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 매거진

Summer ● 2008 ● Vol.02
KOR
●

ENG

Rain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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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번호 없이 아래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안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ou can receive help and counseling concerning necessary services
via the telephone numbers below (area codes do not need to be 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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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3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국대표번호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
Suppo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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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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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 Women Emergency
Suppo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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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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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
Public Health/Welfare Cal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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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상담
Legal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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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00

국민건강보험 상담
National Health Insurance
Counseling Phone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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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급·구조 신고
Fire/Health & 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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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학교폭력
School Violence
and Women in Prostitution

●

1644-7373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PPFK) ‘AGASARANG’
www.aga-lo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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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Report

보건복지가족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리기관

레인보우 브리지 Rainbow Bridge

이해, 그 아름다운 시작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경희대학교 관광대학 양식 조리실에서 맛있는 냄새가 넘

Understanding each other as a beautiful first step

해 진행 중인 ‘요리나라~ 푸드학교’에 경희유치원 학부모들과 결혼이민여성 스무

실댑니다.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C O N T E N T S

명이 모였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라 그런지 서로의 앞치마를 매주는 손길엔 더없이 도타운 정이 움트고,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요리는 맛을 더해
갑니다. 오늘 함께 만들 요리는 러시아 감자만두와 일본식 초덮밥! 둘 셋 짝을 이뤄 재료들을 볶아내고, 맛을 봐주기도 하는 모습이 정다운 우리
네 명절과 꼭 닮았습니다. 아름다운 어울림으로 빚어낸 요리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

It is June, the beginning of summer. A Kitchen for

western food is full of delicious smells in the College of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Cooking Land, Food
School’ is going on, one of the event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a multi-cultural family held by the Dongdaemun-gu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Support Center. There are twenty people taking part in this event. Some participants are parents of students at
Kyung Hee Kindergarten; others are married immigrant women. It is their third meeting. There is no awkward atmosphere among the
participants. Instead, they are helping each other to put on aprons in a very friendly atmosphere. The dishes they are supposed to make
together today are Russian potato dumplings and Japanese vinegar rice. The participants are busy making today’s dishes in groups. The
kitchen is alive with chatter and laughter. Can you imagine the taste of the food made in this beautiful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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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울려 행복을 빚어내는 다문화가족은 일곱 개의 빛깔

이 모여 이루는 아름다운 무지개와 닮아있습니다. Rainbow+는 다문화가족을 의
미하는 Rainbow에 희망과 사랑을 더하고(+),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
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Multicultural families are like a rainbow boasting a harmonious

beauty of seven colors, since multicultural families create a
harmonious happy family life based on a variety of cultures.
Rainbow + delivers you the useful inform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As for the title, Rainbow+ signifies multicultural families
and (+) means the effort to add hope and love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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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 것도 챙겨주며 즐거운 모습입니다.
“페라 언니 너무 예쁘죠? 한국에 와서 만났어요. 언니네 식구와
우리 식구 다 같이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정말 한 가족처럼 지
내요” 친자매 같이 챙기는 언니가 있어 외로울 수 있는 한국 생활
이 더욱 즐겁다고 말하는 라노 씨. 현재 그녀는 우즈베키스탄 통
역사로 일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고, 페라 씨는 남편을 닮은 예쁜
아기를 돌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의 특별한
외출이 한국에서 우정을 키워가는 이들에게 무지개 빛 예쁜 추억
으로 남기를 기대해 봅니다.

The best beauties ever from
Uzbekistan, Rano and Fera, pleasantly
decided to act as models on the cover
page. During the photo session, they
looked just like sisters caring for each
other. In fact, they have built up their
warm friendship while living next door.
We hope they keep this special moment
as a good memory in Korea where they
built up their friendship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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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동화 Storybook to read together

수민이는
엄마를
정말 정말 사랑해
Sumin loves Mom so much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수민이가 갑자기 교실로 뛰어 들어 갑니다. 어안이

엄마의 이름은 에밀리에,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수민이는 엄마가 다른 사람보다 검은

벙벙해진 친구들은 그저 황급히 뛰어가는 수민이의 뒷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수민이

피부를 가진 것이 부끄럽습니다. 어제 중학교에 입학하고 작성해야 하는 가정환경조

가 교실로 숨은 건, 교문 안으로 들어오는 엄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서를 보며 수민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왜 학교에 찾아 온 거야.’

논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신 아빠가 이유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수민이는 마음속으로 엄마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한 동생 장수가 “누나” “누나”하고 불러도 대꾸도 하기 싫었습니다. 엄

All of a sudden Sumin ran into her classroom from the playground where she was
playing with her classmates. Sumin’s friends in the playground stared at her,
puzzled over why she had run off. Sumin had hid herself because she saw her
mother coming into the school gate.
‘Why is she visiting my school? I begged her not to come so many times…’
She felt bitter and grumbled against her Mom from deep inside her heart.

마 이름을 에밀리에라고 쓰면 친구들이 놀릴까 걱정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오
늘은 아예 엄마가 직접 학교에 오다니 수민이는 화가 다 났습니다.
Her mother’s name is Emilie. She is from the Philippines. Sumin feels shame
because her mother has darker skin than other people. She shed tears over the
family background survey paper that she had to fill out after entering middle
school yesterday.
She did not answer her father who curiously asked her why after returning from
farming. She also did not feel like answering her little brother, who had just recently
began talking, saying ‘Noona, Noona – sister, my sister’. She was afraid that her
friends would make fun of her if she wrote her mother’s name, ‘Emilie’. And now her
mother had even come to school today. Sumin couldn’t help being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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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
과 엄마가 함께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수민이의 귓가에
선생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기 이경주 선생님이 영어 특활반을 맡아 주실 거예요.”
수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엄마는 한국이름으로 개명을 신청해 놓
은 상태였던 거였지요. 수민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은 엄마가 좋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날 저녁 수민이는 엄마에게 고
백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한 번도 엄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에밀리에일 때도, 지금도 엄마를 사랑해요.”
Her classmates are waiting for their teacher to come in after the bell ring. And
look, isn’t she coming with Sumin’s mother? Sumin is sitting with her head hung
low, but she can hear what the teacher is saying to everybody in the classroom.
“This is the teacher, Kyung-Joo Lee. She will be in charge of English class from
now on.”
Sumin is surprised! In fact, her mother had asked to have her Korean name
registered. Tears start to stream from Sumin’s face again. She is ashamed of
herself for being too conscious of what others think about her despite that she
actually loves her mother. That evening, Sumin made a confession to her mother.
“Mom, there is not a single moment that I do not love you, when you were Emile
and even now. I still love you.”

글 임병희 ‘아리쓰리얍 한자 세계를 정복하라’, ‘황금 조기의 꿈’ 저자 | 일러스트 김아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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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

I will live a day with love.
I will nurture our love carefully.
Being grateful everyday that you are there for me.

LOVE +

찰칵! 우리집 이동사진관 Click! My home studio

글 김준성 | 사진 이영균

늘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바빴던 남편 심진철 씨, 살림과 농사 일로 분주했던 아내 다우티탄 마이 씨,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네 살배기 딸 보윤이와 갓난배기 보영이. 화창하고 청명한 날에 떠난
보윤이네 첫 주말 나들이. 그 행복한 여정을 찰칵! 우리집 이동사진관이 담았다.
Jin-Chul Shim has been busy working for his family. His wife, Dautitanmai, has been busy managing the household and farming.
They have a four-year-old daughter, Boyoon, who is full of curiosity toward the world as well as a new born baby, Boyoung. The
four of them went on a weekend picnic together. We took the photos of their happy journey.

The weather is good today
at Boyoon’s happy home

뽀송뽀송 뭉게구름, 첫 딸 보윤이
Fleecy clouds, the eldest daughter Boyoon

“나~삐~ 나~삐~” 꽃밭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며 소리치는 보윤이의 모습에
심진철 씨 부부의 얼굴 한가득 웃음꽃이 피어난다. 낯선 한국 땅에 와서 힘들어 했던
다우티탄마이 씨. 그리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 졸였던 남편에게 딸 보윤이
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다. “그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이 너무 추웠고, 음식도
못 먹었어요. 또 임신 때문에 힘들었지만 보윤이를 갖게 돼서 행복했어요.” 4년 전을
회상하는 그녀의 얼굴엔 오색빛깔 무지개가 출렁인다.
지난 2004년 12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다우티탄 마이 씨.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기후 때문에 무척 고생했다. 매서운 추위 때문에 집 밖으로 쉬이 나가지 못했
고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양배추, 숙주나물 등의 간단한 채소류밖에 먹지 못했
다. 더욱이 남편과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이나 답답했다.
“처음 한국에 와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지금은 한국말 다 알아들어서 좋아요” 환한 미소를 띠며 이야기하는 그녀의 표정엔
당당한 자신감이 가득하다.
Mr. and Mrs. Shim had big smiles over their faces when Boyoon moved around the
flower garden saying “Bu..tterflies.. Bu..tterflies…”. Boyoon was a blessing for
them after Dautitanmai had a hard time in Korea as a stranger. Mr. Shim also had a
hard time while his wife was suffering. “It was a really hard time for me. Korea was
too cold and the Korean food did not agree with me. On top of that, I was pregnant,
but having Boyoon was such a great joy” she said, recalling her hard time four
years ago. She arrive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in December of 2004. She had a
tough time because of the very different Korean environment compared to her
hometown in Vietnam. She could not go out because the weather was too cold for
her and she could only eat some basic vegetables such as cabbages or bean
sprouts because the Korean food was unfamiliar to her. Moreover, she felt
uncomfortable because she could not communicate with her husband properly. “I
suffered a lot at first because I could not communicate with people here, but I
studied hard. It is much better now because I can communicate in Korean”, she
said confidently with a big smile.

010

* [Rainbow + ] Summer 2008

011

The six-month-old baby Boyoung is rather more decent than Boyoon, who is busy
looking at flowers and the people around her. Boyoung is so cute - like an angel
nestled in her parents’ arms looking each other in the eye. She is never fretful.
Mother and father are grateful to see Boyoung grow up nicely without making any
trouble. Dautitanmai turned to Boyoon while holding Boyoung and said something
dear to her.
“I am sorry because I couldn’t take care of you better. Mommy and Daddy have
been so busy…but I always thank you for being healthy and well. I hope you take
good care of Boyoung in the future as well”. Boyoon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mom,” although she could not completely understand her mother’s feeling.
Boyoon’s family had a good time together feeding the ice cream to each other.
Boyoon is such a mischievous girl - falling down and hitting herself somewhere but she is undoubtedly the apple of her parents’ eye. Jin-Chul Shim feels grateful
for his wife, who takes care of the two little girls all day.
“I always feel sorry for my children because I am so busy and do not spend much
time with them. I feel grateful for my wife who is always bright and positive. I know
that she must have had a hard time after she got married to me.” Mr. Shim
is such an introverted person that he does not really show his gratitude
atitude
or love frequently. It is his wife’s desire that he expresses his feeling
eling

청량한 산들바람, 둘째 딸 보영이

more to the family. However, she is grateful to see her husband get

Fresh breeze, the second daughter Boyoung

better in his expression day by day. She feels happy to have more
e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꽃구경, 사람구경에 정신 없는 언니 보윤이에 비해 태어난 지 6

time in communicating with her family as her Korean continuess

개월 된 동생 보영이가 되려 의젓하다. 별달리 보채는 일없이 조용히 엄마 품에 안겨

to improve and it pleases her to see her husband become a

있는 보영이. 엄마와 한 번, 아빠와 한 번 눈길을 맞추며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천사

family-centered person as their children continue to grow.

처럼 예쁘다. 보영이를 안고 있던 다우티탄 마이 씨가 보윤이를 돌아보며 이내 애틋

Today is a bright, sunny Sunday without tedious rain. Boyoon’s

한 감정을 드러낸다.

family tries to capture this beautiful and happy moment with a
camera. They finally took a nice picture to decorate their room,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 혼자서 건강하게 잘 자

cuddling Boyoon, who wants to keep moving around.

라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동생 잘 돌봐주고 무럭무럭 잘 자라주렴~” 아직 엄마의 깊
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보윤이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한다.
아이스크림도 서로 먹여 주고 다정한 한때를 보내는 보윤이네 가족. 이리저리 뛰
어 다니다 부딪치고 넘어지는 천방지축 딸이지만 그들 부부에겐 바라보는 것만
으로도 즐겁기만 한 존재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심진철 씨는 보윤이
와 보영이를 돌보는 아내가 대견하고 고마울 뿐이다.
“평소에 많이 바빠 애들을 같이 못 돌봐 준 게 미안하네요. 아내가 멀리 시집와 힘들
었을텐데 내색 한 번 안하고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무뚝뚝한 성격이라 아내 앞에

베트남으로 띄우는 사랑의 편지 Letter in love to Vietnam

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 한 번 제대로 못해본 그. 아내는 그 점이 가끔 서
꾸만 생긴다. 그래도 하루하루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감사하다고. 한국어

장인·장모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실력이 늘어갈수록 대화 시간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더욱 가정적

I miss you much, mother-in law and father-in-law

운하다. 조금만 더 다정했으면, 더 표현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욕심이 자

이 되어가는 남편의 모습에 그녀는 달콤한 행복을 느낀다.
오늘은 지루한 장마가 쉬어가는 화창한 일요일. 보윤이네 가족은 행복하고 아
름다운 추억을 카메라 속에 담는다.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려는 보윤이를 어
르고 달래서 방 안을 장식할 예쁜 사진 한 장을 찍는다. “자, 여기 보고 활짝 웃으

concerned after sending your daughter far away. Don’t worry
now, because we are having a happy life together. I believe that
our life will get better after a while because we work hard
together. I know you would like to meet your two grandchildren,
Boyoon and Boyoung, but give me some more time. I will try to

I could not even have a chance to visit you since our life in Korea

let you meet them this coming winter. Please always stay

is just so busy. I want to express my heart through this letter. I

healthy. I miss you a lot. I also miss my sister-in-law and

can never thank you enough to let your daughter be with me,

brother-in-law much. I wish the best for everybody.

though I am much older than she is. I guess that you were very

Sincerely Yours, Jin-Chul Shim Son-in-law from Korea

세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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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살고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돕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한국 생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The ‘Act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Korea’ designed to help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goes into effect on
September 22, 2008. The policies and projects based on this act are established in an effort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응원

LOVE +

SPECIAL
THEME
01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다문화가족을 응원합니다

셋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요!
We Provide Education for Equal Family Relationship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agencies provide family counseling, training in parental
skills, and other professional services to assist with cultural differences in an effort to ensure that

다문화가족지원법
The Act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Korea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live in a fair and equitable family relationship based on gender

The ‘Act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Korea’ Helps Multicultural Families.

equality.

응원

넷
응원

하나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

We Let People Understand More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소 및 보호시설을 더 많이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끝내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
진술 및 사실확인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If a foreign spouse seeks to end a marital relationship to a Korean due to domestic violence, the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agencies provide education and hold campaigns to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agencies will provide interpretation services, legal counseling,

encourage cultural diversity in order to prevent so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and administrative support in the process of making a statement and verifying facts.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lead Koreans to accept and respect cultural diversity.

둘

We Protect and Suppor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여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

응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요!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요!
We Provide Information and Education for Living in Korea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agencies provide married immigrants with th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living in Korea, job training courses and education for social adaptation.

응원

다섯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도와드려요!
We Help mom's health car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
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필요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agencies will provide necessary services such as education
on prenatal health and nutrition, home car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medical check-ups,
including interpretation for all services in order to ensure safe childbirth and the good health of
newbo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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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기술교육이 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결혼이민자들에게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심어주고,
가족교육을 통해 농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gricultural education that serves to support the rural life of married immigrants was started in June, 2008. This project for married
immigrants who live in rural areas in Korea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promote farm households through family education.
응원

여섯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을 지원해요!
We Help Children Educ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
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
지
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다
문화가족의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학과 외 또는 방
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agencies will instigate educational measures to help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rapidly adapt to school life while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the relevant cities and provinces will provide support for extra classes or after-school education
programs.

응원

일곱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요!
We Provide Multilingual Service for Immigrants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바탕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
습니다.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agencies will provide services in various languages so that
the foreign spouses of Koreans can easily access those services without language barriers.

