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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에 자아존 감의 향력과 가족지지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에서 언어 직업교육 등을 받는 국제 결혼이주여성들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279명을 유효 표본으

로 선정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 감이 삶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둘째, 가족지지의 정보 지지는 삶의 질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고, 평가 지지, 물질 지지는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 감과 상호작용항에서는 정서 지지는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며, 평가 지지, 물질

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 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삶의 질에 정

인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한국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 가족들이 결혼이주여성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지지를 해주어야 한국에서의 안정인 정착과 더불

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주제어 : 자아존 감, 가족지지, 삶의 질, 정서 지지, 정보 지지, 평가 지지, 물질 지지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the effect rel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carried out a 

questionnaire survey to married immigrant women who attend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order to take 

language education and job education. Total 279 were selected as valid samples. The specific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self-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has posi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Secondly, the informational support in the family support has nega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but 

evaluative and material support have positive (+) effect. In the interaction with self-efficacy, the emotional support 

has negative (-) effect, but the interaction with evaluative and material support has positive (+) effect. But, the 

interaction with informational suppor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The key factor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n married immigrant women is the Korean family. Therefore, their quality of life can be enhanced 

as well as stable settlement in Korea if the families of husbands accept married immigrant women as their family 

members and suppor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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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의 지속 증

가로 결혼이민자가 2005년 75,011명, 2011년 2월 142,387

명, 2013년 150,865명, 2016년 152,374명으로 증가하 고

2017년 11월 재 결혼이민자 155,157명 여성 83.8%,

남성 16.2%로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주 남성의 5.17배를

차지하고 있어(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출입

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11월호), 우리나라에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집단이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수 결혼이주여성들은 원활하지 못한 부부

간의 의사소통과문화 차이 극복 문제 외에도빈곤, 부부

갈등, 고부갈등, 자녀양육에서 많은 어려움을 래한다.

한 결혼이주여성들에 한 사회 지지의 부족, 복지서

비스 정보 근의 어려움, 국 취득의 어려움과 체류

불안정 등 복합 인 요인으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 2].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문제는 우리사회와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이들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차 우

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문제와연 되어있다고할 수

있다.

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소통의 문제와 더불

어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문화 으로고립된 상태에서

삶의 정보를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

율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와 가족의태도는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지 한 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자아존 감이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 감과 삶의 질에 사회 지지가

향력을 미치며[3-7], 자아존 감, 삶의 질, 사회 지지간

에 상호연 성이 있다는 연구결과[3, 4, 8]가 존재하지만

구체 으로 자아존 감과 삶의 질 사이에가족지지의 조

효과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한 상태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가족지지의 향력을

악 분석함으로서 결혼이주여성에 한 가족지지체계

의 구축을 확립하고 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사

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에 자아존

감의 향력과 가족지지의 조 효과를 검증하여,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한 가족지지체계 구축 자아존

감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한 사회복지실천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론적 고찰  가  정

2.1 가족지지

사회 지지는 개인이 사회 응에 향을 미치고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회 자원

으로 이런 사회 지지 안에는 가족의 지지 한 포함되

어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생활하기 시작

하여 그 안에서 보호받고 인간 계를 맺으면서 성장, 성

숙, 노화의과정을 밟으며 한 환경 속에서 타인과 계

를 맺으면서 서로 지지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9].

가족은 가족구성원 간의 기능 소통이 있을 때 스트

스나 기상황에서우울, 불안 공포, 망 등의심리

, 정서 부정성을 감소시켜주며[10], 인간의 삶에있어

서 사회 기본단 로서 출산, 자녀양육, 사회화 그리고

사회통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 가족은 가족구성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변

화는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향을 미치게 되는 상호의존

체계이기 때문에, 이에 해서 가족체계를 ‘나비 모빌

(mobile)'로 비유하면서 어느 한 개체의 미세한 움직임에

도 다른 개체의 치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가족구

성원 한 사람에게 발생한 문제가 필연 으로 다른 가

족구성원에게도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11].

가족지지에서 지지란 인간은 군가와의 연 성을 지

니며, 욕구 충족과 지지를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으로 ‘붙

들어서 버 , 부지하여 지님’ 등의 뜻을 의미하는 말로서

[12], 지지는 인간에게 기본 인 욕구와 상호작용을 제공

해 다는 에서 요성을 찾을 수 있다.

