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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책 및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혼이민자 16,87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이민자가 차별경험이 많고,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경우 주관적 건강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의 경우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차별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건강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고, 향후 차별과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 제공을 도모하는 정책과 서비스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차별, 주관적 건강, 사회적 지지, 주관적 사회적 지위, 결혼이민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and self-rated health among foreign spouses. For the analysis, data from 
the 2015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was used and a total of 16,870 foreign spouses were 
select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discrimination was 
negatively related with self-rated health while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self-rated health of foreign spouses.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subjective social status was identified, 
which means that it enhanced the positive effect of discrimination on self-rated health. This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for implementation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he authors suggested future qualitative 
research of discrimination and health, and social policies and services promoting equal opportunities for foreign 
sp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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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2000년대부터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서비스

의 양적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다문화 가족

은우리사회의다양한가족유형중하나로인식되고있

다. 이에따라다문화가족의주요구성원인결혼이민자

들은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며 한

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들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

상자의 40.7%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 이렇듯 결혼이민자 당사자들 중 상당수는 ‘한국인과

피부색이다른이방인’, ‘가난한나라에서온외국인’이라

는 인종적ㆍ종족적 차별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경험하며한국사회에통합하는데여러장애물들

을 직면하고 있다.

차별은 사회의 특정 집단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별의 결과로써 개인 또는 집단은 교육이나 취

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기회로부터 배제되거나 [2] 의료

서비스나주거, 대인관계에도불이익을당하며결과적으

로 사회적 불평등이 악화된다[3]. 차별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은 차별이 주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스트레스로 인

해삶의질이저하되고, 정신적, 신체적건강이손상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들을 경험할 수 있다[4,5]. 특히 한국의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국제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사

회적ㆍ문화적단절과이로인한심리적스트레스를경험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까지 경험할 경우 이들

의 건강상태는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주요목적중하나는결혼이민

자들의 사회적응과 역량강화를 촉진함으로서 궁극적으

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차별과 건강은 결혼이

민자들의적응과역량강화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

으로[6] 다문화가족을 위한 효과적이고 질적인 정책과

서비스의추진방향모색을위해관심을가져야할분야

이다. 결혼이민자들의건강관련논문들은 2006부터 발표

되기 시작했고, 2010년을 기점으로 논문수가 증가하고

있다[7]. 그러나 기존 논문들은 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또는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탐

색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결혼이민자의 차별과

건강간의관계를밝히는논문은세편[3,8,9]으로 관련연

구가 매우 미비한 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들의 차별경험과 건강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

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차별을 경험하더라도

개인의 환경이나 자원, 특성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은달라질수있다. 이러한이유로해외연구에서는이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조절변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규명하는 작업들을 수행해왔다[10]. 조절효과 분석

은 ‘특정 상황’ 이나 ‘개인’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밝히려

는목적이있는연구에서활용된다[11,12]. 동일한차별을

경험하더라도 비교적 양호한 건강수준을 유지하는 결혼

이민자가 있는 반면,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이 손상되기

도한다. 따라서어떠한조건과개인적특성이이렇듯상

이한건강수준에영향을미치는지조절효과를통해규명

하게될경우차별경험이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해보

다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정책 및 실천적 지원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효과 분석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한편, 해외에서는이민자의차별경험이건강에미치는

영향에있어서보호요인으로써사회적지지와주관적사

회적 지위(Subjective social status)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과 관련

된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 여러 지지체계로부터

물질적, 정서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의

미한다[13]. 이민자들의 경우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기존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 등으로 이주국에서의 사회적 지

지체계가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를 통

해사회적지지가이민자들의차별경험이건강에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건강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

측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상대

적인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지를 의미하

는 개념으로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사용되었던 객관

적지표인사회경제적지위(SES)와는차이가있다. 차별

과건강연구에서주관적사회적지위가의미있는이유

는차별을경험한집단의경우그들이속한사회내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인식하고 이는 건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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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한편, 자신의주