응원

여덟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해요!
Join the Transnational Marriage and Family-Support Center!

전국 8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다
문화가족의 행복한 한국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The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Support Center has 80 branch centers around the nation
that provide a variety of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professional staff and facilities are
available to promote happiness in the live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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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술교육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세요
Agricultural Education
represents the Seeds of Hope

SPECIAL
THEME
02

영농기술교육사업
Agricultural Educ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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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Who is eligible?

●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결혼이민자를 선발하고, 자활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를 선발합니다.

어떻게 배우나요?

How to Learn?

● 집합 교육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아산 우리가족상담소 교육장 및 농업과학대학 등에서 실시
● 소그룹 교육 : 자조모임 및 멘토링을 통한 소그룹 교육을 통해 비교 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과 상호교류를 희망하는 일반농가 가족도 환영합니다.
● The applicants are required to speak Korean and must demonstrate

the will power for self-support.
● Any members from farm households who want personal interactions

are welcome in addition to the multicultural families.

● 체험 학습 : 농기계안전 교육 및 선진농업과 친환경 농업 등을 체험하여 학습 효과를 높임
● 가족 교육 :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농촌에서 자리매김하는 계기 마련
● 개별 교육 : 각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 별 영농교육 계획에 대한 실천내용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Off-line Class Education at the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 Support, Asan Family

Guidance Center, or College of Agricultural Science
● Small-group Education through supports gatherings or mentoring groups
● Experiential Education through safety education for farming machinery,

무엇을 배우나요?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methods

What to learn?

공통기본교육 21시간, 자조모임 및 멘토링 교육 66시간 이상, 가족교육 15시간 등 총 102시간 이상 진행됩니다.

● Family Education for spouses as well as married immigrants to help multicultural families

● 공통사업 : 다문화가족과 농업정책, 한국의 농사문화, 농업인과 건강, 영농정보화 교육, 농산물 가공,

to settle down in a rural area

식량작물 재배 및 농기계 안전교육, 농촌가정의 미래설계를 위한 가족교육 워크숍, 지역사회 활동 및

● Door-to-door Education for inspection of each farm family’s agricultural projects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농촌지역 자조집단 운영 및 멘토링 실시
● 특화사업 :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 발효음식 개발 및 마케팅 실습, 온라인 장터 개설, 친환경농산물재배 및
판매, 천연염료 우리 옷 만들기, 원예작물재배와 화훼기술교육, 압화기술교육 및 마케팅교육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

The Agricultural Education is a 102-hour education project that consists of 21 hours of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이 궁금해요!
Expected results and their application through agricultural education

integrated basic education, 66 hours of support gatherings and group mentoring, and 15 hours

다문화가족의 농촌 정착 및 자조집단 공동체 자활 실현

of family education.

Ensuring the stable settl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support for support gatherings

● Integrated Project: Family education workshop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gricultural

policy, Korean farm culture, farmers’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for

⇡

agriculture, farm product processing, safety education for farming machinery, and future

자조집단 공동체 육성을 통한 농촌형 다문화가족 정책 개발•지원

planning for farm families along with community activities support gatherings for a network

Develop and support the policy on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areas by
promoting communities that can hold support gatherings

in rural areas in addition to mentoring groups.
● Specialized Project: Various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related to garden products,

floriculture, natural soap making, barbola art deco,
and natural dyed clothing

⇡

⇡

⇡

결혼이민자•배우자
Married immigrants and their spouses

농가
Farm Family

지역사회•정부
Communities and Government

농촌형 가족 생활설계 / 농업에 대한 이해

농업교육 참여 / 농업을 통한 미래설계 및 역할

통합적 정책 마련 / 지원체계 구축

농업지식•기술 습득 / 농업경영•마케팅 설계

분담 /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

정책 실현을 위한 세부대책 마련

•Participating in agricultural education

다문화 인식개선 / 다면적 네트워크 구축

•An agricultural family plan in rural areas
•An understanding of agriculture
•The attainment of agricultural knowledge

and techniques
•An agricultural management and

marketing plan

•Planning the future with agriculture

•Preparing an integrated policy

and assigning relevant roles within a
family
•Joining the network of the community

•Building a support system
•Preparing the measures in detail for

success of the policy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ism
•Constructing a multilateral network

영 농 기 술 교 육 관 련 문 의 처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Support Cente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대표번호 Phone XXXXXXXX | 홈페이지 Website http://tmfc.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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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준성 | 사진 이영균

남편과 함께할수록
부부사랑이 더 커져요
LOVE +

SPECIAL
THEME
03

배우자교육 현장스케치
Field Report from
the married couple
training class

The more we share,
the deeper our love becomes

따로 또 같이, 맞춤식 교육
Tailor-made training

발 마사지 교육에 이어 남편은 ‘좋은 남편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아내는 가족을 위
한 ‘천연비누 만들기’를 배워 봅니다. 아내 존중하는 법, 싸울 때 화해하는 방법 등 주옥 같은 부부
사랑법을 배우는 남편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이에 질세라 아내들도 정성을 다해 천연비누
를 만듭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아토피에도 좋은 천연비누라는 말에 더욱 신이 난 모
습입니다
After the foot-massage session, the husbands were separated to listen to a lecture called ‘To
be a Good Father and Husband’ and the wives began to learn how to make ‘natural soap’.

A man and a woman from different backgrounds became a married couple. Their

While the husbands were concentrating on listening to more of the lecture about how to

culture and mother tongues are different. Even those couples speaking the same

respect their wives and how to reconcile with the families, and so on, the wives tried hard to

language in the same culture face conflicts easily and sometimes become upset. We

make good natural soap. The wives get even more excited because it is easy make soap at

can imagine the difficulties these couples are having. They will probably require

home, and these types of soap are quite effective on atopic skin allergic problems.

additional effort and love to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We visited a class where
coupl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trained to nurture their love and to integrate
their families around them.
It is a lifelong journey for a married couple to be with each other. Nothing can be a barrier
in front of their sincere love towards each other, even though they have grown up in
different cultures. We believe that their love has grown stronger through this family
integration training, where they learn to understand each other.

거친 발, 애정 가득한 손길에 맡기세요
Please put your foot onto a loving hand

“히히 간지러~워요”, “아~ 아파요” 간지럽다고 웃다가 금세 아프다고 찡그리기도 하고…
한 번은 아내가, 또 한 번은 남편이 다정하게 서로의 발을 쓰다듬으며 애정지수를 높여갑
니다. 바로 인천시 남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
화합교육 현장. 서로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온 아내와 남편의 발이 오늘따라 더욱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Ha-ha, it tickles!!” “Oops, it hurts!” They laughed and frowned for a second. The
wives and the husbands are building up their love by touching and stroking each
other’s feet. This is the classroom where family integration train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is taking place. It is arranged by the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Support center in Incheon city. It looks even more lovely to see their feet,
which have walked a long way to meet each other.

다문화가정, 배우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화합교육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남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교육입니다. 결혼이민자는 낯선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반면,
그 가족들은 배우려는 노력이 부족해요. 모두들 결혼이민자인 며느리나 아내만 한국문화에 맞춰주길
원합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인데 말이죠. 가족화합교육에서는 부
부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배우자가 알아야 할 부부생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앞으
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심도 깊은 내용으로 다문화가정의 화합에 도움 줄 수 있는 교육 행사
로 만들겠습니다.
인천시 남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 동 희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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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무지개 부부들의 교육 참가기
기

Interview of rainbow couples after joining the training sessions

일요일 한낮의 달콤한 낮잠도 마다하고 좋은 아빠,

A husband attended this training on a long rainy day to become a caring

자상한 남편이 되기 위해 장맛비 뚫고 달려온 남편.

husband and father, even rejecting his Sunday afternoon nap.

많이 배우고 익혀서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참석한 아내.

The wife struggled to add more value to her family by learning more.

알콩달콩 행복을 쌓아가는 무지개 부부들의

Let’s listen to their stories of happiness that was built up beautifully.

가족화합교육 참가기를 들어봅니다.

주변의 다문화가족에게도 알릴래요

큰 사랑 만들어 가겠습니다
We will try to share our love more.

I want to let other multicultural families around
me know about this program.

결혼한 지 이제 3개월이 넘어갑니다. 아내가 인천시 남구 결혼이

오늘 처음으로 참석해 봤는데 재미있네요.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민자가족지원센터로 한글을 배우러 다니다가 가족화합교실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다른 다문화가정에도 널리 알려야겠어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문화가정

다음 번엔 더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아

을 만나면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내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껏 못해준 것 다

친한 분들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아내가 한국에서 적응하는

더해서 말이죠.

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서로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

권기동(결혼 5년차, 아내 조베린탕이드)

어 갈게요. 사랑해~여보~
아내 원티응욱빅, 남편 민복기(결혼 4개월차)

다음에도 꼭 참석하고 싶어요
I want to attend this class next time, too.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소식지를 통해서 가족화합교실이
교실이 있
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결혼이민자 카페에도
지속적으로 안내 글이 올라와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처음이라
좀 낯설긴 했지만, 뜻 깊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송정수(결혼 7개월차, 아내 사렌소파니)
렌소파니)

천연비누 예쁘게 잘 만들었죠?

여보야~ 오늘 배운 발 마사지 집에서도 해 줄게
게

Isn’t this some beautiful soap that I made?

Honey ~ I will do this foot massage, which I learned today,

부부교실이나 무지개 운동회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에 많이

for you at home.

참석했어요. 남편도 좋아하고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요. 오늘 배

몽골에서 온 사랑스런 아내를 위해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재미있고
고

운 대로 집에 가서 아이들을 위한 천연비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유익했던 강의였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칭바트바트침맥(결혼 3년차, 남편 최연규)

지난 2년간 아옹다옹 정을 쌓으며, 항상 곁에 있어준 우리 예쁜 아내를
를
위해 오늘 배웠던 마사지를 집에서도 해주고 싶네요.
신성관(결혼 2년차, 아내 알탄소브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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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이어리 On the spot report

글 김준성 | 사진 이영균

알록달록 한국문화에 물들어 갑니다
We are learning about the colorful Korean culture

어디선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 옵니다. 어딘가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아가보니 옛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소리네요. 빠꼼히 고개를 들이밀고 안
을 살펴보니 후끈한 열기가 가득합니다. 염색물 끓는 뜨거운 열기와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그 곳, 예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천연염
색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입니다. Somewhere there sounds a big hilarious laugh. After a bit of searching, it turns out to be from the

old elementary school. When we sneak into the classroom, we find it is full of passion. There is boiling water for dyeing, and
passion for learning. This is a traditional natural dyeing class to train professionals.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 교실

Class for fun and new experience

“조물조물 주물러 주세요. 앞뒤로 잘 뒤집어 주면서

“Please finger them nicely. Turn the front to back

요.” 낭랑한 목소리로 강의하는 신영식 간사님의 지시에 따라

from time to time. Thirteen people’s fingers moved at a

13명의 손길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regular tempo as if they had practiced it many times,

아닌 듯 모두들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of Mr. Shin who was giving a

오늘로 네 번째 시간을 맞은 이 과정은 천연염색뿐만 아니라

lecture with his soft voice. This is the fourth class since its

다리미질과 규방공예까지 배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

opening, providing a multiple program in such skills as

─

로 짜여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ironing and art crafts as well as in natural dyeing of textiles.

From the traditional cultural

있는 기회와 더불어 다리미질, 바느질 등의 생활 기술들도 배

“Teacher! How long do I need to touch them more?”

울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Nomarine asked the teacher raising up her sweaty face. The

“서~언~생~님~ 얼마나 더 주물러야 해요?” 20여 분 동안 염

three-year-old daughter sitting next to Nomarine cracked a

색물을 들이고 있던 노마린 씨가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얼굴

big innocent smile staring at her mother. “Do it this way for

을 들고 질문합니다. 그 곁에 세 살배기 딸, 지혜는 천진난만한

five more minutes. Then we will treat this with mordant so

표정으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며 해맑은 웃음을 띱니다. “5분

the color does not go away.”

만 더 주무르세요. 그 다음에 색이 빠지지 않게 해주는 매염제

The process of natural textile dyeing starts by washing the

에 천을 담그겠습니다.”

dirty cloth. After that, the cloth is soaked two to three times

천연염색 과정은 먼저 풀이나 먼지가 묻어 있는 천을 깨끗이

for 20 minutes in water boiled for one hour with the

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염료의 재료가 되는 흙, 양파,

ingredients of dyeing such as soil, onions, oak app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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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를 배워가는
천연염색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장

academy to educate foreigners
in the natural way
of traditional dy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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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교육장이 세찬 선풍기 바람으로 조금은

relieved whenever she sees the wives of the multicultural

시원해질 무렵 오늘의 수업이 마무리되기 시작합니다. 얼룩지

families accepting Korean culture day by day. “There are 100

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무르고 있던 천을 꺼내 매염제에 10여
분 동안 담그고, 물기를 짠 후 실내 그늘에서 말리기 시작합니
다. 각자 자신의 손으로 염색한 천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흐뭇

multicultural wives in Yaecheon-gun. They are central people
in the family as mothers, wives and daughters-in-law. The
multicultural families will be stable and happy only when
these people are naturally settled down in the Korean

한 미소를 머금습니다.

culture. Today’s class is going to finish when the weather

새하얀 천이 다양한 염료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염색되어

gets cooler, and right now the classroom is full of passion for

가듯,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문화에 물들어

learning. The students start taking their cloth carefully out

가는 결혼이민여성들. 예천군의 때 묻지 않은 자연 풍광과 화

from the dyeing water and set it in the shade to dry after

목한 가정생활 등이 염료가 되어 모두들
예쁘고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 가는
거겠지요?

squeezing it. They are all smiling happily, looking at their
colorful hand-made cloth.
As a white cloth gets dyed in all different colors, the multiculturally married ladies get dyed in the Korean color of
culture in their own ways. The beautiful nature of Yaecheongun and the happy family life will be the dyeing ingredients to
make the ladies beautiful and happy.

오배자 또는 소목 등을 1시간여 동안 끓인 물에 2~3회에 걸쳐

joiner. The process ends when they put the cloth in mordant

20여 분씩 천을 담급니다. 이후 색 빠짐을 보호하는 매염제에

to protect the color and then dry it in the shade.

천을 담그고 그늘에 말리면 모든 과정은 끝이 납니다.
Five colors of foreign daughter-in-law,
becoming a color of Korea

오색 빛깔 외국인 며느리, 한국색에 물들다

수업 시간 내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로 나누는

They never ceased to chat in Vietnamese, Tagalog, and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타지에서 만난 고향친구들과의 시

Japanese during the class. It is always enjoyable to have a

간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둥글게 모여 천을 씻고 담그고 주무

chat with friends from one’s hometown in a foreign country.

르는 동안 틈틈이 웃음꽃을 피우며 정을 쌓아갑니다. 이제 막

They build up friendships step by step while laughing and

시집 온 새색시부터 이제는 한국 사람이 다 된 10년 차 주부까

sharing as they wash and touch the cloth for dyeing. Among

지. 때론 자국어로 때론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이들의 모습

them, there are ladies who just got married and those who

속에서 하얀색 무명천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가듯 한국문화

have been married for more than ten years. The experience

에 물들고 한국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range is large, but we could glimpse through their chatting in

Maria Jucy Poprashun from the Philippines and

new to the Korean culture, also joined this class.

foreign languages or in Korean that they all are slowly

Towantahom from Vietnam joined the natural dyeing

Things are not familiar to Towantahom, but she tries

class for the first time. It has been nine years since

hard to adjust herself to the Korean environment by

Poprashun came to Korea. “I enjoy this dyeing class,

using tutoring services. “I’d like to learn and

so I want to keep learning this. I would like to make

practice hard to send my arts and crafts to my

some gifts for my husband and mother-in-law when

mom,” said Towantahom, in tears. However, the

I learn enough dyeing and sewing.” said Poprashun

new born baby in four months will be the best

with a big smile. Pregnant Towantahom, who is quite

present ever for her mother.

