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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본 상호의존성과 관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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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으로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조사하고, 이 두 효과의 조합을 비율로 측정하여 양자관계의 패턴을 살펴보았다. 

여성결혼이민자 부부표본 415쌍(n=830)의 자료로 APIM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인 남

편의 문화적 도전에 대한 높은 인식은 자신과 배우자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했고, 결혼이민자인 부인의 그런 인식은 자신의 이혼의사에 기여하는 자기효과만 유의했다. 반면 

남편의 경제적 곤란 인식은 자신과 부인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지각된 경제적 곤란은 자신과 배우자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했다. 붓스트

랩을 이용하여 APIM 효과들의 관계패턴을 검정한 결과, 남편의 이혼의사는 문화적 도전의 자기중심패

턴이, 그리고 부인의 경우는 커플패턴이 지지되었다. 경제적 곤란은 효과크기의 비교로 남편과 부인의 

이혼의사가 각각 상대방중심패턴과 자기중심패턴에 가까움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은 한국인 

남편이 배우자와의 문화차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 자립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과 가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부부의 화합과 다문화가족의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8358). 이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중앙공동모금회가 지원한 2006, 2007 테마

기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중간평가와 지원방안 연구를 위해 2008년 하반기에 수집된 자료의 일부

이다. 그 사업을 지원해 준 공동모금회와 자료수집에 참여한 36개 수행기관들과 실무자들 그리고 조

사에 응해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들에게 감사한다. 

+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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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끝으로 이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 한국인 남편,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 도전, 경제적 곤

란, 이혼의사, 패턴분석

1. 서론

다문화부부들이 결혼생활 중에 문화적 차이로 겪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경제적 압박으로 경험하는 

부부 간의 충돌은 심각할 경우 이혼고려, 가출 등으로 이어져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침해할 수 있다. 

실제로 저소득층 한국인 남편들과 중국, 베트남 등에서 성장한 결혼이민여성들 간의 이혼이 근래에 

급증하면서1) 언어와 문화차로 표상되는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이들의 이혼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박재규, 2007; 김이선 외, 2010; 김옥련, 2014). 이 부부들의 이혼상담 

사유를 보면 한국인 남편들은 가치관, 생활양식 등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이혼을 주도한 

경우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에 결혼이민여성들은 가족폭력 등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와 경제적 문제로 이혼을 주도하는 비율이 더 높다(김이선 외, 2010). 이 결과들은 이혼상

담, 인터뷰 등의 질적 자료에 근거하여 일반화가 어렵지만 저소득층 다문화부부들의 결혼생활에 잠재

된 이중고, 즉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이혼을 고려하게 할 만큼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들임을 

보여주는 한편 이 요인들에 대한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자 부인의 인식과 대응 및 그에 따른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생각해보게 한다. 하지만 이혼의사와 같은 기혼자의 생각은 결혼생활을 함께 하는 

배우자의 특성이나 행동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온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Kenny and 

Cook, 1999: 446). 부부와 같은 양자관계(dyadic relationship)에서는 한 쪽의 반응에 의해 다른 쪽의 

대응이 달라지는 상호의존성이 높아 각자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행동으로 인식되는 고유한 경험 속에 

상대 배우자의 생각, 감정 또는 행동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Kenny et al., 2006). 따라서 여성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이 느끼는 문화적 도전이나 경제적 곤란이 이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만든다

면, 그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지각이 각자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와 더불어 상대 배우자의 이혼

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가족해체로 발전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의 영

향력이나 그에 대한 다문화부부들의 인식과 대응이 자신과 상대배우자의 이혼의사에 작용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한 효과분석이 필수적이다. 

그 동안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다문화부부들의 삶과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위협이 됨을 보

1) 2000년대에 들어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국제결혼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한국사회가 다문

화가족을 돕는 일에 주력하는 동안 다소 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 부부들의 이혼이 한편에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4년에 1,567건이던 이들의 이혼은 2008년에 7,901건으로 4년 사이에 약 5배로 늘어났

고 2013년 현재 7,588건으로 한국인의 전체 이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에 이른다(통계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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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연구들은 주로 부부 중 한 사람,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경제적 곤란 

보다는 문화적 도전으로 야기되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언어·문화

적 차이로 결혼이민여성이 겪는 개인차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상의 문제(김이선, 2008; 

권복순, 2009; 임혁, 2010),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문화적응 이슈들과 결혼생활적응 등을 다룬 것

들이 많다(예: 윤형숙, 2004; 김오남, 2006; 장온정·박정윤, 2009; 김현숙, 2010; 정혜영·김진우, 

2010).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은 문화적 이슈나 결혼생활적응을 다룬 연구들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나 통제 변인의 하나로 소득 수준만을 고려해 그 효과를 살펴보는 데 그친 경향이 우세하다. 또 다문

화부부들의 관계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결혼이민여성이나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부부갈등, 결혼만족, 

결혼의 질과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진데 비하면(김혜신, 2011; 이은주·전미

경, 2014 참조) 가족해체와 이혼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제한적이며 소수에 불과하다. 다문화부부의 가

족해체 및 이혼과 관련해서는 이혼(의사)의 결정요인(박재규, 2007; 이계승, 2010; 홍성효 외, 2012), 

가족해체 경험(윤동화, 2013) 및 원인분석(박재규, 2011),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의 연관

성을 탐구한 연구(김혜순, 2014) 등이 발견될 뿐이다. 게다가 이상의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상관연구가 많고 이주여성의 입장에 편향되어(이근무·김진숙, 2009) 부부의 상호의존성과 

양쪽의 입장을 함께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근래에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이혼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을 반영하듯 부부를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들(이계승, 2010; 김혜신, 2011; 박진옥·이광동, 2014)이 

증가하고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개인을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여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충실히 반영한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은 다문화부부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경험 및 물리적 자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경험되므로 그 정도가 심

할 경우 부부의 상호의존도를 약화시켜 당사자가 결혼의 유지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결혼생활에서의 불화나 이혼은 그런 스트레스 요인들로 야기되는 부부갈등 및 심리적 압박과 연관되

고(Huston et al., 2001) 부부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부적 감정은 결혼초기 이혼의 예

측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Gottman and Levenson, 2000). 또 문화적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과 같이 

배우자의 욕구충족과 결혼생활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의 여부는 부부관계에 대한 의

존도 뿐 아니라 이혼 후의 대안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Udry, 1981)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도전이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다문화부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그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자원이나 배우자자원에 대한 인식이 이혼의사에 기여하고, 그런 이혼의

사가 실제로 이혼을 예측하는 주요인이 된다면(Booth and White, 1980), 부부 각자의 상호작용 경험

과 인식이 서로의 이혼의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부부

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관찰치들 간의 독립성을 전제하는 분석방법의 한계로 부부가 아닌 

개인을 분석의 단위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Kenny et al., 2006) 다문화부부 뿐 아니라 일반부부의 상

호의존성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Kenny와 그 동료들(Kenny, 1996; Kenny and Cook, 1999; Kenny et al., 2006)이 

발전시킨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이하 APIM)은 부



206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 2 호

부와 같이 상호의존적인 짝 관계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여 주목을 요한다. 구체적으로 APIM은 개인 수준의 자기효과와 관계의 대인적 측

면을 반영하는 커플 수준의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평가하여 양자 간의 자기효과들이나 상대방효과들 

간에, 또는 이 두 유형의 효과들 간에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또 이 두 효과의 조합을 비

율로 검토하여 네 가지 패턴, 즉 자기중심패턴, 상대방중심패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가 유

사한 커플패턴, 그리고 이 두 효과가 유사하지만 방향이 서로 다른 대조패턴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

(Kenny and Ledermann, 2010). 그러므로 APIM 분석은 문화차나 경제문제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

들의 경험을 양측의 입장에서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부부의 상호의존성과 관계의 역동을 밝히

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부부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APIM의 유용성으로 최근에 이를 적용한 부부연구가 국내외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는데 대부분 결혼만족, 결혼적응 등 결혼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서정선·신희천, 2007; 김시

연·서영석, 2010; 이인정, 2011; Pollmann and Finkenauer, 2009; Totenhagen et al., 2013) 이혼의사

와 같이 결혼의 안정과 연관된 심리현상을 다룬 경우는 드물다. 이혼의사는 이혼으로 이어지는 긴 가

족과정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고(Booth and White, 1980) 이혼은 당사자와 자녀의 신체 및 정신건강

을 저해하며(Hetherington, 1999; Amato, 2010) 가족해체로 한부모 가족을 발생시켜 개인과 사회의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요한다. 게다가 저소득층 다문화부부들의 경우, 이혼으로 이

주여성의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저소득층 이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무관심 속에서 

한부모가 이민배경을 가진 자녀를 양육해야하므로 재혼이 쉽지 않은 한국인 남편이든(김혜순, 2014) 

언어·문화 지식이 제한적인 여성결혼이민자든 저임금, 단순노동, 비정규직 등의 제한된 경제활동 영역

을 벗어나기 어려워 삶의 질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김옥련, 2014). 이혼의 그러한 여파와 사회적 비

용을 고려하면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방식의 보완이 시급하고 그 일환으로 

부부의 이혼의사가 개인 및 부부차원에서 조성되는 경로를 파악하여 그것들에 기여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결혼생활에 잠재된 이중고, 즉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결혼의 

안정을 위협하는 점에 주목하여 이 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으로 조사하였다.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그런 양자관계에

서 나타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관계패턴을 분석하여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남편 개인의 내적 

