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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농 지역(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206명을 상으로 정서조 방략

을 매개로 사회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이에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 계분석 결과, 우울감과 정(+) 인 계는 계  배제, 문화  배제, 지역사회 배제, 기본서

비스배제, 경제 배제이며, 부(-) 인 계는 정  정서조 , 부정  정서조 로 나타났다. 둘째, 계  

회귀분석 결과, 우울감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  배제, 지역사회 배제, 경제  배제이며, 

부(-)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  참여 배제, 정  정서조 방략, 부정  정서조 방략으로 나타

났다. 셋째, 경로분석결과, 사회  배제와 우울감의 계에서 정서조 방략은 완 매개효과임이 검증되었

다. 따라서 농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완화하기 해서는 사회  배제를 감소시키데 더불어 정서

조  방략을 높이기 한 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중심어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사회적 배제∣정서조절방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on of married in rural 

areas mediated by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the 206 immigrant women in 

chungcheongbuk-do. The study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how positive(+) correlation of the relational exclusion, 

cultural exclusion, community exclusion, basic service exclusion, economical exclusion, and 

negative(-) correlation of the pos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nega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econd,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re positive(+) effect of the relational 

exclusion, community exclusion, economical exclusion, negative(-) effect of the social 

participation exclusion, exclusion. Third, Results of path verify that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on perfect mediated by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erefore, To decrease of 

Depression of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is to decrease Social Exclusion, Also there is 

included positively a strategy to increase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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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  상  하나는 결혼 이민자

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75,011명, 

2008년 122,552명, 2011년 2월 142,38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여성 86.8%, 남성 13.2%로 결혼이주여성이 

6.6배를 차지하고 있다[1]. 즉, 결혼이주여성은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

으로 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타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응과정에 문화  변화는 

개인의 처능력을 과할 가능성이 높아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에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2][3]. 우울은 부분의 사람들에

게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 인 정서로서 구나 살아가

면서 어느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울이라

는 정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슬  감정 상태와 심한 정신

병  상태를 양극으로 하는 하나의 연속성산에서 설명

되고 있다[4]. Beak(1967)에 의하면 우울증으로 인해 생

활상의 행복이나 안정에 있어서 기본 인 것을 상실했

다고 지각하며, 이러한 상실과부정 인 기 는 슬픔, 실

망, 무감동 같은 우울증과 련된 형 인 정서 상태

들을 래하여 의도 인 자기비난이 확 가 되어 병

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하 다[5]. 특히, 결혼이주여

성의 경우 결혼과 이주가 동시에 이루어진 여성으로써 

일반여성에 비해 우울감의 정도가 비슷하거나 낮은 상

황에 놓이게 된다[6]. 

이에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

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 

즉, 한국에서의 생활에 성공  응을 해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 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에 한 연구를 살펴보

면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험요인과 이를 처하는 보

호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험요인으로는 가정

폭력, 낮은 경제수 , 문화  충격, 부족한 사회연결망, 

사회  갈등, 제도  서비스에서의 소외 등 이다

[3][7-9]. 한 보호 요인으로는 자아존 감, 정서조 , 

사회 지지, 임 워먼트 등 이다[6][10][11].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환

경은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 인 빈곤의 문제

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차원의 다양한 

역에서 결핍된 상황을 래하게 된다[12]. 최근에 유

럽을 심으로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

하여 ‘사회  배제’라 정의하고 이에 한 연구를 확

해 가고 있다. Morris et al.(2009)에 의하면 사회  배

제는 보건, 교육, 경제, 사회  서비스, 주거의 역을 

포함하고, 단순히 여러 종류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문

화 , 정치  수 의 박탈과 격리의 메커니즘으로 정의

하 으며, 사회통합과 연 감을 훼손시키는 과정에 

심을 가졌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서의 통합

과 연 감을 확 하기 해 사회  배제의 개념으로 

근해야 한다[13].

한 정서조 은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 인 기능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며 정서조 은 정신병리와도 

요한 연 이 있다[14]. 즉, 불안, 우울, 분노나 공포와 

같은 부정 인 정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인들은 여

러 가지 정서조  방략을 사용하며 이러한 방략을 

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심리 ․신체

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15]. 특히, Nolen-Hoeksema 

(1991)는 우울이 심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서조

방략으로 반추(rumination)와 주의분산(distraction)1

을 활용한다고 하 다[16].