관적 사회적 지위를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건강문제가

감소하고 건강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5] 차별과 건강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

회적 지위의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차별로 인한 결혼이민

자들의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개선하고, 이들의 건

강증진과사회통합을도모할수있는정책및서비스개

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이민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인

구사회및사회경제적요인과이민관련요인으로구분되

는데인구사회및사회경제적요인의경우결혼이민자의

연령, 혼인 상태, 교육수준, 소득, 취업여부가 건강에 유

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15,16]. 결혼

이민자의연령이낮을수록, 배우자와함께살고있고,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고 취업상태에 있는 결

혼이민자일수록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17].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들은 대

부분 여성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대상자를 제

한하였으나 남성도 결혼이민자를 구성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3] 본연구에서는남성과여성결혼이민자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해외의 이민자 건강관련 연

구에서도성별에따라건강수준에차이가있다고제시하

고 있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포함시켰다[18,19].

이민관련요인의경우한국국적취득여부, 한국어수

준, 거주기간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

었는데, 한국어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결혼이민자일수록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거주기간의 경우 연구결과가 상반되어 나

타나는데 거주기간이 길수록 건강수준이 낮아진다는 연

구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나[17,20] 거주기간과

건강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16].

2.2 차별과 건강
차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첫째, 주거나 사회경제적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배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

한과 같은 구조적 차별은 특정 개인의 건강을 악화시킨

다. 둘째는 지속적인 차별에 노출된 소수집단의 구성원

들은 부정적인 사회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알코올 섭취와 같은 건강 위험행동이

증가하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지

각된 차별은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이는

신체의면역력과내분비계기능을저하시켜건강이악화

될 수 있다[21].

이민자나소수민족을대상으로인종차별과건강에대

한 연구를 활발히 하는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결혼

이민자의 차별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관

련논문들은모두결혼이민자의차별경험이건강을악화

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차별과 주관적 건강사

이의연관성은출신지역과성별에따라달라지는데남성

에 비해 여성일수록, 서구권보다 비서구권 출신 결혼이

민자일수록 차별경험이 낮은 주관적 건강상태로 이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3]. 차별과 건강사이에 스트레스 강

도를넣어경로를분석한연구에서는차별빈도가높아질

수록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나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 외 노인의 차별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은고정관념을제외한모든차별유형은노인의우울

과깊은관계가있고, 고용차별은고혈압, 만성질환등신

체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22]. 고령장애인

의 높은 차별경험은 우울수준을 높여 결과적으로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렇듯 선행연

구 결과들은 일관되게 개인의 차별경험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구분하여 변수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을 건강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최근건강연구에서주관적건강을변수

로 사용하는 추세이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개념으로정신과신체건강보다포다포괄적인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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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3].

2.3 사회적 지지와 건강
결혼이민자에게 사회적 지지는 결혼생활 적응 및 만

족뿐만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신건강, 신체

건강, 개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24].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해외의 이

민자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이민자들의 정신 및 신

체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

적 지지는 이민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주고, 이는 적

응과정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25].

또한 조절변수로써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분석한 논

문에서는사회적지지가인종차별이우울에미치는부정

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히스패

닉과아시안이민자를대상으로적응스트레스가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연구에서는적응스트레스자체의영향보다도사

회적지지가미치는완충효과가인종과성별에따른주

관적 건강수준의 결과에 더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26].

기존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는대부분우울이나스트레스와같은정신건강에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신, 신체 건강을 포함하는 주관적 건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별과 주

관적 건강 사이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

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2.4 주관적 사회적 지위와 건강
최근 건강 관련 논문들은 객관적 지표인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넘어 개인이인지하는 상대적사회적 지위

까지 포함하는 주관적 사회적 지위(Subjective Social

Status, SSS)에 주목하며 건강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결

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건강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명성, 가족자산과 자원 및

삶의 기회와 관련된 특성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주관

적 사회적 지위는 그에 따르는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건

강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면, 사회경

제적 지위가 낮은 개인에게서 불안이나 스트레스, 불평

등에 대한 인식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나타나

는데, 이러한특성들이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

이다[27].