가족지지(family support)는 가족구성원 간의 정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돌보아주고 존 하고, 사랑하며,

가치감을 갖도록 해주는 사랑과 지지의 교환이라는 주요

기능을 의미한다[13]. 가족지지는 가족에게 나타나는 여

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뜻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

사소통 망을 형성한다. 이러한 가족지지가 나타나면 가

족간의 서로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에 응하게

된다[14]. 가족지지의 방법은 언어 , 비언어 인 방법으

로 격려나 도움, 배려 행동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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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과 같이 가족지지 개념에 해서 살펴보았는바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여성과 더욱 한 계

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주여성에게 직 인 향을 미치

는 가족지지는 박지원(1985)이 하 역으로 분류한 정

서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평가 지지를 하

요인으로 사용하 다.

2.2 아존 감과 삶  질

자아존 감과 삶의 질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료 여 수 자[16], 노인정을이용하는 60세이상 남녀

노인들[17-19]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자아존 감은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정노인과 양

로원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노인정 노인들의

자아존 감이 삶의 질에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20].

이외에도 병원의 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 에

서도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21-24].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자아존 감이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확인하 으며[25], 일반인들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 감과삶의 질간에는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26]. 결혼이주여

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 감이 삶의 질에

향을 미치며[3], 자아존 감이 심리 안녕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27].

한 다문화사회와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이론 논

의 삶의 질 평가지표에 한 국내ㆍ외 선행연구를 토

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즉, 개인 요인, 남편과의 계, 자녀와의 계,

시부모와의 계, 친구와의 계, 이웃과의 계, 정

자아존 감, 부정 자아존 감을 추출하여 여성결혼이

민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결과, 여성결

혼이민자들의 자아존 감이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

치기 때문에 자아존 감은 지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

자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한민국 국민으

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3, 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존 감이 삶의 질에

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Ⅰ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높을 것이다.

2.3 가족지지  조절효과

사회 지지는 ‘가족, 친구, 사회 집단에게서 받는

정서 ㆍ정신 도움’으로 상황 처 능력을 향상시켜 스

트 스로부터 보호역할을 하거나, 건강에 정 인 향

을 미친다[29]. 다시 말해 사회 지지란 한 개인의 가족,

친척, 이웃, 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 , 정보 ,

평가 , 물질 도움을 의미한다[30].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사회 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 특히 남편의 역할이 더욱 요할 것이다. 이들에게

사회 지지의 가장 요한 원천은 배우자라고 할 수 있

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기

한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부부간의 지지행동이 배우자

의 응과 정서 안정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33].

가족지지에 한 연구는 자녀양육과 노인들을 상으

로 한 연구들이 부분이다. 남편의 지원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받는 지원보다 양육에 더 많은 향을 다고 한

다[34]. 따라서 양육에 있어 남편의 지지는 어머니의 양

육스트 스를 감소시켜 주는 요인이 된다[35]. 자녀양육

에 있어 안정 부부 계는 자녀에게 정 으로 작용한

다. 남편과의 계에서 충실감과 행복감을 인지하고 남

편과 함께 자녀양육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지한 어머니는

그 지 않은 어머니 보다 양육스트 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6]. 배우자의 지지는 어머니로 하여 자

아존 감을 느끼게 하여 자녀와의 계와 동시에 부부간

의 계에도 좋은 효과를 다고 한다[31-33].

노인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 감과 삶의

질간에 높은 상 계가 있으며 자아존 감과 삶의 질간

에 사회 지지가 조 매개의 역할을 하며[38], 국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역시 배우자의 지지는 매우 요한

변수로, 국제결혼이주여성에 한 사회 지지가 양육

스트 스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38].

그러나 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소통의 문제

와 더불어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문화 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삶의 정보를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에게 의

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와 가족의 태도는 국

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지 한 향력을 미치게 된

다고 할 수 있다.



한 디지 정책학회논문지 제16  제7호168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

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Ⅱ 가족지지는 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 감과

삶의 질간의 계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Ⅱ-1 정서 지지는 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

감과 삶의 질간의 계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Ⅱ-2 정보 지지는 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

감과 삶의 질간의 계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Ⅱ-3 평가 지지는 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

감과 삶의 질간의 계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Ⅱ-4 물질 지지는 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

감과 삶의 질간의 계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3. 연 계

3.1 연 모형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 감과 삶의 질간에 가족지지

의 조 효과를 규명하기 해 자아존 감을 독립변수로

가족지지를 조 변수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표본  특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을 한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상으

