 비 상승한 수치

였다. 이는 우리나라 총 인구 비 0~14세 어린이 인구의 비중은 

13.1%임을 고려할 때, 어린이 계층이 타 연령에 비해 안전사고에 취

약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미국의 통계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의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운영하는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9]의 국가통합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27.3%로 우리나라

보다 그 비율이 낮으며, 수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어린이의 안전사고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크게 어린이 

특성, 환경 특성, 부모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어린이 특

성의 경우, 발달단계별로 취학 전 안전사고가 79.5%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걸음마기(1~3세)’와 ‘유아기(4~6세)’가 각각 47.4%

와 23.0%로 가장 안전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다[9]. ‘걸음마기’는 운

동능력이 향상되지만 균형감각은 불완전하며 민첩성이 떨어져 안

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최근 3년 동안 비슷

한 양상이다. 환경 특성 관련 요인으로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이 전체 안전사고 발생의 68.5%인 점을 고려

할 때[9], 주택 내 환경이 중요 위험요인으로 파악 된다. 또한 어린

이는 성인보다 많은 시간을 주택에서 보내는데, 침실가구와 바닥

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체의 21.7%로 이 또한 최근 3년 동안 비슷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9]. 부모 특성으로는 부모의 교육수준, 안전

사고 경험, 안전사고 예방 교육경험, 경제수준 등이 있다. 부모의 

낮은 학력과 안전지식 부족은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더욱 증가시키

며, 취약 지역이나 취약계층의 가정은 안전수준이 높은 지역 및 높

은 사회적 계층의 가정보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더 많이 경험한다

[10]. 결혼 이주민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성, 즉 낮

은 경제수준과 학력수준, 양육에 한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6,7]

은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를 더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에 취약하

게 만든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위험에 처해진 어

린이의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에 현황 파악과 처 및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각적 노력의 일환으로 어린이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모

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 중재방법일 수 있는데, 

교육은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험, 가정 내 환경 등을 고려

한 상자 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4,8,10]. 그러나 국내 결혼 이주

민 여성의 자녀 안전사고 경험이나 그들이 어떤 교육요구를 갖고 

있는 지에 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농업과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

며, 산림, 농지, 해안 등의 다양한 지리학적 환경과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갖추었는데[11], 건강 관련 지표는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

인다. 건강지표 중 표적인 고혈압 진단율, 비만율, 흡연율, 자살

률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이며, 몇몇 지표는 전국 1, 2위에 해당한다

[1]. 제주도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높은데, 어린이 인구 

백 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이 0.38건인데 반해 제주

도는 1.62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9]. 하지만 이

에 해 분석한 연구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제주도는 빠르

게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데, 제주도의 다문화 혼인 비율은 2014

년 기준 9.8%로 국내에서 가장 높으며, 다문화 출생 건수는 전체 출

생의 6.0%로 전남, 전북 다음으로 3위에 해당한다[12]. 같은 연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내 다문화 출생아의 어머니 국적 가운

데 베트남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전체 다문화 출생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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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2.6%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그 다음 순위인 중국 23.6%, 필리

핀 8.4% 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12].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에도 제주도 내 다문화 혼인으로 인한 국가별 이주 여성 비

율을 살펴보았을 때, 베트남 이주민 여성은 35.0%로 가장 큰 비율

을 차지하였고[1], 이는 베트남 여성이 제주도 내 주된 다문화 가정

의 구성원임을 나타낸다. 이에 ‘제주도 지역’과 ‘이주민 여성’ 특히 

제주도의 베트남 이주민 여성은 매우 유의미한 연구 영역이지만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에 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

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한국

어 교육은 필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13], 어린이 안전사

고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연구 가운

데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의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 예방행동 및 교육요구를 조사하고. 이들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결혼 이주민 여성을 위한 어린이 안전교

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을 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 예방행동 및 교육요구를 파악

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였다. 

2. 연구 대상

연구 상자는 제주도 내 두 도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해

당 기간 동안 이용한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 전원을 상으로 하

였다. 이 기간은 제주도의 주요 산업인 농업과 관광 분야의 업무가 

가장 한가한 기간으로 결혼 이주민 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기간이다. 연구 상자 포함 기준은 센터 내 한국어 

또는 베트남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자, 1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

성, 그리고 한국에서의 총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하였다. 

