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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  농  총각의 결혼문제가 발생

하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하 고 이후 베트남, 필리핀, 태

국, 몽골 등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국 이 확 되며 다변

화되었다(Lee, 2007). 결혼이주여성은 2006년 82,828 

명에서 2013년 128,826명으로 증가하 고 2013년 

결혼이민자 150,865명  여성이 85.4%로 다수를 차

지하고 있다(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2014).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정착함에 있어 결혼이주여

성의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생활의 응부담, 경제  문제 등(Lee & Lee, 

2014)의 문제들이 나타났으며 이주와 함께 결혼, 임신

과 양육을 담당하며 임신 련 지식 부족  양육지식 

부족에 한 건강교육 요구 증가 등(Kim, Lee, Kim, 

Park, & Lee, 2010)의 문제들이 사회 인 문제로 

두됨에 따라 국내에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Kim, 2009; 

Lee, 2007). 그러나 다문화 가정과 련된 기존 연구

에서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이 맞추어져 왔으며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배재되어 왔다. 

특히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응에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Chung & 

Lee, 2010). 다문화가정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동

거하는 가족이 22.3%(Seol, Lee, & Cho, 2006)로 

높은 편이며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은 외국인며

느리의 한국생활 응에서 하나의 갈등원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며느리의 문화 응을 해 가사노동이나 자녀양

육 등 실질 인 도움을 주고 있어 한편으로는 요한 

지지자원이 되고 있다(Chung & Lee, 2010).

단일민족, 가부장제라는 문화  한국 통 속에서 살

아온 여성노인이 외국인 며느리를 가족구성원으로 받아

들이고 응하는 것은 외국인 며느리 못지않게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며(Lee, 2007) 부모세 로서 외국인 

며느리의 한국생활 응과 가족 응을 도와야 한다는 부

담감을 가지게 된다(Chung & Lee, 2010). Kim 등

(2009)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며느리와 살면서 가장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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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고 느끼는 스트 스 원이 ‘말이 잘 통하지 않음’이 

34%, ‘한국 음식을 잘 못함’이 9.26%, ‘자녀 양육  

교육을 못함’이 5.29%로 나타났다. 노인에서 스트 스

는 식욕 감퇴, 음식에 한 심 하로 양섭취량에 

직 으로 향을 미치며 신체 , 정신  건강에 향

을 미친다(Woo, 2010). 한 스트 스와 공격  처

방안, 소극  처방안이 신체화에 유의하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 스에 한 약한 처는 

우울을 증가시켜 삶의 질이 하된다(Kim, Park, & 

Sun, 2009)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이주 

후 바로 국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가정 내에서 가사 

 식사 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Kim, 

2009) 음식에 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 시어머니나 남

편 등 가족의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oo, 

2010). 

노인은 식사의 변화, 식욕, 조리된 식품의 섭취와 삶

의 질이 한 련성이 있으며(Gombos et al, 

2008) 노년기의 양 험은 건강 리  삶의 질 향상

에 필수 인 조건이다(Lee, 2012). 노인들은 양 험

이 높을 경우 질병의 방  치료가 어려워지고, 감염

성 질환에 한 항력 하, 건강상태 악화, 심리 ·사

회  계도 제한되므로(Furman, 2006) 외국인 며느

리를 둔 여성노인의 양 험 정도와 스트 스를 확인

하고 양 험, 스트 스와 건강 련 삶의 질과의 련

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을 상으로 한 선행연

구로는 농 노인의 문화 응 스트 스(Lee, 2007), 

응과정 경험에 한 상학  연구(Chung & Lee, 

2010) 등 문화 응과 스트 스에 한 연구가 보고되

었으나 음식문화가 다른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

의 양 험과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인한 스트 스가 

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을 상으로 

양 험, 스트 스와 건강 련 삶의 질을 악하여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 으로써 다

문화 가족건강 증진 로그램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양 험, 스트 스와 건강 련 삶의 질을 악하고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양 험, 스트 스 