특히, 정미 와 김남재(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부

응 도식, 사회고립/소외, 실패, 험/질병취약성은 정서

조  방략을 부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 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완화시

키기 한 연구로 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소외 즉, 가족과의 계, 문화  활동, 사회  참여, 지

역사회, 기본서비스, 경제  수 에서 배제되는 사회  

배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서조 을 해 생리  

상태를 변화시키는 정서조 방략을 매개변수로 설정하

1 반추는 ‘우울 기분이 들 때 부정  정서나 피곤과 같은 우울증상과 

그 의미에 주의를 계속 맞추는 사고와 행동’을 말하며, 주의분산은 

‘우울 기분에서 벗어나기 해 유쾌하고 성 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반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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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배제, 정서조

방략, 우울감의 수 (정도)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배제, 정서조

방략은 우울감에 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 3> 사회  배제와 우울감의 계에서 정

서조 방략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Ⅱ. 이론적배경

1. 사회적 배제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서구 복지선진국들에서는 종래

의 빈곤 패러다임을 체하는 것으로서, 사회  배제

(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과 불평등

에 한 새로운 근을 제시하고 있다[18]. 특히 사회  

배제는 다차원성과 역동성, 배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의 균열과 붕괴의 험성, 배제를 유발하는 복잡한 메

커니즘 그리고 해결의 어려움 등에 의해서 20세기 말 

시 의 주요한 사회  쟁 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19][20].

이러한 맥락에서 Pierson(2001)은 사회  배제를 “개

인, 가족, 집단 는 이웃들로부터 이들이 사회, 경제, 

정치  활동 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빼앗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으며[21], Figueiredo와 Haan(1998)

은 사회  배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 다. 한편

으로는 경제  박탈이나 사회  고립 때문에 사회로부

터 격리(한계화, marginalization)된 개인이 겪는 상황

이나 과정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응집력

의 붕괴, 양극화의 발생, 사회  계의 편화 등과 같

이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나 과정을 의미하는 것

으로 표 하 다[22]. 한 강신욱 외(2005)는 사회  

배제를 사회, 노동, 경제, 정치  참여에 필요한 자원의 

박탈 는 주거, 교육, 건강  서비스에 한 근 등의 

권리가 부 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로 이해하고, 유럽

연합의 사회지표를 기 로 재정, 교육, 고용, 실업, 건강, 

주거, 사회  계망, 사회  근성의 8가지로 구분하

여 배제집단의 비율  배제의 첩정도를 악하 다[23].

SEU(2006)는 사회  배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

다. 첫째, 계  배제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빈도

와 내용에서의 배제를 의미한다. 둘째, 문화  배제는 

여가시설 활용, 공연 참석, 외식, 여행 등의 여가 활동 

기회의 제한을 의미한다. 셋째, 정치  배제는 지역사회 

이익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 

종교활동에 있어서의 제한을 의미한다. 넷째, 기본서비

스 배제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상 , 쇼핑

센터, 슈퍼마켓, 은행  우체국과 같은 서비스에 한 

근성의 제한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배제는 동

네사람들과의 친숙함  안  등에 한 배제를 의미한

다. 여섯째, 재정상품 배제는 은행 , 연  등으로 부

터의 배제를 의미한다. 일곱째, 물질상품 배제는 소비재

의 소유권 등으로부터의 제한을 의미한다[24][25].

본 연구에서는 김태 (2010)의 연구를 근거하여 사회

 배제를 계  배제, 문화  배제, 사회  참여 배제, 

지역사회 배제, 기본서비스 배제, 경제  배제 역으로 

구분하여 용하 다[25].

2. 정서조절방략
정서조 (Emotion regulation)이란 내  감정상태  

정서와 련된 생리학  과정의 발생, 강도, 지속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개인이 사회 , 정서  만족이나 목

표달성을 하여 하게 감정을 조 , 유지, 변화시키

는 총체 인 과정으로 생활 반에 걸쳐 나타난다[26]. 

그러나 정서조 은 그 범 가 매우 범 하여 학자마

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데 Morris와 Reilly(1987)는 정

서조 을 정서를 다루는 방략들로 정의 내렸다[27]. 