연구 상자를 해당 기간 동안에 참여한 여성 전원을 포함하였기

에 연구 표본수의 적절성은 G*Power Analysis 3.1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사후 검증력 분석(powe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

구 결과인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 유무에 따른 안전사고 예

방행동 점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두 그룹의 평균과 표준편차, 유의

수준 .05를 활용한 결과, 검증력은 .99로 확인되었다. 이에 총 인원 

60명은 적절한 검증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의 일반적 특

성,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 안전사고 예방행동과 교육요구

를 포함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여 간호학 교

수 2인과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2인이 한국어로 공동 개발한 뒤, 

베트남어로 번역되었다. 번역은 베트남어 전문 통번역자와 도구 

개발 연구팀이 공동 작업을 통해 번역한 이후, 두 명의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에게 적용하여 이해도와 적절성을 확인한 후 수정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한국 내 거주 기간, 총 교육 기간, 본인의 직

업 유무, 배우자의 직업 유무, 가족의 한 달 수입, 자녀수, 미취학 자

녀 유무, 해당 자녀의 성별과 연령, 안전사고 예방에 한 교육경험

과 만족, 안전사고 예방에 한 주요 정보원,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

고 경험 유무를 포함한다. 

안전사고 예방행동은 한국생활안전연합이 개발한 척도이며, 가

정 내 시설물 위험요인에 한 안전사고 예방행동 5문항과 가정 내 

물품의 위험요인에 한 안전사고 예방행동 4문항, 응급처치에 

한 안전사고 예방행동 2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 ‘매

우 그렇다’에 4점을 부여 한다. 총점은 문항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최하 0점에서 4점이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사고 예방행

동 수준이 높은 것이다[14]. Kang [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6이며,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요구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Lee [16]의 

연구와 Han [17]의 연구에서 5문항과 한국소비자원[18]의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도구 7

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 경험 관련 

3문항[16], 교육의 필요성 1문항[17]이며, 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

정 1문항[17], 교육 프로그램의 원하는 횟수, 운영시간, 소요시간, 

적당한 참여 인원, 프로그램 운영 방법, 고려 사항, 그 외 요구 사항 

모두 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에 한 도구는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결과[18]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

발한 도구로 자녀가 안전사고로 손상을 받은 경험 유무,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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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녀의 나이, 발생장소, 안전사고 유형, 치료 유형, 치료 기간

에 한 질문을 포함하는 총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저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승인번호: 161123-2A)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이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센터장에게 연구 시작 전에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

고, 자료 수집에 한 허락을 받았으며, 센터에 연구 참여자 모집에 

한 공고문을 부착하여 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해

당 센터를 방문하여 베트남어로 준비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

였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절차,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과 연구 참여와 중지, 개인정보 및 비  보장에 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에 동의한 경우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 작성 중

의 다양한 문의는 센터 내 베트남어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연구자

가 답변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Statistics 22 (SPSS, Chicago, 

Illinois,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혼 이주민 여

성의 일반적 특성과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 예방행동 및 교

육요구를 탐색하기 위하여 빈도와 퍼센트,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

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변수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

서 연속형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 분석을, 연속형 변수와 이분형 변

수 간에는 독립 t-test를, 이분형 변수 간에는 교차분석을 시행하였

다. 결측치는 모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통계검정은 유의수

준 .05 및 양측검증으로 시행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상자 60

명의 평균 나이는 28.2±5.5세, 한국에 평균 체류기간은 40.6±31.1

개월이었다. 모국에서의 교육 기간은 10~12년이 가장 다수를 차지

하였다(47.3%). 본인이 직업이 있는 경우는 25.0%, 배우자의 직업

이 있는 경우는 97.4%였으며, 가족의 수입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가 50.9%였다. 자녀의 수는 평균 1.5±0.6명이었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이 68.3%였으며, 이 아동의 평균 연령은 34.3±31.8개월

이었고, 53.7%가 여아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한 교육을 받

거나 정보를 획득한 적이 있는 여성은 51.7%였으며, 자녀의 안전관

리 교육이나 정보의 출처는 다문화센터가 22.5%, 배우자 19.4%, 

TV를 포함한 매체 19.4%, 병원이나 보건소가 16.1% 순이었다. 자

녀의 안전사고를 경험한 여성은 결측치를 제외한 44명 가운데 

68.2%였다. 

2.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Table 2에 제

시하였다. 아동의 안전사고 당시 연령은 1~3세가 43.3%로 가장 많

았고, 1세 미만이 30.0%였다. 안전사고의 발생장소는 집이 47.7%

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어린이집과 학교가 18.2%였다. 안전사고 

유형은 미끄러져 넘어짐이 43.6%, 부딪힘이 18.0%였고, 치료 유형

은 가정에서 처치가 56.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응급실 방

문과 외래방문이 각각 18.8%였다. 치료 기간은 당일이 69.0%로 가

장 빈도가 높았고, 1주일 이내 치료가 20.8%였다. 