로 다음과 같은 표집과정을 거쳤다. 2017년도 10월을 기

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조를 구하 고, 본 조사

의 목 에 동의하고 설문조사를 수락한 결혼이주여성들

을 상으로 하 다. 본 설문지는 한 로 작성하 으며

통역을 맡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필리핀, 국, 베트

남 등에서 온 한국어와 모국어가 유창한 결혼이주여성이

통역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 1일부터 동

년 11월 30일까지 284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

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279부를 분석에 이용하 다.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SPSS 21를 이용하여 기 분

석과 Cronbach‘s α계수, 요인분석, 상 계분석 조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을보면, 연령은 20 46.6%,

30 48.4%, 40 5.0%이며, 남편의 연령은 20 1.1%,

30 5.4%, 40 91.8%, 50 1.8%로, 주로 20 에서 30

의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평균연령이 31.25세, 남편의 평

균연령은 43.14세로 남녀간의 나이 차이가 상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출신지는 베트남 36.2%, 국 35.5%, 필리

핀 7.2%, 일본과 몽고 6.8%, 캄보디아 2.2%, 기타국가(러

시아, 미안마, 방 라데시,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 5.3% 다. 종교는 불교 38.4%, 기독교 30.1%, 무교

11.8%, 기타 19.7%이고, 거주기간은 74개월 이상 5.0%,

49개월-73개월 10.8%, 25개월-48개월 17.2%, 24개월 이

하가 67.0%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 69.2%, 1명 26.2%,

없음 4.7%이고, 평균소득은300만원-400만원미만 39.8%,

200만원-300만원 미만 41.9%, 400만원 이상 12.5%, 100

만원-200만원 미만 5.7%으로 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458여만원1) 인 것과 비교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은 경제 으로 열악한 형편임을 알 수 있다. 가족형

태는 남편과 자녀 51.3%, 시부모와 남편, 자녀 42.7%, 남

편 3.9%, 시부모와 남편 0.7%, 기타 1.4%이고, 결혼한 이

유는 본국가족에게 경제 지원을 하기 해서 58.8%,

경제 으로 더 발 한 한국에서 살기 해서 25.4%, 한

국에서 취업하기 해서 13.6%, 재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1.1%, 기타 1.1%로 나타나 체로 경제 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변수  정

자아존 감은 자신에 한 부정 혹은 정 평가

와 련되는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정도로서 정의한다[39]. 결혼이주

여성의 자아존 감 척도는 자기 자신에 하여 평가하는

1) 통계청 2017년 9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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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성을 자존감의 반 으로 보며, Rosenberg(1979)의

척도를 서해정(2008)[40], 임재란 등(2017}[41]이 번안해

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것을 본 연구에서 자아존

감 척도로 사용하 다. 서해정(2008)의 자아존 감의

신뢰도는 α=.80이었다. 척도내용은 정 자아존 감 4

문항과 부정 자아존 감 4문항 등 자기와 련된 진술

문 총 8문항으로 구성하 다. 구체 으로 ‘나는 다른 사

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생각한다’, ‘나는 좋은성

품(됨됨이, 성질, 장 , 자질)을 가졌다고생각한다’, ‘나는

다른사람들만큼일을 잘할 수있다’, ‘나는 나자신에

해 정 인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자랑할만한

것이별로없다’, ‘나는 나 자신을좀 더 존 할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쓸모없는 사람이라는느낌

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로 ‘ 그 지 않다(1 )부터 ’매우 그 다(5 )‘로

likert scale을 사용하고 있다.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여 계

산하 다.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지지는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지지로, 배우자의

지지는 상 방 배우자의지지에 반응하는 것으로[42], 가

족지지를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박지원(1985)[30]

이 개발한 사회 지지척도를 근간으로 UNDP project에

서 수정, 보완 제작한 것으로 정서 지지 6문항, 물질

지지 3문항, 정보 지지 4문항, 평가 지지 4문항으로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지원(1985)에서

의 사회 지지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0.93으로 나타

났다. 설문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항은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지지도에 한 질문으로서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지지는한 개인을 심으로 그

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인간의 기본 인

정서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지지로써 사랑, 친 감, 문

제에 한 심, 의지, 일에 한 심, 용기를 , 둘째,

물질 지지는 필요한 돈이나 물건, 시간 등의 제공, 셋

째, 정보 지지는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조언, 충고, 설명 등, 넷째, 평가 지지

는 칭찬, 인정, 가치고양, 의사존 등의 항목으로 ‘

그 지 않다(1 ), 매우 그 다(5 )’로 likert 5 척도를

이용하 다. 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질이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일