 건강 련 삶의 질을 악한다.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양 험, 스트 스

와 건강 련 삶의 질의 상 계를 악한다.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양 험, 

스트 스  건강 련 삶의 질을 악하고 이들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악하는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

연구 상자는 D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만 65세 이상의 여성노인 112명을 상으로 하 으

며, 상자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건강 리사업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국제 결혼한 아들 부부와 함께 거주한지 6개월 이상 

된 자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은 에서 제시한 선정

기 을 모두 만족하고 국 과 상 없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며느리로 둔 여성노인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 수는 Statistical power analysis 로

그램 G*Power 3.1.9.2(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사용하여 산출하 으며, 상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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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다 회귀분석을 한 간정도의 효과크기 .15, 검

정력 80%, 유의수  .05로 최소 114명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13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내용이 락

되었거나 불완 한 답변을 제외하고 총 112부를 분석에 

이용하 다.   

3. 연구 도구

1) 일반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은 연령, 교육정도, 종교, 배우

자여부, 동거가족, 경제활동 여부, 외국인 며느리의 국

, 외국인 며느리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측정하 다.

2) 건강실태

건강실태는 만성질환 유무  질환종류를 다 선택

하도록 하 고 투약여부와 복용약물 개수, 흡연여부와 

음주여부는 기간, 빈도, 시작연령을 측정하 다. 운동여

부는 일주일간 운동하는 횟수와 운동시간을 포함하 고 

수면만족도는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조사하 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Son (1998)

의 연구에서 사용한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총 6문항으로 ‘혼자서 할 

수 있다’는 3 ,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2 , ‘많은 도

움이 필요하다’ 1 이므로 최소 6 에서 최  18 이

다. 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Son (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8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

었다. 

3) 양 험

양 험이란 식품을 필요한 양보다 과다하거나 부족

하게 섭취함으로써 나타나는 양상태를 말하며, 이차

으로 다른 질병으로 인해 양요구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Gallagher-Allred, 

Voss, Finn, & McCamish, 1996). 양 험 측정 

도구는 미국에서 1991년 노인의 양 상태를 조사하기 

하여 미국 양사 회, 미국가정의학회, 국립노화 원

회가 30여개의 련 단체 조를 얻어 공동 개발한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 (NSI) 도구(Posner, 

Jette, Smith, & Miller, 1993)를 Yu와 Kim (2002)

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 다. 양 험 구성요인을 나타

내는 DETERMINE은 질병(Disease), 섭취부족(Eating 

poorly), 치아문제(Tooth loss/mouth pain), 경제  

곤란(Economic hardship), 혼자지냄(Reduced social 

contact), 복합 인 약복용(Multiple medicines), 체

감소(Involuntary weight loss/gain), 도움이 필요

함(Needs assistance in self care), 연령 80세 이상

(Elder years above age 80)으로 각 문항당 가 치를 

부여하여 수범 는 최  0 에서 최고 21 으로 수

가 높을수록 양 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0-2 은 

‘좋은 양상태’, 3-5 은 ‘ 정도 양상태’, 6  이상

은 ‘고 험 양상태’를 의미한다. 총 10문항이 ‘ ’, ‘아

니요’로 구성되었으며 양상태 별 험정도에 따라 ‘ ’

를 응답한 경우 1 , 2 , 3 , 4 , ‘아니오’를 응답한 

경우 0 의 수가 문항별로 부여된다. 이 도구의 신뢰

도를 측정하기 해 반분법을 이용하 으며 Spearman 

-Brown의 교정공식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r= .81이

었다.

4) 스트 스

노인의 스트 스 측정 도구는 Family Inventor of 

Life Events and Changes (FILE)를 기 로  Lee와 

Kim (199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

구는 총 20문항으로 5  Likert형 척도이다. 수범

는 20 에서 100 으로 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스트

스 인지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와 Kim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5이었다.