3. 안전사고 예방행동

안전사고 예방행동 점수는 4점 만점의 평균 3.48±0.51점이었다

(Table 3).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영역별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 ‘가

정 내 물품의 위험요인’이 평균 3.68±0.46점으로 영역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뒤를 ‘가정 내 시설물 위험요인’(3.38±0.58)과 

‘응급처치’(3.34±0.84)가이었다. 개별 문항 가운데에서는 ‘약물과 

세제는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가 3.86±0.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욕실이나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스티

커 등으로 처리해 둔다.’가 3.00±1.10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3). 

4. 안전사고 예방 교육요구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한 교육

요구에 한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우선 과거 자녀의 

안전교육에 한 부모교육을 받아본 여성은 전체의 51.7%였으며, 

이 가운데 29.0%가 교육에 해 만족하였다. ‘어린이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0%였다. 어린이 

안전과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원하는 횟수는 한 달에 1~2회가 

41.1%로 가장 많았고, 여섯 달에 1~2회가 28.6%로 그 다음으로 많

았다.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좋은 시간은 주말 오전이 34.5%, 

평일 오전과 평일 오후가 각각 20.0% 순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1회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이내가 92.6%, 교육 프로그램의 적당

한 참여 인원은 20명 이내의 소그룹을 원하는 경우가 90.6%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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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Women (N=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of women (year) 28.2±5.5

Duration of residence in Korea (month)  40.6±31.1

Duration of formal education (year)* 1~6 
7~9 
10~12 
＞12 

5 (8.8)
16 (28.1)
27 (47.3)
 9 (15.8)

Occupational status* Yes
No

11 (25.0)
33 (75.0)

Spouse's occupational status* Yes
No

37 (97.4)
1 (2.6)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220
220~440

27 (50.9)
26 (49.1)

Number of children 1.5±0.6

Having young children Yes
No

41 (68.3)
19 (31.7)

Gender of the young child (n=41) Male
Female

19 (46.3)
22 (53.7)

Age of the young child (month) (n=41)  34.3±31.8

Previous experience of injury prevention education Yes
No

31 (51.7)
29 (48.3)

Satisfied with the education (n=31) Yes
No

 9 (29.0)
22 (71.0)

Main information source on child injury prevention (n=31)
 

Multicultural center
Spouse
Television, radio, books
Hospitals or community health centers
Day care centers or schools
Immigrant women, friends
Korean women, friends

 7 (22.5)
 6 (19.4)
 6 (19.4)
 5 (16.1)
3 (9.7)
3 (9.7)
1 (3.2)

Experience of child safety injury* Yes
No 

30 (68.2)
14 (31.8)

*Missing data were excluded from the data analysis. 

장 많았다. 어린이 안전과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여성의 98.1%가 ‘성폭력 예방 및 주의 방법에 한 교

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전한 가정환경 만들기(96.4%), 

교통사고 예방 방법(96.3%), 유괴 예방 및 주의 방법(96.3%), 아동

학  예방 및 주의 방법(96.3%) 순으로 응답하였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 

안전사고 예방행동 간의 관계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녀의 어린

이 안전사고 경험, 안전사고 예방행동 간의 관계는 Table 5에 제시

되어 있다. Table 5에는 변수 간의 관계를 제시함에 있어 독립 

t-test, 상관관계분석, x2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즉,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의 안전사고 예방행동 점수는 연

속형 변수였기에 이분형 변수와는 독립 t-test를, 연속형 변수 간에

는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여성의 교육 기간이 길수록(t= 

2.41, p=.021),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t=5.97, 

p<.001)에 안전사고 예방행동 점수가 더 높았다. 

