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최근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로 형성된 가정이 격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흐

름에 따른 국제결혼 증가 추세와 련된 사회 상이

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을 살펴보면, 체 결혼 건수에

서 2000년 3.5% 던 것이 2009년까지 10.8%로 속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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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 베트남여성을 상으로 부부친 감, 배우자지지, 성 자율성 임 워먼트를 측정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한국남성배우자와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 119명을 상으로 조사

하 다. 자료의 분석은 ANOVA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부부친 감은 3.17±0.69, 배우자지지

3.45±0.94, 성 자율성 3.70±0.83, 임 워먼트는 3.41±0.57이었고, 부부친 감, 배우자지지와 성 자율성 간에는 높은 정의

상 을 보 고(p<.001), 임 워먼트는 배우자지지와 성 자율성 간에 정 상 을 보 다(p<.005).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 베트남여성들의 임 워먼트를 높이기 한 방안 모색 재 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부부친 감, 배우자지지, 성 자율성, 임 워먼트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marital intimacy, spousal support, sexual autonomy and 

empowerment of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119 Vietnamese women who 

migrated for marriage, and it took place from May to September, 2018.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arital intimacy 3.17±0.69, spousal support 3.45±0.94, 

sexual autonomy 3.70±0.83 and varied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p=.011), and empowerment varied according 

to economic level(p<.001). There was a difference in intimacy and support depending on the marriage period. There 

is a very strong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p<.005). Married immigrant women showed moderate marital intimacy, 

spousal support, high correlation with sexual autonomy and two variables, and empowerment correlated with sexual 

autonomy. Based on these findings, it seems to be necessary to find a way to increase the empowerment of 

Vietnamese women and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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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 으며,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75.5%이다[1]. 여성들의 국 으로는 국이 1 를 차지

하다 최근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들이지속 으로 늘

어나고 있다[1]. 한 2020년이 되면 결혼이주여성으로

형성된 가족의 비율이 체 국민의 20%에 이를 것으로

망되며, 이 농 지역에서는 50%이상을 차지할 것

으로 상된다[1].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

히 언어문제 문화 차이는 물론 사회화와 련된 부

응, 경제 인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지원체계의 부족

등은 가족 사회구성원으로의 응을 어렵게 한다[2].

한 국 결혼이민자들의 실태를 보고한 연구[3]에 따

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23.6%가 실질 인 의료보험 혜

택을받지 못하는 등[4], 이들을 한사회 지지와 심

이 매우 시 한 실정이다. 특히 인구학 특성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재생산과 련된 건강문제는 건강

문가들의 우선 인 심의 상이며 이와 련된 삶의

질에도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5].

의 부부 계는 과거의 확 가족체계 안에서 형

성된 가부장 계와는 달리 부부 심의 핵가족으로

변화되면서 친 감을 강조하는 계로 변화되었다. 따라

서 부부 계의 정서 안정은 개인은 물론 가족의 기능

에 매우 요한 심사로 두되고 있다[6].

부부의 계를반 하는 지표는 부부친 감, 배우자지

지 등이 포함된다[7]. 부부간의 친 감은 서로가 느끼는

상호 계의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8]. 선행행연구의 결

과 배우자의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친 감도

높았고[7], 정서 응과 삶의질이 높았으며, 지지 자원

에가장 요한자원은배우자 다[7,9]. 친 감을바탕

으로 한 상호작용은 원만한 부부 계를 형성하며, 이는

심리사회 인 응에 요한 역할을 하 다[10].

자율성이란 내 는 외 환경에 해 자신의 방식

으로 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말한다. 성

자율성은 성 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으로[11],

성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내·외 환경에 향을 받지

않고 주체 으로 처하고 실 하므로 안 한성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12].

임 워먼트란 자기통제, 자기효능, 사회 지지와 지

식과 기술의 습득, 극 참여 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이는 자신이 변화되고, 인 계 행 가 변화되기

하여 삶에 한 인식을 갖게 되고, 능력 통제권이 강

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13]. 최근 이러한 임 워먼

트 개념을 도입한 로그램들은 상자들의 자율성과 자

기효능감을 증가시켜 자신들의 문제에 극 으로 참여

하게 하고, 정 으로 처할 수 있게 돕는다고 보고하

고 있으며[14]. 임 워먼트의 증가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

을 극복하게 돕고, 새로운 환경과 과제에 한 응을 증

진시킬 수 있는 략으로 보고되고 있다[15].