국내외선행연구결과를살펴보면경제침체기의그리

스국민들은자신의주관적사회적지위에대해높게평

가할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7]. 국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정규직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낮을수록, 비정규직은소득계층과주관적사회경

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28]. 또한학령후기아동의낮은주관적사회적

지위가심리사회적요인에영향을미쳐신체건강이악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29].

건강연구에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이후로조절변수로써주관적사회적지위

가차별경험과건강간의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

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기존에 진행된 연구들

중미국의라티노이민자들을대상으로차별경험과만성

건강문제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다룬연구에서는차별이건강에미치는부정

적인 영향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보다 중간 집단에

서훨씬 더큰것으로나타났다[30]. 주관적 사회적지위

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수준이 지각된 차별과 심리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Zhang

과 Hong[31]의 연구에서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아

시아계 미국인이 그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응답

자보다차별을경험할때심리적스트레스를더많이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별과 심리적 스트레스 사이에

서교육이라는사회적지위는위험요인으로작용함을알

수있는데, 교육수준이높은집단에서더심한차별과이

로인한심리적건강손상을입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교육

은 개인의자원을넘어사회적지위에대한기대를내포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와 현실 상황이

다를 때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미치는것이다. 종합하여보면, 차별이건강에미치

는영향력은주관적사회적지위의수준에따라그크기

가다르다는것을예측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함께주관적사회적지위가결혼이민자의

주관적 건강에 조절효과를 주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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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

시한『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를분석에

사용하였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당

사자를포함하여다문화가족구성원에대한실태를전국

단위로 조사하여 가장 많은 사례 수(전체 27,120가구 중

17,849가구 조사 완료)와 대표성을 확보한 데이터이다.

전체 응답 대상자 중 본 연구 대상인 결혼이민자는

17,109명이다. 이 중 주요 변수의 결측치와 혼인상태가

미혼인 238명을 제외하고 총 16,870명의 결혼이민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2 연구도구
본연구의종속변수는결혼이민자가인식하는주관적

건강이다.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질문에 “매우나쁘다(5점)”부터 “매우좋다(1점)”까

지 5점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건강상태가좋은것으로역점수처리하여분석

하였다.

독립변수인 차별경험은 ‘거리나 동네’, ‘상점, 음식점,

은행’, ‘공공기관’, ‘직장/일터’ 그리고 ‘학교, 보육시설’에

서의 차별경험유무를합산하여 “귀하는한국에서생활

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와 “없다”의 차별경험

유무로분류하여, 차별받은상황의수를합산하였다. 차

별변수의값은 0-5점의값을가지며, 점수가높을수록차

별 받은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선택한 사회적 지지는 집

안일, 일자리, 자녀 교육, 여가나 취미생활, 몸이 아플때

의논하거나도움을요청할사람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

지지 대상자(한국인, 모국인, 기타 외국인)에 상관없이

있다고대답한경우 1값을부여하고, 없다고대답한경우

0값을부여하여이값들을모두합산하여최종점수를사

용하였다. 사회적지지의값은 0~5점의범위를가지며점

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사회적지위는 “소득, 재산, 학력, 직업등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귀하의 가족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질문을통해측정하였고, 변수의값은최

하 1점에서 최상 6점까지의 범위를 가졌다.