논 의

어린이 안전사고는 가정 내 환경과 주 양육자의 돌봄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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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ence of Child Safety Injuries among Immigrant 
Women (N=30)

Variables Categories n (%)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at the time of the 
accident (year) 

＜1 
 1~3 
≥4
 Missing

 9 (30.0)
13 (43.3)
 2 (6.7)
 6 (20.0)

Place of the 
accident* 

 House
 Nursery school, school
 Shops 
 Leisure and play facilities
 Street or pedestrian accidents 
 Others†

21 (47.7)
 8 (18.2)
 4 (9.1)
 4 (9.1)
 2 (4.5)
 5 (11.4)

Type of safety 
injury* 

 Slip
 Hit
 Fall
 Burn
 Cut 
 Others‡ 

17 (43.6)
 7 (18.0)
 5 (12.8)
 3 (7.7)
 2 (5.1)
 5 (12.8)

Treatment type*  Observation at home 
 Emergency room visit
 Outpatient visit to hospital
 Operation
 Hospitalization 

18 (56.2)
 6 (18.8)
 6 (18.8)
 1 (3.1)
 1 (3.1)

Treatment period*  One day
 Less than 1 week
 1~2 weeks
 2~4 weeks
 1~3 months
 Dead
 Others§

20 (69.0)
 6 (20.8)
 1 (3.4)
 0 (0.0)
 1 (3.4)
 0 (0.0)
 1 (3.4)

*Mutually not exclusive; †Hotels and restaurants (1), vehicles (1), 
cultural facilities and outdoor facilities (2), others (1); ‡Pressed or 
pinched (2), foreign body swallowing, aspiration (1), drug overdose (1), 
bitten (1), others (1); §6 months∼1 year (1).

Table 3. Injury Prevention Behaviors of Immigrant Women (N=43)

Variables M±SD

Safety environment at home
I don't put furniture or objects near the window.
I keep safety covers on electrical outlets. 
I always turn the faucet to cold water.
I attach a hand guard to the door.
I have applied anti-slip stickers on the bathroom 

or floor.

3.38±0.58
3.57±0.77
3.60±0.70
3.40±1.03
3.33±0.87
3.00±1.10

Safety materials at home
I keep medicines and detergents out of the reach 

of children.
I keep small food and objects out of reach of 

children.
All pieces of furniture have corner edge guards.
I buy children's items with KPS or KC marks for 

safety.

3.68±0.46
3.86±0.41

3.74±0.49

3.56±0.80
3.56±0.67

First aid
I have emergency supplies for firstaid at home.
I know and practice firstaid procedures and 

methods.

3.34±0.84
3.44±0.93
3.23±1.02

Total sum 27.33±17.79

Total mean 3.48±0.51

KPS=Korea product safety; KC=Korea certification.

크게 관련이 있으나, 결혼 이주민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는 거

의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결

혼 이주민 여성을 상으로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 안전사

고 예방행동 및 교육요구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의 중요한 논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의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

의 정도는 높고, 안전사고의 유형은 전국 통계[9]의 어린이 안전사

고 유형과 매우 비슷하였다. 영유아 안전사고가 전체 안전사고의 

73.3%로 가장 흔했고, 가정 내(47.7%)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미

끄러져 넘어짐(43.6%)이 많았고, 안전사고 후 가정 내에서 간호하

거나 병원의 당일 방문 치료와 같은 경상(75.0%)이 많았다. 본 연구

에서는 베트남 이주민 여성의 68.2%가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경험하였다. 이는 결측치를 제외한 분석 값이기는 하지만, 이는 서

울, 경기, 제주의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한국인 부모를 상으로 수

행한 Kim 등[4]의 연구의 아동 안전사고 경험률 23.6%보다 상당

히 높은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안전사고 경험은 어머니의 

안전사고 예방행동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문헌상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면 이 외의 특성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Kim 등[4]의 연구 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았을 때 미취학 아동이 59.5%로 본 연구의 68.3%보다 다소 낮

았는데, 학령기 아동의 안전사고 경험률이 통상적으로 미취학 아

동보다 더 낮기 때문에 본 연구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률이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4]의 연구 상자 평균 

연령이 38.2세로 본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 28.2세보다 훨씬 높아 

안전사고의 누적 경험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경험률이 

더 낮다는 점과 평균 자녀의 수도 비슷했음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

에서의 결혼 이주민 여성의 자녀 안전사고 경험은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양육자가 외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녀의 안전사고 발생에 반

드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에서 발표한 이

민자 자녀의 안전사고 경험에 한 연구[19]에 의하면 비이민 자 

자녀보다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았다. 이는 이민자가 이민 

조건을 갖추기 위해 일정한 경제적 수준을 갖추거나, 숙련된 기술

직인 경우가 많아, 비록 언어나 문화면에서의 어려움은 경험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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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eeds for Educational Programs for Injury Prevention for 
Children (N=60)

Variables n (%)

Did the parent have education in the past? (yes) 
Satisfied with the education 
Neutral
Dissatisfied with the education

31 (51.7)
 9 (29.0)
20 (64.5)
2 (6.5)

