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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경험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요인, 평가적 지지 요

인, 물질적지지요인, 정보적지지요인등으로구분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표본을설정하고 설문조사를통해

자료를수집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의여러 요인 중 평가적지지 요인

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가치, 인격, 인정, 칭찬과 격려 등의 평가적 지지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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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empirical research to understand degree of social support and to analysis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life's satisfaction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By precedent study,

social support was classified by emotional support factor, evaluating support factor, material support factor

and informational support factor. To achieve oblectives of study, it was sampling, aurvey and statistical

anlysis. According to result of study, only evaluating support factor was appeared to attentional influence

statistically on life's satisfaction of them. Therefore for life's satisfaction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it have to evaluating support, for example acceptance of valuation and personality, praise, and

encouragement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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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세계화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국가 간 이주가

증가하면서다문화사회로변화되고있다. 많은내국인들

이 외국으로 이주해 가기도 했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국

내로 입국하면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볼수있다. 특히많은동남아시아국가의외국인들이

노동과 결혼 등의 목적으로 국내로 이주해 들어왔으며,

이들 중 결혼을 통해 많은 여성들의 국내입국이 증가하

여 다문화가족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문화적차이, 외로움, 가족구성원간의갈등, 사회적인

편견과제도적차이, 사회안전망미비등의여러요인으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한 가정생활과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지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러

정책적지원등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

사회복지 측면과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세부적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 두 분야의 융합적 프로그램

및 맞춤형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사

회적 지지의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를 세분화하여 세분

화된 사회적 지지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보다 잘 적

응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모색하는데 그 기

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결혼이주여성의 정착 현황
현대에 와서 한국인의 국제결혼 추이를 보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한국인의결혼은 2005년부터매년 30

만여 건 이상씩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체 결혼 건수 중

한국인과외국인이국제결혼을하는경우는 2005년 42%,

2007년 37.6%, 2009년 33.3%, 2011년 29.8%, 2013년

26.0%, 2015년 21.3%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들 외국인과결혼중한국남성과외국여성의결혼도

2005년 30.7%, 2007년 28.6%, 2009년 25.1%, 2011년

22.3%, 2013년 18.3%, 2015년 14.7%로 감소추세를 보였

다.

<Table 1> Korean's Marrige with Foreigner
(Unit : N of Thousand, %)

Division
Total
marriage

Marriage with
Foreigner

Korean
Man+Foreign
Women

Korean
Women+Forei
gn Man

2005 314.3 42.4 30.7 11.6

2007 343.6 37.6 28.6 9.0

2009 309.8 33.3 25.1 8.2

2011 329.1 29.8 22.3 7.5

2013 322.8 26.0 18.3 7.7

2015 302.8 21.3 14.7 6.6

※ data :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5 marriage·divorce statistics』, '16.4

결혼이주자들이한국사회와문화및부부생활에적응

하지못하고이혼하는건수를살펴보면, <Table 2>와같

다. 전체 이혼 건수 중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을 보면, 2005년 2.4%, 2007년 5.6%, 2009

년 8.2%, 2011년 8.3%, 2013년 7.6%, 2015년 5.7%로 전체

이혼 건수의 약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

국여성과외국남성의이혼건수의비율보다높게나타났

다. 이것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 부부가 한

국여성과결혼한외국남성의부부보다한국사회의적응

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Korean's Divorce with Foreigner
(Unit : N of Thousand, %)

Division Total divorce
Divorcewith
foreigner

Korean
Man+Foreign
Women

Korean
Women+Foreign

Man

2005 128.0 4.2 2.4 1.8

2007 124.1 8.3 5.6 2.7

2009 124.0 11.5 8.2 3.2

2011 114.3 11.5 8.3 3.1

2013 115.3 10.5 7.6 2.9

2015 109.2 8.2 5.7 2.5

구성비 100.0 7.5 5.3 2.3

전년대비
증감률

-5.5 -15.6 -17.9 -9.5

※data :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5 marriage·divorce statistics』, '16.4

2.2 선행연구
2.2.1 사회적 지지
인간은 사회환경 속에서 타인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

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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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사물자원등의사회적지지안에서긍정적또는부

정적영향을받으며살고있다. 이런사회적지지에관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Norbeck 등(1981)은 사회적 지지란 인간의 사회적 욕구

를충족시키기위한타인과의상호작용결과의산물이라

고 하였다[1].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

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고 개인에게 도움이 되

는 긍정적인 지원으로 정의하였다[2]. 또한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지지란구성원자신이사회의네트

워크 일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다양한

대인관계를 총칭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3].