5) 건강 련 삶의 질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 측정도구는 Ware와 

Sheroune (1992)이 개발한 Medical Outcome Study 

(MOS) Short-form 36-Item Health Survey 

(SF-36)를 Koh 등(1997)이 번안한 자기보고형의 도

구이다. 이 도구는 9개의 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  범주별 문항 수는 신체  기능 9문항, 신체  역할

제한 4문항, 신체 통증 2문항, 일반 건강 5문항, 활력 4

문항, 사회  기능 2문항, 감정  역할제한 3문항, 정신 

건강 5문항, 건강변화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상태 변화를 제외한 8개 하  범주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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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척도로 측정한 수를 합산한 것이다. 각 문항은 

건강에 가장 나쁜 향을 미치는 경우 1 으로 하여 문

항에 따라 최고 은 2 에서 6 으로 측정한다. 이 게 

수화한 각 문항을 항목별로 100 으로 환산하여 수

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oh 등

(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2 고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 .82이었다.  

4. 자료 수집 기간  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다. D 학교병원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 원회(IRB)

의 승인을 받은 다음(과제번호 : CR-11-030-PRO 

-01-R),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하

다. D시 5개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 리사업 등록

상자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 135명을 임의 

표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 다. 설문조사는 직  가정

을 방문하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면담을 통하여 실

시하 다. 조사에 참여한 연구보조원은 임상경력 3년 

이상으로 연구자의 연구목 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육 

후 조사에 참여한 사람으로 하 다. 

설문조사는 연구의 목 을 설명한 후 참여에 서면동

의 한 여성노인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직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개인정보의 비 보장을 포함하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조

사 후 소정의 보상을 하 다. 응답내용이 락되었거나 

불완 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112부를 분석에 사

용하 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 하 다. 

∙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실태 비교는 실수, 백

분율, 평균, 표 편차로 분석하 다.

∙ 상자의 일반  특성과 건강실태에 따른 양 험, 

스트 스, 건강 련 삶의 질의 차이를 악하기 

하여 t-test와 ANOVA로 처리하 으며,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Sheffe 사후검증하 

다. 

∙ 상자의 변수 간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하 다.

∙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과 건강실태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실태는 Table 1과 같

다.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평균연령은 73.46 

±6.57세이며 교육정도는 무학이 50명(44.6%)으로 가

장 많았고 97명(86.6%)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배

우자가 없는 경우가 86명(76.8%)이었다. 손자(녀)가 

없이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경우는 64명(57.1%)이었

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노인이 94명(83.9%)이

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노인의 월평균 수입은 

53.11±38.31만원이었다. 외국인 며느리의 국 으로는 

베트남 64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국 22명

(19.6%), 필리핀 14명(12.5%)순이었고 함께 거주한 

기간은 평균 4.08±4.47년이었다.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3.43±2.78kg/m²이며 96명(85.7%)이 만성질환이 

있었으며 질병을 다 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고 압이 

59명(52.7%)으로 가장 많았다. 질환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는 89명(79.5%)이었고, 3가지 종류 이

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는 19명(17.0%)이었다. 

103명(92.0%)이 비흡연자 으며 92명(82.1%)이 술

을 마시지 않았다. 36명(32.1%)이 운동을 하 고, 수

면만족도가 보통인 군이 53명(47.3%)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평균 16.87±2.72 이었다.

2. 상자의 양 험, 스트 스  건강 련 

삶의 질 

상자들의 양 험은 평균 8.06±4.45 으로 6  

이상의 고 험 양 상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

트 스는 평균 46.71±14.89 이며 건강 련 삶의 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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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Health Condition of Subjects (N=1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 (years) 73.46±6.57

Education None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or more

50(44.6)

46(41.1)

10(8.9)

6(5.4)

Religion Have

Not have

97(86.6)

15(13.4)

Husband Have

Not have 

(divorce/separation/breavement)

26(23.2)

86(76.8)

Type of family Married child

Married child+grandchild

64(57.1)

48(42.9)

Occupation Not have

Have

94(83.9)

18(16.1)

   Monthly income(10,000 won) 53.11±38.31

Daughter-in-law's nationality
China

Vietnam

Philippines

Others

22(19.6)

64(57.1)

14(12.5)