다문화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예천센터의 김미라 선생님은
조금씩 한국문화에 동화되어가는 결혼이민여성을 볼 때마다

becoming like Koreans and getting used to the Korean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예천군에만 백여 명의 결혼이민여성

culture just like the white cloth slowly becomes red and

이 있습니다. 이들은 엄마이자 아내, 또 며느리로 가정의 중심

Maria Jucy Poprashun
Philippines

yellow.

을 이룹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에 동화되어가야 다

Mi-ra Kim, the instructor of the Yaecheon center, takes an

문화가정의 안정과 행복이 굳건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active role in building multicultural families. She f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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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Towantahom
Vietnam

I’d like to make many beautiful traditional art 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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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100배 멘토링 A story of mentoring

글 정혜영 | 사진 이영균

닮은 꼴 그녀들의
공감백배 한국결혼생활기
A story of married life in Korea from two
Mongolian women that strikes a responsive chord

Eoyona, It is hot these days, isn’t it?
It is a little more than a month since you had your second child.
How’s your health? I wanted to drop by and congratulate you.
As a matter of fact, I had a lot of things to say to you.
I was so sorry that I didn’t do so.
You haven’t seen my daughter Seongi, have you?
I will bring her when I meet you.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smile again.

● 어요나 Eoyona
한국에서 생활한 지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드는 어요나 씨.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더운 날
● 엥헤체첵 Enghechecheck

씨가 더 힘들 법도 한데, 얼굴에 함박웃음꽃이 피었다. 사랑스런 동생이자 둘도 없는 친구인 엥헤
체첵 씨를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이다. 똑같이 몽골에서 시집와 한국 남편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
마로 살아가는 닮은꼴 그녀들의 멘토링 이야기를 들어보자.

Eoyona has lived in Korea for four years. Since she recently gave birth to her second
child, it is understandable for her to feel exhausted during the hot summer days,
but she continues to smile because she has met sister and best friend
Enghechecheck after a long time. Let us listen to the mentoring story of two
Mongolian women who married Korean men and had two children in Korea.

엥헤체첵

Enghechecheck

어요나 언니, 한국어 공부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 온 지 벌써

엥헤체첵

Enghechecheck

요즘 우리 성이를 보면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3년이 넘어가는데, 난 왜 이렇게 한국어가 늘지 않는 걸까요? 언니처럼 한국어를 좀

한국어를 잘 못하니깐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엄마, 아빠라고 부

잘하면 남편이랑 대화하는 것도 한결 쉬워질 텐데 말이에요.

르는 소리도 얼른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oyona, don’t you think that it is hard to learn Korean language? It has been three

Watching my daughter Seongi grow, I feel more concerned. I worry that my poor

years already since I came to Korea, but my Korean has not made any progress. I

Korean might have a negative effect on my children. I want them to say mother and

wish I could have a conversation with my husband in Korean as you do.

father as soon as possible. What should I do?

어요나

Eoyona

한국어 실력이 꼭 시간이랑 비례하는 건 아닐 거야. 물론 한국에서 오

어요나

Eoyona

한국에서 같은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금세 친구가 된다고

래 살면 그만큼 많이 듣고 또 말하게 되니깐 조금 빨리 배우게 되는 건 있겠지. 하지만

해.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아이가 있는 가까운 이웃에게 궁금한 것들을 한번 물

생각해보면 나도 한국에 온 지 이제 4년째잖아? 몽골에서 한국어학과를 나오지 않았

어봐. 또 아이들은 아빠나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배운다고 하니깐 아이 앞에서

다면 나 역시 많이 어려워했을 거야. 한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한국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면 더 좋을 거야.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건 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알지?

러다 보면 한국어 실력은 금세 늘게 될 거야. 수줍어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봐!

Korean mothers who raise children of the same age tend to become friends easily.

Those who live in Korea for a long time don’t necessarily speak better Korean. Of

Stop worrying alone and ask questions to your neighbors. Since children tend to

course, they would learn faster because they will have more chances to listen to

learn a lot from their parents, it would be a good idea to make efforts to speak

and speak the language. I have live in Korea for four years, and if I had not majored

Korean as much as possible when they are around. You must know that repeated

in Korean in Mongolia, I would have had a lot of difficulties in speaking Korean. It is

learning is effective.

important to study Korean at a private academy, but it is better to talk to as many
Koreans as possible. This will help you speak better Korean some day. Don’t be shy
and keep t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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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Rank Throbbing Rank

엥헤체첵 Enghechecheck 언니 말을 듣다 보

니 ‘내가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
이 드네요. 한국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
리 사이에 고부갈등이라는 게 있다던데,

결혼이민여성 198명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런 건 없잖아요? 남편이 조

198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answer to the question

금 얄미울 때는 있지만, 언니는 어때요?
You make me think that I need to make
more of an effort. I heard that Korean
daughters-in-law have difficulties in
having good relationships with their

그녀들의 더위사냥, 그 비결은?
What is Your Secret to Beat the Heat?

mothers-in-law. We do not have that
kind of difficulty. Of course, I sometimes
hate my husband. What about you?
어요나

Eoyona

01

맞아, 아주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어

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뻐 보일 수가 있겠어. 하지만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가도
생각해보면 남편만큼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한국

62

59

에 시집와서 힘들었을 때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었고, 가장 큰 힘이 되어

39

주었잖아. 그러니깐 앞으로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14

You’re right. I won’t lie by saying that I’ve never hated my

여름 바캉스를 가고 싶은 장소는?

Where do you want to visit the most during the summer vacation?
➊ 바다 Beach

62명

➋ 제주도 Jeju Island

59명

➌ 고향으로 해외여행 A visit to homeland

39명

➍ 해외여행 (고향 외 다른 나라) Trip abroad

14명

여름 휴양지로는 역시 바다가 최고! 우리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가 ‘고향’보다도 인기가 많다니 놀랍네

husband. It would be impossible for a couple to love

요. 한국생활에 적응하느라 고단한지 지친 몸과 맘의 휴식을 위해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도

everything about their spouse. However, my husband

있었습니다. No other place than the beach would be better for a summer

understands and fully recognizes me, although he
(단위:명)

sometimes makes me very angry. When I experienced
hardship in adapting myself to Korea, my husband was

recreation site! Surprisingly enough, more married immigrant women want to
go to Jeju Island than their homeland for the summer vacation. There are a few
who prefer to stay in their house and take a rest.

the only one I could trust and depend on. So, let’s
make an effort to keep loving and to be happy!

02

더위를 이기기 위해 즐겨먹는 음식은?

What kind of food do you enjoy to beat the heat?
➊ 삼계탕 Samgyetang

64

53
20

64명

➋ 냉면 Naengmyeon

53명

➌ 고향음식 Food from homeland

20명

➍ 팥빙수 Red-bean sherbet

18명

결혼이민여성들도 더위를 쫓는 방법으로 이열치열(以熱治熱)을 최고로 꼽나 봅니다. 새콤달콤 시원한

18

냉면도 인기. 고향음식으로 더위와 향수를 함께 달랜다는 그녀들이 올 여름은 더욱 시원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The No. 1 food to beat the heat is Samgyetang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They seem to know that the best way to beat the heat is “Defeat the
heat with other heat.” Cold noodles with a sour and spicy source are also
(단위:명)

popular in summer. Twenty married immigrant women responded that they will
not only beat the heat, but also relieve homesickness with food from their
homeland. We hope that they all have a cool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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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전심 사랑방 Heart to heart Community Blog

글 박현숙 | 사진 이영균

There are certain foods that taste better when put together with other food, just like a married couple. ‘Meshil’ (the Japanese
apricot) is one such food. ‘Meshichung’ goes with fruit juice and salads, ‘Meshil bean paste’ and ‘pickled Meshil’ go well with
Korean pepper paste, and all of these are fermented and have their own unique taste and nutritious value. Food that is
fermented for a long time has a deeply-entrenched taste and fragrance, just like love. All our traditional food such as bean
paste has this quality. The self-supporting husbands’ community from the Okcheon multicultural community has started their
own food processing business to make maeshilchung, maeshil bean paste, and pickled maeshil. These traditional foods are
fermented with their deep love.

음식은 뭐니뭐니해도 정성이다. 옥천군 다문화가정 자활공동체의 남편자조모임에서
는 식품 가공사업을 시작하기 3년 전부터 정성을 다해 준비해왔다. 유기농으로 매실
농사를 짓는 다문화가정의 매실과, 역시 지역에서 가장 튼실하게 자란 유기농 국산
메주콩을 찾아 모았다. 이들의 열성에 감탄한 신안의 천일염 생산자가 질 좋은 천일
염을 기증했고, 음식솜씨 빼어나기로 소문난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만길
소장은 장 만드는 노하우를 전수해주었으며, 이 모든 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손수 장
작불을 때서 무쇠 솥에서 이틀 동안 콩을 삶고 황토방에서 메주를 띄웠다.
이 메주를 가지고 다양하게 장 만드는 법을 시도해서 ‘바로 이거다!’ 싶은 맛을 찾아냈
다. 그렇게 해서 지난 3월 7일, 된장을 담그고 그 속에 매실을 박은 다음 커다란 옹기
항아리 4개에 담아 볕 좋은 전 소장 댁 장독대에서 익히고 있다. 이 매실된장은 매실
청, 매실장아찌와 함께 올 가을 무렵부터 판매되고, 수익금은 결혼이민자가정의 경제
적 자립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It is needless to say that food has to be touched by the cook’s love and affection.
The self-supporting husbands’ community from Okcheon multicultural families
prepared this maeshil processing business with tremendous efforts commencing
three years before its launch. They collected the best maeshil from the
multicultural families who farm it as well as healthy organic soybeans grown in
this region. Touched by their passion and efforts, one sun-dried salt producer from
Shinan donated some good quality sun-dried salt. In addition, President Man-gil
Chun from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of Okchun-gun, who is

매실과 된장이 어우러지듯이
함께, 더 좋게!
It’s better to be together, just as ‘Meshil’
and bean paste are mixed!

renowned for his good cooking recipes, shared his secrets and know-how with
옥천군 다문화가정
자활공동체 남편자조모임
─

Multicultural families
from Okchun-gun,
self-active and self-supporting
husbands’ community

them. With this support, they boiled soybeans in a large iron pot over a wood fire
and fermented the boiled soybean lumps in a yellow soil room.
They tried making many different types of bean paste and finally came upon the
right taste . The bean paste mixed with maeshil has been fermenting inside 4
earthenware jars under the bright sun at President Chun’s shelf in the garden
since March 7th. This maeshil bean paste together with maeshilchung and pickled
maeshil will go on sale from this autumn and all the profits from the sales will be
contributed to the multicultural families so that they can attain financi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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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밭이 아니라 꿈밭, 된장이 아니라 꿈장

유기농 원료에 남다른 정성

It is a dream field, not a bean field and a dream paste, not a bean paste!

Organic ingredients with special efforts

6월 24일, 오늘은 뜻 깊은 발대식이 있는 날. 발대식 장소는 기증받은 1,000㎡의 조령

발대식에는 한용택 군수를 비롯한 지역인사들이 참가해 축하해주었다. 한 군수는 “이

리 콩밭이다. 남편자조모임 회원들과 아내들은 지난 5월, 올 겨울에 쑬 메주를 만들기

번 사업이 결혼이민자가정 자립과 자활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

위해 이곳에 콩을 심었다.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콩은 싱그런 잎을 뻗어가

는다.”며 깊은 신뢰를 표했다. 이번 사업을 진두지휘 한 전만길 소장은 “이번에 우리

며 잘 자라고 있다. 하나둘 발대식에 온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탄성도 커진다. 이들에

가 만든 매실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의 300여 기관, 단체, 개인들이 구매하기로

게 콩밭은 꿈밭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쏟은 땀이 앞으로 알찬 꿈의 열매를 맺도록

남편자조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철세 회장은 그 동안의 노력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

더욱 노력합시다.”라며 의욕을 북돋웠다.

친다며 감격스러워했다. 필리핀인 아내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는 김은식 씨는

가슴 벅찬 발대식을 마치고 일행은 꿈이 익어가고 있는 장독대로 향했다. 남편들이

“여럿이 같이 하니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콩 심을 때

매실청 담그는 시범을 보였다. 힘 좋은 남편들이 매실자루와 항아리를 번쩍번쩍 들어

는 너나없이 동심으로 돌아갔는데 오디도 따먹고 삼겹살 파티도 하면서 우정을 나눴

올리자 아내들이 파이팅을 외쳤다. 함께하니 매실청 담그기가 손쉽게 끝났다. 첫술에

죠.”라며 소년처럼 웃었다.

이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함께하기’의 지혜와 기쁨을 나눴기 때문

아내들에게도 오늘의 발대식은 남다른 듯했다. 우즈베키스탄이 고향인 줄피라 씨는

이다. 정녕, 이들은 알고 있다. 함께 하면 더 큰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결혼한 지 1년 되었어요.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된장뚜껑을 열지도 못했는데 이

Many regional celebrities including Yong-Taek Han, the governor of the region,

제는 좋아요.”라고 말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4년 전에 시집온 안지영 씨는 4살 난

visited the ceremony and offered their congratulations. Mr. Han said with a deeply
respectful tone, “This business will be a great example of the independent and self-

딸과 함께 버스를 타고 1시간 걸려서 발대식에 참가하는 열의를 보였다.

motivated activities undertaken by multicultural families.” Man-gil Chun, who has
lead and directed this business, also encouraged the attendees, saying, “The ‘Meshil’
products that we have made together have already spread to more than 300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individuals due to great word-of-mouth marketing.
Our products are all booked up to be sold. Let’s keep going and do our best to
harvest the fruits of our dream!”
After the launching ceremony was finished, all the attendees headed towards the jar
shelf where their dreams had been fermented. The husbands first demonstrated
how to make maeshilchung. The wives cheered and shouted when the strongmuscled husbands lifted the sacks of maeshil and the jars. The work was completed

June 24: today is the launching ceremony. The launching place is a 1,000㎡ bean farm

without hardship when the people worked together. The reason they could perform

in Joryung-ri that was donated to the group. Last May, all the members of the self-

so well at this initial stage was because all the attendees shared the wisdom and joy

supporting husbands’ community and their wives planted beans in order to make bean

of ‘being together’. Truly, they know this. They can make grand dreams come true

paste lumps (meju) for the winter. The beanstalks have been growing with fresh leaves

when they are together!

for a month. More and more people exclaim with joy as they take part in the launching
ceremony. This is because this bean field is actually a dream field for them.
Chul-Se Lee, the head of this community group, was so touched today looking back
on what had happened while they were making great efforts to produce this result.
Eun-sik Kim said had unforgettable memories with his wife from the Philippines. “I
didn’t feel it was too difficult because we were doing this together. Isn’t it good to
work together? We all felt that we had returned to our childhood when we did this job
together. We picked mulberries and ate them together and we even threw a pork
barbecue party, sharing our friendship,” he said, smiling like an innocent boy.
This launching ceremony was special to the wives as well. Julpira from Uzbekistan
said, “It’s been one year since I got married. At first, I couldn’t even open the top of
the bean paste container because of its smell, but I like this now.” Ji-Young Ahn
from Ho Chi Minh city of Vietnam travelled an hour by bus to the ceremony
together with her 4-year-old daughter and her hus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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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남편자조모임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내들과 함

옥천군 다문화가정 자활공동체 남편자조모임을 이끌

께 매실청, 매실장아찌, 된장을 담갔습니다. 아내들의

고 있는 이철세 회장은 이번 전통 매실식품 가공사업

호기심 어린 표정을 보며 우리 남편들이 앞으로 무엇

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단다. 농기계도 빌려주

We will do our best.
Give us your support!

을 해야 하는지 느끼기도 했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시고, 장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시고, 밭도 무료로 빌려

이웃간의 정을 두텁게 쌓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내

주신 분도 있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 덕분에 일이 술술

일처럼 참여해준 회원들과 도와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풀렸다고. 이 회장은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 정성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이 가득한 식품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포부를 밝

도와주세요!”

혔다.

이철세 남편자조모임 회장
Chul-Se Lee, President
of the self-supporting husband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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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향한 꿈나무 Promising Kids Facing the World

글 장선애 | 사진 이큰아름

바다가 정말 정말 좋아요. 저것 보세요. 카즈키도 미유도 좋아하잖아요.
잽싸게 빠져나가는 멸치도 잡고, 옆으로만 움직이는 애기 꽃게도, 소라처럼 생긴 보말도 잡았어요.
집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엄마가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주실까요?
I really, really love the sea. You see. Kazuki and Miyu love it too.
We catch anchovies that attempt a speedy escape.
We also caught baby blue crabs that always walk sideways and bomal (Omphalius rusticus) that look like conches.