상생활 련 삶의 질로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삶의 질 척도(WHOQOL)로서 횡문화 으로

용가능하고 타당한 평가도구로 국제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성길 등(2000)[43], 김향수, 김

송순(2017)[44]이 각 문화권에서 WHOQOL을 표 화할

때 시행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이 된 한국 단축형 삶의 질 척도(WHOQOL-BREF)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연구의 삶의 질 척도로

사용하 다. 구체 인문항은 ‘ 반 인 삶의 만족도’, ‘소

득에 만족한다’, ‘가정생활에 만족한다’, ‘모국에 사는 사

람보다 행복하다’, ‘여가생활에 만족한다’의 질문에 해

‘ 그 지 않다(1 ), 매우 그 다(5 )’로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실

4.1 신뢰   타당  

설문항목에 한 신뢰성 평가는 신뢰성을 하시키는

요인을 제거한 후 최종 항목 수를 기 로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실시하 다.

Variables item N Cronbach's α

self-efficacy
family suppor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evaluative support
material support

quality of life

8
17
6
4
4
3
5

.891

.912

.904

.860

.804

.895

.951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신뢰성분석에서 신뢰성 계수는 Table 1과 같이 자아

존 감 .891, 가족지지 .912, 정서 지지 .904, 정보 지지

.860, 평가 지지 .804, 물질 지지 .895, 삶의 질 .951로

모든 이론변수들이 .600이상으로 충분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분석은 탐색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고유값

(eigenvalue)이 1이상이며, 요인 재치가 .40이상이 되는

문항을 포함하 으며, 직각회 방식인 Varimax방식을

이용하여 복 재되거나공유치(communality)가 .30이

하인 문항은 제거하고,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이 하나

인 경우와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재된 문항은 제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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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 실시하 다. 변수에 한 탐색요인 분석 결과

독립변수에 한 탐색요인분석 결과 자아존 감에 하

여 측정한 결과 요인은 1개로 분산설명력이 56.913%, 조

변수인 가족지지를 구성하는 요인은 4개로 분산 설명

력이 74.621%, 결과변수인 삶의 질에 하여 측정한 결

과 요인은 1개로 분산 설명력이 83.673%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체단 (자아존 감, 가족지지, 삶의 질)의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6개의 요인으로 구

성되며 분산 설명력이 74.653%로 나타났다.

variable
quality
of life

emotion
al

self-effi
cacy

informat
ional

evaluati
ve

material

quality of life5 .898 .199 .202 .096 .194 .153

quality of life1 .879 .149 .218 .031 .171 .151

quality of life3 .870 .160 .188 .088 .164 .154

quality of life4 .835 .186 .125 .057 .010 .201

quality of life2 .666 .297 .180 .070 .342 .239

family support1 .165 .862 .146 .217 -.014 .059

family support3 .229 .770 .151 -.039 .192 .026

family support2 .261 .745 .268 .012 .163 .183

family support8 .266 .721 .091 .169 .208 .255

family support9 .042 .713 .131 .128 .364 .161

family support4 .050 .566 .396 .081 .308 .033

self-efficacy4 .300 .344 .698 -.106 .146 .137

self-efficacy8 -.043 .185 .686 .457 -.101 .000

self-efficacy6 .100 .132 .680 .322 .438 -.061

self-efficacy7 .179 .113 .666 .363 .200 .056

self-efficacy2 .268 -.014 .658 .108 -.029 .263

self-efficacy5 .253 .333 .636 .113 .099 .231

self-efficacy1 .157 .266 .586 .350 .321 -.120

self-efficacy3 .286 .389 .530 -.133 .104 .326

family support15 .037 -.093 .135 .843 .225 -.089

family support15 .118 .145 .164 .789 .128 .189

family support17 -.027 .054 .221 .747 -.126 .404

family support16 .156 .370 .145 .712 .085 .249

family support5 .165 .351 .097 .062 .774 -.002

family support6 .244 .214 .226 .159 .746 .231

family support7 .257 .286 .199 .038 .733 .133

family support10 .072 .021 -.050 .118 .522 .295

family support11 .266 .154 .147 .238 .036 .801

family support12 .346 .330 .191 .132 .129 .702

family support13 .374 .160 .146 .152 .296 .699

eigenvalue 4.606 4.544 4.093 3.285 3.094 2.774

variance 15.354 15.148 13.644 10.948 10.314 9.246

cumulative
variance 15.354 30.502 44.145 55.094 65.407 74.653

Table 2. Validity Analysis Results 

4.2 가  검

연구 요인들간 서로의 방향과 계가 어느 정도인지

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자아존 감과 가족지지의 정서 지지, 정보

지지, 평가 지지, 물질 지지 삶의 질의 상 계 계

수가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독립변수들간의 상 계가 0.8이

상이면 다 공선성(multi collinearity)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상 계 분석결과는 변수들간의 상 계 계