12(10.7)

Period of living with

Daughter-in-law's (years)
4.08±4.47

BMI (kg/m²) Low

Normal

High

   2(1.8)  

  80(71.4)  

 30(26.8)

23.43±2.78

Chronic disease No

Yes

   Cardiovascular disease

   Respiratory disease

   Musculoskeletal disease

   Skin disease

   CVA

   DM

   Hypertension

   Cancer

   Etc

 16(14.3)

 96(85.7)

 14(12.5)

   6(5.4)

 43(38.4)

   1(0.9)

 11(9.8)

 32(28.6)

 59(52.7)

   1(0.9)

 14(12.5)

Medications No

Yes

   < 3

   ≧3

 23(20.5)

 89(79.5)

 70(62.5)

 19(17.0)

Smoking

   (year)

   (age)

   (piece/day)

No

Yes

   Smoking duration

   Age of starting smoking

   Smoking quantity

103(92.0)

   9(8.0)

33.62±12.64 

 39.83±10.74

9.89±4.46

Drinking

   (year)

   (age)

   (times/week)

   (a cup of soju/times)

No

Yes

   Drinking duration

   Age of starting drinking

   Drinking frequency

   Drinking quantity

 92(82.1)

 20(17.9)

26.78±17.69

31.94±10.96

1.56±1.15

2.39±3.27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양 험, 스트 스  건강 련 삶의 질●

31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Health Condition of Subjects (Continued) 

(N=1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Exercise

   (times/week)

   (min/times)

No

Yes   

   <3 times

   ≧3 times

   <30 min

   ≧30 min

 76(67.9)

 36(32.1)

  9(25.0)

 27(75.0)

3.89±1.91

  4(11.1)

 32(88.9)

41.94±20.57

Satisfaction of sleep Unsatisfied

Moderate

Satisfied  

Sleeping time

 32(28.6)

 53(47.3)

 27(24.1)

6.45±1.55

ADL 16.87±2.72

BMI=Body Mass Index,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Table 2. Scores for Nutritional Risk, Stres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N=112)

Variables Possible range M±SD

Nutritional risk (0-21) 8.06±4.45

Stress (20-100) 46.71±14.89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0-100) 52.96±18.94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이 평균 52.96±18.94 으

로 나타났다.

3.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실태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실태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실태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은 경제활동여부(t=-3.63, p=.001), 만성질

환유무(t=-3.04, p=.006), 투약여부(t=-3.57, p=.001), 

수면만족도(F=8.05,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평균 

50.42±18.36 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평균 66.21 

±16.61 ,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평균 50.97±18.65

보다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평균 64.86±16.61 , 

복용 인 약물이 있는 경우 평균 49.92±18.16 보다 

복용 인 약물이 없는 경우가 평균 64.70±17.60 으

로 건강 련 삶의 질이 더 높았다. 한 수면만족도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 불만족 군이 평균 42.48± 

17.57 으로 보통 군 평균 55.99±17.57 , 만족 군 

평균 59.41±18.66 보다 건강 련 삶의 질이 낮게 나

타났다. 외국인 며느리의 국 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은 기타(태국, 몽골, 일본, 캄보디아, 말 이시아)인 

경우가 평균 54.89±28.37 , 베트남 평균 53.18± 

18.84  순으로 건강 련 삶의 질 수가 높았다. 

4. 상자의 양 험, 스트 스  건강 련 

삶의 질의 상 계 

상자들의 양 험, 스트 스, 건강 련 삶의 질과

의 상 계를 나타내는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은 양 험(r=-.55, 

p<001), 스트 스(r=-.43, p<.001), 연령(r=-.24, 

p=.011)과 음의 상 계가 있었으며 일상수행능력

(r=.50, p<.001)과는 양의 상 계가 있었다. 이는 

양 험이 낮을수록, 스트 스가 을수록, 연령이 낮

을수록, 일상수행능력 수가 높을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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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Nutritional Risk, Stres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Condition in Subjects (N=1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Quality  of life related health

M±SD t/F(p)