Salami(2010)은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개인에게 제공되

는 자원들이 유용한지 여부를 스스로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4]. 또한 Lakey와 Orehek(2011)는 사회적지

지가 개인의 스트레스와 관련어 있는 부정적 효과를 완

화시켜개인을스트레스에서보호해주며, 이렇게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직접적 안녕을 돕는 효과가 있다

고 하였다[5].

성영혜(1992)는 타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을 사회

적 지지라고 정의하고, 타인에 의한 긍정적인 감정의 표

현, 타인행동이나지각의인정, 타인에대한상징적또는

물질적 도움의 제공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대인관계적

거래를통하여개인이얻을수있는긍정적인자원을의

미한다고하였다[6]. 최진아(1996)는 사회적지지를대인

관계에서제공받을수있는지지에관한지각과그에대

한주관적인만족도를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하였다[7].

한미현(1996)은 사회적지지란사회적관계를통해 개인

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서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을 포함되며, 인

간이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환경에 대한 통제

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8].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지란 사회환경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

인들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인

도움의 총체라 할 수 있다.

2.2.2 삶의 만족도
모든사회구성원들의삶의만족은사회복지의궁극적

목표이다.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정도는 삶의 질을 확인

하는유용한개념이라할수있다. 사회과학에서삶의만

족과 삶의 질에 관한 개념의 등장은 경제성장의 수준과

그로 인해 개인의 성취된 삶의 조건을 의미했던 GDP의

개념이 인간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서비롯되었다고할수 있다. GDP의대안으로 제

시되었던 삶의 질이나 만족의 개념에는 경제적 풍요와

같은물질적측면뿐아니라, 질적측면(건강, 보건, 의료,

개인서비스, 교육, 환경, 안정 등)도 포함된다(이정규,

2009)[9].

삶의 만족이나 삶의 질에 관한 개념은 한마디로 정확

하게정의하기어렵다. 삶의만족에대한측정수준에대

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Neugarten 등(1961)은 삶

의만족도를매일의상황을구성하는활동으로부터기쁨

을 느끼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며

주위 환경에 효율적으로 잘 대응해 정서적 또는 사회적

으로어려움을겪지않고개인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

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10]. Kalish(1975)는 삶의 만족

도(life‘s satisfaction)란 자신의생애를의미있게받아들

이고적어도중요한목표를성취하였다고느끼며효율적

으로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만

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11]. Sousa와

Lyubomirsky(2001)는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삶의 환경

에대해만족하거나, 또는수용한다는것이며, 이것은인

간의전체삶을위한필요와욕구의충만의정도를의미

한다고 정의하였다(박성복, 2012 재인용)[12][13].

삶의 만족도 개념에 대해 국내 여러 학자들도 다양하

게 정의하면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권중돈과 조주연

(2000)은 삶의만족도의개념을사기(morale), 행복, 심리

적 안녕의 개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지만, 시간이

라는 잣대를 적용하여 만족은 과거로 보고 행복은 현재,

사기는미래와관련된개념으로보았다[14]. 그리고심리

적 안녕상태의 지속성 여부를 적용하여 만족과 사기는

비교적지속적이고안정된인지상태로보았으며, 행복은

일시적인정서상태로보았다. 장주효(2010)는 삶의만족

이란자신의삶에대한긍정적혹은부정적감정, 구체적

으로는 결혼만족, 직업만족, 공동체만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 주관적인 정신의 상태(subjective

state of mind)로서 각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15]. 민진암(2013)은 삶의 만족도 개념에

대해 개인들이 생활 속에서 각자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

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적 변인들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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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없

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았으며, 그의 연구에서 삶의 만

족도를 ‘자신의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의 효능감과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16]. 이현진

(2015)은 삶의 만족도를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얼

마나만족하는지를주관적으로판단하는것’으로정의하

였다. 즉, 삶의만족도는다방면적인개념이며, 개인의경

험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영역들을 광범위

하게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17].

따라서이를종합해보면, 삶의만족도는개인의현재

의 삶과 활동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전반적 평가로

써자신의삶에관해긍정적으로느끼는정도라고할수

있다.

