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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결혼이주여성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
료 분석은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배
우자지지는 3.64±0.86, 성적자율성 3.44±0.93, 성생활만족 3.14±0.90, 자기효능감은 3.06±0.64이었고, 모든 변수
들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성관련 변인인 성적자율성과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강력
한 예측 인자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26.9%였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and sexual satisfaction on self-efficacy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171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Jan to Mar 2019. Th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sis, 
spouse support 3.64±0.86, sexual autonomy 3.44±0.93, sexual satisfaction 3.14 ±0.90, self-efficacy 
3.06±0.64 and there was a high positive correlation among all variables(p<.01). Sex-related variables, 
sexual autonomy and sexual satisfaction, were identified as strong predictors for self-efficacy, and their 
explanation power was 26.9%.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variety 
programs to enhance the self-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o seek practical approaches 
to tha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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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민족 사회로 빠

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만혼화, 결혼기피현상, 
양성평등의 확산, 세계화의 흐름 등으로 순수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한 남성이 다른 나라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
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1]. 통계청에 따르면 한
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 건수는 2000년 전체 혼인 
건수의 2.1%였던 것이 2016년 22,462건으로 전체 혼인
율의 7.4%에 이르고 최근 15년 사이에 국제결혼이 약 
5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2] 한국이 다문화 사
회로 접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다
양한 문제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 가족 간의 갈등, 지원체계의 부족 등으로 이는 가
족 및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3]. 또한 이들 
대다수의 가정이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은 편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 가족건강 문제에 대한 우
려도 있다[4]. 게다가 사회활동의 기회 부재 등으로 이웃
과의 교류 및 상호간 사회적 자원도 부족하여 여성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기
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5]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통의 어
려움,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의 기회가 부족한 결혼이
주여성들의 실정상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의 역할, 그 중에
서도 남편의 지지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

배우자지지란 배우자에게 받기를 원하는 심리적, 물리
적, 정보적, 인간관계적 도움을 뜻하며 결혼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과 문화적 적응, 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회복, 부부갈등의 조정 및 결혼생활 유지에 반드시 필요
한 중요 변수이다[7]. 실제로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았고, 이혼 의도는 낮았으며, 결혼 적응
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 결혼
을 계기로 타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특히 
배우지의 지지 정도에 따라 부부간 친밀감을 높여 원만
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9].

자율성이란 자신이 갖는 외적 또는 내적 조건에 따라 
자신만의 방식대로 대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말한다[10]. 성적자율성은 성적인 관계에서 자기 
몸을 돌보고 대처할 수 있는 결단력과 의사결정에 대한 

힘으로[11], 성적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내적 또는 외적 
상황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나 충동
에 대해 자유롭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 안전한 성 건
강을 영위할 수 있다[12].

성이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런 행위이며 기본적인 욕구
이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육체를 이완시켜 상호간의 긍정
적이고 따뜻한 감정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13], 만족스런 
성생활은 부부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한 개
인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데 필요한 주요 변수이
다[14]. 실제로 높은 성생활만족은 커플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쉽게 해결하도록 돕고,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정도
를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5]. 또한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만족스런 성생활은 부부
친밀감을 높여주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여 일상생
활 능력과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16], 높은 성생활만족이 행복한 결혼생활에 중요
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상 결혼이주여성은 
다양한 성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배우자에게 표출하
기가 어려운 실정이다[14], 따라서 문화적 배경이 각기 
다른 결혼이주여성에게 부부간 성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
결정과 다양한 성관련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성 스스로의 능력, 즉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떠한 결과를 얻는데 자신이 필요한 
행동을 선택 또는 지속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하나로, 스스로 선택한 행동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7]. 실제로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능동적, 인지적, 행동적 대처 능력이 뛰어
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커지며, 삶의 행복감
을 증진 시키고 주관적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18].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특히 낯선 환경에서 새
롭게 가정을 일구며 살아가는 대상자에게 자율성과 능력
을 극대화시켜 자신이 처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적극적
으로 참여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간호 전략으로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
성의 대처 능력과 적응능력을 증진시키고 능동적 행동력
을 높이는 자기효능감 개념을 활용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까지 국내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배
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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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성관련 변인들과 관련된 
연구는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16]만 있을 뿐 배우
자지지 및 성관련 변인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게 되는 
융합적인 영향에 대해 확인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점차 늘어만 가는 다문화 
가정의 성관련 문제를 부부 관계 안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
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여성 개인으로서의 삶은 
물론 가족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을 돕는 중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성적자