Do you think you need parental education on 
preventing safety injuries in children? (yes) 

57 (95.0)

How often do you need such a program?*
Once a year 
1~2 times in 6 months
1~2 times per month 
Every week
Others

4 (7.1)
16 (28.6)
23 (41.1)
13 (23.2)
0 (0.0)

When do you need the program?*
Weekday mornings 
Weekday afternoons
Weekday evenings
Weekend mornings
Weekend afternoons
Weekend evenings 

11 (20.0)
11 (20.0)
1 (1.8)

19 (34.5)
10 (18.2)
3 (5.5)

How long do you need the program to be?
(≤2 hours)*

50 (92.6)

What class size would be helpful? (small group of 
20 or less)*

48 (90.6)

Preferred topics 
Methods to prevent and report sexual violence*
Creating a safe home environment*
Methods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Methods to prevent kidnapping*
Methods to prevent and report child abuse*
Methods to prevent suffocation and foreign 

body aspiration*
Swallowing and poisoning from a harmful 

substance*
Burn prevention*
Drowning prevention*
Fall prevention*

53 (98.1)
54 (96.4)
52 (96.3)
52 (96.3)
52 (96.3)
49 (90.7)

48 (90.6)

48 (90.6)
48 (88.9)
47 (88.7)

*Missing data were excluded in the data analysis. 

지만 아동 양육의 질은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가진 배우자의 비율이 97.4%로 결혼 이주민 

여성을 상으로 한 다른 연구[20]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

측치를 제외한 값이며, 결측치는 전체 여성의 약 37%로 이 가운데 

배우자의 직업이 없어 응답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 결과로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안전사고 발생 간

의 관계에 있어 방향과 크기를 추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의 안전사고 예방행동 점수는 총 44

점 만점에 평균 27.33±17.79점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전국 16개 

도시 어린이집 120곳에 부모 안전교육을 듣기 위해 모인 어머니 

2,286명을 상으로 한 국내 연구[14]에서의 평균 11.13±4.51점보

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본 연구의 결혼 이주민 여성은 국내 연구

[14]에서의 어머니보다 연령도 어리고, 교육 수준도 낮았으며, 평

균 자녀수도 더 적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세 배 이

상(51.7% vs 15.9%) 높았다. 이러한 어린이 안전사고 교육은 안전

사고 예방행동 점수를 상당히 향상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어머니의 교육 기간(t=2.41, p=.021)과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t=5.97, p<.001)뿐이었다. 어머니의 교육 

기간이 자녀의 안전사고 발생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은 여러 문

헌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10]. 다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 

기간은 반드시 한국 내 교육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국 내 

교육 기간이 길수록 자녀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낮아짐을 유

추하게 된다. 이는 캐나다 이민자를 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19]

와도 일치한다. 영유아 부모는 평소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느

끼지 못하다가 사소하더라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사고

의 원인과 위험성에 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

에 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21]. 이는 안전사고의 경험 자체가 위

험에 한 민감성과 상황의 심각성에 한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안전사고 예방에 한 인식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여 진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수와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경험 유무에 평균비교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두 변수와

의 관계에 관련 있는 교란변수를 고려한 다변량 분석 방법을 통해 

인과성 파악을 위한 보다 정교한 분석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 예방행동 중 이행이 가장 낮은 문항은 ‘욕실이나 바닥

이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스티커 등으로 처리해 둔다.’였는

데, 이는 국내 한국인 어머니를 상으로 한 연구[14]와 유사한 결

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자녀의 안전사고 유형 가운데 낙상이 가

장 흔한 유형이었음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한 가장 필요한 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에는 실제 사고의 현황과 이에 한 효과

적이고 능동적인 처 방법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교육요구는 매우 높았다. 전체 연구 상자의 95,0%가 교

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과거에 교육을 받은 경험은 29.0%

만이 만족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결혼 이주민 여성은 이주한 

국가의 언어와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모르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정보 부족을 일상적으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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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ssociation among Characteristics of Women, Injury Experience and Injury Prevention Behaviors (N=60)

Variables Categorie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r (p) x2 or t (p)

Continuous 
variables

1. Age of women .35
(.007)

-.11
(.418)

.45
(.003)

.01
(.576)

0.19
(.848)

0.29
(.775)

1.17
(.249)

1.66
(.105)

0.46
(.649)

1.77
(.085)

1.13
(.265)

0.67
(.504)

2. Duration of residence in 
Korea 

- .21
(.114)

.62
(＜.001)

.15
(.342)