3.3 자료분석 방법
본연구는 SPSS 21.0 프로그램을활용하여다음과같

이자료를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일반적특

성과 이러한 특성에 따른 차별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

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단계로분석

하였다[32].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들을, 2단

계에서는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하였고, 3

단계에서는 2단계의 변수들과 함께 독립변수와 각 조절

변수의상호작용항을투입하여분석하였다. 회귀분석단

계에서는상호작용항이투입되어발생할수있는다중공

선성을 줄이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주

요변수들간상관관계와다중공선성을검토하였다. 변수

들 간 상관관계는 0.08~0.25사이로 모두 .30이하이고, 다

중공선성의 분산팽창계수(VIF)는 1.041~1.589사이로, 심

한다중공선성으로간주되는 VIF 값 10이하로나타나다

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제시된 것처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살펴보면성별은여성(85.0%)이남성(15.0%)보다

많았고, 연령은 30-39세가 35.6%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

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0.9%, 월평균가구 소득은

200-400만원이 51.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대상

자의 61.3%가 현재 취업상태라고 응답하였고, 92.2%가

혼인상태로 가장 많았으며, 54.0%가 한국국적을 취득하

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어수준에대한평가는중

간이 33.1%, 한국거주기간은 13년 이상이 39.0%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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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Gender
Male 2,538 15.0

Female 14,332 85.0

Age

≤ 29 3,899 23.1
30-39 6,012 35.6
40-49 4,164 24.7
50-59 1.930 11.4
≥60 865 5.1

Education Level
≤ Middle 4,222 25.3
High 6,814 40.9
≥ Univ. 5,641 33.8

Monthly
Household
Income

≤ 1 Million 1,326 7.9
1-2 Million 3,806 22.6
2-4 Million 8,741 51.8
≥ 4 Million 2,997 17.7

Employment
Status

No 6,535 39.7
Yes 10,335 61.3

Marital Status

Married 15,561 92.2
Separation,
Divorce,

Bereavement
1,309 7.8

Naturalization
Status

No 9,102 54.0
Yes 7.768 46.0

Korean Language
Ability

Very poor 140 0.8
poor 1,544 9.2
average 5,596 33.1
good 4,528 26.8
excellent 5,062 30.0

Length of
Residence

2-5 years 2,078 12.3
6-9 years 4,508 26.7
10-12 years 3,706 22.0
≥ 13 years 6,578 39.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주요 변수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을 제시한

<Table 2>를 보면, 성별에 따라 남성(44.2%)이 여성

(39.3%)보다 차별경험을 더 높게 보고하고 있고, 연령에

서는 30대(41.9%)와 40대(42.5%)에서 차별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취업상태인 경우(43.2%) 차별경험의 빈

도가 더 높았다. 혼인상태에서는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결혼이민자(43.7%)의 차별 경

험이더높았다. 이민관련변수에서한국국적취득여부에

따른차별경험의차이는유의미하지않았으나한국어능

력이 낮을수록, 한국거주 기간이 길수록 차별경험을 높

게 보고하고 있었다.

Variables N(%) p

Gender
Male 1,121(44.2)

.000***
Female 5,638(39.3)

Age

≤ 29 1,517(38.9)

.000***
30-39 2,520(41.9)
40-49 1,77042.5)
50-59 761(39.4)
≥60 191(22.1)

Education
Level

≤ Middle 1,614(38.2)
.000***High 2,686(39.4)

≥ Univ. 2,384(42.3)

Monthly
Household
Income

≤ 1 Million 484(36.5)

.029*
1-2 Million 1510(39.7)
2-4 Million 3,528(40.4)
≥ 4 Million 1,237(41.3)

Employment
Status

No 2,294(35.1)
.000***

Yes 4,465(43.2)

Marital
Status

Married 6,187(39.8)

.005**
Separation,
Divorce,

Bereavement
572(43.7)

Naturalization
Status

No 3,612(39.7)
.274

Yes 3.147(40.5)

Korean
Language
Ability

Very poor 60(42.9)

.000***
poor 642(41.6)
average 1,980(35.4)
good 1,336(29.5)
excellent 1,780(35.2)

Length of
Residence

2-5 years 638(30.7)

.000***
6-9 years 1,863(41.3)
10-12 years 1,641(44.3)
≥ 13 years 2,61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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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4.2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조
절효과

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건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