2.2.3 선행연구
사회적 지지의 삶의 만족도에 관해 여러 학자들이 연

구하였다. Kaplan(1977)은 사회적지지는노인의 만성질

환자의 장단기 회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에

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고하였다[18]. Margilvy(1985)는

사회적 지지와 건강은 노인의 삶의 질과 긍정적 관계가

있는가장중요한변수라고하였다(강경숙, 2003: 재인용

[19][20]. 박영신등(1999)은 사회적지지원이생활만족도

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으며[21], 강경숙

(200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정도와삶의질과의관

계는높은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22]. 최경희

(2014)의 국내 결혼이민자의 삶의만족도에 관한연구에

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식하

는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23]. 하춘광(2015)

의 연구에서도가족의지지, 한국친구의지지, 의미있는

타자의 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김향순과 김송순

(2017)의 연구에따르면, 삶의질에대해주된영향을미

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우울, 가족유감, 건강상태, 현

직종의 근무년수, 규칙인 운동여부 순으로 나타났다[25].

그러나김혜수(2014)의 연구에의하면, 사회적지지가삶

의만족도에영향을미치기는하나, 하위요인인친구, 가

족, 교수의 지지는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26]. 이처럼 사

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1 독립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삶의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독립변인으로서사회적

지지를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최근의결혼이주여성

의사회적지지에대해 연구한 이현우(2011)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해 본 것을 수정하여 사회적 지지 척도로

사용하였다[27].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개인에 대해 제공되는

있는 여러 지지로 정의하고, 사회적 지지 척도를 정서적

지지요인, 평가적지지요인, 물질적지지요인, 정보적지

지요인 등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지지요인

에는 주변사람들의 사랑, 주변사람들과 친밀감 느낌, 주

변사람들의 내 문제에 대한 관심, 주변사람들을 믿음과

그에대한의지, 주변사람들의나의일에대한관심등의

변수를선정하였다. 평가적지지요인에는주변사람들에

게내가필요한존재, 주변사람들이나의일을인정, 바람

직한 일 수행에 대한 칭찬, 인격적으로 존중 등에 관한

인식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물질적 지지 요인에는 금전

적도움제공, 직접도움제공불가시타인을통해서라도

도움 제공, 나에게 필요한 물건의 사용 허락, 내가 아플

때일을대신수행등에관한인식을변수로선정하였다.

정보적지지요인에는어려운상황시극복에도움, 모르

는 일에 대해 잘 설명, 사회생활 적응에 적절한 충고 제

공, 문제 발생 시원인을 찾도록 도움 정보 제공, 합리적

결정을위한도움제공등에관한인식을변수로선정하

였다.

이들 정서적 지지 요인, 평가적 지지 요인, 물질적 지

지 요인, 정보적 지지 요인들의 각 변수들에 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 종속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연구의종속변수로서삶의만족도를선정하였으며, 삶

의 만족도에 관한 척도는 객관적인 척도가 아닌 주관적

인 척도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한국 생

활에대한전반적만족정도와현재한국생활에서의삶

에 대한 만족 정도를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3.3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광주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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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이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하였

다. 설문기간은 2017년 1월 3일～16일이었으며, 설문방법

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직

접작성하는자기기입식설문조사방법을실시하였다. 설

문은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시설 및 센터를 방문해 설

문지를배포․회수하는방법을선택하였다. 이렇게수집

된 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PSSWIN 21.0을 통해 분석하

였으며, 자료의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비율분석, 상관

관계분석, 요인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4.1 인구사회학적 통계와 기술적 통계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통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연령대를보

면, 30대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대 이하

(31.1%), 40대(25.7%), 50대 이상(8.3%)의순으로분포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20대아 30대의 젊

은 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N(%) Variable N(%)

Age

～29 64(31.1)

numb
er of
childr
en

none 16(7.8)

30～39 72(35.0) 1 67(32.5)

40～49 53(25.7) 2 96(46.6)

50～ 17(8.3) 3 17(8.3)

Native
country

China 30(14.6) 4 1(0.5)

above 5 1(0.5)Vietnam 48(23.3)

resid
ence
type

APT 70(34.0)Philippines 28(13.6)
row house 30(14.5)Cambodia 24(11.7)
detached
house

105(51.0)Nepal 12(5.8)

the others 1(0.5)Japan 39(18.9)

Uzbekistan 2(1.0)

husb
and's
job

none 5(2.5)

Mongolia 9(4.4)
sales, service 2(1.0)

Thailand 12(5.8)
private
business

27(13.6)The Others 2(1.0)

office job 44(22.1)

Educati
on

Elementaryl
Schoo

3(1.5)

Middle School 20(10.0) manufacturing
job

23(11.6)
High School 141(70.5)

simple labor 95(47.7)University 35(17.5)

the others 3(1.5)Graduate School 1(0.5)