심리과정 뿐 아니라 부부의 특성이나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인과정이 활발한 지점을 보다 

명확히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상호의존성과 관계의 역동을 엿볼 수 있게 설계

되었고 문화적 도전의 효과 뿐 아니라 선행연구들에서 소득 등에 의해 단순히 평가되었던 경제적 곤

란의 효과를 부부 양쪽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는 점에서 새롭다. 사회복지실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남편을 개인이 아닌 상호의존적인 부부체계로 조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이나 실천 현장에서 특정 배우자에 편향된 시각을 변화시키고 부부 양쪽의 입장

을 고려한 가족통합적 접근을 촉진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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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의 영향

 

McCubbin과 Patterson(1983)의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은 가족체계

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생활사건이나 과도기적 상황을 뜻하며 가족원들의 가치관, 역할, 

상호작용 패턴, 목표 등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와 같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생

활사건이나 과도기적 상황은 보통 많은 어려움(hardship)을 수반하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자원이 

제한되거나 당사자와 가족이 그에 대한 통제력이 없고 대응력이 한정될 때, 또는 현재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삶의 의미에 주요한 위협이 될 때 특히 고통스럽다(Walsh, 1998).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

은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 모두에게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문화적 도전은 이주민이 정착국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주민들과 또는 문화적 다수자가 소수자

인 이주외국인과 교류하거나 동거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직면하게 

되는 제반 어려움을 뜻하며 이해당사자들 간에 문화적인 조율과 타협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

다. 인지인류학자인 D’Andrade(1984)에 의하면 문화는 학습을 통해 한 사회 안에서 공유되는 의미체

계로 언어와 여러 가지 상징체계들에 의해 전달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문화적 소수자들이 

우리문화의 의미체계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구성원들과 문화적 다수자가 그들 

문화의 의미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문화부부들은 가치관, 생

활양식, 가족관계, 성역할기대 등 언어 및 문화수행 방식의 여러 측면에서 자신들이 당연시해 온 질서

와 매우 다른 배우자 문화를 접하며 문화적 도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상대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재하거나 제한되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신체 및 정서적으로 

긴장되거나 위축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김이선, 2008).

특히 한국이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가부장제 사회인데 비해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대부분 전통적

으로 혈통집단이 확실하게 규정되지 않는 양성평등의 양변친족(bilateral kinship) 사회를 표방하고, 중

국, 베트남, 필리핀 등은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하거나 역사적으로 미국, 프랑스 등 서구의 개인주의 

국가들에 종속된 경험이 있어 한국사회에 비해 성차별과 성불평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데(신윤

환, 2010),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결혼생활에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익숙한 한국인 남편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족 내 권위가 상대적으로 존중되는 문화에 익숙한 결혼

이민여성은 가족 내 의사결정, 역할분담, 생활수행 방식, 가치관 등에서 갈등을 겪는데(김이선, 2008; 

정혜영·김진우, 2010) 이는 역사 및 문화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어(채옥희·홍달아기, 2008) 문화적 

도전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젠더의식은 한국인 남편보다 성평등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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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자신의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배우자가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의 불일치를 보일수록 부부갈등

을 높게 보고하고(박진옥·이광동, 2014)2) 한국인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클수록 부인문화의 수용

도와 다문화감수성이 낮다(성현란, 2011). 게다가 다문화부부들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Johnson

과 Warren(1993)에 따르면 남편과 부인의 문화적 태도와 행동간 차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원천이 

된다.

문화적 도전이 국제결혼 부부들 사이에서 경험되는 불가피한 스트레스원이라면 경제적 곤란은 저

소득층 부부들 사이에서 경험되는 보편적인 스트레스원이다. 경제적 곤란은 다문화부부들이 결혼 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가 크고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현재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

거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충분하지 못하여 경제적 압박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구성원들과 부부관계 및 가족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곤란은 기혼남녀의 우울, 불안, 대처능력 저하, 음주 

및 건강문제 등과 정적으로 연관되고(윤태호, 2003; Pearlin et al., 1981; Larson, 1984; Liem and 

Liem, 1988; Sallinen and Kinnunen, 2001), 경제압박으로 심화된 부부불화는 자녀양육행동을 손상시

켜 그 여파가 자녀의 공격성, 우울, 비행문제 등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Yoder and Hoyt, 2005). 또 경

제적 압박으로 부부의 좌절감이 축적되면 의기소침, 분노, 공격성 등이 커지고 이는 정서적 고통이나 

부부갈등을 통해 결혼만족과 결혼의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저해하는데(Conger et al., 1999), 경제압박

의 그러한 효과는 사회계층이나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꽤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현경자·박선영, 

2012).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들과 결혼생활의 안녕을 침해하는 주요 스트레

스원이 됨을 시사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 일례로 한국의 농촌지역 남성들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

은 경제적 어려움, 의사소통 문제, 가부장적 한국문화로 어려움을 겪고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방식, 폭

력, 술과 도박 등으로 심각한 부부갈등을 경험하며(윤형숙, 2004), 반면에 한국인 남편들은 처가를 돕

는 문제를 포함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스트레스가 크고 외국인 부인과 가치관, 생활양식 등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혼을 고려한다(최지영, 2009; 김이선 외, 2010). 또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문화를 배워 

배우자와의 문화차를 조정하려고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감을 잃고(김이선, 

2008), 이들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부갈등과 연관되며(이영실 외, 2012)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가족들의 외부접촉 차단, 한국문화 강요, 차별 등의 정도가 심해지면 가출이나 이혼을 선택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최지영, 2009). 요약하면, 기존의 연구들은 다문화부부들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의사

2) 이런 차이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의 한국여성들과 보다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려는 한국남성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현대 산업사회의 친족관계도 부계중심에서 양변친족 형태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김민정, 2008) 문화적 도전의 내용이 실제로 문화간 차이를 반영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근래에 아시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이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해있고 이들

이 전통적 가치를 더 고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대 한국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성평등적인 성향을 보

이지만 그것이 가족 내에서 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거나 권위를 인정받는 동남아시아 문화를 반

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적 도전의 내용이 질적으로 다른 문화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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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어려움, 생활양식과 문화수행방식의 차이로 겪는 스트레스, 경제적 곤란, 부부관계에서 발생하

는 갈등과 폭력 상황,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심각할 경우 가출, 이혼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인터뷰에 기반을 둔 질적 연구이거나 부부 중 한쪽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 특정 배우자에 편향되거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아래에서 논의되는 부부의 이혼의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지는 못

하고 있다.

2)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

이혼의사는 결혼해체에 대한 생각과 태도로 정의되며 일찍이 Booth와 White(1980)가 이혼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이혼과정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혼의사를 종속변인으로 보는 연

구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이혼의사는 기혼자가 부부간의 갈등을 극복하는데 

한계를 인식하거나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이 결핍되어 결혼관계를 지속하

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표출하는 결혼해체와 관련된 생각 혹은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부부가 결

혼생활 중에 이혼의사를 갖게 된다고 해서 모두 이혼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의사는 결혼의 불

안정성을 시사하는 지표로 간주된다(Lenthall, 1977).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나 이

혼위기를 다룬 양적 연구들(예: 박재규, 2007; 설동훈·이계승, 2011; 홍성효 외, 2012; 김옥련, 2014)

을 살펴보면 기존자료로 이차분석을 실시한 것이 많고 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

혼상담이나 질적 연구들이 시사하는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의 차이로 한국인 남편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김이선 외, 2010) 문화적 도전의 효과를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는 이혼위기와 유의하게 연관되고(김옥련, 2014) 부부간 문화차이가 큰 경우 이혼위험이 증가

되며(Kalmijn et al., 2005) 문화적 배경이 다른 부부가 특히 더 이혼에 취약함(Burman and Margolin, 

1992)을 보여주는 서구의 연구들을 통해 다문화부부 간의 문화적응 이슈를 반영한 이혼의사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경제적 곤란과 관련하여 설동훈과 이계승(2011)의 다문화부부 연구에서

는 남편집단에서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혼의사가 높았던 반면, 결혼이민여성 연구(홍성효 외, 

2012)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혼가능성이 낮게 시사되어 경제적 곤란을 보다 심도 있게 측정하여 

부부 양쪽의 입장에서 동시에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3)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

대인관계의 상호의존 이론에 따르면(Kelley and Thibaut, 1978) 결혼관계를 유지하거나 자발적으

로 끝내는 것에 대한 기혼자의 결정은 그 관계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달라진다(Drigotas and Rusbult, 

1992). 부부가 상호의존성의 약화로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경로는 애정감소, 성격차이, 스트레스 발생

과 같은 심리적 요소들과 결혼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자원의 부재와 연관될 수 있다(Udry,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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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ton et al., 2001). 일례로 결혼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부부의 심리정서적 상호의존성이 약

화되거나 결혼생활에 필수적인 사회적 자원의 결여로 욕구충족을 위한 배우자 의존도가 약화될 때 부

부는 결혼의 해체를 고려한다. 스트레스 발생과 결혼자원의 여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보이지만 각각

에 기반을 둔 이론들은 부부의 이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의 상이한 측면을 부각시켜 보완적이며 

스트레스 유발요인인 문화적 도전이나 경제적 곤란이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우선 스트레스 발생 가설은 부부의 상호작용 과정과 그 질에 주목하여 결혼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

라 부부간에 부정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긍정적인 행동이 감소하는 데서 불행한 결혼생활과 이혼이 야

기된다고 본다. 신혼기 부부들에 대한 추적연구를 통해 이 가설을 검토한 Huston 외(2001)는 결혼생활

이 사랑으로 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부부관계에서 부정적인 행동이나 사건의 발생 빈