확인하기위해위계적회귀분석을한결과는 <Table 3>

와 같다. 먼저 분석결과에서 모형의 건강에 대한 설명력

은모델 1(=.158)에서 모델 3(=.198)까지 점차증가

하고있다. 모델 1은 인구사회학적특성과이민관련특성

을측정하는통제변수들을투입한모형으로모든변수들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

민자가 남성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

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교육수준이높고, 수입

이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상태인 경우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다. 또한 별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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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이혼 상태보다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와 한국국적이

없는경우그리고마지막으로한국에거주기간이짧을수

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의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

수인차별경험횟수와조절변수인사회적지지, 주관적사

회적지위를추가한모형으로세변수모두주관적건강

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이많을수록주관적건강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난

반면 사회적 지지가 높고,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

록 주관적 건강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즉 차별경험은 주

관적건강에음(-)의 영향을가지지만, 사회적지지와주

관적 사회적 지위는 양(+)의 영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모델 3은 사회적지지와주관적사회적지위의조

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으로

주관적사회적지위만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와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경험정도가 주

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관적 사회적 지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사회적지위의조절효과의양상을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Fig. 1]을 보면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

보다 높은 집단에서 건강수준의 감소정도가 더 크게 나

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차별경험 횟수가 많은 집단이 적

은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보고할 확률이 더

커지는데,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Fig. 1] Moderating effect of Subjective Social Statu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Sociodemographic and immigrant variables

Gender -.12 -.05 -6.056*** -.13 -.05 -6.780*** -.14 -.05 -6.813***
Age -.24 -.28 -32.213*** -.23 -.26 -30.553*** -.23 -.26 -30.409***

Education Level. .07 .07 9.302*** .05 .05 6.153*** .05 .05 6.149***
Income .08 .11 13.289*** .03 .04 4.436*** .03 .04 4.477***

Employment Status .09 .05 5.874*** .13 .06 8.383*** .12 .06 8.352***
Marital Status -.19 -.05 -6.597*** -.12 -.03 -4.463*** -.12 -.03 -4.427***

Naturalization Status -.11 -.06 -6.826*** -.08 -.04 -5.066*** -.08 -.04 -5.006***
Korean Language Ability .09 .10 12.446*** .07 .07 9.521*** .07 .07 9.483***
Length of Residence -.08 -.09 -9.127*** -.07 -.08 -8.736*** -.07 -.08 -8.806***

Main and Moderating variables

Discrimination Experience -.04 -.08 -10.719*** -.04 -.08 -10.842***
Social Support .03 .06 7.764*** .03 .06 7.801***

Subjective Social Status .16 .18 23.100*** .16 .18 23.090***

Moderating Effect¹

D.E. x S.S. -.00 -.00 -.336
D.E. x SSS -.02 -.02 -2.441*
Constant 4.216 3.913 3.912

 .158 .197 .198

 Change .158 .038 .001

F 348.790*** 264.507*** 3.229*

*p<.05, **p<.01, ***p<.001
¹ DE x SS=Discrimination Experience*Social Support, D.E. x SSS=Discrimination Experience*Subjective Social Status

<Table 3>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lf-Rate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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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

회적지위가이두요인사이에서어떠한역할을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결혼이민자의인구사회학적변수와이민관련변수는

모두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모두 1-3의 모델에서 건강에 일관되게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혼이민자 중 여성의 경우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과 수입이 낮을수록, 미취업

상태에 있으며 별거나 이혼, 사별 중인 결혼이민자들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15,16,17,18,19,20]. 특히 성별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수준이 낮다는 결과는 한국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와 자원에 대한 접근의 제한이 남성보다 여성의 지위를

더욱열악하게만들고결과적으로건강상태에차이를준

다는연구결과[3]와일관된다. 결혼이민자의건강에영향

을미치는요인관련연구는교육수준이높을수록건강에

대한지식과정보접근기회가높고, 이주후취업과경제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

에 교육수준은 건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하였다

[15].