출신국 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이 23.3%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18.9%), 중국(14.6%), 필리핀

(13.6%), 캄보디아(11.7%), 네팔과 태국(각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베트남과 일본, 중

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국가에서 많이 들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7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교(17.5%), 중학교(10.0%)의

순으로나타났다. 따라서결혼이주여성이고등학교이상

의 학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수 분포를 보면, 2명인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인 경우가 32.5%), 3명인 경

우(8.3%), 자녀가없는경우(7.8%)의순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보통 자녀를 2명 이상을 가진다는

것을알수있다. 이들의주거형태를보면, 단독주택거주

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34.0%),

연립주택(14.5%)의순으로나타났으며, 많은결혼이주여

성들이 단독주택의 주거형태에 거주함을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남편의직업별분포를보면, 단순노무직

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직(22.1%),

자영업(13.6%), 생산직(11.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

것으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 남편들의 직업에서 전문직

인 경우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4> Living Together Family
Variable n %

Husband, Children 159 81.5

Children 5 2.6

Husband, Parents-in-low, Children 18 9.2

Husband, parents-in-low 5 2.6

Husband, Married Women's Brother and Sister 2 1.0

Parents-in-Low 1 0.5

Husband 5 2.6

결혼이주여성의 동거가족 분포를 보면, 다음의

<Table 4>와 같다. 결혼이주여성이남편과자녀가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편, 시부모, 자녀등이함께거주하는경우(9.2%), 자녀

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편과 시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편하고만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5%씩으로 나타

났다. 친정의형제자매와함께거주하는경우도 1%로나

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은 남편 그리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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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tistical Analysis
Variable N min max m SD Sk.

emoti
onal
supp
ort

love of neighbor 206 2 5 3.70 .527 -.776

intimacy of neighbor 206 2 4 3.63 .522 -.957

interest of neighbor on my problem 206 2 5 3.51 .590 -.612

reliability and will of neighbor 206 2 5 3.55 .613 -.765

interest of neighbor on my job 206 2 5 3.58 .618 -1.051

mean 2 4.8 3.594 .574 -.832

evalu
ating
supp
ort

necessary being to neighbor 206 2 5 3.37 .601 -.232

admit me by neighbor 206 2 5 3.35 .604 -.207

praise for good job performance 206 2 5 3.62 .587 -.828

personality respect 206 2 5 3.57 .586 -.874

mean 2 5 3.38 .595 -.535

mater
ial
supp
ort

economical assistance supply 206 1 5 3.09 .785 -.155

supply assistance by the others 206 2 4 3.14 .636 -.126

permit use of goods need 206 2 5 3.24 .630 .004

substitution job when I am sick 206 1 5 3.10 .759 -.164

mean 1.5 4.75 3.14 .703 -.110

infor
matio
nal
supp
ort

supply assistancewhen I amdifficulty 206 2 4 3.40 .582 -.346

supply explain when I don't know 206 2 4 3.31 .568 -.102

supply advice for adaptation 206 2 4 3.30 .621 -.298

supply information when problem occur 206 2 5 3.31 .631 -.232

supply assitance for rational decision 206 2 4 3.36 .616 -.418

mean 2 4.2 3.34 .604 -.279

life's
satisf
actio
n

satisfaction of korea life 206 2 5 3.23 .534 .542

general satisfaction of present life 206 2 5 3.37 .550 .447

mean 2 5 3.3 .542 .495

표본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보면, <Table 5>와 같다.

결혼이주여성에대한정서적지지에서살펴보면, 주변사

람들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평균값은

3.70이고 표준편차는 .527로 나타났다. 주변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느끼는데 있어서는 평균값이 3.63이고 표준편

차는 .522로 나타났다. 주변사람들의자신의문제에대한

관심의 정도에서는 평균값이 3.51이었으며, 표준편차는

.590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느냐는 항목에 있어서는 평균값이 3.55

이고, 표준편차는 .613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사람들이자

신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염려해주냐에 대한 항목에서는

평균값이 3.58이었으며 표준편차는 .618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평가적 지지에 있어서 기술적

통계를 살펴보면, 주변사람들에게 나는 가치 있고 필요

한 존재인가라는 항목에 있어서 평균값은 3.37이었으며

표준편차는 .601이었다. 주변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가라는 항목에 있어서 평균값은 3.35이었으며, 표준편차

는 .604로 나타났다. 주변사람들이 내가 바람직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해 주는가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평균값이

