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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우울을 측정하는 대표적 도구인 
CES-D척도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점수의 수준을 알아보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인구사
회학적 변인, 개인 내적 및 가족변인, 신체건강변인, 문화적응변인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556명이었으며, 분석결과 CES-D척도의 우울절단점인 16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구대상자의 47.1%가 우울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계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투입된 1

단계 분석에서는 월평균가족수입(β=-.13, p=.002)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이 
투입된 최종 모델에서는 자아효능감(β=-13., p<.001), 가족관계(β=-.16, p<.001), 한국문화적응(β=-.08, p=.05), 문화
적응 스트레스(β=.31, p<.001), 그리고 신체적 불편증상(β=.18, p<.001)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으며, 

우울의 37.1%를 설명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감 감소 및 정
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우울,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관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relation to demographic, family, self-efficacy, acculturation, and physical health aspects. The 
subjects were 556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Seoul, Keong-gi, and Chung-cheong areas. 47.1% of the 
subjects showed ≧16 of CES-D which is the cutting points on depression. The results from hierachical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family income(β=-.13, p=.002) at the first demographic model and 
self-efficacy(β=-.13, p<.001), family relationship(β=-.16, p<.001), acculturation to Korean culture(β=-.08, p=.05), 
acculturative stress(β=.31, p<.001), and mal-physical health(β=.18, p<.001) at the final model affected female 
marriage immigrants’ depression.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37.1%. Based on these results, 
social services and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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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이후부터 꾸 히 증가하여 

2005년 13.6%에 이르 으며, 이후 2010년 10.8%, 2012년 

8.7%로 다소 감소하 으나[1] 매 해 유입된 결혼이민자

들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의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의 수는 2014년 5월 기  152,37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85.3%를 차지하는 129,945명이 여성결혼이민

자이다[2].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수  증가는 이들

이 생활방식과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의 생활에  건강하

게 잘 응하고 있는지에 한 사회  심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이민이란 태어나고 자란 익숙한 지역사회와 문화권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

가는 과정으로서, 이민자들은 개 새로운 문화권에 

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들과 스트 스에 직면하

게 된다. 특히 문화  상황의 변화가 개인의 처능력을 

과할 때 임상  우울이나 처하기 힘든 불안과 같은 

심각한 정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3,4] 이민자들의 

응과 정신건강의 문제는 사회  지원체계가 심을 가

져야 할 요한 사회  이슈가 된다. 

이민과 응의 과정은 새로운 생활공간, 생활습 , 가

치   주변 사람들과의 계에 새롭게 응해야하는 

스트 스 인 생활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민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흔히 문화 응 상의 스트 스와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데[5],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수 은 일

반인들보다 확연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를 

들면,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계 이민여성을 상으로 

한 우울연구에서는 연구 상자의 41.5%가 우울을 측정

하는 CES-D척도에서 우울 단 인 16  이상의 수

를 보여 일반인들의 2배에 해당하는 수가 우울집단으로 

나타났으며[6],  다른 연구에서는 멕시코계 이민여성의 

64%가 CES-D척도에서 16  이상의 우울감을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나 이민여성의 정신건강이 험한 수 임

을 알 수 있었다[7].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CES-D 수 16  이상을 기 으로 할 때 

서울지역 연구 상자의 42.3%가 우울집단으로 나타나기

도 하 으며[8], 도시와 농 지역 거주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의 39.9%가 우울집단으로 분

류되어 결혼이민자들의 우울수 이 일반인들보다 취약

한 것으로 악되었다[9].

그러나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문화  이동과 련한 단순한 스트 스  생활사

건의 결과라기보다는 응 과정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스

트 스와 이에 응하는 개인의 내   외  자원과의 

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결과물로 이해해야 한다

[8]. 이는 이민자들의 문화 응 과정을 스트 스- 처

근의 시각으로 보는 것인데[10],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신체건강, 교육, 직업상태, 사회 지지  사회  기술 등

이 스트 스에 처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본다[11]. 