The sea flows to Japan,
and the clouds fly to Jeju-do

유끼, 카즈키, 미유 삼남매
제주시 연동
─

Yuki, Kazuki, and Miyu-sister princesses
of Yeon-dong, Jeju City, Jeju Province

We would like to take them home. Will Mom make dishes with these sea foods?

MINI
Interview

저는 신광초등학교 3학년 유끼입니다. 카즈키랑 미유는 제 동생들이예요. 우리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지름길 되길
Our center is a window
to the world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한경희
제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제주도에 살아요. 원래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계속 도쿄에서 살았는데 아빠 회사
때문에 여기로 이사왔어요.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일본 사람인데 두 분은 중
국에서 처음 만나셨대요. 울엄마 예쁘죠?
미유는 아기라서 말을 배우고 있지만 저랑 카즈키는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요. 대신
센터에서 한국말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일본말처럼 잘 할 수 있겠죠?

유끼, 카즈키, 미유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태

꼬마 공주 미유는 새침떼기예요. 비행기를 좋아하는 카즈키는 파일럿이 꿈이고, 저는

어나서 일본에서 살다 왔기때문에 다른 언어를

엄마가 해주시는 자장면이랑 된장찌개를 킹왕짱 좋아한답니다.

쓰는 한국의 환경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
도 우리 센터 방과 후 교실에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니까 금방 적응하고, 또 빠르게 한국말을 배우

Oh. I forgot to introduce myself. I am Yuki. I’m in my third year at Singwang

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Elementary School. Kazuki and Miyu are my younger sisters. We live on Jeju-do.

매일 세 시간씩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배우는 방

We were born in Japan and lived in Tokyo. We moved to Jeju-do because our Dad’s

과 후 교실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company assigned him to Jeju-do. Our Dad is Korean and our Mom is Japanese.

것 같아 저도 정말 뿌듯합니다.

They met in China. Isn’t our Mom pretty?

Yuki, Kazuki, and Miyu are Koreans.
However, because they were born in Japan

Miyu is a baby and is learning to speak. Kazuki and I cannot speak Korean well. We

and lived there, they have had some

are studying the language carefully at the center. So, we expect to be fluent in

difficulties in adapting to the Korean

Korean as we are in Japanese. Miyu, the little princess, often acts prudish. Kazuki

environment where Korean is used. It has
been a month since they began attending
the after-school classes offered by our
center. Fortunately, they are adapting
rapidly and their Korean is improving day by
day. Three-hour-long after-school classes
are offered from Monday to Friday. They
learn Korean as they play with their friends.
I am very proud of our program, as it is
contributing very much to their adaptation
to the Korea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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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s airplanes and wants to become a pilot. I really love the jajang-myeon and
doenjang jjigae that our Mom cooks for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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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delighted with my Korean life because I am getting used to it day by day.
I am so happy to see a growing love in our family.
I will make a better future than today with sweet memories.
Edited by editorial office | Illustrated by Image lab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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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한국생활 길라잡이

안전한 거주

일과 직업훈련

여성과 건강

출산과 양육

생활보장과
인권보장

01•안 전 한

한국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출신국가의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서도 출입국과 경제활동이

거주

편리해 집니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중요한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을 등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 영주자격 신청
결혼이민자로 한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살고 있다면 한국인 배우자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체류기간 연장을 할 필요

외국인 인감등록제도

인감등록제도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관청에 등록하여 부동산 거래나 은행대출 등 중요한 거래를 하
면서 서류에 찍는 도장이 등록된 도장과 같아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문서로서 증명해주는 제도
입니다.

가 없고,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경제활동에 제한
이 없어 편리합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해도 영주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과 해제 절차】
• 한국국적 취득자 - 본인이 주민등록증과 등록하고자 하는 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
민자치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체류자격부여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작성)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가족관계증
명서(결혼이민자 이름이 있어야 함)와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재산관련서류(다음 중 1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
상의 예금 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 배우자 신원보증서(공증 불필요) /

• 외국국적인 경우 - 외국인등록을 한 뒤 외국인등록증이 신고 된 주소의 읍·면·동 주민자치센
터에서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할 도장은 한국국적취득 시 또는 외국인등록
시 신고한 성명과 같아야 하며, 성은 전부를 표기하고 이름은 줄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등록 해제 - 인감등록 해제는 본인이 직접 전국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본인을 확
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등,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수수료 5만원
【인감증명서의 발급】
인감증명서는 전국의 행정관청(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출장소)에서 본인을 확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 또는 별거, 배우자의 실종,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배우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현지 한국공관에서 배우자자
격을 다시 신청해 입국한 뒤 2년을 체류해야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
국인 등은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어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영주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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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인감도장은 본인이 직접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책임
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감도장을 훔쳐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
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책임이 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은 꼭 본인이
보관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Rainbow + ] Summ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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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to a Happy Life in Korea

Safe and Convenient
Residency in Korea

Employment and
Job Training

Women and Health

Giving Birth and
Raising a Child

Financial Support
and Human Rights

Residency in Korea

01•Safe and Convenient

A Life in Korea will be Convenient
Permanent residency (F-5) status will mitigate the inconvenience involved in leaving or
entering Korea and will allow you to engage in free economic activities while retaining
your original nationality. The registered seal service provides convenience during
important legal procedures or in your daily matters while living in Korea.

✎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y
If you are an immigrant who has been married to and lived with a Korean spouse for more
than two years, you can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F-5) status. Visit your local
immigration office with your Korean spouse and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If you
acquire permanent residency status, you do not have to extend your stay. If you intend to
return to Korea within one year of your departure, you will not require a re-entry permit.
Freedom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is allowed. You will be able to maintain your F-5
status even if you and your Korean spouse divorce. You may vote in the local government
elections three years after you acquire F-5 status.
【Required Documents】
Application form (available at immigration offices) / Passport and alien registration card /
Copies of your spouse’s family register (indicating proof of marriage) and resident
registration / Documents showing property relations (Select one from among the following
three choices) -Certificate of (future) employment of applicant or applicant’s spouse
-Certificate of bank balance exceeding 30 million won under the name of the applicant or
applicant’s family -Copy of real estate registration, copy of house lease contact / Letter that
guarantees spouse’s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unnecessary) / Fee of 50,000 won

Qualifications for Permanent Residency Status in Other Special Cases
• Those who are divorced or separated through the fault of the Korean spouse can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F-5) status. • Those whose Korean spouses are deceased or pronounced
missing by the court can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F-5) status. • Those who are raising
underage children born with their Korean spouses are eligible for permanent residency (F-5)

✎ Registered Seal Service for Foreigners
The registered seal service is an authentication system. Once a person registers a seal at
an administration agency, the authentication system verifies whether or not the seal
used for administrative matters matches the seal originally registered.

【Registration and cancellation of a Personal Seal】
• If you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you can register your seal at your local
immigration office.
• If you do not have Korean nationality, you must register as an alien at your local
immigration office and then register your seal. The name engraved on your seal and
the name you registered when you acquired Korean nationality must be identical.
Your surname must be fully printed, but your given name may be abbreviated.
• You can request cancellation of your registered seal at your nearest administration
agency using an ID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an alien registration card,
or a passport.
【Issuance of Seal Registration Certificate】
A seal registration certificate can be issued at your nearest administration agency
including the city, district, ward, town, myeon, or dong offices. You will be issued a seal
registration certificate when you show an ID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an alien
registration card, or a passport.

status. • Those who lose spousal rights because they are not able to return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ir re-entry permit must reapply for residency (F-2-1) status at an official embassy of Korea.
They can then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F-5) status after a two-year residency in Korea. •
Foreigners that have violated the Immigration Control Law can not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F-5) status within three years. • Foreigners that have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are
not eligible for permanent residency (F-5) status. • If permanent residency (F-5) status holders
commit an illegal act, they can lose permanent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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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Personal registered seals are used in Korea in the same way signatures are used in the
western countries. Even if you do not use your seal in person, you shall have legal
responsibility for any result of careless use of the seal. For this reason, a personal
registered seal should be handled with care by the owner.

* [Rainbow + ] Summ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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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돈이며, 근로계약에 따라 시간제, 일당제, 월급제, 연봉제 등이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방식 또한 근로계약에 의해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매월 정기적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상식 몇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은 더욱 당당할 수 있습니다.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근로관련 주요사항을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시간급

일급(8시간)

주급(44시간)

월급(226시간)

3,770원

30,160원

165,880원

852,020원

200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
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액 이하를 받을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
감독과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주요 안내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와 종속관계를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로를 제공하는 자(일

근로자(일용직근로자 포함)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회사를 그만둔 경우 근속기간 1년에 대해

용직근로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란 취업을 하면서 일의 종류, 근로시간,
시간, 근로기간, 임금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등 근로의 조건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계약을 하는 것이며 반드시 본인이
이 해야 합니다. 또
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면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증빙자료로
빙자료로 제시할 수

【사회보험가입】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한국국적이 없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다. 보험료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걷어 보험관리기관에 납부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상태에 있는 시간으로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은 근로시간
에서 제외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며,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인 경우

【휴가】

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사업주는 휴식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근로시

니다.

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연•월차휴
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3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 12시간 이내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출근의무 일수의 80%를 출근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하루 2시간, 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상의 연

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

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가근속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가산됩니다. 가산휴가

•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법정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휴일에 일하는 것), 연장근로
를 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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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까지 소급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생리휴가 : 사업장의 여성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하
는 경우 1개월에 1일 무급 생리휴가가 부여됩니다.

* [Rainbow + ] Summ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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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합법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법에 의해 그 권리가 보장됩니다.

02•일 과

근로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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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Employment and Job Training

Labor Law Protects Workers’ Rights
Workers who work in legal workplaces are guaranteed workers’ rights by the laws
pertaining to labor. Knowledge concerning workers’ rights will help workers to lead a
stable work life and to be treated fairly in workplaces. Important information
for workers to know based on Labor Standard Act is given below.

【Payment Roll】
Wages, the amount of money for the work which workers offer, shall be paid on hourly,
weekly, monthly, or yearly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contract. Generally,
employees are paid on a monthly basis.
【Minimum Wage System】
The minimum wage system is intended to protect low-income earners by setting a minimum
wage and compelling employers to pay wages not less than the minimum wage rate.
Minimum wage for
2008

✎ Main Information of the Labor Standard Act
‘Worker’ in the Labor Standard Act means a person who offers
work to a business or workplace to earn wages regardless of type
of job he or she is engaged in. ‘Labor contract’ in this Act means a
contract which is entered into in order for a worker to offer work
and for an employer to pay wages for that work. A labor contract
should take place in person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Keep a copy of the labor contract document to present it as
documentary evidence in case of need.

【Working Hours and Breaks】
Working hours refer to the time that workers offer to work. Breaks
ks and
mealtimes are excluded from working hours. Working hours are 8 hours per day and 40
hours per week. A thirty-minute break is given for every 4 hours of work, and 1 hour is
given for every 8 hours. Employees are free to make use of their breaks, but they shall not
be paid for this period.
【Overtime • Night Duty • Holiday Work】
• Overtime, which refers the amount of time worked beyond the lawful 8 hours of work, is
restricted to 12 hours per week (an average of 2 hours per day) under the agreement of
an employee. An employer shall not have a female less than one year after childbirth
work overtime exceeding 2 hours per day, 6 hours per week, and 150 hours per year.
• Night duty refers work that takes place between 10 p.m. to 6 a.m., and holiday work
refers to work that takes place on national and contractual holidays. Pay for overtime,
night duty, and holiday work should be 1.5 times income during regular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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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hour

(8 hours)

per day

per week

per month

3,770 won

30,160 won

165,880

852,020 won

(44 hours)

(226 hours)

A labor contract that pays less than minimum wage is invalidated, as an employer must
pay the same wage as minimum wage to an employee. Those who are paid by less than
minimum wage can report their employers to the labor surveillance division in a regional
labor office and recover their rights to minimum wage.
【Retirement Allowance】
For an employee who has been with a company for more than a year, 30 days of pay or
more, retirement allowance is accumulated annually. This sum is returned to the
employee when he or she leaves the company. There is no retirement for employees who
work less than 15 hours per week.
【Social Insurance】
When immigrants with Korean nationality are employed, they are automatically signed
up for social insurance programs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Married immigrants without Korean nationality may choose
whether to apply for social insurance. Insurance fees are deducted from the worker’s
wage and transferred to the Korean Institute for Social Insurance.
【Leave】
An employee who has been working in a company with more than five employees for
more than one year shall be granted one-day leave every month or year. Employees who
do not use their leave shall be granted an allowance retroactive up to 3 years.
※ Annual Paid Leave: An employer shall grant 15 days of paid leave to a worker who has registered
more than 80 percent attendance during one year. After the first year of service, an employer shall
grant one day of paid leave for every two years of consecutive service in addition to the amount of
normal leave to a worker who has worked consecutively for 3 years or more. In this case, the total
number of leave days including the additional leave shall not exceed 25.
※ Menstruation Leave: An employer shall, upon request of a female worker, grant her one-day
unpaid menstruation leave per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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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여 성 과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받으세요
【의료기관 이용방법】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큰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방문하세요.

1 차 •2 차 의 료 기 관

3차 의료기관

접수창구에서 건강보험증을

인터넷 또는 전화로 진료시간을 예약합니다

제출하고 기다립니다

(예약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날짜에 진료를

(의료기관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예약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이름을 부르면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에게

약속한 진료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병의 증상을 자세히 말합니다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

진료의뢰서를 제출합니다

의사가 처치/설명을 하면 궁금한 점은

▼

질문을 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진료과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

(입원 등을 하게 될 경우 안내에 따라

진료/처치가 끝나면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속을 하면 됩니다)

지불하고 처방전을 받습니다

▼

▼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지불하고 처방전을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삽니다

받습니다(다음에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면

건강

병의 증상에 따라 알맞은 의료기관을 찾으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진료날짜와 시간을 예약합니다)

▼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삽니다

✎

의료기관 종류

• 의료기관과 약국에 갈 때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됩니다.
분됩니다. 보건소와 의원, 한의원 등은 1차 의료기관이고,
진료과가 여러 개 있는 중형종합병원은 2차,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 같은 대형병원들은 3차 의료기
관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119로 연락하세요

•감기와 같은 가벼운 병이나 예방접종, 건강관리 등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입원치료, 종

119에 전화를 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구급차가 와서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동시에 의료기관과 연락

합검사 등은 2차 의료기관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

을 취해 환자의 증상에 따라 검사, 수술 등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신속하게

자의 경우 의사가 먼저 3차 의료기관으로 갈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송합니다. 119구급대의 이용 비용은 무료입니다.

•3차 의료기관에서는 정밀검사가 요구되거나 장애, 특이질환,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을 거쳐 온 환
자 등을 치료합니다. 3차 의료기관으로 가고자 할 때는 응급환자나 혈우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1
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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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간단한 감기약이나 소화제, 진통제 등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구
입할 수 있으나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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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 are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it is not imperative to visit large hospitals.
Visit a suitable nearby medical institution depending on symptoms, and you can save

【Process of Using Medical Services】
Primary and Secondary Medical
Institutions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Present your health insurance card at
the front desk and wait to be called

Make an appointment in advance through
the Internet or by phone

(You may make an appointment through the

(If you do not make an appointment in

Internet or by phone, depending on the

advance, you may not be examined or may

medical institution)

face a lengthy wait for your turn)

time and money.