율성,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여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고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하기 위함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표

적모집단으로 하고 전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국
(34%), 베트남(29.4%), 필리핀(7.0%) 여성들로 편의표집 
하였으며[2]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M시와 M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자로 모
국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인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고, 대상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 가능하며, 한국어
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20-50세 미만의 결혼이주여성이
다. 대상자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산출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필요한 적정 표
본수를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

으로 한 Kim과 Noh[19]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한 Cohen
의 검정력 방법에 따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
기 .15일 경우 최소 표본 수는 119명으로 산출되었고. 
최종 분석된 자료는 171명으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배우자지지(Spouse Support)
배우자지지는 Nam[20]이 개발한 총 18문항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배우자지지 측정도구를 수
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구성된 
자가 평가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와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 이었다.

2.3.2 성적자율성(Sexual Autonomy)
성적자율성은 Kim 과 Kang[21]이 기혼여성을 대상

으로 개발한 총 6개 문항으로 문항별 5점 척도로 구성된 
자가 평가 도구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자율
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6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76으로 나타났다.

2.3.3 성생활만족(Sexual satisfaction) 
성생활만족은 Chang[22]이 개발한 총 10개의 문항으

로 5점 척도로 구성된 자가 평가 도구로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만족이 높음을 의미
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9였
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4로 나타났다.

  
2.3.4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및 Jacobs[23]가 개

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SES)를 홍혜
영(1995)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23개 문항
으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17문항), 대인관계에서의 사
회적 자기효능감(6문항)으로 2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
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지
니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홍혜영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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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M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

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M시와 M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병원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거나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
이 종료된 후에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으로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
효능감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지지, 성적자율
성,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 차이는 t-test, ANOVA
로 분석하였고, Kruskal-Wallis로 사후검증하였다.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
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나이는 Table 1과 같이 평균 

30.95세이고, 30대가 47.4%, 29세 이하가 43.9%, 40세 
이상이 8.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은 평균 88.85
개월이고, 6년-9년이 42.1%, 3년-5년이 25.1%, 3년 미
만이 17.0%, 10년 이상이 15.8%이었다. 교육수준은 고
졸이하가 58.5%이고, 대졸 이상이 41.5%이었다. 가족형
태는 대가족형태가 51.5%이고, 핵가족 형태가 48.5%이
었다. 가계월수입은 200-399만원이 59.1%로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이 27.5%, 400-599만원이 10.5%, 600만
원 이상이 2.9%이었다. 경제수준은 중 61.4%, 하 33.3%, 
상 5.3%순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40.4%로 가장 높고, 없
음이 35.6%이며 개신교, 천주교 순이었다.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70.8%로 가장 높고, 중국 15.2%, 필리핀 
14.0%순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
(SD)

Age(year)

≤29 75(43.9)
30.95
(6.67)30-39 81(47.4)

≥40 15(8.7)

Marital period
(months)

<36 29(17.0)

88.85
(109.08)

37-60 43(25.1)

61-119 72(42.1)

≥120 27(15.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00(58.5)

≥College 71(41.5)

Family 
type

Nuclear 83(48.5)

Extended 88(51.5)

Family income
monthly
(10,000 won)

<200 47(27.5)

200-399 101(59.1)

400-599 18(10.5)

≥600 5(2.9)

Economic
level

Good 9(5.3)

Fair 105(61.4)

Poor 57(33.3)

Religion

Buddhism 69(40.4)

Catholicism 12(7.0)

Protestantism 29(17.0)

None 61(35.6)