이러한 시각은 우울과 같은 이민자의 정신건강을 연구할 

때 이민자가 경험하는 응과정의 스트 스뿐만 아니라 

스트 스에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변인들을 함

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다. 실제로 우울을 주

제로 한 기존 연구들은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민자의 개인 내   외  차원의 다양한 변인들과의 

련성 속에서 조명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상으로 우울이나 정신건강을 연

구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  변인으로는 

경제  스트 스  어려움[12,13], 학력과 가족의 소득수

[14,15], 그리고 한국거주기간[15] 등이 우울과 유의미

한 련성을 보이거나 이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검증된 바 있다. 스트 스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차  

지지체계가 되는 가족 계의 질이나 남편  시 식구 등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이들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8,9,13], 우울을 방하거나 우

울을 야기시키는 스트 스에 처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가족체계가 요하게 고려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

시해주었다. 한 자아존 감이나 자아효능감과 같은 개

인의 내  자질은 환경  스트 스의 극복을 용이하게 하

는 자원이 되는 변인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  

이민자의 우울이나 정신건강 연구에서 한 요한 

측면으로 고려되는 변인  하나는 문화 응과 련된 

변인이다. 문화 응이란 문화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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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지속 이고 직 인 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서[16], 이주국에서 살아가는데 

한 언어, 행동, 사회기술, 사고방식  가치  등을 습

득하는 과정이며[17], 원문화를 유지하려는 속성과 이주

국의 문화에 응하려는 속성의 두 차원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지닌다[4,18]. 이러한 문화 응은 이민자 연구에

서 매우 요한 변인으로 이민자의 문화 응 수 은 우

울과 한 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문화 응과 련된  다른 변인으로 이민자의 우울연구

에서 비  있게 고려되는 변인은 문화 응 스트 스이다. 

문화 응 스트 스란 문화 응 과정 상 새로운 행동양식

들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 스와 갈등 

 문화충격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8] 이민자의 우울

을 증가시키는데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

들을 통해 검증되었다[7,8,13,15]. 한 이민자의 우울과 

련이 있는 변인으로는 신체  건강상태가 고려되기도 

하 는데, 반 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이 감소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20] 우울 연구에서 신체  

건강상태의 고려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연구들이 이민자의 우울을 주제

로 진행되었으나 이민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인구사회학 , 개인 내   가족 , 문화 응 련  

신체건강과 련된 차원에서 통합 으로 근하여 각 변

인들의 상  향력을 함께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상으로 우울수 을 악하고, 우울에 향

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한 구

체  연구내용은 첫째, CES-D 척도의 우울 단 을 기

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수 을 악하며, 둘째, 여

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연령, 교육수 , 가족

수입, 한국거주기간, 거주 지역)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효능감  가족

계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며, 넷째, 여성결

혼이민자의 신체  불편증상과 건강상태에 한 자기 인

식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다섯째, 여성결혼

이민자의 문화 응 수 (한국문화 응  모국문화유지 

수 )과 문화 응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검

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을 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  지원방

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거주하

는 여성결혼이민자이다. 연구 상자의 표집에는 의도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이 사용되었으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복지  등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는 17개소의 기 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운

데 조사연구에 한 설명을 듣고 자발 으로 이에 참여

하기로 동의한 자가 조사 상자로 선정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무응답이 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55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

울에 한 측정은 미국정신보건연구원에서 개발된 척도

로 우울증 선별검사도구로 리 사용되고 있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 다[21].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0

~3 까지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

수록 우울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87이었다. 둘째, 자아효능감은 

개인의 건강한 자아기능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 기존

의 자아존 감  자아효능감 척도에 근거를 두고 Park

이 제작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다[22].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5  리커트척도로 측정이 되며, 수가 높

을수록 자아효능감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셋

째, 가족 계는 건강하고 기능 인 가족 계의 질을 측

정하는 도구로 Yang & Kim의 척도를 사용하 다[23]. 

이 척도는 총 15문항이며, 5  리커트척도로 측정되고 

수가 높을수록 가족 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97로 검증되었

다. 넷째, 문화 응에 한 측정은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상으로 Kim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다[24]. 이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응을 한국문

화 응과 모국문화유지의 2개의 독립된 척도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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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문화 응은 총 26문항, 모국문

화유지는 총 19문항이며, 5 리커드척도로 측정된다. 두 

척도 모두 수가 높을수록 한국문화 응 수 과 모국

문화유지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한국문화 응척도가 .93, 모국문화유지

척도가 .87로 산출되었다. 다섯째, 문화 응스트 스는 

Sandhu & Asrabadi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다[25]. 