▼

When your name is called, explain your
symptoms to the doctor
▼

Ask any questions you have regarding
the doctor’s instructions
▼

After the examination, pay the medical
bill and receive your prescription, if given
▼

Visit a nearby pharmacy if necessary and
purchase your medicine

03•Women and Health

You can obtain medical treatment at
local hospitals

▼

Arrive at the tertiary medical institution
earlier than the appointment and submit
the written opinion given to you by the
doctor at the primary or secondary
medical institution
▼

Proceed to the designated department
for medical treatment
(If you require hospitalization, you should
follow the relevant procedures of the
hospital)
▼

Pay your medical bill at the counter and
receive your prescription

✎ Medical Institutions
Medical institutions are divided
d into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Public
lic health
centers, family medicine, and oriental
ntal medicine clinics are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general hospitalss with specialized departments are
iary medical institutions are large
secondary medical institutions; tertiary
hospitals such as university hospitals or special hospitals.
• Patients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tment for colds, flu, or digestive
problems, or for vaccinations and health management may visit local hospitals or other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When in need of physical examination and hospitalization,
patients may be treated at secondary medical institutions. For patients with more
serious conditions, doctors may advise them to receive treatment that is more intensive
at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 Patients in need of an in-depth examination with disorder or any type of diathesis from
primary or secondary medical institutions are treated at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With the exception of emergency and hemophiliac patients, recipients desiring to be
treated at a tertiary medical institution must submit the written opinion of a doctor who
works at a primary or secondary medical institution.

052

(Make an appointment for subsequent
visits, if necessary)
▼

Visit a nearby pharmacy and purchase
your medicine
• Take your health insurance card and identification card with you
• Without prescriptions, you cannot purchase medicine prescribed by a doctor

Note
✚ Call 119 in emergency situations
If you call 119, an ambulance will come and take a patient to the nearest hospital. The
patient will be treated at the emergency room. 119 ambulances are free to the public.
✚ Without a prescription, you cannot purchase medicine prescribed by a doctor
Emergency medicines for colds or illnesses related to digestion and for painkillers are
available for purchase without a prescription. Under the medical system that separates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however, you cannot purchase medicines or drugs for
special medical treatments without a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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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먹이기

아기들은 잘 먹어야 무럭무럭 자랍니다. 모유가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손을 대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신생아는 이렇게 돌봐주세요.

유든 분유든 먹이고 난 후에는 반드시 아기를 세워 안고 등을 쓰다듬어 트림을 시켜야 합니다.

【모유를 먹일 때】
•엄마의 젖꼭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젖을 먹이기 전에는

양육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들은 면역력이 약해 수유환경이 청결해야 합니다. 모

04•출 산 과

예쁜 아기, 잘 키우세요

손을 비눗물로 닦습니다.
•한쪽을 다 먹인 후 다른 쪽을 물립니다.
•자주 먹이되 남은 모유는 유축기로 완전히 제거해야 신선하고 풍부한 양의 모유가 생성되며
유방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잘 먹고 푹 쉬어야 젖의 양이 많아집니다.

✎

【분유를 먹일 때】

출생신고 하기

아기가 태어나면 1개월 이내에 엄마나 아빠의 신분증과 도장,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를 가지
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뒤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유병과 젖꼭지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솔과 수세미로 구석구석 닦아내고,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끓는 물이나 증기, 약품으로 소독을 할 수 있으나 가정에서는 끓는 물에
소독하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 목욕시키기

•끓는 물로 소독을 할 때는 젖병과 젖꼭지를 완전히 잠기게 해 젖병은 10분,
젖꼭지와 뚜껑은 3분 정도 끓인 뒤 집게로 꺼냅니다.

신생아는 하루에 한번 또는 1주일에 2~3번 정도 목욕을 시키는데, 젖을 먹인지 1시간 이후에 따뜻한
분목욕
방안에서 5~10분 안에 목욕을 마쳐야 합니다. 탯줄이 떨어지기 전에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부분목욕
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을 마친 젖병과 젖꼭지는 청결한 곳에 보관하며, 특히 아기의 입에 들어가는 젖꼭지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유를 탈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분유통에 있는 스푼을 사용해 사용설명서에 따라
물과 분유의 비율을 맞춥니다.

【목욕방법】
목욕은 얼굴 - 머리 - 몸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얼굴은 비누칠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목욕수건으로 눈 주위-코-입-귀의 순으로 닦아줍니다..
다.
•머리를 감길 때는 아이의 목을 잘 받치고, 귓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의 온도는 38도 전후(팔 안쪽에 떨어뜨렸을 때 미지근한 정도)가 적당하며
끓인 물을 식혀서 사용합니다.
•먹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여 아기를 안은 상태에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젖병을 기울여 젖꼭지 안에 분유가 꽉 차도록 해서 먹입니다.
•먹다 남은 것은 반드시 버리고, 사용 후에는 즉시 씻어내야 합니다.

【목욕 후 관리법】
•아직 아기 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아기와 떨어진 곳에서
엄마의 손에 뿌려 피부가 서로 닿는 부위에만 발라줍니다.
•귀와 코의 물기는 면봉으로 닦아주면서 아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코딱지를 제거할 때는 면봉에 오일을 조금 묻혀 사용해 보세요.

이런 게 걱정된다고요?
• 잠 신생아는 젖 또는 우유를 먹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잠을 잡니다
• 탯줄 탯줄은 태어난 지 1주일 정도가 되면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 대변 2~3일간은 암녹색의 끈끈한 태변이 나오다가 점차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양도 많아집니다

【 탯 줄 이 떨 어 졌 나 요 ?】

• 황달 신생아는 간 기능이 미숙하여 얼굴색이 노랗게 변하기도 합니다만 생후 2주 정도 지나면 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청결이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거즈로 분비물을 깨끗하게 닦아낸 뒤 물기

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황달이 오래 지속되거나 아기가 잘 먹지 않고 기운이 없으면 의사의 진

다.
를 잘 닦아내고, 알코올로 소독을 해준 뒤 배꼽이 잘 마르도록 기저귀는 배꼽 아래로 채워줍니다.

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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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a lovely baby! Every parent wants to do the best for his or her child. Here is

Babies need sufficient feedings to grow rapidly and to remain healthy. Breast milk is the
best for babies. However, powdered milk can substitute for breast milk if the latter is not
available. After feeding the baby breast milk or powdered milk, it is necessary to burp the
baby. Hold the baby while standing and caress the baby’s back to induce burping.

Raising a Child

✎ Breastfeeding

04•Giving Birth and

Newborn Care
everything you need to know to care for your newborn.

【Breast milk】

✎ Birth Registration
You must register the birth of your baby within a month after the baby is born. Registration
can be done by the father or the mother with his or her identification, stamp, and the birth
certificate from the hospital by filling out a birth registration form at a town office, myeon
office, or dong office.

✎

Giving a bath

Give a bath once a day or 2~3 times a week. Avoid giving a bath within an hour of
breastfeeding. Bathe the baby in a warm room. 5~10 minutes of bathing is appropriate. It
is advisable to bathe the baby only partly prior to the removal of the umbilical cord to
prevent its submersion in water.
【How to Give a Bath】
Wash in the order of the face, head, and body.
• Do not apply soap on the face. Instead, wash the face with a soft bath towel in the order
of the areas around the eyes, nose, mouth, and ears.
• When washing the hair, make sure that water does not enter the ears while supporting
the baby’s neck and holding the baby between your side and your arm.
【After the Bath】
• It is not advisable to use baby powder while bathing a newborn, as baby powder
der might
irritate the skin and can enter the respiratory tract. Nevertheless, if you want to use baby
powder, apply it onto your hand away from the baby and apply only to skin that
hat comes
into contact with other skin.
• Hold the head so that the baby cannot move when you remove water from the ears and
nose with a Q-tip. To remove nose wax, try applying a small amount of oil onto the
he Q-tip.
【Care of the Navel】
Keep the surroundings of baby clean in order to prevent the baby from acquiring
uiring an
infection. Clean the baby’s discharge with wet gauze or a sponge after a bath.
h. Dry the
navel and clean it with alcohol. Fasten the diapers loosely under the navel so thatt the cord
can dry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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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 your nipples once a day with warm water. Wash your hands with soapy water
before breastfeeding.
• After feeding from one side, feed from the other side.
• Breastfeed your baby as frequently as possible. Remaining breast milk must be
removed completely using a breast pump. Not only can fresh and abundant breast milk
be made this way, breast infection can also be prevented.
• A mother needs rest and must maintain good nutrition to produce a sufficient amount
of breast milk.
【Powdered Milk】
• Bacteria readily grow in the bottle and on the nipple. Wash the bottle and nipple with a
brush and scourer.
• Bottles can be sterilized in boiling water or steam, but it is most convenient to sterilize
them in boiling water at home.
• Boil water and submerge the bottle and nipple in water. Boil the bottle for 10 minutes
and put the bottle and nipple in for 3 minutes after the water begins to boil. Remove the
sterilized bottles and take the nipples out with tweezers.
• Take caution not to touch the nipple, and keep the cover on the bottle.
• When reconstituting powered milk, first wash your hands. Use the spoon in the
powered milk container. Make sure that the ratio of water to powered milk is exact.
• Cool boiled water to approximately 38 degrees. Try to feel a few drops on the inner side
of your arm to check whether it is appropriately warm.
• Set the regular feeding time and feed while holding the baby. Tilt the bottle nipple so
that the baby does not ingest air.
• Throw away leftover milk. Wash the bottle immediately after use.

Characteristics of a Newborn Baby
• Sleep A newborn baby almost always sleeps, except during meals.
• Umbilical cord The umbilical cord falls off approximately week after birth.
• Excretion Meconium is excreted for 2~3 days. After that, waste materials from the baby
gradually become yellow and increases in volume.
• Jaundice of the newborn The baby’s face and skin may turn yellow 2~3 days after birth
due to an underdeveloped liver. Newborn jaundice disappears 1~2 weeks after birth.
However, if it does not go away and the baby is weak and refuses to eat, it is necessary to
take the baby to a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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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한국생활 길라잡이

안전한 거주

일과 직업훈련

여성과 건강

출산과 양육

생활보장과
인권보장

05•생 활 보 장 과

힘이 들 때 용기와 희망을 드립니다
사는 게 힘들 때는 주위를 둘러보세요.

인권보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 기술, 자금 등이 부족하여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 모자복지 지원

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
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자복지 지원제도는 남편 없이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라도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남

【신청자격】

편과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정부가 산정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라도 남편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

근로 능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는 상태에서 혼자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종류】
•시장진입형(기술 및 자격증 소지자) :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창업이 쉬운 업종(ex. 도배, 세차)

【지원내용】

•인턴형 : 지방단체에서 사업을 맡긴 사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취업준비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사회적 일자리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하며 자활능력을 키워 시장진입 준비

•아동양육비 지원(만 8세 미만, 월 5만원)
•복지자금 대여(2천만원 이내의 전세자금 또는 사업자금, 장기 저리 상환)

(ex. 간병인, 도시락 배달)
•근로유지형 : 관내 사업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노동 강도가 약한 업종(ex. 환경정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모자복지시설 입소

【근로조건】

※ 모자복지시설 종류(보호기간/연장기간)

대상자의 근로능력 및 여건을 고려하여 주당 4~5일, 1일 5~8시간 근무를 하며 업종에 따라 임금과

- 모자보호시설 :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자녀가 있는 모자가정(3년/2년)
년)

참여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 모자자립시설 :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하고 자립준비가 부족한 모자가정(3년/2년)
년)
- 일시보호시설 : 남편의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받는 모자가정(6개월/3개월)

【신청방법】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를 조사한 뒤 결정사

【신청방법】

항 및 결과를 통보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자는 자활후원기관 또는 고용지원센터 등과 다시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하면 담당공무원

상담을 거쳐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자 여부를 조사한 뒤 결정 및 통보

※ 문의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다른 복지지원제도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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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to a Happy Life in Korea

Safe and Convenient
Residency in Korea

Employment and
Job Training

Women and Health

Giving Birth and
Raising a Child

Financial Support
and Human Rights

Human Rights

05•Financial Support and

We will be your side when
you are in need.
When you experience hardships in your life, contact us for help.
We have various programs that can help you.

✎ Mother-Child Welfare

✎

Mother-child welfare is a support syste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who are
nurturing an underage child or children without their spouses. This system provides these
women with financial support or shelters such as protection facilities.

If you have difficulty finding a job although you have the necessary skills, the workforce
program will offer job opportunities and provide you with an allowance.

【Qualification for Mother-Child Welfare】
If you, a married immigrant woman, are nurturing or raising a child or children with
Korean nationality without a spouse or any help from a spouse, then you may be eligible
for mother-child welfare services. Korean nationality is not a requirement. You are eligible
if your accredited income is below 13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Self-Support Service
vice

【Eligibility】
You are eligible without Korean nationality if your accredited income is below 12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e total income of you and your spouse and the value of any
property you own as estimated by the government) and if you are capable of working.
【Types of Program】

【Benefits】
• Education support for high school students
• Child support for a child or children under the age of 8 (50,000 won per month)
nth)
ness
• Welfare fund loan (a loan of up to 20,000,000 won to rent a house and business
funds at a low interest rate)
• Permanent rental house on a preferential basis
• Protection Facility Usage
※ Types of Protection Facilities (Protection Period/Extended)

• Ready-to-go jobs for people with job skills and relevant licenses: it is a new job or open
a new business. Ex) car mechanics and taxi drivers
• Internship: people can work as an intern in projects related to local for-profit or
nonprofit companies.
• Job for training: people can work to obtain relevant job experience and skills. Ex)
nursing home work
• Jobs for low-skilled workers: jobs for workers that do not have job experience or
relevant skills Ex) street cleaner

- Mother-child protection facilities: mother-child homeless family with a child under age 18
8
(3 years / 2 years)
- Mother-child self-support facilities: mother-child homeless family with a lack of preparation
aration for
independence (3 years / 2 years)
- Mother-child temporary protection facilities: mother-child homeless family suffering
g from a
spouse’s physical and/or mental abuse (6 months / 3 months)

【How to Apply】
Fill out and submit a welfare beneficiary security application form at the nearest
town, myeon, or dong office. A government official will determine if you
u are an
eligible recipient and will inform you of this result.
※ You cannot be provided with aid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another
welfare service simultaneously.

060

【Working Conditions】
Considering the recipient’s capability and circumstances, they typically work 4 to 5 days a
week, or 5 to 8 hours per day. This differs from industry to industry and from occupation
to occupation.
【How to Apply】
Visit or contact a town, myeon, or dong office and consult a government official in charge
of social welfare. After the government official examines your claim, you will be informed
if you are eligible. A job center recommends a job opportunity after consultation.
※ For further information, visit the nearest town, myeon, or dong office or contact a social welfare agent at
the Health & Welfare Call Center (☎129)
XXXXXX ~3, www.jahwal.or.kr
Korean Self-Support Service Association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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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세이 Photo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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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The bright new future that ‘WE’ will make together.
Living on beautiful Geoje Island, and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Because you are walking next to me looking the same way,
Every single moment of my life becomes unforgettable happiness.

메시지가 한 통 왔다. “네? ... 자기야! 지난주에 옥포대첩 백일장에서 참방상을 받았네. 시
상식에 꼭 참석하라고 메시지를 보내 왔어.” “그래? 우리 자기가 어떤 글을 썼길래 상까지
받을 수 있나?” “외국사람 이니까 많이 격려해 주는 거겠지.” “아니야, 그 동안 한국어 학
교에 계속 다니고 열심히 한 결과야.”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국처
럼 우수한 이주민 정착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결혼이민
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한글도 공짜로 배우고 한국 문화도 많이 이해하
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소중한 기회들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빨
리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 got a message today. “Honey, guess what! I got the Chambang prize in the Okpo Daecheop composition contest which took place
last week. They sent me a message, and asked me to attend the award ceremony.” “Really? How did you get the prize? What did you
write about?” “I think they are trying to be supportive and encouraging because I am a foreigner who is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I don’t think so. You studied Korean really hard. You deserve the prize.” I think Korea has the best immigration policy in
the world. Especially, married immigrants receive a lot of benefits from Korea’s immigration policy. As a married immigrant, I
learned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or free, and now I have more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than ever before. I really
appreciate those opportunities and I do not want to make them in vain. I will keep making efforts to adapt myself to Korean society
as soon as possible.
공 미 려 / 거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실 중급반
By Gong, Miryeo / Intermediate Korean language class at the Geoje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Suppo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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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 Korean Tradition

Writer Chang-ho Kim(Curator,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The summer heat is very bothersome, especially for those who work outdoors. In the past, the majority of Koreans depended on
farming to make a living. In summer, rice and fruits grow and ripen well, but the sizzling heat makes field work nearly
impossible at the same time. Therefore, our ancestors constantly figured out various ways to cool off the summer heat.

products as tribute from kings

from the grass and drank the dew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is could

from going bad. As ice was very

make them healthy and would allow

rare and precious at that time, it

them to defeat the heat in summer.

m u st h a ve b e e n d i f f i c u l t fo r

Moreover, on either the seventh day of

common people to obtain ice.