그러므로 차 늘어가는 결혼이민 여성들의 문제를

부부의 계 속에서 개선해 나가려는 다차원 인 시도는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듯 새로운 환경

에서 새롭게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결혼이민 여성들의

문제를 부부 계 안에서 여성의 자율성과 능력을 심으

로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을 상으

로 부부친 감, 배우자지지, 성 자율성 임 워먼트의

계를 악하여 임 워먼트를 증진시킬 로그램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을 상으로

부부친 감, 배우자지지, 성 자율성 임 워먼트를

악하고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 서로 간

의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 베트남여성들을 상으로 부부친

감, 배우자지지, 성 자율성 임 워먼트의 상태

계를 악하는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및 집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표 모집단으로 하고,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상 으로

높은 M시, M군 D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기혼 여성

을 근 모집단으로 하여 배우자와 거주하면서 20~60세

미만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 이주여성을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결혼이주여성들

을 상으로 한 Yoo[16]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Cohen의

검정력 분석방법에 따라 효과크기(d=0.15), 검정력(1-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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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유의수 (α=0.05)를 고려하여 다변량 분석 상

계 분석으로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표본의 크기는 111명이산출되었고, 최종분석된 자

료는 119명 이었다.

2.3 연 도

2.3.1 부부친밀감(Marital Intimacy)

부부친 감(Marital intimacy)은 Waring[17]의 Marital

Intimacy Questionnaire를 Kim[8] 이 수정 보완한 도구

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부부 간 의사소통, 애정의 표

, 상호존 , 성생활 만족, 여가활동, 결혼생활에 한

안정감, 감정표 정도 가족 계등을 포함한 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하여 매우 그 다는 4 ,

그 지 않다는 1 으로, 수가 높을수록 부부친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Kim[8]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각각 .91 다.

2.3.2 배우 지지(Spouse Support)

배우자의 지지는 Nam[18]이 개발한 도구로 배우자에

게 받고 싶은 정신 , 육체 지지로 실제 인 도움

보살핌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8문항의 5 척도로 구

성되었다. 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89

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3.3 적 (Sexual Autonomy) 

Kim & Kang[19]이 개발한 성 자율성 도구로, 총 6

개 문항의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성 자율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6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2.3.4 워 트(Empowerment)

임 워먼트 척도는 Rogers[20]가 개발하고, 임정기

(1999)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다. 자기효능감, 낙

시각 미래에 한 통제력을 포함하는 자기이

미지, 실질 인 힘, 사회 정치 의식 등으로 구성된 총

28문항, 5 척도이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3

이었다.

2.4 료수집 절차

M 학교 생명윤리 심의 원회의 승인 후 상자 모

집 자료수집 차를 시행하 다. 상자 모집 선정

과정 상자는 M군과 M시,D시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병원등을 방문하여연구의목 을설명 후허

락한 여성들을 상으로 2018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 다.

2.5 료분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주요 종속변수인 부부친

감, 배우자지지, 성 자율성 임 워먼트의 차이는

ANOVA와 사후검증은 Bonferroni, 종속변수 간의 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반적  특

상자의 연령은 평균 30.51±5.6세이고, 최소연령 18

세부터 최고연령 54세이었다. 결혼기간은 평균 76.42개월

로 최소 4개월부터 최고 180개월 이었다. 교육정도는 고

졸이 67.2%로가장 많았고, 가족의 형태는핵가족 41.2%,

확 가족이 58.8%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54.6%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 9.2%, 개신교 1.7% 순 이었다. 경제정도

는 상, , 하 각각 4.2%, 59.7%, 36.1% 이었다(Table 1).

3.2 부부친밀감, 배우 지지, 적  및 

    워 트 

상자의 부부친 감은 문항 평균 3.17±0.69, 배우자

지지 3.45±0.94, 성 자율성 3.70±0.83, 임 워먼트는

3.41±0.57이었고, 총합의 평균은 각각 24.51±5.29,

64.40±15.32, 20.07±5.24, 91.88±16.78 이었다(Table 2).