본 연구에서는 체 척도 가운데 차별감, 향수병, 문화충

격을 측정하는 총 14문항이 사용되었으며, 5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수가 높을수록 문화 응과 련된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

도인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여섯째, 신체건강

에 한 측정은 Bartone 등이 개발한 증상체크척도

(Symtoms Checklist)[26]의 20문항을 12문항으로 재구

성하여 Cho가 박사논문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 다

[27].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에서 신체  건강상태를 측

정하는 6문항을 사용하 으며, 5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 다. 척도의 수가 높을수록 신체 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증상이 많아 건강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하며, 척

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84로 검증되었다. 자신

의 건강상태에 한 자가 인식은 반 인 자신의 건강

상태를 래집단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좋은 편으

로 생각하는지 그 지 않은지를 질문하는 1문항으로 측

정하 으며,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  변인 가운데 교육년수는 , , 고교  

학 등 공공 교육기 을 통해 교육 받은 총 기간을 교

육년수로 처리하 으며, 거주지는 도시와 농 으로 나

어 더미변인 처리 다(0=농 , 1=도시).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 방법으로 빈도분석, 기술분

석, 신뢰도분석  계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으며,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 유무에 한 확인은 VIF값

과 tolerence값을 산출하여 검증하 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상자의 연령은 평균 30.4세 으며, 20 가 53%, 

30 가 34.4%, 40 가 11.1%, 50  이상이 1.5%로 20

와 30 가 가장 많았다.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36.2%로 

가장 많았고, 국이 29.2%, 필리핀이 11.0%, 일본이 

8.6%, 몽골이 3.6%, 기타가 11.4% 다. 결혼상태는 혼

이 89.9%로 다수가 이에 속했고, 재혼이 9.2% 다. 월

평균 가족수입은 200만원이하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201-300만원이 16%, 301만원 이상이 5.4%, 그리고 모른

다고 응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이 35.8%로 높게 나타나 

경제 으로 취약한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은 것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최종 학력은 졸이하가 7.4%, 졸

이 22.9%, 고졸이 36.3%, 문 졸이 18.1%, 졸이 

13.6% 다. 한국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 50.3%, 3-5년 미

만이 19.8%, 5년-10년 미만이 21.3%, 10년 이상의 장기거

주자가 8.6% 으며,  평균 한국거주기간은 46.6개월로 약 

3년 10개월 정도 다. 거주 지역은 도시가 23.4%, 소

도시가 57%, 농어  등이 19.5%로 도시거주자가 많은 편

이었다.

3.2 우울수준

연구 상자의 우울수 은 CES-D 수 0~60  가운

데 평균 17.1(±8.5) 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사용되

는 우울척도인 CES-D 수 16  이상을 기 으로 우울

집단과 비우울집단을 구분할 때 응답자의 47.1%가 우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우울

수는 23.4(±6.3)  이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을 상으

로 한 Cho와 Kim의 우울역학조사에서는 우울증상군 감

별을 한 일차  단 으로 21 이, 그리고 주요 우울

증의 선별을 한 진단으로는 25 이 사용되는 것이 

한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28]. 이 기 에 따라 CES-D 

수 21 을 단 으로 사용할 때는 연구 상자의 

27.9%가 평균 27.2(±5.6) 으로 우울집단에 속하 으며, 

25 을 단 으로 사용할 때는 연구 상자의 16%가 평

균 30.7(±5.1) 으로 주요 우울증 집단으로 악되었다

<Table 1>1). 

1)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우울총점의 평균점수는 중국 
17.2점, 일본 15.0점, 베트남 17.6점, 필리핀 19.7점 등으로 나
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분산분석의 사후검증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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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p β t p β t p β t p

age -.01 -.18 .857 -.03 -.61 .537 -.00 -.01 .990 .02 .36 .717

length of education .03 .60 .549 .03 .65 .515 .03 .89 .372 .02 .66 .510

monthly family income -.13 -3.10 .002 -.09 -2.29 .022 -.07 -1.92 .055 -.05 -1.42 .156

length of stay in Korea -.08 -1.42 .154 -.09 -1.89 .058 -.09 -1.96 .050 -.04 -.90 .365

residence area -.04 -.93 .350 .04 1.07 .284 .01 .32 .747 .06 1.72 .085

self-efficacy -.13 -3.03 .003 -.15 -3.71 .000 -.14 -3.51 .000

family relationship -.36 -8.56 .000 -.28 -6.69 .000 -.17 -3.79 .000

physical symptom .28 6.75 .000 .19 4.62 .000

perception of self-health -.56 -1.43 .152 -.07 -1.86 .063

acculturation to Korean culture -.08 -1.96 .050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04 1.05 .292

acculturative stress .32 7.74 .000

R² .029 .200 .284 .371

R² change(p) .029(.006) .171(.000) .084(.000) .086(.000)