3.62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587로 나타났다. 주변사

람들이나를인격적으로존중해주는가라는항목에있어

서는 평균이 3.57이었으며 표준편차는 .586으로 나타났

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물질적 지지에 있어서 기술적

통계를 보면, 먼저 돈이 필요하면 마련해 주는가라는 항

목에 있어서 평균값은 3.09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785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제공하는가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평균값이 3.14

이었으며 표준편차는 .636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사용을 허락해 주는가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평

균값이 3.24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630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내가아플때대신업무를수행해주는가라는

항목에 있어서 평균값은 3.10이었으며, 표준편차는 .759

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보적 지지에 있어서 기술적

통계에서는,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극복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가의 항목에 있어서 평균값은 3.40이었

으며, 표준편차는 .582로 나타났다. 내가 모르는 일에 관

해잘설명해주는가라는항목에있어서평균값은 3.31이

었으며표준편차는 .568로 나타났다. 내가사회생활에적

응할 수 있도록 충고를 해주는가라는 항목에 있어서 평

균값은 3.30이었으며, 표준편차는 .621로 나타났다. 나에

게문제가발생했을때그원인을찾도록정보를제공하

는가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평균값이 3.31이었으며, 표준

편차는 .631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가라는 항목에 있어서 평

균은 3.36이었으며, 표준편차는 .61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에 있어서 기술적 통계를 보면,

한국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의 평균값은

3.23이었으며, 표준편차는 .534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의삶에대한만족에관한항목에서의평균값은

3.37이었으며, 표준편차는 .550으로 나타났다.

4.2 상관관계 분석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의

<Table 6>과 같다. 먼저 정서적 지지 요인은 평가적 지

지요인, 물질적지지요인, 정보적지지요인, 그리고한

국생활만족도요인등과의관계는유의수준 .001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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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평가적 지지 요인

은 정서적 지지 요인, 물질적 지지 요인, 정보적 지지 요

인, 그리고한국생활만족도요인등과유의수준 .01의 수

준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물질적 지지 요인은 정서

적 지지 요인, 평가적 지지 요인, 그리고 정보적 지지 요

인과의관계에서유의수준 .01에서정적인관계를보였다.

<Table 6> Relation between Emotional Support, Evaluating 
Support, Materi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Life's Satisfaction

Factor
Emotional
Support

Evaluating
Support

material
Support

information
al Support

Life's
Satisfaction

Emotional
support

1.000

Evaluating
support

.531** 1.000

Material support .414** .408** 1.000

Informational
support

.462** .456** .584** 1.000

Life's Satisfaction .181** .224** .069 .071 1.000

** : p < 0.01, * : p < 0.05

그러나 물질적 지지 요인과 한국생활 만족도 요인과

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정보적 지지 요인

은 정서적 지지 요인, 평가적 지지 요인, 물질적 지지 요

인 등과는 유의수준 .01의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였

지만, 한국생활 만족도 요인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주지 않았다.

4.3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4.3.1 신뢰도분석
주요변수에대한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검증결과는 <Table 7>과 같다.

사회적 지지 요인에 관한 신뢰도 분석결과, 정서적 지지

요인에 관한 항목 수는 5개였고, 알파계수는 0.852였다.

평가적지지요인에관한항목수는 4개이고, 알파계수는

.707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지지요인에 대한항목수

는 4개이고 알파계수는 .831로 나타났다. 정보적지지 요

인에 관한 항목 수는 5이고 알파계수는 .823으로 나타났

다. 이는 당초 설정한 설문항목들 중에서 Cronbach's

Alpha(α)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

구변수들의측정을위해구성된항목들에대한산술평균

치는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다.

<Table 7> Reliability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
Factor Item

Cronbacj's
Alpha

Emotional support 5 .852

Evaluating support 4 .707

Material support 4 .831

Informational support 5 .823

4.3.2 요인분석
요인분석 적합성의 결과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을하였는데그결과는 <Table 8>과같이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정서적 지지 요인에는 주변사

람들의 사랑, 주변사람들과 친밀감, 주변사람들의 자신

문제 관심, 주변사람들을 믿고 의지, 주변사람들의 자신

일에 관심 등의 5가지 변수가 선정되었다. 평가적 지지

요인에는주변사람들에게나는필요한존재, 주변사람들

이나를인정, 바람직한일수행에대해칭찬, 인격적으로

존중의 등의 4가지 변수가 선정되었다.