3.3 반적  특 에 따  부부친밀감, 배우 지지,

    적  및 워 트  차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라 주요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기간에 따라 친 감(p=.049), 배우자지

지(p=.010)에 차이를 보 고,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성

자율성에서만 차이를 보 는데(p=.011) 문 졸, 고졸,

학교졸 순이었다. 경제정도에 따라서는 임 워먼트에

서만 차이를 보 는데(p<.000) 순서는 상, , 하 순이었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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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 Categories n (%) Mean±SD

Age(year) 30.51±5.6

Marital period (months) 76.42±40.1

Educatio
nal
level

High school 80(67.2)

Associated degree 17(14.4)

Bachelor degree 5(4.3)

Graduated school 0(0)

Others 17(14.1)

Religion Buddhism 65(54.6)

Protestantism 2(1.7)

Catholicism 11(9.2)

None 41(34.5)

Family
type

Nuclear 49(41.2)

Extended 70(58.8)

Job Employed 40(35.3)

Unemployed 79(64.7)

Economi
c level

good 5(4.2)

fair 71(59.7)

poor 43(36.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19)

Categories range Mean±SD† Mean±SD††

Marital Intimacy 1 ~ 4 3.17±0.69 24.51±5.29

Spouse Support 1 ~ 5 3.45±0.94 64.40±15.32

Sexual Autonomy 1 ~ 5 3.70±0.83 20.07±5.24

Empowerment 1 ~ 5 3.41±0.57 91.88±16.78

†mean per item, ††mean of total sum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s      (n=119)

Characteri
stics

Catego
-ries

Marital intimacy Spouse support

M±SD p M±SD p

Age

<20 4.00

.316

5.00

.488

20~29 3.15±0.77 3.73±0.75

30~39 3.19±0.59 3.63±0.91

40~49 2.47±0.47 3.43±0.35

50≦ 3.00 3.20

Religion

Buddhism 3.19±0.69

.489

3.73±0.84

.181
Protestantism 3.90±0.14 4.74±0.80

Catholic 3.16±0.68 3.94±0.80

None 3.10±0.69 3.60±0.75

Economic
level

Good 3.60±0.54

.151

4.30±0.68

.064Fair 3.32±0.64 3.64±0.96

Poor 3.03±0.74 3.65±0.83

Education

High school 3.14±0.68
.520

3.74±0.80

.588Associate 3.25±0.59 3.81±0.79

Bachelor 3.46±0.52 3.40±0.42

Marital
period
(month)

<12 3.45±0.77

.316

4.60±0.57

.488

12≤ ~ <36 3.59±0.43 4.29±0.67

36≤ ~ <60 2.30±0.85 3.48±0.86

60≤ ~ <120 3.18±0.67 3.58±0.92

≥120 3.05±0.57 3.77±0.57

Table 3. Degree of marital intimacy,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and empowerment

Characteri
stics

Categories
Sexual autonomy Empowerment

M±SD p M±SD p

Age

<20 5.00

.238

4.6

.094

20~29 3.29±0.91 3.40±0.47

30~39 3.56±0.97 3.35±0.60

40~49 3.67±0.67 3.43±0.51

50≦ 3.00 4.30

Religion

Buddhism 3.53±0.80

.591

3.74±0.80

.441
Protestantism 3.30±0.42 3.74±0.80

Catholic 3.31±0.76 3.74±0.80

None 3.21±0.95 3.74±0.80

Economic
level

Good1 4.38±0.80

.156

4.42±0.71
.000
1>2>3Fair2 3.43±0.80 3.32±0.54

Poor3 3.33±0.80 3.42±0.47

Education

High school1 3.45±0.77 .011

2>1>3

3.45±0.77

.368Associat2 3.45±0.77 3.45±0.77

Bachelo3 3.45±0.77 3.45±0.77

Marital
period
(month)

<12 3.65.±1.91

.238

4.15.±1.20

.094

12≤ ~ <36 3.51±1.08 3.45±0.62

36≤ ~ <60 3.14±0.91 3.31±063

60≤ ~ <120 3.47±0.97 3.45±0.57

≥ 120 3.70±0.76 3.42±0.44

3.4 부부친밀감, 배우 지지, 적  및 

워 트  계

상자들의 주요 변수들 간의 계를 살펴 본 결과부

부친 감, 배우자지지, 성 자율성간에 매우 높은 정

상 을 보 고(p<.000)고 임 워먼트는 배우자지지, 성

자율성과 정 상 을 보 다(p<.05)(Table 4).

1 2 3 4 5 6 7

Marital
intimacy

1

Spouse
support

0.624** 1

Sexual
autonomy

0.255** 0.240** 1

Empowerment 0.102 0.216* 0.204* 1

Marital
period

-0103 -0.620 0.170 -0.008 1

Education 0.122 -0.048* 0.041 -0.141 0.755 1

Economic level -0.157 -0.057 -0.132 -0.127 0.701 0.761 1

* p<0.05, ** p<0.01
1:Marital intimacy, 2:Spouse support, 3:Sexual autonomy,
4:Empowerment, 5:Marital period, 6:Education 7:Economic level

Table 4. Relationship among marital intimacy,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and 

empowerment

4. 논

여성은 가정에서 아내이고, 자녀들의 주 양육자, 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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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써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결혼을 통해

이주한 결혼 이민 여성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역할이다.