이에 Gross(1999)는 정서조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첫째, 정서를 조 하는 것과 정서에 의해서 조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신의 정서를 조 하는 것

과 타인의 정서를 조 하는 것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

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도 정

서조 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정서에 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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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서조 이다. 셋째, 의식 인 정서조 과 무의식

인 정서조  과정으로 구분된다. 를 들어 반추

(rumination)와 억압(repression)은 모두 주의를 사용하

는 정서조  방략이지만, 반추가 우울한 증상이나 문제

를 계속 반복 으로 생각하는 의식 인 과정인 반면, 

억압은 불쾌한 자극에 한 무의식 이고 자동 이 주

의  방어이다[28]. 

한 Garnefski 등(2001)은 정서가 무의식 는 의식

인 인지 과정을 통해 조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선

택  주의 과정, 기억 왜곡, 부정, 투사와 같은 무의식

인 인지 과정이나, 수용, 정   변경, 계획 다시 

설정, 자신이나 타인 비난, 반추, 국화와 같은 의식

인 인지 과정을 통해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 한 

처 략의 하나로써 정서가 조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9]. 이지 과 권석만(2009)은 정서조 방략을 응

인 정서조 방략과 부 응 인 정서조 방략을 구분하

다. 능동 으로 생각하기, 수동 으로 생각하기, 인지

으로 수용하기, 즐거운 상상하기, 문제해결행동 취하

기,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친 한 사람 만나기, 기분 

환활동 하기 등의 8개 방략은 ‘ 응  정서조 방략’으

로 구분되었고, 타인 비난하기, 타인에게 부정  감정 

분출하기, 안 한 상황에서 부정  감정 분출하기, 폭식

하기, 탐닉활동 하기 등의 6개 방략은 ‘부 응  정서조

 방략’으로 구분하 다[30].

본 연구에서는 Garnefski 등(2001)  이지 과 권석

만(2009)의 연구를 근거하여 응  정서조  방략으로

는 조망확 , 수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 정  변

경, 정  재평가, 부 응  정서조  방략으로는 자기

비난, 타인비난, 반추, 국화로 구분하여 용하 다

[29][30].

3. 우울감
우울은 망감, 불안정, 우울한 기분, 슬픔과 같은 증

상이 지속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상시 활동에 하

여 심이나 즐거움을 잃은 상태를 의미한다[31]. 

DSM-Ⅳ는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의 주 인 보고, 흥

미나 즐거움의 하, 체 감소나 체  증가, 불면과 과

다수면, 정신운동성 조나 지체, 피로나 활력상실, 죄

책감, 사고력과 집 력 감소, 자살 충동이나 자살 기도

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  다섯 개의 증상이 2주 연속 

지속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32][33]. 

이러한 우울감이 지속 으로 유지되었을 경우 다음

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 첫째, 삶에 흥미가 없으며 

귀찮고 의욕상실과 피로감이 나타난다. 둘째, 신체 으

로 볼 때 수면과다의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별다른 

병의 증상 없이 두통, 흉통, 등을 느끼고, 성욕상실, 변

비 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셋째, 일상생활에서는 

사소한 일 는 가상 인 행 에 강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성격 으로는 결단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과민 장

애를 일으키고, 집 력이 부족하여 혼자 틀어 박  있

기를 좋아하게 된다[32].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심리

인 스트 스와 좌 을 더 많이 경험하고, 새로운 환경

에 응해야 하는 문화  스트 스와 언어 장벽으로 인

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배우자의 폭력과 고부간의 갈등, 

경제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우울감이 높

아 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률이 높아 질 것이며, 이를 처할 수 

있는 방  노력들이 필요하다[34]. 

본 연구에서는 겸구와 이민규(1992)의 연구를 근거

하여 우울감을 우울한 감정, 정  감정, 신체  하, 

인 계의 실패감으로 구분하여 용하 다[35].