Education None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or more

53.24±18.98

53.12±19.15

52.88±15.86

49.39±25.75

0.44

(.507)

Religion Have

Not have

51.66±18.86

61.35±17.83

1.99

(.161)

Husband Have

Not have

(divorce/separation/breavement)

59.00±17.42

51.13±19.09

2.38

(.126)

Type of family Married child

Married child+grandchild

52.07±18.33

54.13±19.86

-0.56

(.577)

Occupation Have

Not have

66.21±16.61

50.42±18.36

-3.63

(.001)

Daughter-in-law's

nationality

China

Vietnam

Philippines

Others

52.87±17.46

53.18±18.84

50.41±12.60

54.89±28.37

0.13

(.945)

Period of living with 

Daughter-in-law's (years)

<4

≧4

51.16±17.87

55.44±20.25

-1.16

(.249)

BMI Low

Normal

High

53.56±27.67

53.65±17.85

51.07±21.75

0.01

(.919)

Chronic disease Yes

No

50.97±18.65

64.86±16.61

-3.04

(.006)

Medication Yes

No

49.92±18.16

64.70±17.60

-3.57

(.001)

Smoking Yes

No

49.12± 7.45

53.29±19.61

-0.63

(.529)

Drinking Yes

No

56.86±16.06

52.11±19.48

1.15

(.258)

Exercise Yes

No

56.50±17.01

51.28±19.67

1.30

(.257)

Satisfaction of sleep Unsatisfied 

Moderate

Satisfied

 42.48±17.57
a

 55.99±17.57b

 59.41±18.66
c

8.05

(.001)

a<b,c†
†Scheffe

BMI=Body Mass Index

5.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 선택은 상자의 일반  특성과 건강실

태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의 차이검증에서 유의한 변

수와 상 계에서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으로 분석하 다.

선택된 독립변수는 양 험, 스트 스, 연령, 경제

활동여부, 만성질환유무, 투약여부, 수면만족도, 일상수

행능력이었고 경제활동여부, 만성질환유무, 투약여부는 

명목변수임으로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다 공선성, 독립

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검정하 다. 다 공선성

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765-.937으로 0.1이상으

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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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nd Other Variables in Subjects

(N=112)

Nutritional 

risk
Stres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ge ADL

r(p) r(p) r(p) r(p) r(p)

Stress  .40(<.001)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55(<.001) -.43(<.001)

Age .15(.105)  .13(.169) -.24(.011)

ADL -.36(<.001) -.31(.001)  .50(<.001) -.37(<.001)

Period of living with 

Daughter-in-law's
-.26(.005) -.19(.046) .17(.079) .27(.004) .03(.752)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Table 5. Variables Predicting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Subjects (N=112)

B SE β t(p) Adj. R²

Nutritional risk -1.44 0.35 -0.34 -4.18(<.001) .30

ADL 2.06 0.54 0.30 3.79(<.001) .40

Stress -0.24 0.10 -0.19 -2.35( .021) .43

Occupation* 7.74 3.76 0.15 2.06( .042) .44

R²=.46  F=22.94  p<.001

* Dummy variable : No=0, Yes=1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VIF)도 1.068-1.307로 10을 넘지 않았다. 상태지수

는 1.000-21.829로 30을 넘지 않아서 다 공선성의 

문제를 제외하 다. 한 오차의 자기상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통계량이 1.938로 2에 

가까워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분

석 결과 표 화된 잔차의 범 가 -2.577∼1.953으로 

등분산성을 만족하 고, 정규성도 확인되었다. 상자

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측변인으로는 

양 험(β=-0.34), 일상수행능력(β=0.30), 스트 스

(β=-0.19), 경제활동여부(β=0.15)가 46%의 설명력

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F=22.94, p<.001).