Nationality

Chinese 26(15.2)

Vietnamese 121(70.8)

Philippino 24(14.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71)

3.2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 정도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평점평균은 Table2와 같이 
3.64점이고, 성적자율성 평점평균은 3.44점이며, 성생활
만족 평점평균은 3.14점이었다. 자기효능감은 평점평균
은 3.0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Categories M±SD Min Max

Spouse support 3.64±0.86 1.11 5.00

Sexual autonomy 3.44 0.93 1.00 5.00

Sexual satisfaction 3.14±0.90 1.00 5.00

Self-efficacy 3.06±0.64 1.78 5.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         (n=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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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
ics Categories n(%)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Sexual satisfaction Self-efficacy

M±SD t/x2(p) M±SD t/x2(p) M±SD t/x2(p) M±SD t/x2(p)

Age(year)
  ≤29a 75(43.9) 3.80±0.81 4.204 3.53±0.93 1.747 3.22±0.88 2.146 3.10±0.65 .874

30-39b 81(47.4) 3.59±0.91 (.017) 3.43±0.98 (.178) 3.13±0.94 (.120) 3.07±0.66 (.419)

  ≥40c 15(8.7) 3.14±0.54 a>c 3.04±0.63 2.70±0.60 2.86±.38

Marital 
period

(months)

  <36 29(17.0) 3.84±0.93 .784 3.55±1.11 1.368 3.04±0.77 1.162 3.08±0.78 .531

  37-60 43(25.1) 3.58±0.92 (.505) 3.25±0.82 (.254) 3.33±1.21 (.326) 3.15±0.67 (.662)

  72-108 72(42.1) 3.64±0.84 3.57±1.01 3.12±0.81 3.05±0.54

  ≥120 27(15.8) 3.52±0.68 3.31±0.64 2.95±0.61 2.95±0.6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00(58.5) 3.62±0.84 -.411 3.45±0.98 .171 3.18±0.97 .798 3.10±0.68 .964

  ≥Graduated 
    school 71(41.5) 3.67±0.88 (.681) 3.43±0.88 (.865) 3.07±0.79 (.426) 3.01±0.58 (.336)

Family 
type

  Nuclear 83(48.5) 3.67±0.82 .504 3.53±1.04 1.187 3.15±0.77 .185 3.09±0.65 .514

  Extended 88(51.5) 3.61±0.89 (.615) 3.36±0.82 (.237) 3.12±1.00 (.854) 3.04±0.63 (.608)

Economic
level

  Gooda 9(5.3) 4.10±0.85 1.489 4.05±1.22 2.033 3.62±0.75 1.867 3.60±1.09 3.539

  Fairb 105(61.4) 3.63±0.77 (.229) 3.42±0.89 (.134) 3.16±0.95 (.158) 3.02±0.56 (.031)

Poorc 57(33.3) 3.58±0.99 3.39±0.95 3.02±0.79 3.06±0.65 a>b,c

Nationality

  Chinesea 26(15.2) 3.10±0.71 6.495 2.81±0.36 9.399 2.59±0.34 3.287 ,2.66±0.26 6.785

  Vietnameseb 121(70.8) 3.73±0.84 (.002) 3.62±0.99 (<.001) 3.21±0.98 (.002) 3.14±0.68 (.001)

  Philippinoc 24(14.0) 3.79±0.86 a<b,c 3.24±0.74 a<b 3.35±0.63 a<b,c 3.13±0.55 a<b,c
*Kruskal Wallis

Table 3. Degree of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sexual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n=17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지지, 성생활만족, 성
적자율성, 자기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지지는 Table 3
과 같이 연령에서 29세 이하가 40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고(F=4.204, p=.017), 출신국가에 따라 베트남과 필리
핀 출신이 중국 출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6.495, 
p=.002). 성생활만족은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이 중국 출
신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3.287, p=.002), 성적자율성
도 베트남 출신이 중국 출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6.495, p=.002). 자기효능감은 경제수준에 따라 상 
수준이 중과 하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고(F=3.539, 
p=.031), 출신 국가에 따라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이 중
국 출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6.785, p=.001). Table 3