July or the fifteenth day of July, our

Korean Traditional Way
of Coping with
the Mid-Summer Heat

ancestors stood under a waterfall to

Cope with the hot weather by

get through the hot summer by staying

playing in cool water

cooler and healthier. There are

One of the best ways to avoid the

additional examples of superstitious

heat is by playing in cool water.

practices against the summer heat

‘Chun-ryup’ is a term that refers to

nationwide. Regardless of whether or

fishing in creeks. Going to the

not they were effective, we can imagine

waterside around Sambok is called

that our ancestors tried to prepare for

‘Bok-nori or Bok-darim.’ People

the summer ahead of time so that

also took hot sand baths on the
a

they could feel better - at least in

beaches
because they believed
b

summer.

tthey could 'defeat the heat with
other heat'
o

No refrigerator, but the ice was

As we still enjoy going to cool
A

there!

valleys, drinking by the water also

Nobody knows who thought about

has a long history. Drinking to cool

preserving the ice of the previous

off is called 'Sak-eum', which

winter, but this idea traces back to

o r i g i n a te d f ro m t h e sto r y o f

Chun-ryup Baekdongjado(it means ‘children fishing in a creek’)

the ‘Shilla’ period, which was more

Yo o s o n g i n t h e C h i n e s e H a n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than 2,000 years ago. It is written

dynasty who drank with the pupils

that ice and beef were given to the officials in the Royal

of Wonso at Hasak.

palace around Sambok, which is the hottest time of the

Since the nobility was not supposed to show their half naked

summer. The officials received the ice from the ice storage

body in the water, they chose to enjoy the foot bath known as

Superstitious practices against the hot weather

15th (day) of the 7th lunar month), when the off-season for

facility, and the amount of the ice they received was

Takjok. They enjoyed a ‘foot bath’ as a way to feel cool and

On the 15th of January in the lunar calendar, when

farmers begins, the strong heat in summer was a very heavy

determined according to their official position.

also to cultivate their mind. Thus, a ‘foot bath’ became a

somebody says to you, ‘Buy my heat!’ you have already

burden on farmers who had to work hard in the fields.

It is most interesting that ice in storage could be stored for

popular theme in the artworks of many writers and painters.

bought his/her heat for upcoming summer. This is called

Through this burden emerged several traditional beliefs

such a long time. In the historical archives, it is recorded that

It seems that we are more aggressive in coping with the hot

‘selling summer heat’, which means if you sell off your heat

which helped our ancestor avoid the summer heat.

King Jeongjong of the Goryeo period awarded ice to retired

weather in summer nowadays. We cannot stand a little heat,

to another, you may not swelter through the following

On the 15th of January, our forefathers lit a fire with straws

officials until the middle of August. That means it was

which is a contrast to how our ancestors dealt with summer

summer. We can assume that living through summer well

and wished to deal with the hot weather in the coming

possible to store the ice in storage until August or later.

heat. The way our ancestors coped with summer heat

was one of the main concerns of our ancestors.

summer. This tradition was called ‘Keeping out the Summer

Ice was used not only for cooking cool dishes, but was also

reminds us the words ‘Everything is in your mind.’ They could

Farming represented the social and economical infrastructure

Heat’. In addition, on the sev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of

used to keep food fresh and prevent diseases from spreading

get through hot summer through mind-control and wisdom.

in Korea. By Baekjoong (the Buddhist All Souls´ Day, the

the lunar calendar, our ancestors collected drops of dew

in summer. In addition, ice was used to prevent special

064

* [Rainbow + ] Summer 2008

065

HAPPY +

이웃 나라 다른 문화 Neighbor Country Different Culture

글 송도익(카피라이터·문화칼럼니스트)

아시아인들의
여름철 보양식
Healthy Asian food for the summer

● 기미에 맞는 음식이 보정익기(補精益氣)를 돕는다
아시아 음식 문화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국의 가장 오래 된 의학서적인 <황제내경黃
帝內經>을 보면 “기미(氣味)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보정익기(補精益氣 : 정력을 돕고
기를 더해준다)의 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에는 약과 마찬가
지로 각각 특유의 기미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을 잘 맞춰서 취하면 체질개선,
병 예방, 노화방지, 나아가서는 불노장수, 강장강정으로 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름엔 한(寒), 양(凉) 음식 찾는 중국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은 보양식을 찾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신탕을 들 수 있겠지요?

삼계탕도 즐겨 찾는 보양식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熱), 온(溫), 양(凉)의 네 가지 성질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진 음식이 열(熱),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을 가진

아시아 지역 공통으로는 뱀탕을 즐겨 먹기도 하지요.

음식이 한(寒), 각각의 작용이 덜한 것을 온(溫), 양(凉)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뱀 비슷한 장어 요리를 여름철 보양식의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열, 온의 성질을 가진 음식을 먹으면 몸의 열을 발생하게 해서 흥분, 보혈작용을 하게

자, 그러면 이런 음식들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보양을 해주는 것일까요.

염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겨울에는 온성식품을, 여름에는 양성식품을

우리는 과연 여름철이 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먹습니다. 양고기나 쇠고기는 온성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겨울에 먹습니다. 이걸 먹고

여름을 날 수 있을까요. 또 우리와 친숙한 다른 아시아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여름을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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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기(氣)라는 것은 음식의 성질(性質)을 말하는데 모든 음식은 각각 한(寒), 열

되며, 한, 양의 성질을 가진 음식을 먹으면 몸의 열을 발산하는 작용을 하여 진정, 소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고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냉성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는?
의 종류
)별 음식
성질(性質
진 음식
성질을 가
열, 온의
고기, 파

사슴
양고기,
쇠고기,
, 마늘
추
고
,
귤
복숭아,

진 음식
성질을 가
한, 양의
, 수박,

, 개고기
오리고기
이, 토마토
, 상추, 오
나
배, 바나
음식
을 가진
중간 성질

, 닭고기
돼지고기

다가 생강, 후추 등의 온성조미료를 듬뿍 넣어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여름에 양성
식품인 녹두, 배, 오이, 수박 등을 먹으면 땀도 덜 나고 피로감도 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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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food can be
produced when the food is
properly matched with
geography, the seasons,
and the physical
constitution
●
Most Asian food culture has been
influenced by Chinese food culture. The
Chinese put special attention on foo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origin of
food and medicine is the same.
Therefore, they have historically eaten
warm food to keep their bodies warm in
the winter and cold food in the summer
for the same reason. For healthy food in
the summer, they carefully choose
special meat that they believe will
make their bodies cold. Korea has been
even stricter than China when it comes
to healthy food. Imzasutang and
Samgyetang are representative
summer food dishes in Korea. The
Chinese tradition is upheld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but with their own
modifications, such as in Vietnam

촬영협조 씨클로

● 필리핀이 자랑하는
‘아도보’ ‘발릇’
● ‘삼계탕’ ‘개장국’으로
보양하는 우리나라

● 베트남의 보양식
‘라우제’

우리나라는 닭고기를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대

where people enjoy Lause or
the Philippines
where
nes wher
re
people are proud
roud of

필리핀은 중국과 아울러 서구의 음식문화도 섞여 있습니다. 필

eating Abodo.
o. If you cook
c
with

리핀에 세계인들이 모두 좋아하는 유명한 수프가 있습니다. ‘아

the ingredients
nts from
m the

베트남은 국토가 길고 해안선도 길어 어류가 풍부한 나라입니

도보’라는 탕 음식인데, 돼지고기, 닭고기, 오징어를 식초에 담

right season,
carefully
n, careful
lly

표적인 것이 삼계탕과 닭냉채 비슷한 임자수탕입니다. 물론 여

다. 그래서 주식인 쌀과 어류를 즐겨 먹습니다. 특히 쌀국수가

갔다가 마늘 후추 간장 설탕에 재운 후 오래 동안 고아서 만드

러분이 잘 아시는 개장국(보신탕)도 전래의 보양식입니다. 개장

가장 선호되는 음식인데 더운 나라에 적합한 음식이 아닌가 합

는 음식입니다. 상하(常夏)의 나라 필리핀인들이 무더운 날씨

국 못 드시는 분은 오리탕을 드시는 것도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니다. 고기로는 돼지고기와 오리고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들

때문에 피로에 지쳐 있을 때 딱 맞는 고유의 보양식이라고 평가

식생활을 보면 참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소고

의 유명한 보양식으로 ‘라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한 사골국

됩니다. 가장 대중적인 보양식으로 발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가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피해야 할 음식이 소고

물을 우려 쑥갓, 시금치, 부추와 함께 양고기를 넣어 푹 고면 담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삶은 음식입니다. 깨 보면 오리새끼의 날

기라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백한 라우제탕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이뇨작용을 도

개와 부리 등을 볼 수 있어 좀 징그럽긴 하지만 길거리에서도

와 무더운 열대야에 지친 몸을 보하는 훌륭한 보양식으로 사랑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필리핀 사람이면 누구나 즐겨 먹는다고

을 받고 있습니다.

합니다. 서민들의 보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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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하는 여행 Travel Enjoying in Your Living Room

Writer Sun-Ae Jang | Photographer Kun-A-Lum Lee

The most dy

namic city in Korea
Busan is a dynamic port city that has the vivacity of a big city and the vast natural
soul that wonderfully coexist. Busan is the biggest port city in Korea.
Trends in Busan circulate even faster than in Seoul through immediate cultural
exchanges with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Let’s sail off to Busan,
which has great regional traits and is a former host of the APEC summit
and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aewoondae

북구

기장
장군
군
➌

동래구

➏

해운
운대
대구

연제
제구
구
부산진
진구
구

수영구

사상
사
상구
상
구

Happiness you can buy with 10,000 won

➍

Regional gourmet tour in Busan
for those on a low budget!!

➍

동구

남구

●The food court
street, Gukje Market

서구
중구➎
➋

➋

사하
하구
구

If you find a place where

영도구

lots of small stools are
sitting side-by-side
around a corner, you should know that this

➊

is the food court street of the Gukje Market.
It is fun to have some Korean traditional
street food, such as noodle soup, fried

➊

➌

➍ Gwangan-ri – Haewoondae

noodle, Chungmu Gimbap and Sundae

‘Gwangan Bridge,’ one of the new features of Busan, is the longest bridge in Korea

(Korean-style blood sausage). One thousand
won will buy three grown-ups more than

(7,420m). The view of this bridge from the beach is spectacular. If you would like to

enough.

have the best view of Haeundae Beach, walk up to ‘Dalmaji-gogae’ (this means

➊ Taejongdae

‘moon-viewing hill’). You will have a magnificent view of Gwangalli Beach through

Let’s start with Taejongdae, which is the number one visiting place and needs no

the beautiful pine grove. There is a cruise boat that can take you from Haeundae to

●Milmyeon

further explanation. The fresh breeze here helps you relax more than ever. When

Gwangalli in one hour, and you can even see the Oryukdo Islets when the waves

Milmyeon will let you

you go down to the Yeongdo Lighthouse, you will see big waves and the swirling

are not too high.

experience an interesting
texture of noodles that lie

wind. You can take the shuttle train known as ‘Danubi’ (this means ‘going
everywhere’ in Korean) that will allow you to enjoy the best selections on a low

➎ Jagalchi Seafood Market

budget.

It became much nicer to enjoy Sashimi after this traditional market was renovated.

between elastic
‘Naengyeon’ and non-elastic ‘Somyeon’.
Milmyeon in an icy broth can be the right

If you want to take a look around the traditional settings, feel free to check out the

➋ PIFF Square, Nampo-dong

taste if you are looking for something that

street vendors alongside the building.

will cool you off in hot muggy weather.

In Nampo-dong PIFF square, which is across the street from the Jagalchi Seafood
Market, you feel as if you are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ven when it

➏ Haedong Yonggungsa

is not going on. There are many theatres alongside the shopping malls, and you

If there is any temple under the sea, it might look like Haedong Yonggungsa.

can see handprints of celebrities around here. Shopkeepers wearing the film

Everybody will be impressed by the location of the temple situated on a huge rock

festival uniforms make you feel as if you are in the middle of the festival every day.

in the middle of the ocean. You will be able to put down your burden and

This year’s PIFF will be held Oct. 2nd through Oct. 10th; it will be a great chance to

overcharged ambition and relax for a moment when you see this marvelous

visit Busan and see celebrities on the red carpet.

scenery.

●Hot Pork Soup
(or hot soup with
pressed pork)
You can taste the authentic
‘Hot Pork Soup’,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dishes of Busan. Naturally,
you will frequently encounter restaurants
serving ‘Hot Pork Soup’ on the streets of

➌ Busan Sajik Baseball Stadium
➍

Busan is known as a ‘baseball city’. You can sense the people’s frantic love for

➎

baseball there. When the home team, the ‘Lotte Giants’, are playing, you can
witness the worst traffic jam because of the people going to the game. You can also

Busan. You will feel full even before they
➏

serve the soup because of the generous
amount of the food and the warm-hearted
people serving you.

see the frantic baseball fans on the street. Even those who are not baseball fans
can enjoy the fanatical baseball scenes.

Busan Travel Guide
● www.visit.busan.kr
●Tourism Information (City Tourism
XXXXXX
Information Center) XXXXXXXXX
XXXXXX
●Foreign Service Center XXXXXXXXX

HAPPY +

맛과 멋 Taste and Style

글 장선애 | 사진 이영균 | 푸드 스타일링 최지은(F.I.M Studio)

치킨 아도보

마리셀과 자넷의 요리비결!

Chicken Adobo

Cuisine Secrets of Maricel and Janet!

필리핀 손맛도
한국 못지않죠?

필리핀에서 온 마리셀, 자넷 씨가
‘치킨 아도보’를 위해
나란히 앞치마를 둘렀다.

As in the case
of Korean cuisine,
the secret
of the Filipino cuisine
is in the hands

둘도 없는 친구인 이들이 만났으니
타갈로그어가 속사포처럼 쏟아지고,

재료 Ingredients
닭 한 마리, 진간장 4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채 썬 생강 1/2큰술, 채 썬 양파 1/2개,
식초 3큰술, 설탕 1큰술, 후추 1작은술(혹은
통후추 약간), 기름 약간, 물 1컵

1 chicken, 4 tablespoons of dark soy sauce,
2 tablespoons of crushed garlic, 1/2
tablespoon of thinly sliced ginger, 1/2 thinly
sliced onion, 3 tablespoons of vinegar,
1 tablespoon of sugar, 1 teaspoon of pepper
(or a few pepper corns) oil, 1 cup of water

웃음소리도 떠나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었는데,
과연 치킨 아도보는
무사히 만들어졌을까?

Maricel and Janet from the
Philippines wore their aprons
to make “Chicken Adobo.”
As they are best friends, the
cooking scene was filled with
noisy talk in Filipino and with
laughter. This, however, did
not prevent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ir mission.

만들기 Procedure
➊ 닭고기는 뼈를 제거한 후 한 입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Remove the bones from the chicken and cut it in
bite-sized chunks.
➋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생강을 볶아 향을 낸다.
Pour the oil into a pan and fry the crushed garlic
and ginger to produce a scent.
➌ 마늘이 어느 정도 익을 즈음 양파도 넣는다.
When the garlic is cooked to some extent, add the
onion.
➍ 양파를 넣어 기름에 볶다가 닭고기를 넣어 볶는다.
Add and fry the pieces of chicken.
➎ 간장을 넣고 잘 섞어가면서 계속 볶는다.
Add the soy sauce. Continue to cook the ingredients
while stirring them well.
➏ 통후추를 뿌리고 고기의 겉면이 익어 노르스름해지면
물을 넣는다.
Spread the pepper corns. When the surface of the
meat becomes yellowish, add the water.
➐ 설탕과 식초를 넣고 고기가 연하게 익도록 푹 끓인다.