도가 증가하면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의 해체로 이어짐(Fincham and Bradbury, 

1992)을 확인한 바 있다. 즉, 부부가 느끼는 갈등과 제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고 축적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부부관계를 침식하고(Bradbury et al., 1998), 그 과정에서 부부가 교류하거나 경험하는 부정적

인 감정은 결혼의 질과 안정을 침해하여(Huston and Chorost, 1994) 결혼 이후 초기 7년간 발생하는 

이혼의 핵심적인 예측요인으로 나타난다(Gottman and Levenson, 2000). 근래에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

을 이룬 저소득층의 다문화부부는 일반적인 가족생활 과정상의 어려움뿐 아니라 결혼생활을 안정적으

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경험이나 물질적 자원이 제한될 수 있어 스트레스 발생 가설과 

일관되게 결혼 후 부부간에 긍정적인 행동보다 부정적인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상업적인 결혼중개업체가 관여되면 신상정보의 왜곡과 불일치로 부부간의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무너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고려나 이혼위기에 기여한다(박재규, 

2007; 김옥련, 2014). 또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와 이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결혼이민자의 체류

자격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에 종속되는 국제결혼의 특수성 등은 부부갈등의 불씨가 되거나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와 폭력 상황에 노출시켜(김이선 외, 2010) 부부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촉발 및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인 남편도 원가족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역할기대나 가치관의 차이로 발

생하는 가족갈등을 중재하고(정혜영·김진우, 2010)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 차이 등으로 

고충이 많다(김민경, 2009). 또 만성적 빈곤처럼 개인의 통제권 밖에서 지속적으로 가정생활을 압박하

는 상황은 저소득층 부부들 사이에서 무력감을 키우고 희망을 접게 하는데 부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결혼을 포기한다(Walsh, 1998). 경제압박과 이혼 간의 연관성은 개인이

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나고(White and Rogers, 2000 참조) 다문화부부들은 그

런데다가 문화적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크므로 각각의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결혼생활

과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을 축적하기 쉬워 이혼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  

한편 문화적 도전이나 경제적 곤란과 이혼의사 간의 관계는 결혼생활을 통한 욕구충족과 그에 필

요한 결혼자원의 여부 및 기대효용의 극대화 관점에서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혼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혼을 포기했을 때 예상되는 생활과 현재의 결혼생활을 비교하여 이루어지는데(Udry, 1981) 관계의 

상호의존 이론에 따르면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그 결정을 좌우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관계의존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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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얻는 성과가 가장 최선의 대안적 관계에서 얻는 성과를 초과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되고

(Kelley and Thibaut, 1978) 그에 따라 관계가 유지되거나 해체될 수 있다. 이 이론을 토대로 Drigotas

와 Rusbult(1992)가 발전시킨 의존모델은 욕구의 중요도와 충족도에 주목하여 관계에서 얻는 성과, 

즉 중요한 욕구의 충족이 다른 어디에서도 얻기 어렵다고 당사자가 지각할 때 관계의 의존도가 가장 

크고, 그것이 침식되면 관계를 해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상호의존 이론에 기반을 둔 의존모델은 기혼자가 자신의 중요한 욕구를 현재의 결혼관계가 만족시

키지 못하고 그것이 결혼을 포기했을 때 예상되는 대안들과 비교해서 나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혼을 고려하게 됨을 시사한다. 이는 부부가 결혼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의 기대효용이 이혼으로부터의 

기대효용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이혼을 결정한다고 보는 경제학자들의 견해(홍성효 외, 2012)와도 일

관된다. 부부간의 권력관계를 설명하는 자원이론도 부부의 상호의존성이 약화되어 결혼해체로 이어지

는 과정에 통찰을 더한다. 결혼자원은 기혼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결혼생활의 목표달성에 도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인 또는 부부의 속성을 뜻한다(이계승, 2010). 이 연구에서 고려되는 문화적 지식과 

경험이나 경제적 자원과 능력도 그 범주에 속하는데 그런 자원이 많을수록 기혼자가 배우자의 욕구충

족이나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기여할 여지가 커지므로 결혼자원의 여부는 부부의 상호의존도를 강화하

거나 약화시켜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문화적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과 같은 중요한 결

혼자원의 여부는 이혼 후의 대안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므로(Udry, 1981) 문화적 도전이나 경제적 

곤란에 대한 다문화부부의 인식은 직접적으로 이혼의사를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 모든 결혼의 

성사에 도구적 요소가 있겠지만 특히 2000년 이후에 급증한 결혼이민여성 부부들의 결혼은 상업적인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결혼이 성사된 경우가 많으므로(이근무·김진숙, 2009) 

문화적 차이나 경제문제로 결혼생활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부부들 사이에서 이혼이 적

극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효과분석의 필요성

문화적 도전이나 경제적 곤란에 대한 다문화부부의 인식이 자신의 이혼의사와 상대배우자의 이혼

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 서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부부와 같은 짝관계는 상호의존성이 높아 각자의 생각, 행동, 감정 등에 상대방의 그런 심리과정이 반

영되어 있을 수 있다(Kenny et al., 2006). 기혼자 개인의 특성들은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동으로 함께 외부 영향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의 자료는 

비독립적인 특성”을 띤다(Kenny, 1996, 서정선·신희천, 2007: 90 재인용). 둘째, 기혼남녀 모두 배우자 

대안이 많을수록 결혼을 해체할 위험률이 높다는 연구결과(South and Lloyd, 1995)에서 시사되듯이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자원과 배우자자원을 이들이 얼마나 갖고 있고 어

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이혼을 대하는 자세와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에 소개되는 APIM과 그에 기반을 둔 패턴분석을 참고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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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과 관계패턴 및 연구문제

APIM은 부부와 같이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양자관계(dyad)의 상호작용 효과를 예측할 때 이용되

는 분석방법으로 짝 자료의 비독립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분석의 단위는 짝(couple or dyad)이고 표본

의 크기는 분석에 고려된 개인의 수가 아니라 짝의 수가 된다(Kenny et al., 2006). APIM에서는 아래

의 <그림 1>과 같이 두 가지 효과, 즉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가 존재한다. 

자기효과(actor effect)는 자신의 어떤 특성(X1)이 자신의 결과(Y1)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며,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는 상대의 그와 같은 특성(X2)이 자신의 결과(Y1)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과는 남편이나 부인이 인식하는 문화적 도전 또는 경제적 곤란이 남편 자신이나 부인 

자신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고, 상대방효과는 문화적 도전이나 경제적 곤란에 대한 남편

의 인식이 부인의 이혼의사에, 또는 부인의 인식이 남편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그림 1>  자기-상 방 상호의존 모형

 

<그림 1>과 같이(Kenny et al., 2006: 145 참조) APIM에서는 독립변수들 간 상관(C1)과 잔차점수

들(residual scores)간 상관(C2)을 가정하여 통계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Cook and Kenny, 

2005; Cook and Snyder, 2005). 첫째, 독립변수들(X1과 X2) 간 상관은 양자관계의 구성원들이 서로

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점수가 특정시점에서 상관이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

다. 독립변수들 간 상관을 가정하면 X1변인이 Y1변인을 예측할 때 다른 독립변수, X2를 통제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자기효과를 추정할 때에 상대방효과가 통제되고, 반대로 상대방효과가 추정될 때에 

자기효과가 통제됨을 유추할 수 있다(서정선·신희천, 2007: 92). 둘째, 잔차점수들(r1과 r2) 간 상관은 

종속변수, Y1과 Y2를 추정할 때 X1과 X2로 추정되지 않는 부분, 즉 잔차가 다른 변인들에 의해 설명

될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일례로 부부의 경우 자녀와 같은 추가적인 비독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종속변수들의 값이 상관이 있을 수 있다(김시연·서영석, 2010). 종속변수들의 잔차들 간 상관은 

종속변수인 Y1과 Y2를 추정할 때 X1과 X2가 설명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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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되므로 설정된 독립변수들의 순수한 설명량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즉, 모형에서 추정된 Y1과 

Y2의 값이 X1과 X2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APIM으로 부부와 같이 구분가능한 짝 자료를 분석할 때 구조방정식을 이용하면 추정치들, 즉 자

기효과들과 상대방효과들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어 무엇이 영향력이 큰지를 유

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Kenny et al., 2006). Kenny와 Ledermann(2010)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

어가 개별효과분석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이론과 관

련된 패턴을 찾을 수 있도록 네 가지 일반적인 APIM 패턴, 즉 자기중심, 상대방중심, 커플, 그리고 

대조 패턴들의 규명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중심(the actor-only: a≠0, p=0)은 한 사람의 

특성, 즉 원인변인이 자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의 특성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기효과만 있고 상대방효과가 없는 패턴을 뜻한다.3) 반대로 상대방중심(the partner-only: a=0, p≠

0)은 한 사람의 특성, 즉 원인변인이 자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대방의 특성만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쳐 자기효과는 없고 상대방효과만 있는 패턴이다. 일례로 개인의 관계만족도가 자신의 신체

적 매력과는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의 신체적 매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인데(Kenny et al., 2006) 

이 패턴은 비교적 드물다. 반면에 커플패턴(the couple: a=p)은 한 사람의 결과변인이 자신과 상대방

의 원인변인들에 의해 똑같이 영향을 받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같다. Campbell 외(2005, Kenny 

and Ledermann, 2010 재인용)의 연구에서 커플 각자의 불안한 애착스타일이 부정적인 상호작용행동

에 똑같이 영향을 미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끝으로 대조패턴(the contrast pattern: a+p=0)은 자