0.05
(.964)

1.37
(.175)

4.19
(＜.001)

0.85
(.402)

2.26
(.028)

3.32
(.002)

1.25
(.220)

0.07
(.942)

3. Injury prevention 
behaviors 

- .08
(.641)

.14
(.361)

2.41
(.021)

0.43
(.668)

1.63
(.110)

0.04
(.971)

0.58
(.562)

0.10
(.925)

5.97
(＜.001)

1.89
(.067)

4. Youngest child age - -.17
(.288)

1.39
(.173)

1.51
(.139)

1.16
(.256)

0.15
(.880)

1.61
(.116)

4.16
(＜.001)

1.19
(.243)

0.50
(.620)

5. Number of children - 2.29
(.028)

0.72
(.476)

1.66
(.107)

1.08
(.291)

1.66
(.105)

0.91
(.368)

2.10
(.044)

0.41
(.684)

Binary 
variables

6. Duration of formal 
education (＞high school) 

- 0.03
(.854)

3.13
(.077)

2.88
(.090)

0.48
(.488)

0.51
(.474)

0.58
(.446)

0.04
(.906)

7. Had education on child 
injury prevention 

- 0.69
(.406)

0.87
(.352)

0.03
(.869)

1.25
(.263)

 0.04
(.837)

0.02
(.902)

8. Occupation (yes) - - 0.98
(.321)

1.79
(.181)

0.69
(.407)

0.01
(.919)

9. Spouse's occupational 
status (yes) 

- 1.37
(.241)

0.04
(.838)

0.35
(.557)

1.66
(.197)

10. Family income
(2,200,000 won/month) 

- 1.48
(.225)

0.00
(.960)

0.03
(.870)

11. Having preschool 
children 

- 0.39
(.533)

1.33
(.249)

12. Having an experience of 
child injury 

- 0.98
(.322)

13. Male gender of young 
child 

-

Statistical values of association include r for correlation between continuous variables, t for mean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x2 for two binary 
variables. 

한다[3].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지역다문화센터가 중심

이 되어 있지만 건강정보에 한 체계적인 안내는 어려운 상황이

다[22]. 국내 연구에서도 결혼 이주민 여성의 어린이 자녀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한 요구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17,22].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의 교육요구는 결혼 이주민 여성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 

부모를 상으로 한 교육요구도 조사[4]에서도 96.5%로 부분이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지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 기간이 길거나, 자녀의 어

린이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 안전사고 예방행동 실천 점수

가 높았다. 같은 맥락으로 Towner와 Ward [23]는 어린이 안전사

고의 예방에서 중요한 요인 중 교육의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단

순한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활동 

중심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일련의 

연구의 결과[24-26]처럼 일반적인 강의식, 집단식의 단순한 안전

교육 지식의 전달보다는 안전사고의 간접 경험의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지식과 예방행동을 높인다면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

으로 기 된다. 부모를 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가장 기본적이면

서도 직접적인 예방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27]. 아동과 부모

의 특성에 맞춘 안전교육은 부모로 하여금 환경 내 위험요인을 효

과적으로 제거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28], 안전사고 발생 시

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을 가능하게 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29,30].

본 연구는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의 제한점을 가진다. 제주

도 내 두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을 

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타 

국가 출신의 결혼 이주민 여성에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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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도

구로써 충분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 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도에 근거한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 경험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

요구의 경우 체크리스트의 성격을 갖는 도구이므로 통상적으로 사

용되는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도 평가가 어려웠다. 그러므

로 앞으로 다양한 연구 상자를 상으로 보다 다면적 평가를 통

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연구

에서는 검사-재검사 등의 방법을 통한 신뢰도 평가가 필요하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이변수 상관관계나 그룹 간 평균의 차이를 검정

함으로써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추후에는 연구 상자 

수를 더욱 넓게 확보하여 다변량 분석 방법을 통한 변수 간 관계 증

명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제주도 거주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의 어린이 자녀 

안전사고의 실태, 안전사고 예방행동 및 교육요구를 확인하기 위

해 시행되었다. 베트남 결혼 이주민 여성은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

고를 다수 경험하였고, 안전사고 예방행동 실천 정도는 우수하였

으며, 관련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결혼 이주민 여성 자녀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

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결혼 이주민 

여성의 가정 내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다문화 가정 내 아동의 

생애주기별 안전과 관련된 특별한 요구도가 있는지 평가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립된 평가 도구

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결혼 이주민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맞

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들의 어린이 안전사고에 한 지

식과 예방행동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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