3.4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성생활만족, 성적자율성,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배우자지지는 성적자율성(r=.361, p<.01), 성생활만족
(r=.305, p<.01), 자기효능감(r=.282,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성생활만족은 성적자율성

(r=.451, p<.01), 자기효능감(r=.472,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자율성 역
시 자기효능감(r=.414,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
였다. 즉 모든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Categories 1 2 3 4

Spouse support 1

Sexual satisfaction 1.305** 1

Sexual autonomy .361** .451** 1

Self-efficacy .282** .472** .414** 1
*p<.05, **p<.01
1:Spouse support, 2:Sexual satisfaction, 3.:Sexual autonomy 
4:Self-efficacy

Table 4. Relationship among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sexual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n=171)

3.5 배우자지지, 성 만족, 성적 자율성이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해 입력방식(투입)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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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742∼.844로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이 1.185∼1.349
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
제가 없었다. Dubin- Watson상관계수는 1.875로 잔차
들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향력 분석
을 위해 Cook’s D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고, 편회귀 잔차도와 정규분포도를 확
인한 결과 이상적인 분포를 나타내어 회귀모형은 적합하
였다. Table 5

 Factor B SE β t p

Self-effi
cacy

(Constant) 1.517 .216 7.026 <.001

Spouse     
support .072 .053 .096 1.347 .180

Sexual    
satisfaction .242 .053 .341 4.579 <.001

Sexual     
autonomy .153 .052 .225 2.961 .004

        
R2=.311 Adj R2=.269  F(p)=21.838(<.001)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on self-efficacy        
(n=171) 

따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F=21.838,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는 .269로, 설명력은 26.9%였
다.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생활
만족(β=.341, p<.001)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성적자율성
(β=.225, p=.004)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4. 논의

최근 한국사회는 결혼이민자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수적인 증가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
고 있어 단순히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는 초보적인 수준
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
다[24].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서로 다른 사회적·문
화적 배경 속에서 자라온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아내, 며
느리, 주 양육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지역의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부부들의 관계 속에서 이들 여성이 잘 적응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
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긍

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은 30.95세이고 결혼기간은 
평균 88.85개월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 
70.8%, 중국 15.2%, 필리핀 14.0% 순서대로 나타나 
Park 과 Moon[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2]와도 
일치하였다. 학력을 보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을 가진 대
상자가 58.8%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나 최근 늘어가고 있
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이주하는 여성들
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음[24]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지지 정도는 본 연구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어 베트남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10,25]과 일치하였다. 반면 Lee등[26]의 연구에서는 중
간 수준으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여 출신국가에 따
른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연령에 따른 배우자지지 
정도를 살펴보면 20대가 40대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배우자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선행연구[27]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의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비교적 젊은 연령대라는 점과 
과거에 비해 결혼이주여성 부부들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
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적자율성은 본 연구에서 중간 이상으로 분석되었으
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10,28]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대상자가 달라 직접
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29,30]에서는 성적 자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력이 성적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10]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
며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 선행연구[10]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결과적으로 저
학력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특성이 내국인 여성보
다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자율성을 나타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성생활만족은 본 연구에서 3.14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기혼여성은 3.29
점[14], 충남지역 이주여성은 3.45점[31], 중년기 기혼여
성은 3.82점[3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0]에서는 
3.8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각기 다른 결과들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 및 환경적인 
상황들이 여성의 성생활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선행연구에서 성생활만족이 높은 사람은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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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성생활에 대한 자연스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30] 성
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16] 생활 속 스트레스 정도는 
낮춰주고 결혼만족도는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1]. 
결과적으로 부부사이의 높은 성생활만족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생활만족과 성적자율성이 낮은 결혼이
주여성의 경우 특히 성에 대한 부부사이의 의사소통방법 
및 솔직한 감정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간
호중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결과 가장 낮은 3.06점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3.49점[29]과 한국 기혼여성의 
3.53점[16]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중국이주여성은 3.36점[16]으로 낮
게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이 내국인 여성보
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선행연
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생
활만족도 및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
고,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즉 자기효능감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간 갈등 및 
소통의 부재, 육아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고, 한국사회에 안정
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변수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가
져오도록 하는 총체적인 개념이자 힘[17]이다. 따라서 결
혼이주여성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
위하도록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지지는 
자기효능감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배우자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
의 협력과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
고[19],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지지와 양육효능감이 양의 
상관관계[27]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효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협력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배우자의 지지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26] 배우자지지 정
도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배우자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에 배우자를 포함
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결과 성적자율성과 성생활만족