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가 같지만 방향이 상반된 경우이다. 즉, 한 사람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상대방의 특성은 그 결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Kenny와 Ledermann(2010)에 따르면 이상의 네 가지 패턴들은 양자관계에서 매우 다른 과정을 함

의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이론과 관련된 패턴규명을 도울 수 있고 개별효과 분석에서 포착되지 않

는 중요한 결과를 밝힐 수 있다. 따라서 APIM과 패턴분석은 부부갈등이나 가족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들을 위한 임상적 개입방안 모색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조합에 근거한 패턴분석은 개인의 내면적 변화나 부부간의 대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개입 중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고,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집중적

으로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근래에 국내외의 심리

학, 가족학 분야 등에서 APIM 연구가  활발하고 그 대상도 부부, 이성관계, 부모와 자녀, 친구관계 

등으로 다양하지만(신유림, 2011; 연수진·서수균, 2013; Fincham and Beach, 2010) 패턴분석을 포함

하는 APIM 연구는 국내의 경우 전무하고 서구에서도 아직은 드물다. 국내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루

어진 APIM 연구는 암환자와 배우자의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을 다룬 것들(이인정, 2011; 이영선·이인

정, 2013)이 유일해 보여 APIM과 패턴분석의 유용성을 알아보고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지식창출에 반

영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는 크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이혼의사와 관련된 APIM 연구와 패턴분

석이 국내에 전무한 점을 참작하여 가설검정 없이 아래의 질문들을 토대로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

3) 기존의 부부연구들에서 관찰치들 간의 독립성을 전제하는 분석방법에 따라 남편과 부인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 얻는 결과들이 보통 이 패턴이다(Kenny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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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였다.

연구질문 1: 문화적 도전이나 경제적 곤란에 대한 인식이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

는 효과는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남편과 부인에게서 나타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각각 어느 정

도인가? 

연구질문 2: 문화적 도전이나 경제적 곤란에 대한 인식이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

는 효과들은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즉, 남편과 부인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관계패턴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1) 표본

이 연구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부부이다. 이 연구에 

이용된 부부표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2006, 2007 테마기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중간평

가를 목적으로 2008년도 여름과 가을에 수집된 자료의 일부이다.4) 자료수집은 전국 각 시․도에 분포

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들에서 이루어졌고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편의표집과 비확

률 할당표집방법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수행기관별로 실무담당자가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는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20쌍을 선정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은 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포비율과 일관되게 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혼이민

여성들에게는 5000원 이하의 기념품이 제공되었다. 응답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

으로 확보된 설문지는 여성 558부와 남편 455부였고 이 중 부부 모두가 조사에 참여한 415쌍(n=830)

의 표본이 이 연구에 이용되었다. 

2) 측정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가 이용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용 설문지는 6개 국어, 즉 중국, 일

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어로 번역되었고 번역 상의 오류와 의미 일치 등의 문제는 설문지의 역

번역(back translation)을 통해 확인 및 수정되었다.5) 

4) 이 부부표본은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의 일부가 기술통계분석에 사용된(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 이후로 이제까지 활용된 바가 없어 분석의 의의가 크다.

5)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설문지가 없는 경우(예: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는 한국어 독해와 

쓰기가 가능한 자들에 한해 한국어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설문지 작성 전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

보는 연구보고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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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적 도전

문화적 도전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부부 간에 문화적 타협과 조율이 필요한 결혼생활 영역들에서 

클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갈등인식 정도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가계재정을 다루는 면과 금전

관리, 가사일 분담, 중요한 일 결정, 그리고 남편 또는 부인으로서의 역할기대에 대한 배우자와의 의

견일치 정도가 이용되었다. 이 문항들은 부부갈등인식을 측정하는 문항들 중 다문화부부 간에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인 것들이며 선행연구들에서 문화적 차이로 다문화부부가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들로 보

고된 것들이다(김이선, 2008; 채옥희·홍달아기, 2008; 정혜영·김진우, 2010).6) 문화적 도전은 4점 척

도로 역코딩된 응답(1. 거의 같음, 4. 거의 틀림)의 평균이 이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도전에 

대한 인식이 큰 것을 뜻한다. 이 네 문항들에 대한 남편과 부인집단의 내적일치도, 즉 크론바 알파 계

수는 각각 .70과 .68로 나타났다.

(2) 경제적 곤란

경제적 곤란은 응답자가 결혼 이후 한국에서 사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정도와 지난 1년간 

지출에 필요한 돈의 충분 정도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결혼생활을 돌이켜 볼 때, 귀하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와 “지난 1년간 귀하는 가족의 지출에 필요한 돈이 충분

히 있었습니까?”에 대해 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았다/그렇지 않았다; 5. 매우 어려웠다/그렇다)로 

평정된 응답이 이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곤란의 정도가 크도록 지출할 돈의 충분함에 대

한 응답은 자료분석 시 역코딩 되었다.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점이 분석에 사용되었고 남편과 

부인집단의 내적일치도는 각각 .64와 .76으로 나타났다. 

(3) 이혼의사

이혼의사는 Booth 외(1983)가 개발한 결혼불안정 척도의 5개 문항 중 부부 둘 다에 해당될 수 있

는 문항(귀하나 귀하의 남편이 이혼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이 제외된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지난 3년간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해보거나 이를 친구와 의논한 적이 있는지 등의 문항들로 

응답자의 심리행동에 결혼해체 경향과 이혼의사가 있는지를 측정한다. 척도 점수는 2점 척도(0=아니

오, 1=예)로 측정된 응답의 총점이 이용되었고 이 문항들에 대한 남편과 부인집단의 내적일치도는 

모두 .67이었다.

6) 이러한 차이들은 가부장적 부계중심 문화와 양변친족제에 기반을 둔 동남아 국가들이나 보다 성평

등적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문화차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 이용된 자료와 비슷한 

시기에 수집된 저소득층 한국인 부부표본으로 갈등인식 차이를 분석했을 때 이 문항들은 부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이 결과들도 문화적 도전 변인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연구자들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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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를 측정하는 크론바 알파 계수로 확인되었고, 

연구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에는 SPSS 21이 이용되었다. 연구질문들에 대한 APIM 효

과의 추정은 중다회귀, 구조방정식모형, 다층모형 등의 분석방식에 의해 가능하나 이 연구에서는 비교

적 간단하게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모형검정을 통해 추정치들의 비교와 이 두 효

과의 관계패턴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이 이용되었다(Kenny et al., 2006; Kenny and 

Ledermann, 2010). 연구질문1에 따라 AMOS 21로 APIM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에 대한 인식이 각각 남편과 부인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추정되었다. 이 분석에는 자료에 결측치들이 있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이 적용되었다.7) 

연구질문2는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에 대한 인식이 남편과 부인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

과와 상대방효과의 패턴분석으로 결측치를 제외한 표본이 이용되었고8)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관

계를 요약하는 양적인 지표 k를 산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결과변수 Y의 관점에서 k를 규정

하면, 상대방중심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들은 자기효과 대비 상대방효과의 비율로 산출되는 k에 

의해 유추되고, 패턴평가의 기준이 되는 k값은 -1, 0, 1이다(Kenny and Ledermann, 2010). 구체적으

로 k값이 1에 근접하면 커플패턴, k값이 -1에 가까우면 대조패턴, 그리고 k값이 0에 근접하면 자기중

심패턴이 추정된다. 반면 상대방중심패턴은 상대방효과 대비 자기효과의 비율로 추정되므로 k와 구별

되는 k-1로 표시하며 그 값이 0에 가까우면 그렇다고 본다. k값은 비율이므로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구

조방정식모형으로 직접 산정될 수 있고, 수치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붓스트랩의 신뢰구간 

검정방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여부가 평가된다. Kenny와 Ledermann(2010)이 제안한 패턴분석 절

차는 다음과 같다.

부부와 같이 구별이 가능한 자료인 경우, 첫째, 포화상태의 APIM 모형을 평가한다. 둘째, 자료가 

구별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효과들과 상대방효과들에 등가제약 설정을 가하고 모형비교를 실

시하여 유의여부를 판단한다. 표본이 크지 않으면 유의도의 기준을 보다 관대하게 p=.20 또는 그 이

하로 잡는다. 카이자승 값의 차이가 유의하여 자료가 구별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고 자기효과들의 크

기가 사소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셋째, 자기효과 대비 상대방효과의 비율로 산출되는 k값

들의 추정치를 얻기 위해 팬텀변수들이 포함된 모형을 검정한다. 이 k값들의 등가여부를 확인하고 만

약 차이가 없으면 하나의 k값을 사용한다. 끝으로 k값들(또는 k값)에 대한 신뢰구간을 계산하고 그 

7) FIML은 여타의 방법보다 미지수의 측정이 정확하고 결측치가 포함된 모의자료로 부합치 산출의 정

확성이 확인된 바 있다(Enders and Bandalos, 2001).

8) AMOS는 결측치가 없는 표본만 붓스트랩을 실시하므로 이 방식이 선택되었다. 결측치가 제외된 표

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원표본의 그것들과 일관된 형태로 나타난다면 연구결과에 좀 더 자

신을 가져볼 수 있는 이점도 있어 이 시도가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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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1, 0 또는 –1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정패턴을 시사하는 확인된 k값들을 모형에 적용

하여 카이자승 값의 차이검정으로 이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와 패턴의 유의여부를 평가한다. 추정된 

계수들의 비교는 비표준화 계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남편과 부인 둘 다에 걸친 점수로 표준화된 계수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표준화계수를 보고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Kenny 외(2006: 179)의 조언과 패턴분석의 k값, 즉 비율 측정에 표준화된 계수가 이용되는(Kenny 

and Ledermann, 2010) 점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계수를 모두 구하여 적절히 참고하였다.