수값이 0.8이상인 변수가 없어 다 공선성의 우려는 없

는 것으로 단하 다. 한 모든 상 계 계수들이 통

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1보다 작게 나타나 별 타당

성이 입증되었다[45].

　
self-

efficacy
emotional

informati
onal

evaluative material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1 　 　 　 　 　

emotional .602** 1 　 　 　 　

informational .509** .355** 1 　 　 　

evaluative .478** .578** .343** 1 　 　

material .492** .499** .440** .507** 1 　

quality of life .538** .515** .274** .509** .611** 1

* p< 0,05, ** p<0.01.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 감과 삶의 질과의 계에서

가족지지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계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분석방법은 1단계에서는 삶의 질에

하여 통제변수만(연령, 남편연령, 종교유무, 거주기간, 자

녀수, 학력, 남편학력, 월평균소득)을 투입하 다. 2단계

에서는 독립변수인 자아존 감을 추가하고, 3단계에서는

조 변수인 가족지지의 하 변수를, 4단계에서는 독립변

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다. 조 효과 검

증은 독립변수와 조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나타난 3

단계 회귀식의 R²과 4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회귀식의 R²(ΔR²)를 비교

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면,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Ⅰ을 검증한 결과(Table 4-model 2 참조)

자아존 감이 삶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치는(β=.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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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것으로 나타났다. R²= .508로 자아존 감이삶의

질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이 .508이다. F 값은 자유도(9,

269)에서 30.883이며, 추정된 회귀분석모형의 p-value는

p<0.01로 나타나 본 회귀분석모형이 반 으로 유의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 감이 삶의 질

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Ⅰ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6, 26]와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존 감을 다루는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 감을 더

욱 더 높일 수 있는 안들을 구체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설 Ⅱ를 검증하기 하여 모형3에서 가족지지

의 하 요인과 모형4에서 자아존 감과 가족지지의 하

요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 효과를 분석하 다.

가족지지의 하 변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에

정보 지지(β= -.115, p<0.05)는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고, 평가 지지(β= .294, p<0.01), 물질 지지(β=

.349, p<0.01)는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며 정서 지

지(β= .075, p>0.05)는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model 3 참조). 한 자아존 감과 가족지지의

정서 지지와의 상호작용항(β= -.047, p<0.01)이 삶의

질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며, 가족지지의 평가

지지와의 상호작용항(β= .026, p<0.05), 가족지지의 물질

지지와의 상호작용항(β= .021, p<0.05)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며, 가족지지의 정보 지지

와의 상호작용항(β= -.016, p>0.05)은 삶의 질에 향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가

족의 평가 지지와 물질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의 따뜻한 심

과 사랑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

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배우자의 극 인 지지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 감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일 것이 분명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배우

varible

quality of life

model1 model2 modl3 model4

B t B t B t B t

constant 2.223 3.132 1.447 2.194 1.584 2.680 .642 .590

age -.028 -1.803 -.017 -1.201 -.022 -1.669 -.030 -2.345*

husband age .004 .201 -.012 -.597 -.023 -1.354 -.017 -.988

religion -.442 -3.334** -.412 -3.390** -.355 -3.317** -.567 -4.534**

residence -.004 -1.779 -.004 -2.284* -.007 -4.377** -.007 -4.015**

children .344 4.780** .263 3.931** .253 4.269** .227 3.882**

education -.203 -3.687** -.156 -3.067** -.102 -2.198* -.140 -3.033**

husband education .193 3.585** .216 4.351** .089 1.771 .072 1.456

average] earnings .390 6.943** .263 4.830** .083 1.472 .107 1.915

self-efficacy(a) .051 7.241** .030 4.025** .075 2.086*

emotiona(b) .075 1.086 1.330 4.397**

informational(c) -.115 -2.450* .353 1.236

evaluative(d) .294 3.879** -.424 -1.259

material(e) .349 6.699** -.204 -.716

a x b -.047 -4.276**

a x c -.016 -1.589

a x d .026 2.269*

a x e .021 2.046*

F 24.678** 30.883** 34.887** 29.444**

R² .412 .508 .631 .657

ΔR² 0.096 0.123 0.026

* p< 0,05, ** p<0.01.