둘째, 차별경험은결혼이민자의주관적건강에부정적

영향을미침을확인하였다. 차별경험이많을수록결혼이

민자들은주관적건강상태가나쁘다고평가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차별경험이 있거나 빈도가 높을수록 건강이

나빠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3,9,21,23]와 일치한다.

셋째, 사회적지지와주관적사회적지위는주관적건

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적 지위를

높다고 평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다. 사회적

지지가건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한선행연

구결과[24,25,33,34]와주관적사회적지위가높을수록건

강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7,28,29]와 일치한다. 결

혼이민자들은한국에살면서다양한사회적관계를맺고

이들로부터긍정적인경험들을하게될경우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나 긴장감 등이 완화될 수 있

고, 이는 결과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

의문제발생을감소시킨다는사실을확인해주는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결혼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객관적인소득과교육수준등에기초하여평가를

하였으나본연구에서는주관적사회적지위를선택함으

로써한국사회에서의상대적인사회경제적지위에대한

결혼이민자의 주관적 인식을 이해할 수 있고, 건강과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 사이에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조절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특히 상호작용의 효과는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

은 집단에서 차별을 경험할 경우 건강상태가 나빠질 가

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동일집

단내의구성원들이차별을경험할때주관적사회적지

위를 높게 평가하는 개인들일수록 이로 인한 심리적 스

트레스나건강상의문제가더욱크게나타나고결과적으

로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은 이

미건강수준이낮기때문에차별을경험할때건강의변

화가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결

혼이민자와관련하여한국사회사회통합의중요한요건

중 하나인 건강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이민자와같은소수집단에대한차별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민족, 다인종 국가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제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직장이나 공공기관, 학교, 상점이

나거리등다양한삶의영역에서차별을경험하고있다

[3]. 따라서이주민에대한차별을줄이기위해서는거시

적차원에서의차별금지교육과차별금지법등이만들어

져야 한다. 현재 학교나 보육기관 등에서 다문화인식 교

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

별금지를 다루는 교육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어릴 때부터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

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교육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35].

특히 미디어를통해강화된결혼이민자들에대한고정관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on Self-rated Health among Foreign Spouse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93

념을 제거하고, 결혼이민자들의 역량과 문화적 강점을

강조하며한국사회의영향력있는사회구성원으로서새

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36,37].

둘째, 결혼이민자들은한국인에비해사회적지지체계

가 약하고, 지지망도 대부분 같은 출신국 이민자들로 제

한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지지체계가형성될수있도록지역사회의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과

지역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사회서비스 기관

의 협력이 요구된다[38]. 지역행사나 프로그램에 결혼이

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사회서비스 기

관의 프로그램에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들이 함께 참여하

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의지지망을강화하여이주생활로인한스

트레스와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만

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조절효과도미치고있는만큼향후결혼이민자의

주관적사회적지위를높일수있는다양한학술연구와

실천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는 물론 신체

적 건강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득과 교육, 사회참

여등다양한삶의영역에서평등한기회제공을도모하

는 정책과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주

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차별을 경험할 경우 이들

의 건강은 나빠진다는 결과는 차별과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현재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은사회문화적응과경제적자립에초점을맞추고있

다. 그러나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수용과 존중, 평등

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회통합정책이 우

선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

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차별과 건

강사이의관계를횡단연구를통해살펴보았기때문에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

로살펴볼필요가있다. 둘째, 본연구에서는차별경험을

횟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지만 결혼이민자들이 차별을

경험하는유형과같이보다세분화하여건강과의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차별경험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성별이나 출신국가,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

을수있기때문에이러한특성에따라어떠한차이점이

있는지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셋째, 국내 결혼

이민자의 차별과 건강 그리고 주관적 사회적 지위에 대

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

로탐색하고, 결혼이민자의경험에서드러나는이슈들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차별과 건강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시점에서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두요인의조절효과를확인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들의 건강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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