4. 분석결과

1) 조사 참여 다문화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국적분포는 표집의도 대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적별 분포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이 전체의 43.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국 21.7%, 필리핀 13.5%, 일본 7.7% 순으로 이 네 나라 출신들이 전체

의 약 87%를 차지하였다. 조사 참여 부부들의 국내 거주지역은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가 약 65%로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을 합한 비율(33.8%)의 거의 2배에 달했다.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남편 및 그 

가족의 특성이 제시된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응답여성들의 평균연령은 28.7세(SD=7.51)였고, 

연령대는 20대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20~30대가 전체의 80.3%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평균적인 교

육수준은 10.9년(SD=3.35)으로 고등학교 중퇴 수준에 해당되었다.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결혼상

태는 초혼이 90.4%로 가장 많았고, 국내거주기간은 평균 46개월(SD=42.84)로 결혼기간(M=45.9개월, 

SD=45.27)과 유사한 3년 10개월 정도였다. 이를 통해 대다수가 결혼과 동시에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인 남편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41.5세(SD=5.47)였고, 연령대는 40

대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30~40대가 전체의 87.7%를 차지하였다. 남편들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12.1년(SD=2.79)으로 고등학교 졸업 수준에 해당되었고 결혼상태는 초혼이 약 81%로 가장 많았다. 

조사 참여 부부들의 가족생애주기는 대부분(83.6%)이 무자녀나 임신중(29.9%), 만 2세 이하 영아기

(24.8%) 또는 만 6세 이하 유아기(25.8%) 가족에 속했다. 응답자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200

만원이 31.8%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도 6%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

다.9) 이러한 다문화부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2009년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여성결

혼이민자 부부들의 특성과 연령대, 교육수준, 거주지역, 부부의 연령차 등에서 유사하여(김승권 외, 

2010) 이들이 국내거주 다문화부부의 특성에 비교적 부합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9) 이는 남편들이 보고한 가족의 월수입에 기반 한 것이다. 무응답을 제외하면 가족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47.6%에 이른다. 



218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 2 호

<표 1>  조사 참여 다문화부부와 그 가족의 인구사회학  특성

 여성결혼이민자 N % 한국인 남편 N %

연령

10대 9 2.2

연령

20대 4 1.0

20대 224 54.0 30대 140 33.7

30대 109 26.3 40대 224 54.0

40대 이상 39 9.3 50대 이상 29 7.0

무응답 34 8.2 무응답 18 4.3

Total 415 100.0 Total 415 100.0

M=28.7세/SD=7.51 M=41.5세/SD=5.47

최종

학력

무학 5 1.2

최종

학력

무학 2 .5

초등학교  졸업 이하 25 6.0 초등학교  졸업 이하 17 4.1

중학교  졸업 이하 99 23.9 중학교 졸업 이하 61 14.7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2 36.6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2 41.4

대학교  졸업 이하 96 23.2 대학교 졸업 이하 116 28.0

대학원 이상 12 2.9 대학원 이상 12 2.9

기타 13 3.1 기타 6 1.4

무응답 13 3.1 무응답 29 7.0

Total 415 100.0 Total 415 100.0

M=10.9년/SD=3.35 M=12.1년/SD=2.79

결혼

상태

초혼 375 90.4

결혼

상태

초혼 337 81.2

재혼 30 7.2 재혼 68 16.4

동거 4 1.0 동거 5 1.2

별거/이혼/기타 2 0.4 기타 1 0.2

무응답 4 1.0 무응답 4 1.0

Total 415 100.0 Total 415 100.0

국내

거주

기간

 1년 이하 70 16.9

결혼

기간

 1년 이하 67 16.1

 1년 초과 – 2년 이하 62 14.9  1년 초과 – 2년 이하 65 15.7

 2년 초과 – 3년 이하 81 19.5  2년 초과 – 3년 이하 88 21.2

 3년 초과 – 5년 이하 78 18.8  3년 초과 – 5년 이하 71 17.1

 5년 초과 85 20.5  5년 초과 86 20.7

 무응답 39 9.4  무응답 38 9.2

Total 415 100.0 Total 415 100.0

M=46.0/SD=42.84(개월) M=45.9/SD=45.27(개월)

가족

생활

주기

 아이 없음/ 임신중 124 29.9

가족

월

수

입

 100만원 미만 25 6.0

 영아기(만 2세 이하) 103 24.8  100-200만원 미만 132 31.8

 유아기(만 3-6세) 107 25.8  200-300만원 미만 97 23.3

 학령기 이상 55 13.2  300-400만원 미만 38 9.2

 기타 11 2.7  400만원 이상 38 9.2

 무응답 15 3.6  무응답 85 20.5

Total 415 100.0 Total 4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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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IM 모형에 포함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결과

이 연구에 고려된 문화적 도전, 경제적 곤란 및 이혼의사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

과는 <표 2>에 있다. 이를 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자 부인이 문화적 도전으로 배우자와 차이를 

느끼는 정도는 평균적으로 각각 2.05와 2.29(SDs=.58, .63)로 높지 않았으나 부인집단이 남편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5.74, p<.001). 반면에 남편과 부인이 응답한 경제적 곤란의 수준은 총점이 평균

적으로 각각 6.24와 5.77(SDs=1.71, 1.94)로 5점 척도로 환원했을 때 ˊ약간 그렇다ˊ에 근접하였고, 남

편집단의 총점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t=3.59, p<.001). 끝으로 이혼의사는 남편과 부인의 응답총점이 

평균적으로 각각 .45와 .59(SDs=.87, .98)로 낮았는데 부인집단의 점수가 남편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t=-2.04, p<.05). 이 세 변인들 중 경제적 곤란과 이혼의사는 각 집단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집단별로 이들에 대한 인식에 개인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표 2>  APIM 모형에 포함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상 계 분석결과

        구분

 변인

기술통계 상관관계
a

최소값-

최대값

남편 부인
t 문화도전 경제곤란 이혼의사

M SD M SD

 문화도전 1-4 2.05 .58 2.29 .63  -5.74*** .21
*** .25***  .28***

 경제곤란 2-10 6.24 1.71 5.77 1.94   3.59*** .34*** .18
*** .10

 이혼의사 0-4 .45 .87 .59 .98 -2.04* .16** .17**   .34***

*p<.05, **p<.01, ***p<.001
a.

대각선 상의 계수: 남편과 부인 간 상관; 대각선의 좌측 부인들 간, 우측 남편들 간 상관 

 <표 2>의 오른쪽에 있는 상관분석 결과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각각 부인과 남편 집

단의, 그리고 대각선상에는 이 두 집단 간의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드러나듯이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 및 이혼의사에 대한 남편과 부인집단 간의 상관계수들이 모두 유의하여 부부자료

의 비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남편과 부인집단 내에서는 유일하게 경제적 곤란과 남편들의 이혼의

사 간 상관이 .1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유의하게 나타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범위는 

.16~.34이었다(ps<.01).  

3) 문화적 도전 및 경제적 곤란과 이혼의사 간의 관계: APIM 분석결과

(1)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연구질문1은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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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M으로 각각 추정하는 것이었다. 이 두 연구모형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의 좌측과 우

측에 비표준화계수들로 제시되어 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자 부인이 느끼는 문화적 도전은 <그

림 2>의 좌측과 같이 각각 자신의 이혼의사와 유의하게 연관되었다(bs=.42, .21; ps=.001, .01 각각). 

즉, 이들이 문화적 도전을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부부 각자가 이혼을 고려하는 자기효과가 컸다. 상대

방효과와 관련해서는 문화적 도전에 대한 남편의 인식이 부인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효

과(b=.18)만 p<.05 수준에서 유의했고, 문화적 도전에 대한 부인의 인식은 한국인 남편의 이혼의사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였다(b=.03, p=ns). 이 결과들은 한국인 남편이 문화적 도전으로 느끼는 스트

레스가 클수록 남편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인 부인의 이혼의사가 강해짐을 시사하였다.

(*p<.05, **p<.01, ***p<.001)

<그림 2>  문화  도   경제  곤란과 이혼의사 간의 계에 한 APIM 분석결과

한편 경제적 곤란에 대한 인식으로 부부가 스스로 이혼을 고려하는 자기효과는 <그림 2>의 우측과 

같이 결혼이민자인 부인에게서만 유의했다(b=.09, p<.01). 상대방효과와 관련해서도 경제적 곤란에 

대한 부인의 인식이 남편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효과(b=.08)만 p<.01 수준에서 유의미

했다. 반면에 남편의 경제적 곤란 인식은 자신과 부인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였다

(bs=.02, -.01, ps=ns). 이 결과들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 곤란으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클수록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의 이혼의사가 강해짐을 시사하였다.