“마리셀은 안할거야? 마리셀도 해봐”

수줍은 새색시처럼 차분하게 아도보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자

도마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새침하게 뒷짐을 지고 있는 마리셀.

넷. 생강과 마늘, 통후추로 닭고기의 냄새를 없애고 야채나 양

그런데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재기발랄한 그녀의 눈 속에 가득

념 등을 최소화해 주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이 치킨 아도보의 포

들어차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 자넷의 부추김에 못 이기는 척

인트다. 필리핀의 일반적인 음식들은 대부분 한 가지 재료의 맛

칼을 쥐자 3년차 프로주부의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난다.

을 살려 간소하고 소박하게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볶음 요리

“아도보는 한국에 닭볶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에 식초를 넣는 것도 한국의 일반적인 조리법과는 다른 점이다.

고춧가루 대신 간장으로 간을 한 게 제일 큰 차이고,

마리셀이 가져온 월계수잎으로 마무리한 치킨 아도보. 필리핀

닭볶음처럼 여러 가지 야채를 넣지는 않아요.”

색시들의 손맛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자. 누구나

Add the sugar and vinegar. Boil until the chicken
pieces are cooked and tender.

이렇게 해보세요!

Try this!

● 식초를 일찍 넣으면 고기가 질겨지니 반드시 마지막 단계에 넣으세요.
Add vinegar at the last phase; otherwise, the meat will become tough.
● 청양고추나 대파를 썰어 넣으면 칼칼하고 개운한 맛을 낼 수 있어요.
Adding sliced red hot chili peppers and shallots will make Chicken Adobo spicy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이니 나도 몰랐던 요리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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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툰 Multicultural Cartoon

The Rainbow
over the House
Except for Ji-ho, who sits next
to me at school.

I like going to school.

Thanks.
Take care!

From that day, my mom started studying.
Did you stay up all night?
Good luck today!

Hey, Blackie! Go back
to your country!

I’ve never studied as hard as
now, even when I was a
student.

Without Ji-ho, it would be much
more fun to go to school.

Sometimes I feel unhappy because my mom is from Vietnam.

Have a good day~

At school

We have a special
teacher today.

Stop making
fun of me!

Xin Chao!
Hello, everyone!
I am Saetbyeol’s mom from
Vietnam.
Now I am Korean.

Ah, that’s
my mom.

Neh Neh Neh
Boo Boo~

Ji-ho…

I see.

According to Vietnamese myths the first Vietnamese people descended from the
Dragon Lord Lac Long Quan and the immortal Fairy Au Co… This is the flag
of Vietnam. It is also known as the “red flag with yellow star,”
which means…

Shall I teach Ji-ho
a lesson?
Saetbyeol, what’s
wrong with you?

No, don’t do that.
I have an idea.

Can you speak
Vietnamese, too?

Of course~

The next day
Do you see
what I mean?
That sounds great.

So, we should show respect and
understanding for other countries.

How do you say ‘I love
you' in Vietnamese?

Em Yeu Anh.

You, too.
Sobbing~

I am going to do it this
way. What do you think?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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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실홍실 Blue Thread and Red Thread

동
이상
몽

한국 남편과
베트남 아내의

同床

Differences between a Korean Husband
and his Vietnamese Wife Living
under the Same Roof

異夢

청실생각 / Blue Thread Thoughts

홍실생각 / Red Thread Thoughts

회사 정년도 점점 짧아지는데,
맞벌이 할 때 아이를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젊을 때 더 많이 일하고 싶은데,
왜 아이를 빨리 갖는 게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

출근시간에 아이 챙기랴, 회사의 명예퇴직 바람 피하랴 고군분투하

immigrant by definition leaves her country to live in a

는 우리네 맞벌이 주부들. 맞벌이 주부로 고단하게 살아가는 많은

foreign country with her new husband. Most of all, it is

The retirement age is becoming younger and younger.

I want to work more when I am still young.

대한민국의 여성들처럼,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urgent that they should adapt themselves to their new

Isn’t it much better to have a baby

I cannot understand why it is good for me to have a baby as

circumstances and to Korean society. From time to time,

when both of us work?

soon as possible.

결혼이민여성들도 때아닌 풍파를 겪을 때가 있다. 자신들이 하는 일
에 대한 남편과 주위의 몰이해, 2세 계획이 경제적인 측면의 육아문

however, even their husbands and their family might not

아이를 빨리 낳는 게 돈 버는 거라는 말이 이제 실감난다. 직장

아이를 빨리 낳는 게 좋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이젠 부담스럽다.

제로만 국한되는 현실, 한국문화에 하루라도 빨리 적응해가야 한다

선배들도 월급 받으면 유치원이다 학원이다 애들 학비로 다 나

시댁이나 친정에서도 아이부터 빨리 낳고, 한국문화에 좀 적응

는 끝나지 않는 숙제. 이 모든 것들이 타국에 와서 사랑을 하고 새로

간다는데…… 아내랑 맞벌이하고 있을 때 아이를 갖는 게 더

하면 그때 다시 일해도 늦지 않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운 일에 도전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좋겠어. 회사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학비 한창 들어갈

시집온 지 이제 1년. 남편과의 신혼생활도 더 즐기고 싶고, 젊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는 법. 특히 자신이

때 회사를 그만두면 막막하기만 하지. 아이가 있으면 아내도

을 때 하고 싶은 일은 아직도 많은데 왜 아이를 빨리 갖는 게 좋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고, 더 빨리

다고 하는 걸까? 2세 계획 때문에 남편과의 말다툼이 잦아지는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않겠어?

것이 너무 속상하다.

People say that if a couple has a baby, they will be able to start

I am from Vietnam, and I have been married to a Korean man

saving money sooner. Now I realize that this is true. Raising a

for one year. People around us have advised us to have a baby

청실홍실 Clinic / Red Thread and Blue Thread Clinic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 의견을 달리 할 때는 견디기 힘들다.

understand her, and vice versa. In married immigrant
women’s eyes, Korean people focus only on the economic
costs of having a child. All of these things are likely too
much for them. Yet, as we know, we are all different. Of
course, it is sad tha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especially between people who love each other, but it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은 나를 무시하거나 싫어해서가

does not mean that they hate each other. How about just

아니라 생각의 다름이니 천천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보자.

accepting them as the different points of view or cultural

아이를 원하는 애틋한 마음은 같지만 부모가 되고 싶은 시기는 다

differences? Both a husband and a wife are eager to have

른 두 사람. 아이가 있는 환경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문화 적응

a baby, but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when they want
to become parents. Having a baby might help a married

child can surely cost an arm and a leg. What will happen to my

as soon as we can. Whenever I heard that, I feel uncomfortable.

의 새로운 계기는 될 수 있어도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 천리만리 앞

children if I quit my job, if I am laid off, or if I am fired while

Not only my parents-in-law but also my parents insist that I

서가는 마음은 잠시 붙들어두고,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서로에게 했

immigrant woman fit into Korean society. However, it

their educational expenditure still costs me a fortune? It must

have a baby sooner or later. They believe that a baby will help

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should not be an object of married life. They should take

for this reason be a good idea to have a baby when both my

me adapt to a life in Korea. They say that after raising the

wife and I work. Moreover, once we have a baby, my wife will

children, I can work again if I want. They are right. I partly agree

be able to spend more time with my parents, which will be is

with them. I would love to have a baby. Yet, I think that we need

helpful to build and strengthen the bond between the parents-

more time. I want to enjoy our time for a while without a baby. In

in-law and their daughter-in-law. Moreover, through the

addition, I would like to work more because I am still young and

period of having a baby, it will be possible for her to form a

have a lot of things that I want to do. Why don’t they understand

deeper attachment to Korean life.

me? These days my husband and I frequently quarrel about
having a baby, which makes me un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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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time and think about how much they loved each
A working mothers’ life in Korea is not easy. Although they

other when they got married, and try to understand both

work outside the home like their husbands, they are

viewpoints. It will then become possible to find a solution

usually charged with almost every task at home from

that satisfies not only both parties but also everyone who

housekeeping to taking care of the family. Just like their

loves and cares for them.

husband, at work, they may constantly worry about being
laid off or fired. I think that the life of a married immigrant
woman is similar. It may be more difficult becaus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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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sk Whatever You Want to know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솔직한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Have a heart-to-heart talk with your husband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을 같이 지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아름다운 언약. 한국에서는 결혼을 백년가약(百年佳約)이라
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 한 많은 약속들을 지켜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처음에 남편과 아내로 한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한국에 시집오며 마음 먹었던 것은 또 어떤 것이었는지 남편과 함께 이
야기해 보세요. 혼자서 속앓이를 하고, 남편의 대답만을 기다리는 건 일심동체(一心同體)의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가 없
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걸 외면할 수 없는 리투이 안 씨의 솔직한 마음을
전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 때문에 자유로운 외출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 얼마라도 친정에 용돈을 보낼 수 있도록 남편을 설
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베트남 친정방문과 가족들에게 보낼 용돈 때문에 취업도 고려해 본다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놀이방을 알아보거나 어머님이 손녀를 보는 방법을 제안해 보세요. 여건이 되어 취업을 하신다면 친정뿐 아니라 리투이
안 씨 자신,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친정과 시댁 식구 모두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
감 대신 가족이 함께 도와주고 있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친정방문은 언제가 적당하고, 용돈은 얼마를 보내줄 것인지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세
요. 결혼생활은 서로의 대화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Korean people call a marriage ‘Baengnyeon Gayack’ which literally means ‘a beautiful promise,’
through which two persons pledge their eternal love. In this sense married life can be a process where
a husband and a wife should keep their word or try to do so for the rest of their lives.
What was the promise you and your husband made in the first place? What was on your mind when
you got married a Korean man? Have a heart-to-heart talk with your husband about that. There is an

베트남에서 온 결혼 3년차 리투이 안(가명)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시간이 되면 친정에도 종종 갈 수 있

apothegm in Korea: husband and wife are one flesh. If you cannot tell what is on your mind to your

고, 홀로 계신 어머니나 동생들에게 용돈도 조금씩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 한 번도 다녀오

husband, how can you and your husband be a couple? Do your mother and siblings have any financial

질 못했습니다. 남편이 올 여름에는 꼭 보내주겠다고도 했는데, 딸 아이가 어리니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difficulties? If they do, explain your Vietnamese family’s situation to your husband. Who knows? He

고 하네요. 직접 돈을 벌어 저라도 친정에 용돈을 보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may sympathize with your concern for them and agree with your idea of sending money to them. If you
want to make money for your family in Vietnam or to visit Vietnam, find ways to take care of your baby,

I am Ly Thuy Ahn (an alias) from Vietnam and I have been married to a Korean husband for three years.
In the beginning, I thought I could visit my parent’s house in Vietnam from time to time, and send some
money to my mother, who lives alone, and to my brothers and sisters. Until now, however, I haven’t
been able to send money. My husband firmly promised to allow me to visit Vietnam this summer. Yet,
he is now suggesting that I visit my family another time because we do not have anyone to take care of
our baby girl during my absence. I really miss my family in Vietnam. Not only that, I want to send

such as childcare facilities or your mother-in-law, during your absence and suggest those things to
your husband. If you get a job, it can be a good opportunity to show to your husband and his family that
you are of help financially. Not only that, you can send money to your family and help them with less
pressure. Try to communicate enough with each other, and make specific plans together with your
husband for your homeland visit and the amount of money to send your family. A couple builds trust in
each other by making conversation, and a happy family begins with trust.

money to help my mother and my siblings if at all possible. To do so, I am even thinking about looking
for a job. What should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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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고
피하지만 말고,
시간을 두고
노력해 보세요
Take time and keep making efforts to understand
and accept each other

어린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앞서다 보니 관심이 지나쳐 간섭으로 내비쳤나 봅니다. 하지만 관심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란 걸 알고 계신가요? 관심이 없다면 내 아내가 어떤 옷을 입고, 누굴 만나며 언제 들어오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겁니
다. 남편의 관심을 지나친 간섭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그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세요. ‘오늘 캄보디아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옷 어때요? 난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말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지 않
을까요?
한국에서도 배우자의 친구들은 편하기만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남편의 친구들 앞에서 아내는 긴장하게 되고, 아내의
친구들 앞에서 남편은 잘 보이고 싶어하지요. 남편도 리쯔야 씨의 친구들이 싫다기보다는 어렵고 어색해서 그럴지도 모
릅니다. 캄보디아 친구들을 밖에서만 만나려 하지 말고, 집으로 초대해서 한국음식을 같이 먹어보거나 남편과 시어머니
에게 함께 만든 캄보디아 음식을 선보여 보세요. 문화를 나누는 것이 곧 생각을 나누는 것이니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있는 문화와 세대 차이를 단숨에 없애버리기엔 2년이란 결혼생활은 짧은 시간일 겁니다. 남편과의 솔직한
대화가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니 한글학교를 다녀보세요. 답답하다고 무작정 집을 나가거나 피해버리는 건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으니, 시간을 두고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Your husband is likely to have a lot of concern for you because of your young age, and that is why he
seemingly meddles in almost everything about you.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he does not like
you anymore. It must be another expression of his love. Otherwise, he would not care about what you
wear, whom you meet, and when you return home. Why don’t you ask for his advice in advance? For
example, you can say to your husband, “I am going to meet my Cambodian friends in this dress.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t can help you and your husband to narrow the generation gap.
The spouse’s friends are not always easy to hang out with. Normally, a wife feels nervous and
uncomfortable in front of her husband’s friends; a husband usually wants to be seen as a good
person to his wife’s friends. Likewise, your husband may like your Cambodian friends, but

저는 캄보디아에서 시집와 2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리쯔야(가명)입니다. 남편과 나이차이가 좀 나는 편

he is just shy and feels awkward with them. If your husband does not want you to meet

인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외출할 때 제 옷차림에 대한 간섭이 심하고, 캄보디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

them, you had better not meet your friends outside the home. Instead, invite them to

하는 것 같아요. 남편과 생각차이가 많이 나도 말이 잘 안 통하니깐 답답하기만 하고, 집에 있는 게 점점

your house and share Cambodian traditional food, which you can prepare with your

불편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husband and mother-in-law. It can be a good chance to share each other’s culture
and view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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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Ly Thri Ya (an alias) from Cambodia and I have been married to a Korean husband for two years. I

Two years of married life does not seem long enough to overcome either a cultural

am much younger than my husband. In my opinion, that is why my husband is always meddling in what

gap or a generation gap. The best way to understand each other is to have a heart-to-

I wear. Worst of all, he does not want me to meet Cambodian friends. I think that we have not only a

heart talk. First of all, take a Korean language course. You cannot find any solution to

cultural gap but also a generation gap. But the generation gap is not the worst problem. We are not

your problem if you avoid uncomfortable situations because you feel heavy and

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which makes me feel heavy and

uncomfortable. Both you and your husband should take the time and continually make

isolated. Now, I do not feel easy or comfortable at home anymore. What should I do?

efforts to understand and accept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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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제 2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문가 자문회의가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지난 6월 27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상반기 사업 결과 및 하반기 사업 계
획 보고가 있었으며, 우리 사회 이해교육 및 배우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03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공동으로 국가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일정 안내
행사명

일시

장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7.9(수)~10(목)

서울시 도봉구 ‘도봉숲속마을’

8.21(목)

중앙센터 회의실

2008결혼이민자가족
모니터링단 제2회 회의
방문교육사업 실무자교육

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검진 종목

직접 읍·면·동을 찾아가 다문화가정 가족교육을

기초(진찰·신체계측·혈압), 소변,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은 ‘우

간기능, 당뇨, 고지혈, 빈혈, B형간염,

리 며느리의 나라, 내 아내의 나라, 우리 엄마의 나

성병, 에이즈, 흉부X선 촬영, 심장기능,

라’에 대해 배우고 서로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

자궁세포진(여성)

9.18(목) 청주센터
평가관련 간담회

다 함께 참여해요~
구분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나라의 전통음식을 같이 만들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

검진 신청

한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화 또는 인터넷(www.kahp.or.kr)으로

공자와 그 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검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

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유관

검진일에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양한 가족

(부부공동 검진 희망 시 배우자 검진신청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

서 추가 작성)

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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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행사장소

8.22(금)

고양시센터
XXXXXXX
☎XXXXXXXXXXX

충북지역

08:00~19:00

주요내용

임실치즈만들기, 산머루 체험,
물놀이

가족캠프

8.23(토)~24(일)

대전 대덕구센터
XXXXXXX
☎XXXXXXXXXXX

아산스파비스

가족사랑
체험캠프

8.22(금)~23(토) 예정

대구 서구센터
XXXXXXX
☎XXXXXXXXXXX

남해 일대

자조모임캠프

8.29(금)~30(토)

강원 횡성센터
XXXXXXX
☎XXXXXXXXXXX

배우자
교육

9월

전북 전주센터
XXXXXXX
☎XXXXXXXXXXX

센터 내 교육실

부부대화기술,
아내 나라 문화 및 국가 이해 등

공동육아프로그램

2008.8~11

대구 달서구센터
XXXXXXX
☎XXXXXXXXXXX

센터 내 강의실

중국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아동 건강관리, 자녀교육법

제3회
아시아음식
문화축제

9.27(토)

가족교육 캠프

지역지부 건강증진센터)

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등 각

사전 예약

이현선 장수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이 국민훈

일시

가족교육,
여름캠프(물놀이, 스파)

(토요일 12시, 일·공휴일 제외)
•장소 : 거주지역 보건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 유

성 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있었으며

행사명

가족일일나들이

•시간 : 오전 8시 ~ 오후 3시

혼이민여성 25명과 함께 다문화 요리 축제를 열었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5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평가지표 설명 및 일정 안내

•기간 : 2008년 7월 ~ 11월

속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지난 7월 2일 경동

01

9.23(화) 구미센터
9.25(목) 울산센터

검진일자 및 장소

<가정의 달> 기념 행사 개최

•상담메뉴얼 배포 및 교육
•상담슈퍼비전

9.26(금) 익산센터

졌다.