<Table 8> Rotational Factor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

V aria b le
Emotional
Support

Evaluatin
g Support

Material
Support

Informatio
nal

Support
Love of Neighbor
Intimacy of Neighbor
Interest of Neighbor on My
Problem
Reliability and W ill of
Neighbor
Interest of Neighbor on My Job

.7 58

.7 55

.7 37

.6 84

.7 60

Necessary Being to
Neighbor
Admit Me by Neighbor
Praise for Good Job
Performance
Personality Respect

.57 6

.53 0

.67 0

.80 5

Supply Economical
Assistance
Supply Assistance by The
Others
Perm it Use of Goods
Need
Substitution Job When I am
Sick

.7 53

.7 34

.6 72

.7 75

Supply Assistance when I am
Difficulty
supply explain when I don't
Know
Supply Advice for Adaptation
Supply Information When
Problem Occur
Supply Assitance for Rational
Decision

.69 9

.70 0

.68 2

.69 9

.7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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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지지요인에는금전적도움제공, 타인을통해

서라도 도움 제공, 필요한 물건 사용을 허락, 아플 때 대

신 업무 수행 등의 4가지 변수가 선정되었으며, 정보적

지지요인에는어려운상황시극복을도움, 모르는일에

대해 잘 설명, 사회생활 적응에 충고 제공, 문제발생 시

도움정보제공, 합리적의사결정을위한도움제공등의

5개 변수가 선정되었다.

또한 주요변수에 대한 타당도 측정방법으로 KMO와

Bartlett의검정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Table 9>

와 같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사회적 지지에 관한

Kaiser-Meyer-Olkin 측도가 0.880이므로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대체로 좋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Table 9> KMO and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on 
Social Support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88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1713.590

df 153.000

Sig. .000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1713.590이고, 자유도 값은 153이었으

며,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00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된

다. 따라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

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4 회귀분석
독립변수들이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10>과 같다.

각 변수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인

R2=.091이고 통계량 F 값이 5.034로 p<.001 유의수준에

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서평가적지지요인은정(+)적인 방향으로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적 지

지요인, 물질적지지요인, 정보적지지요인은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여기서평가적지지요인의삶의만족도에 대한 B

값은 3.16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과에서, 결혼이주여성은그들에대한사회적

인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Factor R2 F sig. β t p

Constant

.092 5.034 .001**

6.187 .000**

Emotional Support .139 1.659 .099

Evaluating Support .264 3.163 .002*

Material Support -.148 -1.727 .086

Informational Support -.058 -.652 .515

** : p < 0.01, * : p < 0.05

4.5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저해요인
결혼이주여성의삶의만족과한국생활적응에어려움

을겪고있는이유에있어서는다음의 <Table 11>과 같

다. 결혼이주여성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육아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국과 한국에서의 자녀의 육아와 교육방식의 차이

(58.1%)로 인한 갈등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

(13.8%), 언어습득과 활용의 어려움(10.3%)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가족간갈등, 문화적차이, 외로움, 음식등으

로인해한국생활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Table 11> Difficulty in Korea's Life
Division N %

Loneiness 8 3.9

Coflict between Familis 13 6.4

Infant Care and Education 118 58.1

Economical Problem 28 13.8

Language's Problem 21 10.3

Culture's Difference 9 4.4

Food Problem 4 2.0

The others 2 1.0

5. 결론
본연구결과, 사회적지지의요인들중평가적지지가

결혼이주여성들의삶의만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주변사람들

이 결혼이주여성을 필요한 존재로서 인정해 주고, 인격

을존중해주어야하며, 바람직한일을수행했을때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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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려를해주는것이이들의삶의만족도를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한국생활에서결혼이주여성들의어려운점을파

악하여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있

어서가장힘든점은자녀의육아및교육문제로나타났

는데, 이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자녀 육아 및 교육에 대

한가치관의차이에서오는문제라고볼수있다. 이것은

또한가치관과문화의차이로인한가족갈등의원인이기

도 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구

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서비스가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국

내입국 전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같은 국내입

국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지지의제공도중요하다고할수있다. 더불어결

혼이주여성의 적응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개발을지원하고이들의욕구에부응하는정부와지방자

치단체차원의다양한맞춤형정책의개발및시행도함

께 요구된다.

본 연구는광주광역시의결혼이주여성을대상으로한

것이며, 사회적 지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계만 분석

하였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의삶의만족도에관한일반적인결과를도출하

기위해서는표본의지리적확대와사회적지지외의요

인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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