문화적 도전 및 경제적 곤란과 이혼의사 간의 관계모형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결과는 전체표본과 

결측치 제외표본으로 나누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통해 이 두 표본의 분석결과들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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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화  도   경제  곤란과 이혼의사 간의 계에 한 APIM 분석결과 

b SE β

문화적

도전 

모형

 남편의 문화적 도전 → 남편의 이혼의사   .417
***

(.422
***

) .075(.077) .277(.277)

 남편의 문화적 도전 → 부인의 이혼의사  .182
*

(.162
+
) .085(.089) .108(.094)

 부인의 문화적 도전 → 남편의 이혼의사 .026(.029) .069(.071) .019(.021)

 부인의 문화적 도전 → 부인의 이혼의사  .208
**
(.227

**
) .079(.082) .134(.144)

경제적 

곤란 

모형

 남편의 경제적 곤란 → 남편의 이혼의사  .021(-.001) .028(.029) .042(-.002)

 남편의 경제적 곤란 → 부인의 이혼의사 -.011(-.021) .031(.035) -.020(-.022)

 부인의 경제적 곤란 → 남편의 이혼의사    .079
**
(.083

**
) .024(.026) .177(.155)

 부인의 경제적 곤란 → 부인의 이혼의사   .088
**
(.102

***
) .027(.030) .176(.180)

전체표본 n=415; 괄호 안은 결측치 제외표본 분석결과임: n=380(문화도전)/351(경제곤란). 
+p<.10, *p<.05, **p<.01, ***p<.001/표준화계수 β는 남편과 부인집단에 걸쳐 표준화된 것임.

끝으로 이상의 결과들에 대한 의미를 보다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부부변인인 결혼기간을 모형에 

투입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결혼기간은 두 모형 모두에서 남편의 이혼의사와 관계가 

없었고, 결혼이민여성의 이혼의사와만 정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었다. 하지만 연구변인들 간의 유의

미한 관계에는 변화가 없었다. 결혼의 질과 개인적 안녕감을 다룬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실시한 

Proulx 외(2007)는 결혼기간의 통제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선행연구들(박재규, 2007; 설동훈·이계승, 

2011)에서 이혼의사는 결혼이민여성의 언어능력, 출신국 등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바 있다. 여성결

혼이민자들의 결혼기간은 국내거주기간과 상관이 매우 높고 이 여성들은 입국시기에 따라 출신국, 연

령대, 결혼과정 등에 중요한 차이가 나며(현경자, 2014),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국내거주가 길어지면

서 숙달된다(권복순, 2009). 따라서 결혼기간은 대용물(proxy)로서 그런 변인들의 영향력을 간접적으

로 대략이나마 통제할 수 있어 이상의 연구결과들에 좀 더 자신을 가져볼 수 있었다. 

(2)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부부 이혼의사에 미친 효과들의 패턴분석 결과

연구질문2는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과

와 상대방효과의 관계패턴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Kenny와 Ledermann(2010)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 

실시된 패턴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문화적 도전 모형의 경우, 첫째, 자기효과들과 상대방효과

들에 등가제약(a=aˊ, p=pˊ)을 설정한 모형의 카이자승 값이 X
2
(2)=3.17, p=.205로 나타나 관대한 

기준에서 구별 가능한 자료로 볼 수 있었고 자기효과들의 표준화된 계수가 .28과 .14로 사소함의 추정

기준으로 제시된 .10보다 컸으므로 패턴분석이 가능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둘째, 결과변수(Y)인 이혼

의사의 관점에서 남편의 자기효과(b=.422/β=.277)대비 상대방효과(b=.029/β=.021)로 추정되는 양

적지표 k1=0.076 이었고 부인의 자기효과(b=.227/β=.144)대비 상대방효과(b=.162/β=.094)로 추정

되는 양적지표 k2=0.653이었다. 5000회의 붓스트랩을 실시하여 확보된 90% 신뢰구간들에서 남편의 

이혼의사에 대한 k1값의 범위는 –0.20에서 0.431로 0을 포함하고 있어 자기중심패턴에 해당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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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부인의 이혼의사에 대한 k2값의 범위는 0.080에서 1.836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았고 커플패턴을 

시사하는 1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 남편의 이혼의사에는 문화적 도전으로 자기 자신이 느

끼는 스트레스만 중요하게 작용하고 결혼이민자 부인의 이혼의사에는 문화적 도전으로 자신과 남편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똑같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정된 k값들이 적용

된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와 이 패턴들의 유의여부를 평가한 결과, k1=0, k2=1로 고정한 패턴분석모

형의 카이자승값이 X2(2)=0.44, p=.805로 적합도가 매우 좋게 나타났다. k값들에 등가제약(k1=k2)

을 설정한 모형의 카이자승값도 X
2
(1)=1.532, p=.216으로 양호하였지만 남편들의 k값을 0으로 그리

고 부인들의 k값을 1로 고정한 모형보다는 적합도가 나빠 본 연구의 결과에 자신을 가져볼 수 있었

다. 요약하면, 문화적 도전 APIM의 패턴분석에서 한국인 남편들은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로 스트레

스가 클수록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자기중심패턴을 보였고, 결혼이민자 부인들은 문화적 도전으

로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 뿐 아니라 남편들이 자신들과의 문화차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커플패턴을 보였다.

경제적 곤란 모형의 경우, 자기효과들과 상대방효과들에 등가제약(a=aˊ, p=pˊ)을 설정한 모형의 

카이자승 값이 X2(2)=5.89, p=.053으로 구별이 가능한 자료로 확인되었지만 자기효과들의 표준화된 

계수가 남편=-0.002와 부인=0.180으로 사소함의 추정기준인 .10 미만에 훨씬 못 미치는 값이 포함되

어 있어 패턴분석이 불가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이 부부들의 응답이 어떤 패턴에 가까운지를 유추해

보기 위해 결과변수(Y)인 이혼의사의 관점에서 시사되는 남편의 상대방중심패턴 k-1과 부인의 자기중

심패턴 k를 산출한 결과, 남편의 상대방효과(b=.083/β=.155)대비 자기효과(b=-.001/β=-.002)로 추

정되는 양적지표 k
-1
=-0.013으로 상대방중심패턴인 0에 매우 근접했고, 부인의 자기효과(b=.102/β

=.180)대비 상대방효과(b=-.021/β=-.022)로 추정되는 양적지표 k=-0.122로 자기중심패턴인 0에 근

접했다. 탐색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곤란 APIM의 효과크기 비교를 통해 남편의 이혼의사에는 상대방

효과가, 그리고 부인의 이혼의사에는 자기효과가 유의하게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런 패턴들을 잠

정적으로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효과크기에 대한 비교분석이 추가적으로 시

도되었다.

경제적 곤란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과들과 상대방효과들의 크기 

비교를 위해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의 카이자승 값 차이검증이 총 4번 이루어졌다. <표 4>와 같

이 (1)경제적 곤란이 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a=aˊ), (2)경제적 곤란이 부부의 이혼

의사에 미치는 상대방, 즉 배우자효과 비교(p=pˊ), (3)남편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경제적 곤란의 자기

효과와 배우자효과 비교(a=pˊ), 끝으로 (4)부인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경제적 곤란의 자기효과와 배

우자효과 비교(aˊ=p)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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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제  곤란의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결과(n=351)

경제적 곤란 모형

χ2
df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 .00 0 -

등가제약1 (a=aˊ) 4.83 1 p=.028

등가제약2 (p=pˊ) 4.48 1 p=.034

등가제약3 (a=pˊ) 3.46 1 p=.063

등가제약4 (aˊ=p) 4.32 1 p=.038

 

<표 4>의 결과들을 보면, 첫째, 경제적 곤란 인식이 남편과 부인의 이혼의사에 미친 자기효과들

(bs=-.00, .10 각각)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28). 경제적 곤란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자기효

과는 남편보다 부인에게서 더 컸다. 둘째, 남편과 부인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배우자효과들(bs=.08, 

-.02 각각)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34). 이 또한 경제적 곤란에 대한 부인의 인식이 남편의 이

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효과가 더 컸다. 셋째, 남편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곤란

의 자기효과(b=-.00)와 배우자효과(b=.08)가 경계선 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63). 즉, 남

편이 느끼는 경제적 곤란 보다는 부인이 느끼는 경제적 곤란이 남편의 이혼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끝으로, 부인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곤란의 자기효과(b=.10)

와 배우자효과(b=-.02)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38). 부인의 경우도 남편이 느끼는 경제적 곤란 

보다는 부인 자신이 느끼는 경제적 곤란이 이혼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통해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부인의 스트레스가 남편의 스트레스 보다 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게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경제적 곤란 APIM 효과들의 크기 비교에

서 경제압박으로 부인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남편이 느끼는 스트레스 보다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

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하게 컸고, 앞서 추정된 k-1과 k가 각각 0에 가까워 남편의 이혼의사는 상대방

중심패턴에, 그리고 부인의 이혼의사는 자기중심패턴에 가깝다는 추정을 잠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 즉 

경제적 곤란으로 결혼이민자 부인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자신 뿐 아니라 한국인 남편의 이혼의사를 확

고히 하는데 결정적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5.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다문화부부들 사이에서 결혼의 안정을 위협하는 점에 주

목하여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APIM)으로 조사하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관계패턴을 분석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

편 개인의 내적 심리과정 뿐 아니라 부부의 특성이나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인과정이 활

발한 지점을 명확히 밝혀보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여성 부부들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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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슈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어려움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하나로 소득을 통해 그 효과

를 살펴보는데 그친 경향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부부의 주요 스트레스원인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각각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부부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개인이 아닌 부부를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여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남편이 상호의존적인 부부체계로서 어떻게 서로의 이혼의사

에 기여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또 패턴분석은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의 영향력이 당사자 개

인의 내적 심리과정에 한정되는지 또는 커플패턴과 상대방중심패턴에서 시사되듯이 부부간의 대인과

정을 포함하는지를 명백히 하여 이혼의사 이론의 발전과 임상적 개입에 활용될 수 있는 지식창출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새롭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스트레스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PIM으로 본 문화적 도전과 이혼의사 간의 관계