F(p) 3.26(.006) 19.58(.000) 24.10(.000) 26.65(.000)

<Table 2>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Table 1> Degree of depression
Categories

Non depressed

N(%)

Depressed

N(%)

Total* 

M(SD)

CES-D 16 231(41.5) 262(47.1)

17.1

(8.5)

         M(SD) 10.0(3.7) 23.4(6.3)

CES-D 21 338(60.8) 155(27.9)

         M(SD) 12.5(4.9) 27.2(5.6)

CES-D 25 404(72.7) 89(16.0)

         M(SD) 14.2(5.8) 30.7(5.1)

 * missing system = 63

3.3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상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해서는 4단계에 걸친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단계분석에서는 인구사회학  변인(연령, 교육년수, 

월평균가족수입, 한국거주기간, 거주지역), 2단계분석에

서는 개인내   가족변인(자아효능감, 가족 계), 3단

계분석에서는 신체건강변인(신체  불편증상, 반  건

강상태에 한 자기인식), 그리고 4단계분석에서는 문화

응 련변인(한국문화 응, 모국문화유지, 문화 응스

트 스)이 투입되었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 유

무에 한 검증 결과 tolerence 값은 .61-.96으로 모두 1.0

이하 으며, VIF값 1.03-1.80으로 모두 10이하로 독립변

인들 간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계 다 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  변인이 투입

된 1단계 분석에서는 월평균가족수입(β=-.13, p=.002)이 

연구 상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

으며, 우울의 2.9%를 설명하 다. 자아효능감과 가족

계가 추가 으로 투입된 2단계 분석에서는 월평균가족수

입(β=-.09, p=.022), 자아효능감(β=-.12, p=.003), 가족

계(β=-.36, p<.001)가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었으며, 우울에 한 설명력은 20%로 증가하

다. 신체건강 련 변인이 추가 으로 투입된 3단계 분

석에서는 자아효능감(β=-.14, p<.001), 가족 계(β=-.27, 

p<.001), 신체  불편증상(β=.27, p<.001)이 우울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 한 설

명력은 28.4%로 증가하 다. 마지막 4단계에서 문화 응 

련 변인을 투입한 결과 우울에 최종 으로 향을 미

치는 변인은 자아효능감(β=-.13, p<.001), 가족 계(β

=-.16, p<.001), 신체  불편증상(β=.18, p<.001), 한국문

화 응수 (β=-.08, p=.05), 그리고 문화 응 스트 스(β

=.31, p<.001)로 검증되었으며, 우울에 한 설명력은 

37.1%로 나타났다.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 계가 

좋을수록, 한국문화에 한 응수 이 높을수록 우울이 

유의미하게 감소하 으며, 신체 으로 불편한 증상을 느

끼는 정도가 심할수록, 문화 응 스트 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상과 

같은 4단계에 걸친 계 다 회귀분석 모델에서 매 단

계마다 우울에 한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우울

에 한 향요인을 고려할 때 통합  시각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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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동

남아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상으로 우울수 과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 다. 연구결과 

우울척도인 CES-D의 일반  단 인 16 을 기 으로 

할 때 연구 상자의 47.1%가 우울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Yang & Kim의 연

구[8]에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42.3%가 CES-D 16  이상의 우울집단으로 분류되었던 

것보다 다소 높은 수 인데, 본 연구의 상자가 도시지

역뿐만 아니라 농 지역 거주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계 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인구사회학  변인, 개인내   

가족변인, 신체건강변인, 문화 응 련 변인 등 4단계로 

분류된 변인들이 투입될 때 마다 우울에 한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이해할 때 어느 한 요인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

라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변인들과의 련성을 통합 으

로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를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

의 우울과 가장 깊은 련성을 갖는 인구사회학  변인

은 경제력으로 일정 수  이상의 가족수입을 유지하며 

경제 으로 안정된 삶을 살수록 우울의 험성이 감소됨

을 알 수 있었다. 한 우울이란 개인내 으로 형성된 자

아의 기능  측면과도 련성이 높으며, 기의 상황이

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지지 인 자원이 될 수 있는 가족

계의 질 인 측면과도 높은 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민과 새로운 

문화권에서의 응이라는 심리사회  과제를 안고 있는 

집단이므로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처리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응력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감소될 수 있으며, 

좋은 가족 계는 이들이 직면한 응의 과제를 효과 으

로 해결해나가는데 직 인 도움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부 응과 우울에 빠질 험성을 감소시켜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Hyun & Kim

의 연구[13]에서 남편의 지지와 시 식구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그리고 Kim 외[9]의 연구에서 가족들로부터 받

는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

미한 효과가 있었던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감 감소를 한 사회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가족 계의 질 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체계 인 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다. 