Ⅳ. 논    의

1. 양 험, 스트 스, 건강 련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양 험은  평균 8.06 으로 6  이상

의 고 험 양상태 다. Jung과 Kim (2004)의 연구

에서는 부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4.45 ,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3.67 , 독거노인은 8.84 으로 나타

나 노인의 양 험은 거주 형태나 경제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양 험은 독거노인보다는 양 험 상태

가 낮으나 재가노인 는 한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

보다 양 험이 상 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상자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등록된 65

세 이상 노인으로 평균 연령이 73.46세 다. 따라서 맞

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등록 우선순 에 의하여 다수의 

상자가 소득층 여성노인이 포함되었다. 소득층 

여성노인의 양 험을 살펴본 Lee (2012)의 연구에

서도 기여성노인과 후기여성노인이 모두 고 험 양

상태로 나타나 본 연구의 양 험 상태는 소득층 여

성노인의 특성 한 반 되었을 가능성을 상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를 추후 반복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결

과와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노년기의 질병은 

양 험과 한 련이 있으므로 노인의 양 험을 

평가하여 한 간호 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 

한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양 험이 정도의 

양상태 으며 다문화 가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식사

를 비하는 경우가 80.5%라는 Ko (2010)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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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 을 때 다문화 가정의 양 험 평가와 한 

식이지침에 한 실질  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스트 스 수 은 평균 46.71 으로 간정도의 수

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

스에 한 Kim 등 (2009)의 연구에서도 5.03(10  

만 )으로 간정도의 수 인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Chung과 Lee (2010)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응과정 경험으로 ‘돌 구로 선택한 외

국처녀와의 결혼’, ‘아들 결혼으로 평안을 되찾음’, ‘외국

인며느리와의 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함’, ‘어려움을 혼자

서 참아냄’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

스는 결혼이주여성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문화와 

하게 되는 주류문화 속에 속한 가족들도 경험(Lee, 

2007)하는 것으로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 한 

응과정의 스트 스를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스트 스에 한 연구가 미흡

하므로 직  비교는 어려우나 추후 생리  변수를 포함

한 스트 스 측정  스트 스 리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건강 련 삶의 질 수 은 평균 52.96 으로 나타났

다. 맞춤형 방문보건 노인 상자의 삶의 질을 살펴본 

Park, Kim과 Kwon (2010)의 연구에서는 23.96

(40  만 )으로 간정도로 평가되었고 외국인 며느

리를 둔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한 Park (2012)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며느리의 특성, 며느리의 부양행

동, 고부 계 만족도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심도 있는 분석과 심층  연구를 한 질

연구와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일반 인 변

수들을 살펴보기 한 범  양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실태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령과 경제활동 여

부, 만성질환유무, 투약여부, 수면만족도, 일상수행능력

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맞춤형 방문

보건 상 노인을 연구한 Choi (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약물복용여부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며 만성

질환의 험요인인 생활습  실천율이 취약계층에서 더 

낮다고 보고하 다. 한 Shin과 Kim (2014)의 연구

에서는 만성질환 수가 취약계층 65세에서 84세 여성노

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수면만족도는 수면을 만족할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면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건강 련 삶의 질이 양의 상 계가 있다는 삶

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상생활기능, 

수면상태를 보고한 Yim과 Lee (2003)의 연구와도 유

사한 결과이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상자를 연구

상으로 선정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상자가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이면서 취약계층 여성노인의 특성을 반 된 

것으로 생각되며 반복  확  연구를 통한 규명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 결과 가장 향력 있는 측변수는 

양 험이었으며, 양상태가 험하다고 생각하는 노

인의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한 Nam (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상자의 양 험, 스트 스  건강 련 삶의 질은 

유의한 상 계를 보 으며 스트 스가 높을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낮을수록 양 험이 높았다. 여성노인

의 스트 스는 질병과 높은 련성을 가지고 스트 스

를 자주 느끼거나 우울감이 높을수록 노인은 상 으

로 양 험에 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Yim, 2007). 

본 연구의 상자 스트 스 수 은 평균 46.71 으

로 간정도의 수 이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60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스트 스를 측정한 Hong 

(2002)의 연구에서는 평균 31.75 으로 본 연구 상

자의 스트 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며

느리를 둔 여성노인은 가족 내 문화  차이로 인한 생

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스트 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간호 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한 본 연

구의 외국인 며느리와의 동거기간은 평균 4년이었다. 