이 연구에서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 도전에 대한 인식은 자신과 배우자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

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하였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도전 인식은 자신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한국인 남편은 문화적 도전에 대한 부인의 인식이 어떠하

든 관계없이 자신이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커지면 이혼을 적극 고려하

는 자기효과만 보인 반면, 결혼이민자 부인은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로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만큼

이나 자신과의 문화적 차이로 남편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의해 이혼의사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와 배우자지지 및 결혼만족 간의 관계를 APIM으로 검토한 김시연과 서영석

(2010)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부인보다 남편에게서 더 크고, 부인의 

스트레스보다는 남편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 것과 부

인의 결혼만족은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남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되

었던 것과 유사하다. 이 두 연구에서 부인들에게서만 확인된 상대방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에서 

파트너의 반응을 더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고(Acitelli and Young, 1996) 부인들이 남편들보다 배우

자의 행동을 더 민감하게 지각함을 보여준(Floyd and Markman, 1983, 김시연·서영석, 2010 재인용)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부인들이 남편들보다 상대 배우자의 행동이나 상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관계적인 자기가 발달하는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

(Gilligan, 1982)과 부부의 권력관계에서 약자에 위치하기 쉬운 부인들이 배우자에게 보다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점들(Christensen and Heavey, 1990)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주목할 결과는 남편의 문화적 도전에 대한 인식이 남편 자신과 부인까지도 이혼을 생각하게끔 하

는 부부 이혼의사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남편의 아내문화수용(성현란, 2011)과 아내모국

문화 이해노력(김연수, 2007)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과 삶의 질이나 결혼행복감에 유의하게 기

여하고 남편의 다문화수용태도가 결혼적응을 돕는 것을 보여준(장온정·박정윤, 2009) 기존의 연구들

과 맥을 같이 하며, 한국인 남편의 문화 이해가 다문화부부의 결혼성과(marital outcome)에 특히 중

요함을 확인시켜준다. 그동안 다문화부부에게 필요한 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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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형태로 제공되어 왔다. 반면에 한국인 남편들을 대

상으로 결혼이민자의 문화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고(여성가족부·관

계부처 합동, 2012) 이들은 또 부인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적극성이 없어(홍기혜, 2000; 

채옥희·홍달아기, 2008) 한국인 남편의 외국인 부인문화 이해도는 그 부인의 한국문화 이해도에 비해 

대부분 낮다. 즉,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경험의 수준은 한국인 남편이 절대 우

위에 있지만 부부간의 문화차를 타협하고 조율하는데 필요한 배우자문화 이해도는 남편들이 상대적으

로 낮을 수 있다. 그런 불균형 속에서 한국인 남편이 보이는 일방적인 자기문화지향적 태도는 외국인 

부인과의 갈등을 심화시켜 부정적인 감정을 낳으며 부부의 정서적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

다.10)

붓스트랩을 통해 문화적 도전에 대한 인식이 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의 조합을 비율로 검토하여 관계패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의 이혼의사와 문화적 도전과의 관계는 자

기중심패턴으로, 그리고 부인의 이혼의사와 문화적 도전과의 관계는 커플패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로 한국인 남편은 문화적 도전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원인이 상대방에게 귀결시킬 수 없는 자

기 자신에게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 문화적 도전에 대한 남편의 인식과 의미부여 등 내면의 변화를 

표적으로 하는 개입이 잠재적으로 유용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부인은 문화적 도전으로 

이혼을 고려함에 있어 자기 자신의 특성과 상대방의 특성 모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적 도전에 

대한 부인 자신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문화적 갈등을 표출하는 남편과의 관계방식 변화에 초점을 맞

춘 개입이 잠재적으로 효과적임을 추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김이선, 2008; 이근무·김진숙, 2009)에

서 다문화부부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제한되고 차이를 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응과 타협이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면, 이들이 배우자 문화의 의미체계와 가치관 등을 이해

하고 서로의 차이에 대처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결혼 전이나 초기에 문화간 교육

을 이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특히 스트레스 예방 차원에서(Hyun, 1995) 단순한 문화이

해 교육이 아니라 결혼생활에서 문화적 차이로 맞닥뜨릴 문제 상황들과 부부갈등을 미리 학습하고 부

부가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과 방법들을 연마할 수 있도록 문화간 교육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교육은 문화적 도전에 대한 부부 각자의 인식 변화 뿐 아니라 부인의 이혼의사를 

낮추는 데 필요한 부부간의 소통 및 관계방식 변화, 즉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방

식으로 표현하며 조율할 수 있는 부부의 관계적 역량을 키우는데도 유용하여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

된다.

2) APIM으로 본 경제적 곤란과 이혼의사 간의 관계

문화적 도전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경제적 곤란이 이혼의사에 미

10)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은 배우자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고와 생활습관을 받

아들이지 못해 갈등이 크고(강유진, 1999),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도전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지

만 배우자나 시가족의 불신과 수용거부로 좌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윤영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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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자인 부인이 경제적 곤란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자신과 배우자 

둘 다의 이혼의사를 높여 부부의 결혼안정을 위협하는 고위험 요인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남편에게 지각된 경제적 곤란은 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하였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홍성효 외(2012)의 연구

와 일치하며 다문화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관계,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 등 결혼생활 전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 연구(김이선 외, 

2010)에서 시사되듯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자 부인의 경제적 곤란에 대한 인식과 의미부여에 실질

적인 차이가 있음을 생각해보게 한다.

부인의 경제적 곤란 인식이 남편의 인식보다 부부의 이혼의사에 영향력이 큰 결과는 남편의 실직

이 장기화될수록 남편의 사회기능 약화와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로 남편보다 부인의 결혼적응이 악화

된다고 밝힌 Kinnunen과 Feldt(2004)의 연구보고에서 그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저소득층 한국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현경자·박선영, 2012)에서 부인들이 느끼는 경제압박은 

남편들과 달리 배우자와의 친밀성을 저해하는 직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곤란의 장기화

와 심화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남편의 무능력 뿐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꿈과 목표의 좌절을 의미하

여11) 자신이 처한 상황과 배우자에 대한 높은 실망을 야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적 감정은 이들의 

언어적 융통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과 없이 남편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제적 곤란을 타

개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욕구나 기대치를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으로 배우자와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부부갈등 문헌을 보면 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해 여성이 배우자를 탓하며 문제

해결, 대화, 변화 등을 요구하는 요구적인 반응을 보이고, 남성은 그런 대화와 갈등상황을 회피하려는 

철회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부부관계가 악화되는데(Christensen and Heavey, 1990) 한국인 남편들

도 회피하기, 외면하고 떠넘기기, 포기하고 참아내기 등의 대응을 선호하거나 의존하는 자들이 있다

(김민경, 2009; 엄명용, 2010). 경제적 곤란으로 부정적인 사건들이 삶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다문화부

부의 갈등대응방식이 그와 같다면 더더욱 부인에게 좌절감을 키워 부부친밀성과 같은 정서적 응집력

을 침해할 수 있고, 이는 부부가 결혼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쳐 이혼의사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의사나 결혼해체는 남편의 부당한 행위, 학대, 폭력, 음주, 도박 등과 

연관된다(박재규, 2007, 2011). 이에 이주여성이혼자들에 대한 지원자료 목록을 살펴보면(김이선 외, 

2010: 227-230) 제시된 63개의 사례들 중 21개(33.3%)에서 경제문제가 이혼고려사유로 나타나고 이 

중 폭력, 음주, 도박, 외도, 유기, 무관심 등의 문제가 하나 이상 함께 제시된 것이 19개로 90%에 달한

다. 이 결과는 경제문제와 이주여성이 참기 어려운 배우자의 신체·심리·언어적 학대가 대부분 연동됨

을 시사하고, 다문화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높고 그런 부부갈등이 심각할 때 학

대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김오남(200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여성결혼

이민자는 부부관계나 결혼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할 수 있고 그런 결혼의 유지

11) 양변친족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제생활에 적극적이고 자기가족 뿐 아니라 친정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참작하면 더욱 그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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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이혼 후의 삶이 어떠하든 결혼의 해체가 더 나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져 남편의 이혼의

사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어와 문화적 지식이 제한되지만 대부분 젊고 

건강하며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와 동기가 높고 민관의 지원으로 취업역량 등이 강화되어(현경자, 

2014) 중장년층 남편들에 비해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결혼생활이 경과되면서 한국어와 정보획득의 한계로 억눌렸던 이들의 잠재력이 회복되면 부부의 권력

관계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엄명용, 2010), 실제로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강화가 남편과의 경제력 격

차로 이어져 부부갈등이 커진 사례들도 있다(신영화, 2010). 경제적 곤란으로 배우자에 대한 욕구충족

의존도가 약화되면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이혼을 고려하는 것은 학대, 폭력 등의 인권유린 문제가 빌미

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한 역량강화와 잠재력의 회복으로 한국생활 뿐 아니라 이혼 후의 대안

에 자신감이 생긴 것일 수 있다.