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자
율성과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영향요인으
로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은 양의 상관관계[29]로 
파악되었고, 성적자율성과 성만족도 간에도 양의 상관관
계[30]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성생활만족
과 일상생활 능력 및 자기효능감 간에도 높은 양의 상관
관계[1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적자율성이 주체
적인 성행위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과 성적자율성이 
성생활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14,30]과 유사하다. 성적자율성을 갖게 되면, 성
에 대한 대화를 기피하지 않고, 성생활 만족에 대해 자신
의 감정을 솔직히 말할 수 있게 한다는 보고[29]와 성을 
포함한 생활만족도가 높으면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스트
레스를 낮추고 일상생활 능력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16]와도 맥을 같이 한다. 결과적으로 높은 
성적 자율성을 통한 만족스런 성생활은 원만한 부부관계
를 형성하여 부부사이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적응 능력과 
대처 능력을 높여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자기효능감
을 증진시키는데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만족스런 성생활과 성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표
현이 한 개인의 능력 향상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
로 꼽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금기시하
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성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특히 배우자에게 솔직하
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4]. 국내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에서 배우자지지가 만족스런 성생
활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본 연
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정도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도 이러한 요인들이 숨어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 성에 관한 얘기를 불편해
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 상 관련요인을 탐색하는 조
사연구만으로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성생활을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에는 양
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 간의 차이를 분
석해 본 결과  배우자지지,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에서
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이 중국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자율성은 베트남이 중국보다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출신국가별 차이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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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동남아국가 여성의 비율이 높
아지고, 국가별로 상이한 가치관과 문화적 차이를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성관련 변인과 
능력에 차이가 나는 것[27]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적절한 
표본수가 유지되었으나 출신 국가별 대상자 수의 분포별 
차이로 인한 통계적인 결과[25]로 유추할 수 있어 후속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은 결혼이주여
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고 대처능력을 증진시키며 행동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힘이다. 이처럼 높은 자기효능감은 이들 
여성의 자율성과 능력을 극대화시켜 자신이 처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배우자 지지정도
를 높여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부부간에 성에 대
한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만족스런 성생활 활동에 깊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현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
회에서 당당한 여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다문화교육자들과 여성건강 행정가들은 자기효능감을 강
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부
부간 성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 및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협력방안들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융합적인 효과를 
검정하여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지지 및 성관련 변인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여성 자신의 능력을 높여주는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 모든 변수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자율성과 성생활만족
이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설
명력은 26.9%였다. 결론적으로 성관련 변인인 성적자율
성과 성생활만족이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강력한 예측 인자로 확인되어 이들 여성과 배우자의 성
적 욕구를 전반적으로 사정하여 부부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부부관계 안에서 
느끼는 다양한 성관련 문제점을 이해하고 적응능력과 대
처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로 그들의 성관련 변인들
의 수준을 알아보고 그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다
문화가족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
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 연구의 제한점은 특정지역 내 결혼이주여성만
을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결혼이주여성 
전체에게 일반화 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적이 다른 여성들을 평면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분석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언점은 결혼이주여성만을 성관련 
변인을 일부 시각에서 고찰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연구 대상에 참여시켜 성관련 변인에 대한 결
혼이주여성과 배우자 관점을 모두 포함시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상 관련요인을 탐
색하는 조사 연구만으로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성관련 변
인들을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
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한 질
적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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