대 한국어교원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그리고 결

•2008결혼이민자가족 모니터링단
활동보고서 공유, 모니터링 교육 등

9.17(수) 서울센터
여성결혼이민자(배우자 포함)

04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10:00~17:00

검진 대상

광양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지난 7월 동안 ‛더

속초 ‘결혼이민여성 요리 축제’ 열어

•우리사회이해교육, 배우자교육,
법률교육, 종사자 ‘쉼’의 밤

•방문지도사 보수교육을 위한 실무 교육

9.19(금)

상담슈퍼비전

광양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가정’
가족교육 실시

8월 마지막주 예정

주요내용

문의처
한국건강관리협회 지역 지부 또는
지역 보건소

지역축제

경북 구미센터
XXXXXXX
☎XXXXXXXXXXX

강원도
횡성숲 체원

구미동락공원

가족교육, 여름 캠프
강원도 6개 지역센터의
연대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자조모임 및 모니터링단 가족들이
함께하는 숲체험 캠프

경북 10개 센터 연대사업.
음식축제 및 다문화합창단공연,
각 센터 장기자랑 외

※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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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news
single-parent families, and creating a familyfriendly corporate culture were awarded prizes,
and Hyeon-sun Lee, who is the director of the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Support Center
in Jangsu-gun, received the National Medal.
The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Support Center Advisory Council
The 2nd Professional Advisory Council for the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Support Center
was held in the conference room of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on June 27th. A statement
of accounts for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the
presentation of a business plan for the second
half year were completed in this session. In
addition, to improve the business of the center,
experts discussed how to enhance education
methods related to understanding our society and
discussed education for foreign spouses as well.

A commemorative event for the ‘Month
of the Family’
A commemorative event for the ‘Month of the
Family’ was hel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ponsored by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 Nearly five hundred
people were present at this event, including
veterans and their families, officials of the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and the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Support Center,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officials from associate
facilities. Those who contributed to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improving welfare for

Multicultural Education, ‘Living in
Harmony in a Multi-ethnic Society’ in
Gwangyang
The Gwangyang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Support Center conducted a session of
family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with
the topic of ‘Living in Harmony in a Multi-Ethnic
Society’ through visits to Eups, Myeons, and
Dongs in July. The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who took part in this instruction had a
meaningful time while learning and understand
topics such as ‘my daughter-in-law’s country’,
‘my wife’s country’, or ‘my mother’s country.’
Multicultural Food Festival in Sockcho
The Sockcho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Support Center held a Multicultural Food
Festival with Korean language teaching staff from
Kyungdong University. Members from the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and twenty-five
married immigrant women attended. They
learned how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while cooking various traditional
dishes from countries such as Vietnam, the
Philippines, Uzbekistan, Japan, and China.

Get a free
health check!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will provide a free health check to
married immigrants who have
difficulties in getting benefits from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ubject

Schedule for Programs Conducted by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nd Minister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rograms

Date

Place

Workshop for staff members of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 Support Center
(Capability Building Education)

Jul. 9(Wed)~10(Thu)

Dobong-gu, Seoul
‘Dobong Forest Ville’

2008 Monitoring Group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2nd meeting

Aug. 21(Thu)

Workshop for staff members working for
Visiting and Educating Programs

Scheduled during the last
week of August

(Consultation Supervision)

Sep. 19(Fri)
10:00~17:00

Married immigrants (including spouses)

Examination items
Basic health check (medical check and
measurement of the body and blood
pressure), checks of the urine, heart and
liver; and checks for diabetes,
hyperlipidemia, anemia, hepatitis B,
venereal disease, and AIDS. Also given is a
chest x-ray and tests for ASCUS/LG SIL (for
women).

Evaluation Meeting

Application

•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 Spousal education
• Basic law education
• Night session for staff members

The conference room in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 2008 report and discussion of the monitoring of
immigrant marriage families

• Practical service education for visiting instructors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 Distribution and education of Consultation Manual
• Consultation Supervision

Sep.17(Wed) Seoul Center
Sep.18(Thu) Cheongju Center
Transnational Marriage &
Sep.23(Tue) Gumi Center
Family-Support Center
Sep.25(Thu) Ulsan Center
Sep.26(Fri) Iksan Center

Presentation of the Evaluation Index and Program
schedule

Join us and have a good time!
section

Time and place
• Period: July – November 2008
• Time: 8 AM –3 PM (until 12 PM on
Saturday; not available Sunday and
holidays)
• Place: Public Health Center in resident
areas (or a Regional Health Promotion
Cente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Events

Family Education
Camp

Reservation via phone or on the Internet
Those who want to get a health check must
fill out an application and
have it with them at the time of their health
examination.
(If a couple wants a joint health check, an
application must also be filled out for the
spouse.

Programs

Date

Local Center

Place

Family Picnic

Aug.22(Fri)
08:00~19:00

Goyang-si
XXXXX
☎XXXXXXXX

Chungcheongbukdo

Family Camp

Aug.23(Sat)~24(Sun)

Daedeok-gu center, Daejeon
XXXXX
☎XXXXXXXX

Family Love
Camp

Scheduled Aug.22(Fri)
through 23(Sat)

Seo-gu Center, Daegu
XXXXX
☎XXXXXXXX

Support
Gathering Camp

Aug.29(Fri)~30(Sat)

Hoengseong Center,
Gangwon-do
XXXXX
☎XXXXXXXX

Spouse
Education

September

Jeonju Center
☎XXXXXXXX
XXXXX

Classrooms in the
local center

• Communication skills for couples
• Learning and understanding a wife’s
country and its culture

Child care
cooperation

Aug. ~ Nov. 2008

Dalseo-gu, Daegu
XXXXX
☎XXXXXXXX

Classrooms in the
local center

• The support gatherings of Chinese
married immigrant
• Child health care
• Child education

Sep.27(Sat)

Gumi Center, Gyeongbuk
XXXXX
☎XXXXXXXX

Gumi Dongnak
Park

• Collaboration Project with 10 local
centers in Gyeongsangbuk-do
• Food Festival, multicultural Chorus
Performance, Talent Contest, etc.

Local Festival

The 3rd Asian
Food & Culture
Festival

Making Imsil Cheese,Picking wild
grapes, Swimming
• Family Education
• Summer Camp (swimming, Spa)

Asan Spavis
The neighborhood
of the southern sea

• Family Education
• Summer Camp
• Forest Experience Camp with
Family from Support gatherings and
Monitoring groups in collaboration with
six local centers in Gangwon-do

Hoengseong
Soop Chewon,
Gangwon-do

Inquiries
Regional Health Promotion Cente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or a
Public Health Center

Events

- The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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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

행복 통신 Happy Letter

행복
통신

02 우리 동네로 초대할게요

04 예비엄마를 위한 굿~ 지침서

‘불법 결혼중개 피해 막는다’라는 기사를 통해 결혼 중개업에 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출산과 양육’ 기사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초

한 법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 고향 충남 홍

보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육아 정보를 꾸준히 다뤄주셨으면

성도 다뤄주세요. 우리 동네에도 재미난 이야기와 자랑거리가 많

해요.

이 있거든요.

이윤미(경상북도 고령군)
최춘희(충청남도 홍성군)

A good guidebook for expecting mothers

I would like to show Hongseong to Rainbow+
readers.

I am a mother who is raising a baby, so ‘Pregnancy &

I read Love+ Hot Issue ‘Stopping the Damage of Illegal

forward to more information about childcare for mothers

Marriage Brokers’ in the spring issue and learned about

who are expecting or raising a baby like me.

Health Care’ was very helpful for me. I am looking

Yun-mi Lee(Goryeong-gun, Gyeongsangbuk-do)

the act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well. It
was very informative. Next time, I hope that Rainbow+ will

01

02

have a space for my hometown Hongseong-gun in

03

04

Chungcheongnam-do. We have many interesting stories

05

and events on the subject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
readers of Rainbow+.
Chun-hee Choi(Hongseong-gun, Chungcheongnam-do)

01 집으로 찾아가는 감동 맞춤 서비스

03 마음을 나누는 멘토링

05 내 삶의 휴식 같은 친구, 레인보우+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서비스’에 대한 기사를 관심 있게 봤어요.

‘공감 100배 멘토링’에서 한국에 먼저 온 언니가 동생에게 도움을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한국 생활 가이드’를

저희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두 분이 한국어를 잘 못하

준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찰칵 우리 집

읽고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크고 작은 문

시거든요. 때문에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이동 사진관’ 기사에서 베트남어 번역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웠어

제들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청실홍실’ 코너를 통해 잘 풀어

어 교육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요. 다음에는 베트남어 번역도 함께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갔으면 합니다.

요리구찌 모모꼬(경기도 고양시)

짧은 글짓기 당첨자
2008 창간호 제시어

어린이날·하늘·약속
어린이날 우리 가족은 하늘에다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이승화(경상북도 경주시)

다우티탄 마이(경기도 포천시)

아주마 아야꼬(인천광역시 부평구)
내년 어린이날에 우리 딸을 데리고 놀러가기로 하늘만큼 약속했어요.

A Door-to-door Customized Service

Mentoring that makes a difference

Rainbow+ is my friend!

When I read about the ‘Door-to-door Korean Language

I was very impressed by ‘Totally Agree Mentoring’, which

Rainbow+ is not only a good helper but is also a good

5월 5일 어린이날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포천 여성회관에서

Education Service’ in the spring issue and I became

was about a married immigrant woman who came to

friend for me as I settle down in Korea. Through the

열리는 축제에 가기로 선생님과 약속했어요.

instantly interested in this service because my family lives

Korea earlier helping another newlywed woman married

‘Korean Living Guide,’ I obtained a lot of useful

다우티탄 마이(경기도 포천시)

with my parents, who are from Japan and cannot speak

to a Korean adapt to Korean society. I really enjoyed

information related to living in Korea. If you have any

Korean well. I hope there will be a Korean Language

reading all of the sections of Rainbow+. However, there is

problem with your spouse as a married immigrant, I

Education Service for adults as well as for children.

no Vietnamese version of ‘Click! Moving Studio’ in our

recommend you to read ‘Blue Thread, Read Thread.’

Yorigucci Momoko(Goyang-si, Gyeonggi-do)

house,’ so it was not easy for me to understand the
article. From the next issue, I hope that Rainbow+ will
have as many translated Vietnamese articles as possible.
Dau Thi Tam May(Pocheon-si, Gyeonggi-do)

Seung-hwa Lee(Geongju-si, Gyeongsangbuk-do)

진잉(대전광역시 중구)

다른 그림 찾기 당첨자
마스따니 하루꼬 대전광역시 중구
강구권 대구광역시 서구
누엔티 축하 부산광역시 사상구
팜 낌흐엉 충청북도 충주시
이면화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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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립니다!
다른 그림 찾기

We Provide Door-to-door Service

아래 A와 B 그림은 5군데 서로 다른 곳이 있습니다.
엽서에 표기해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총 5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육아나 거리상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전문 지도사가 직접 방문,

A
다문화가족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 매거진

Magazine Created For Multicultural Families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Door-to-door Child-care Center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지원합니다

12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결혼이민자에게

Marri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who are busy
with child care or are geographically isolated,
as well as those who cannot participate
in educational programs at regional centers can be
provided with a custom-designed service developed
by a special lecturer.

또한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는 산전준비 및

계간 Quarterly Rainbow+
2008 여름호 Summer, 통권 2호 Vol. 02
발행인 Publisher

아동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상담을 실시합니다.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적 취득 전·후 및 비자 유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Provides education, counseling, and information concerning
child care for married immigrants who nurture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Provides expecting mothers with short-term programs
concerning childbirth preparation and childcare
Door-to-door service is available to any married immigrants
regardless of their visa status.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Minister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B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서비스
Door-to-door Korean Language Education Service

발행처 Publisher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파견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을 돕고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가족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75 Yulgong-ro, Jongno-gu, Seoul, Korea

Provides support for married immigrant women to improve in
their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and resolve any
communication difficulties among family members by
sending a Korean language teacher

TEL 02) 2023-8619 | FAX 02) 2023-8621
기획·제작 Plan and Production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리기관)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under The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Support Center)

TEL 02) 3141-6091
진행·디자인 Direct and Design

짧은 글짓기

쎄븐커뮤니케이션 Seven Communication

아래 주어진 3개의 단어를 사용해 짧은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 보내주세요.

아트 디렉션 임근영
진행·편집 성지희, 장선애 디자인 정진아, 권은혜

추첨을 통해 3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TEL 02) 2038-7700
번역 Translation
정세연, Debbie. Lee

올림픽, 보름달, 고향

※ 방문교육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1577-5432)로 문의하세요.

영문 교정 English Proof-reading
카이스트 어학센터 KAIST Language Center

Door-to-door service is free.
For details, contact the nearest administration agency,
Such as the city, district, ward, town, myeon, or dong offices,
or the Transnational Marriage & Family-Support Center (Tel. 1577-5432).

Summer
2008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성명
다문화가족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 매거진
<Rainbow+>는

발송유효기간
2008.5.10~2008.12.31

주소
전화

서울마포우체국
제40577호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

재미있게 보신 후 다양한
의견을 보내 주세요.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26-1 웰빙센터 8층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

<Rainbow+> 편집실

1 2 1 - 8 8 6

치킨 아도보
Chicken Adobo

재료 : 닭 한 마리, 진간장 4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채 썬 생강 1/2큰술,
채 썬 양파 1/2개, 식초 3큰술, 설탕 1큰술,
후추 1작은술(혹은 통후추 약간), 기름 약간, 물 1컵

만들기
➊ 닭고기는 뼈를 제거한 후 한 입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➋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생강을 볶아 향을 낸다.
➌ 마늘이 어느 정도 익을 즈음 양파도 넣는다.
➍ 양파를 넣어 기름에 볶다가 닭고기를 넣어 볶는다.
➎ 간장을 넣고 잘 섞어가면서 계속 볶는다.
➏ 통후추를 뿌리고 고기의 겉면이 익어 노르스름해지면
물을 넣는다.
➐ 설탕과 식초를 넣고 고기가 연하게 익도록 푹 끓인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한 기사, 아쉬웠던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 다음 호에 함께할 다문화가족을 찾습니다.

짧은 글짓기

참여하고 싶은 코너와 이름,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 주세요.

✽

✽ 다른 그림 찾기
자세히 보시고

행복통신의 <다른 그림 찾기>를
5군데 다른 곳을 찾아
오른쪽 그림에 표시하여
추첨을 통해 5분께

엽서를 보내 주세요.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