Table 4. Results of 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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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원가족과 그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조 효과 분석을 해 삶의 질에 해 통제변수, 독립

변수, 조 변수를 투입한 후,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

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증가한 R² 값은 .026 (p<0.05)

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Ⅱ-3,

4는 채택, 가설 Ⅱ-1, 2는 기각되었다.

5. 결론

5.1 연 결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에 자아존 감의

향력과 가족지지의 조 효과를 검증하여,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한 가족지지체계 구축 자아존 감

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한 사회복지실천의 정책 방

안을 모색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을 수행하기 해 결혼이주여성들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 직업교육을 받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여, 279명의 유효 표본을 분석에 이용하 다.

연구에서 얻은 구체 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 감이 삶의 질에 정(+)

의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즉, 자아존 감을 높게 인

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일수록 삶의 질은 높은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존 감을 다루는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 감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안들을 구체 으로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가족지지의 정보 지지는 삶의 질에 유의한 부

(-)의 향을 미치고, 평가 지지, 물질 지지는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 감

과 상호작용항에서는 정서 지지는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며, 평가 지지, 물질 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 지지와의 상호작용항은 삶의 질에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가족의 평가 지지와 물질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지지의 하 변인 평가 지지를높게 인식

하는 결혼이주여성일수록 가족들에게 받는 기 와 평가

에 의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결혼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한

국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의 평가나 물질 지지를

통한 따뜻한 심과 사랑은 결혼이주여성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시 가족

들이 결혼이주여성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지지

를 해주어야 한국에서의 안정 인 정착과 더불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을 상으로 하는 다문화 리더맘 양성교육,

다문화 서포터즈 학습 멘토링, 가족상담, 다문화 배우자

부부교육 등의 교육과 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5.2 연  시사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 감과 삶의 질의

계 이과정에서의가족지지의조 계를검증하 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시사 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론 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 감이 삶

의 질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지지의 조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 감 삶의 질의

연구에 가족지지의 조 변수를 강화하기 한 논의

함의를 제시하 다는데 의미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한 선행연구들은 부분 자아존

감과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 지지의 하

역인 정서 지지, 정보 지지, 평가 지지, 물질

지지가 삶의 질에 기여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연구모형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과

삶의 질의 계에서 가족지지의 조 효과 검증함으로써

좀 더 다차원 으로 변수들 간의 계를 조명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을 높이기 한 자기존 감과 가족지지의 평가 지지와

물질 지지의 조 효과에 한 논의를 제시하 다는데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행동에 한 올

바르고 공정한 평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

게 해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주며, 의견을

존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물질 풍요는 아닐지라도

경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 시간, 제품들의 지

원이 이루어질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리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가족

의 지지가 삶의 질에서 요한 향요인으로 나타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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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로그램을 개발하고 지

속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

두가 이주여성 출신국가의 문화를 공유하고 그 나라의

언어도 학습하며 로벌한 마인드를 가지는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한 노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

가별 문화체험 시간을 계획하고 타 지역들과 연계하여

각종 로그램의 공유를 통한 역량강화가 필수이다. 그

러므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에서 정

한 교육기 을 통해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 게 한다면 소외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일수 있

는 방안이 될것이다. 이러한 극 인활동이야 말로 결

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평등한 부부 계를 강

화시켜 삶의 질을높일 수 있다. 더불어 건강한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서 모든활동에주체로참여할수 있게될 것

이다.

5.3 연  한계  향후 연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상이 주로 캄보디아, 국, 일본, 몽골, 필

리핀, 태국, 베트남 출신 국제 결혼이주여성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을 연구표본으로 삼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상황 특

이성이 찰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미국, 유럽 등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에 한 연구는 그 실증결과들이

불일치 한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 설계에 있어 외

향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여러 외 요인의 향을 모두 통제하 다고 보기 어렵

기에 앞으로 연구설계에서 외 요인들을최 한 차단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변수의 측정에서 특정한 시 에 특정한 사람들

을 상으로 자기보고(Self-report)방식으로 모든 변수들

을 측정하여 동일방법 오류로 인한 단오류나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조사 상인 결혼이주

여성은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국, 일본, 몽골,

태국출신 결혼이주여성들로서 편향이 있었으나 향후 연

구에는 표본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더본질 인 인과 계

악이 필요할 것이다[46].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시계열(Longitudinal study)연구를 진행하여 한 시

의 횡단 연구(Cross-sectional study)에서 오는 문제

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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