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 배경 속에서도 한국 사회에 잘

응하고 역할을 제 로 수행하기 해서는이 여성들이

부부에서 느끼는 친 감, 배우자지지, 성 자율성 등을

분석하여 여성으로서의 임 워먼트를 향상 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고 여겨진다.

배우자와의 계는 일반 인 다른 계보다 가장

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부부 계를 나타내 주는 지

표 부부친 감은 계 안에서 발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며 함을 나타내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총

을 기 으로 평균 24.51 , 4 만 인 척도의 평균으로

환산하면 3.17 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Moon [22]의

22.80 , Park [23]의 20.4, 같은 도구가 아니라 직 인

비교는 어렵지만Yoo와 Cho [21]의 연구 보다 높은 결과

를 보 다. 그 이유는 건강한이들을 상으로했다는것,

비교 은 연령 라는 과 과거에 비해 결혼이민자

부부의 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반 하는것으로 유추

할 수 있겠다.

배우자 지지는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의 실질 인 도

움을 묻는 것으로 결혼이민 여성의 지지에 한 문제는

사회 지지, 가족의지지 배우자에 의한 지지 등 다양

하게 다 지고 있는데 그 가장 요한 요소가 배우자

의 지지라고 여겨지고 있다[9]. 선행연구[21,22]에서는 연

령에 따라, 혹은 종교 월수입 다른 결과를 보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특성 에서는 결혼기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1년 미만인 경우 가장 높았고, 3년

이내, 10년 이상 등이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연령과

결혼 기간이 높아짐에 따라 배우자의 지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종교나 직업의 유무에는 차이가 없고,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차이는 경제 인 여유가 있는 군에

서 더 높은 배우자지지를 보인 것과는 약간 맥락을 달리

하 다. 한 주요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부부친 도, 배우자지지 사이에는 매우 강한 상 계가

있었다. 이는 결혼 이주여성을 상으로 한 Ahn et

al.[25]의 연구와도같은 결과를 보여 부부 계의질을 개

선하기 해 배우자의 지지가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성 자율성은 본 연구에서는 평균 20.07 , 문항의 평

균으로는 3.45 수 으로 이상이나, 선행연구와 비교하

면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6] 4.08, Choi와 Ha[27]의

결과는 3.89로 본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베트남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 다[28].

성 자율성을 교육정도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문 졸

이 가장 높았고, 고졸, 졸 순이었는데, 은 인원인

졸을 제외 한다면 성 자율성은 학력에 향을 받는다고

조심스럽게 측할 수 있겠다. 한 변수 간 상 계 분

석에서도 성 자율성과 임 워먼트가 정 인 상 계

를 보여 여성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반 하는데

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교육수

이나 경제수 이 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성 자율성 수 은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

구에서 보수 인 경향과 문화 인 향을 받은 경우 성

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결혼이민자라는

특성이 상 으로 낮은 성 자율성을 나타내게 한 것이

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반면 결혼이민자 여성을 상으

로 성 임 워먼트 향상을 한 재 후 성 자율성이

향상 되었는데[28] 이처럼 다양한 시도들이 연구되어져

야 할 것이다.

임 워먼트의 개념은 자기존 효능감, 낙 시각,

자아상, 실제 인 힘과 지역사회 참여 자율성

등의 하 개념을 갖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사회 일원

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총체 인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26] 자기효능감과

성 자율성과 정 상 계를 나타내었고, 본 연구에서

도 성 자율성과 경제정도에서 정 상 을 보 다. 이

는 임 워먼트 형성 과정을 통한 자기 효능감과 자율성

의 향상은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 자신들의 다양한 문

제 자신들의 리에 한 심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극

자세를 갖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결혼이민을 온 여성들을 상

으로 부부친 감, 배우자지지와 성 자율성 임 워먼

트를 악하고, 그 계를확인하고자실행하 다. 본연

구결과 부부친 감, 배우자 지지는 선행연구에 비해 상

승된 결과를 보 고, 성 자율성은 좀 낮은 수 인 반면

임 워먼트는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다. 한 부부친

감과 배우자지지 성 자율성 간에는 높은 정 인

상 을 나타낸 반면 임 워먼트와는 성 자율성만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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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 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다문화

여성 부부의 문제 해결을 한 재연구의 새로운 근거

의 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다문화여성을 상으

로 하여 부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가 개발,

용될 것으로 기 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속해져 있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매우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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