신체건강과 련된 측면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신체

 건강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신체  불편증상을 많

이 느낄수록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매우 한 

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한국계 이

민자들을 상으로 한 우울연구에서 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수 이 증가하는 선행연구결과[20]와도 유

사한 결과여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신체  건강에 한 

심이 요청된다. 

문화 응과 우울과의 련성에서는 한국문화 응수

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 정착지의 

사회문화에 한 응력이 이민자의 정신건강과 한 

련성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한 문화 응 련 변인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

는 변인은 문화 응스트 스 다. 이는 이민자들이 문화

응 과정에서 소외감, 향수, 차별감 등과 같은 스트 스

 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울감이 증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들[7,8,3,15]과 같이 우울과 문화

응스트 스의 높은 상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상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여

러 변인들의 상  향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문화

응 스트 스의 향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신체  불

편증상, 가족 계, 자아효능감, 그리고 한국문화 응 순

으로 나타나 문화 응과 련된 스트 스  경험이나 신

체건강 상의 문제 등과 같은 부정  경험이 우울에 미치

는 향력이 가장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좋은 가족

계  건강한 자아개념도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지니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한 사회  지원방안에서는 이러한 정  측면의 변인에 

한 심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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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여

성결혼이민자를 상으로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인 

CES-D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수 과 우울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검증하 다. 연구결과 연구 상자의 47.1%

가 CES-D 척도의 총  16  이상을 보이는 우울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들의 월평균 가족수입, 

자아효능감, 가족 계, 신체  불편증상, 한국문화 응수

, 그리고 문화 응 스트 스가 우울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악되었으며, 이들 변인이 우울의 

3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 으로 연구

상자의 가족수입이 높을수록, 자아효능감과 가족 계

의 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한국문화에 한 응수 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으며, 문화 응 

스트 스가 높을수록, 신체  불편증상에 한 인지수

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높은 우울

수 에 한 사회  지원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사회  지원방안

에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감소를 해서는 문화 응 스트 스를 여주고 한

국문화에 한 응수 을 높여주는 문화 응지원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 여성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  등을 

심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통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문화 응 과정에서 경험하

는 스트 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심리사회  지원을 해주

는 곳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한국문화

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응과

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근원의 스트 스들을 악

하고 이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우

울감 감소를 해서는 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체계

를 심으로 가족이 건강하고 기능 인 체계가 될 수 있

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더욱 개발되고 정착되어야 한

다. 이는 우울에 처할 수 있는 일차 인 계  자원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우울감 감소에 효과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자아효능감은 

이 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 이미 개인 내 으로 형성된 

개념이지만 동시에 재 어떤 성공 인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 향상될 수 있는 자아의 내  특성이므로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의 지역사회 생활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

우고, 새로운 계를 형성하는데 성공 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요할 것이다. 넷

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신체  건강 리에 한 사회  

심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  어려움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조기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들의 신체  건강 리와 질병치료를 한 사회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다문화가족의 경제  안정을 한 사회  지원책이 강화

되어야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빈곤에 빠지거

나 사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의 사각지 에 포함

되어 지속 인 경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

회보장정책이 확립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 연구 상자 선정에 비확률

표집방법을 사용하 고, 연구 상 지역을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한정시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

이다. 둘째, 의 용이성으로 인해 연구 상자를 지역

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  등을 이용하는 

자로 선정하여 이러한 기 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을 연

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제한 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 을 극복하기 해서는 후속연구로 국단 의 여

성결혼이민자를 모집단으로 한 우울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수 을 동일시 에서 

동일 연령 의 일반 기혼 여성 집단  타 소수자집단과 

비교하여 이들의 우울수 에 해 분석하는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 이 있지만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

사회 생활에서 부 응으로 인한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심리사회 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

회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근거자료를 제시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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