외국인 며느리의 문화 응과정을 고려하여 외국인 며느

리와의 동거기간에 따른 여성노인의 스트 스 양상의 

변화와 스트 스 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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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경제활동여부가 외국인 며

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행능력 수가 높을

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

는 결과이며(Choi, 2010; Yim & Lee, 2003) 낮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신체 , 정신 , 사회  활동을 제

한시키며 이로 인해 반 인 삶의 질이 하될 수 있

다(Shin & Kim, 2014). 

경제  어려움은 취약계층인 경우 노후 생활의 문제 

뿐 아니라 친척 계, 여가활동  생활 반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Choi, 2010)이다. 그러나 Shin과 

Kim (2014)의 연구에서 직업유무가 취약계층 여성노

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이는 Chung과 

Lee (2010)의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응과

정 경험 연구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경험으로 ‘돌 구로 

선택한 외국처녀와의 결혼’을 들고 있으며 부모세 로서 

외국인 며느리의 응을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향이 도움이 되고자 하

는 여성노인의 태도와 인식이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경제

활동 유무의 요성으로 반 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규명키 해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경제활동 유무를 고려

한 후속연구와 질 연구를 제언한다.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을 상으로 건강 련 

삶의 질을 연구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가족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그들에게 발생하는 

스트 스, 양 험, 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간호 재의 

다차원 인 근이 되었으면 한다. 한 가족 건강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향을 미치게 되므로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과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배우자, 다문화가정 아동을 상으로 양 험, 스트

스, 건강 련 삶의 질의 연구를 통한 련성에 한 반

복 연구는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을 상으로 

양 험, 스트 스  건강 련 삶의 질을 악하고,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여 다

문화 사회에 비한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재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얻고자 시

도하 다. 

연구 결과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은 고 험 

양상태이며, 건강 련 삶의 질과 양 험, 스트 스, 

연령 간에 음의 상 계가 있었고 일상수행능력과는 

양의 상 계를 보 다.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양 험, 일상수행능력, 스트 스, 경제

활동여부 으며, 이들 변수들은 건강 련 삶의 질 항목

에 해 4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 양 험, 일상수행능력, 스트 스, 

경제활동여부와 건강 련 삶의 질과의 상호연 성이 높

았으므로 여성노인의 정신 , 신체 , 사회  건강을 통

합 으로 고려하기 해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양

험, 스트 스, 사회경제  활동  지지 정도를 함께 사정

하고 재할 수 있는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 상자는 D시에 거주하며, 보건소 맞

춤형 방문건강 리사업에 등록된 65세 이상 여성노인

을 편의추출하 으므로 외국인 며느리를 둔 모든 여성

노인에게 일반화 하는데는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 하여 반복 연구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양 험, 일상수행능

력, 스트 스, 경제활동여부를 고려한 간호 재 

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양 험, 일상수행능

력, 스트 스, 경제활동여부, 생리  변수를 고

려한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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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tritional Risk, Stres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Women with a Foreign Daughter-in-Law*

Park, Mikyung (Part-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ung, Kiwol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is study addressed the relationship among nutritional risk, stres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for older women with a foreign daughter-in-law. Method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was us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2 

older women with a foreign daughter-in-law all of whom were over 65 years and living in D 

city. Personal interview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Nutritional risk, stres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were measured using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 (NSI), Family 

Inventor of Life Events and Changes (FILE), and Medical Outcome Study (MOS) Short-form 

36-Item Health Survey (SF-36), respectively. Results: Older women with a foreign 

daughter-in-law show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quality of life related health and 

nutritional risk, stress and age, an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46% of variance i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older women with a foreign 

daughter-in-law was explained by nutritional risk, ADL, stress and occupatio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that specialized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to help in development of social relationship networks for older women 

who have a foreign daughter-in-law. 

Key words : Foreign, Nutritional status, Quality of life, Stress, Women

   * This manuscript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