반면에 남편들에게 지각된 경제적 곤란의 영향력이 자신과 부인의 이혼의사에 미미한 것은 한국사

회의 구조적 제약과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이들의 입장이 부부관계에까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경제적 곤란에 대한 남편의 인식은 음주, 무력감 등으로 이어져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남편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여 결혼생활 지속에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김혜순(2014: 332-333)이 적시했듯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남성에게 “이혼은 배우자의 성과 노동 뿐 아니라 초청자로서 부담했던 사회·

경제·정서적 비용과 이민배경 자녀의 상실(또는 부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전략상 순위가 높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나 건강 면에서 예비력이 한정된 저소득층(윤태호, 2003)은 자기자원이 적어 결혼대

안도 적다. 한국인 남편들 중에는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아 사회경쟁력이 취약한 자가 많고, 정부

의 지원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김민경, 2009; 김혜순, 2014) 그런 자들의 경제적 자원이나 능

력이 개선될 여지도 적다. 경제적 능력만 두고 보면 한국인 남편은 이혼 후의 대안수준이 낮아 갈등

상황에서도 이혼의사를 억제했을 수 있다. 다문화부부 중 남편집단에서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혼

의사가 높게 나타난 설동훈·이계승(2011)의 연구결과도 그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곤란에 대한 인식은 이혼의사에 대한 남편의 자기효과가 미미하여 패턴분석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곤란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들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부

인이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한국인 남편이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보다 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

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하게 컸다. 이 결과들과 이 두 효과의 비율로 산출된 k와 k-1 값을 

토대로 남편의 이혼의사는 상대방중심패턴에, 그리고 부인의 이혼의사는 자기중심패턴에 가까움을 유

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가 느끼는 경제적 곤란의 정도가 자신과 남편의 이혼의사에 

유의하게 기여하므로 경제적 곤란에 대한 이 여성들의 인식 변화가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부문

제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료를 포함하는 선행연

구(현경자, 2012)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당장 결혼생활에 필요한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결혼

의 해체를 고려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장기화되어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축적될 경우 결혼의 안정

을 위협하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이 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취업역량을 조기

에 키워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달성해가는 긍정적인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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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 그와 같은 지원은 경제적 곤란에 대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데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는 또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결혼을 포기하므로(Walsh, 1998) 부

부가 함께 경제적 곤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

도 중요하다. 일례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을 경제적 곤란의 원인 제공자로 보아 그의 부정적 특성

에만 집중하여 비난하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들이 관점의 다각화(현경자·박선영, 2012)를 통

해 한국인 남편이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들을 돌아보고 사회구조적 제약과 상황의 다양한 측면을 살

피며 성급한 결단이나 오해, 극단적인 감정 등을 조절할 수 있게 격려하고 돕는 프로그램도 유용할 

것이다. 부인의 그러한 희망적 태도는 남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상대방중심패턴에 가

까운 남편의 이혼의사를 낮추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또 경제적 곤란으로 축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

고 이 부부들이 친밀한 관계를 다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말캠프나 단기휴가 등을 지원하는 제도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종합논의와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은 다문화부부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로 작용

하여 갈등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른 부정적 감정은 부부의 정서적 응집력을 약화

시켜 이혼의사를 키울 수 있다. 이는 문헌고찰에서 논의된 스트레스 발생 가설(Huston et al., 2001)의 

심리적 기제와 일치한다. 하지만 스트레스 발생 가설로는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의 영향력이 한

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여성에게 상이하게 나타난 점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연구결과들에 대한 논

의에서 부각된 심리적 기제로 이혼의사가 촉진될 수 있지만 실제로 다문화부부가 이혼의사를 표출하

는 데 결정적인 기제는 Drigotas와 Rusbult(1992)가 주장한 대로 결혼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의 결여로 

각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배우자 의존도가 약화되는 경로에 의한 것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급

증한 다문화부부의 결혼은 부계부권가족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위축된 남성성의 확인과 욕구충족을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한 남성과 경제적 욕구실현을 위해 결혼이민을 선택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종종 

규정된다(예: 김혜순, 2014). 이 관점은 결혼동기의 다중성과 다양성을 간과한 점이 지적되지만(최종

렬·최인영, 2008) 한편으로 문화적 지식과 경험이나 물질적 자원과 경제력이 이 부부의 욕구충족과 

목표달성에 필수적인 자원임을 확인시켜 준다. 다문화부부 각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욕구의 충족을 위

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바와 의존해 온 정도가 높다면, 한국인 남편은 문화적 도전으로 그리고 결혼

이민여성은 경제적 곤란으로 욕구충족과 목적달성이 어렵겠다고 느낄 때 자신과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키우는 심리적 갈등과 부부간의 불화를 보다 빈번히 그리고 심각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

구의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가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문화적 도전이나 경제적 곤란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

는 효과는 스트레스 발생 가설의 심리적 기제와 관계의 상호의존성을 결정짓는 욕구충족의존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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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될 수 있지만,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자 부인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개인적 욕구와 목적, 

사회구조 내 위치와 잠재력, 자기자원과 결혼대안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이 어우러져 서로 다른 결과

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새롭다. APIM과 패턴분석은 남편과 부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지식창출의 도구로서 매우 유용해 

보인다.

아울러 이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화합과 다문화가족의 해체방지를 위해 한국인 남편이 배우자와의 

문화차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 자립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과 가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준다. 그 동안 다문화가족

정책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그 과정에서 남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는데, 이 연

구는 부부 중심의 문화간 교육, 상담,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필수임을 시사하고 이는 많은 

연구들에서 남편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함께 지적된 사항이다(김민경, 2009 참조). 한국

인 남편은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뿐 아니라 부부간 적응과 가족내 적응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

을 하고(김민경, 2009) 그러한 남편의 지지는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 결혼만족 등을 강화하여12)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기여하지만 결혼이민여

성과 초청남성에 이혼친화적으로 작동한다는 김혜순(2014)의 분석과 이 연구의 결과들은 다문화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이 부부와 가족단위의 역량강화를 꾀하는 가족친화적인 형태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보면(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2012) 결혼

상대국의 제도 및 문화이해, 부부단위의 문화교육,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확대, 직업교육훈련, 역량개발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고무적인데, 저소득층 한국인 남편의 경제력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

적 고려는 1차에 이어 2차에도 부재하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이 경제적 곤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키우고 동반자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인 정책의 개발

과 시행이 여전히 절실해 보인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들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사업의 사각지

대에 있는 다문화부부들이 표본에서 제외되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 연구의 표본이 

전국단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앞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문화부부들을 포괄적으로 표집하

여 본 연구의 결과들이 지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연구는 이차분석을 시도하여 기존의 

자료 안에서 연구문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변인들의 측정방식 중에는 그러한 

한계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일례로 경제적 곤란은 결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정도와 지

난 1년 간 지출에 필요한 돈의 충분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상대적이

므로 경제적 곤란에 대한 부부의 주관적인 평가가 일차적으로 중요해보이지만 가구소득이 다문화부부

의 결혼만족, 부부갈등, 이혼 등에 기여하는 연구결과들(김오남, 2006; 설동훈·이계승, 2011)을 볼 때, 

가구소득이나 부채정도 등의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하거나 고려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 

12) 이 연구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료를 포함하는 선행연구(현경자·김연수, 2012)와 성현란(2011)의 연구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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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부부들이 느끼는 문화적 도전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그것들을 측정에 반영하거나 측정

도구로 제작하는 일도 지식개발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화적 도전이나 경제적 곤란

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이혼의사나 결혼안정과의 연관성을 종단

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나 부부갈등은 결혼생활에서 불가피하고 그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

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맥락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Fincham and Beach, 2010) 문화

적 도전이나 경제적 곤란이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변인들과 그런 연구변인들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 매개변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또 이 연구는 결혼기간을 추가분석에서 

통제하여 연구결과들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는데, 그 외의 꼭 필요한 통제변인들의 효과도 앞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

를 APIM으로 조명하여 결혼의 질과 일반부부에 편향된 APIM 부부연구의 주제와 대상 및 지식의 

확장을 이루어내고,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을 상호의존적인 부부체계로 조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 자료가 사회복지 교육이나 실천 현장에서 특

정 배우자에 편향되거나 한쪽을 문제시하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부부 양쪽의 입장을 배려하는 가족친

화적인 다문화정책과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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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ultural Challenge and Economic Hardship on 

Intention to Divorce among the Multicultural Couples
: Interdependence and Relationship Patterns Viewed Through Actor 

and Partner Effects

Hyun, Kyoungja 

(Sungkonghoe University)

Kim, Jeonghw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iven the interdependence of a marital coupl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both cultural challenge and economic hardship on intention to divorce among 

the multicultural couple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and explored dyadic patterns of actor and partner effects. 415 couples(n=830) 

participated in thi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Results of path analyses 

based on APIMs revealed that for Korean husbands perceived cultural challenge 

contributed positively to divorce intention of the couple showing both actor and 

partner effects, whereas for  immigrant wives such perception showed only an actor 

effect. In contrast, perceived economic hardship among the husbands had little effect 

on divorce intention of both husbands and wives, whereas such perception by wives 

had both actor and partner effects on divorce intention. Results of dyadic pattern 

analyses performed by Bootstrap indicated the actor-only pattern and the couple 

pattern of perceived cultural challenge on divorce intention of husbands and 

wives respectively. In case of perceived economic hardship comparison of the 

effect size suggested the partner-only pattern and the actor-only pattern for 

divorce intention of husbands and wives respectively. These findings implied that 

in order to promote conjugal harmony and to prevent the multicultural family 

from being dissolved, Korean husbands need to develop greater cultural 

competence so as to tolerat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couple, whereas 

immigrant wives and their families need to develop greater economic competence 

so as to foster a hope for economic reliance.

Key words: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Korean 

husband, marriage immigrant woman, cultural challenge, 

economic hardship, divorce intention, dyadic patter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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