4. 선행연구
첫째, 사회  배제와 우울감의 계를 살펴보면, 김태

(2010)의 연구에 의하며 사회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을 상으로 사회  배제가 높을수록 노인 우울이 

높아지며, 사회  배제는 노인 우울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한 배지연 외(2006)의 

연구에서도 경제  배제(주  빈곤감), 사회  배제

(자녀와의 유 가 약함), 지역사회 배제(동네 배제), 노

인에 한 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정(+)

인 계가 나타났다[36]. 특히, 이연희와 혜성(2011)

은 년기여성을 상으로 삶의 기  우울에 향을 미

치는 변수로 검증하 다. 즉, 삶의 기 가 높을수록 우

울수 이 낮다는 것으로 이는 삶에 한 소외감이 낮을

수록 우울감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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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서 련 변수  정서조 과 우울감의 계를 

살펴보면, 유순희(2011)의 연구에 의하면 년 여성의 

정서조 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정서조

과 우울감의 계는 부(-) 인 계로 분석하 다

[38]. 신혜인(2009)은 학생 532명을 상으로 정서조

 방략  능동  정서조 양식은 부(-) 인 계로서 

게 사용할수록, 회피/분산  정서조 양식은 정(+)

인 계로서 많이 사용할수록, 지지추구  정서조 양

식은 부(-) 인 계로서 게 사용할수록 우울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39]. 특히 박형원

(2010)은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문화 응 스트 스 

 향수병과 같은 부정 인 정서 요인이 높을수록 우울

감이 높은 것으로 검증하 다[40]. 

셋째, 우울에 있어서 정서조 방략의 매개효과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미 과 김남재(2008)는 여 학

생을 상으로 부 응 도식(정서결핍, 유기/불안정, 불

신/학 , 사회고립/소외, 결함/수치, 실패 도식)과 우울

계에서 정서조 방략은 직 인 효과와 간 인 

효과가 유의미하여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한 정문수(2012)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강도는 

우울과 정(+) 인 상 계를 보 고, 정서조 방략의 

하 요인  부 응  방략이 우울과 정(+) 인 상

계를, 주의 환방략과 근  방략이 부(-) 인 상

계를 보 다. 특히 부 응  방략이 완 매개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41].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 사회  배제와 정서조  방량

은 우울감에 향을 미치고, 한 사회  배제와 우울

감의 계에서 정서조 방략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

로 정리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앞서 제시한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정

서조 방략을 매개로 한 사회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그림 1] 같이 도식화 하 다.

정서조절방략

 우울감사회적배제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 상자는 충북의 농 지역(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약 211명이다. 지역  구

분으로는 청원군 54명, 음성군 43명, 진천군 36명, 옥천

군 29명, 증평군 23, 동군 14명, 단양군 12명이었으며, 

나라별 구분으로는 국 73명, 베트남 67명, 필리핀 36

명, 네팔 19명, 캄보디아 16명이며, 구체 인 조사 상

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2주

간이었으며, 직  방문하여 실시하 다. 배부된 설문지

는 직  수거하 고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부실하거나 

성의 없이 응답한 자료 5부를 제외하여 206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n  % 항목  n  %

거주
지역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
증평군
영동군
단양군

52
42
36
27
23
14
12

25.2
20.4
17.5
13.1
11.2
6.8
5.8

나의 
직업

전문직‧사무직
자영업‧서비스업
농업‧생산직

무직

14
22
116
54

6.8
10.7
56.3
26.2

합계 206 100.0

남편
의 
직업

전문직‧사무직
자영업‧서비스업
농업‧생산직

무직

19
34
131
22

9.2
16.5
63.6
10.7

합계 206 100.0

결혼 
전 
국적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70
67
35
18
16

34.0
32.5
17.0
8.7
7.8 합계 206 100.0

합계 206 100.0

나의 
학력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74
93
39

35.9
45.1
18.9나의 

나이

20대 이하
30대

40대 이상

122
68
16

59.2
33.0
7.8

합계 206 100.0 합계 206 100.0

남편
의 
학력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46
92
68

22.3
44.7
33.0

남편
의 
나이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47
124
35

22.8
60.2
17.0

합계 206 100.0 합계 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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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3.1 사회적 배제
사회  배제 척도는 SEU(2006)에서 개발한 척도를 

김태 (2010)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

다[24][25]. 이 척도는 총 26개 문항으로 계  배제

(4 ), 문화  배제(4 ), 사회  참여 배제(5 ), 지역

사회 배제(5 ), 기본서비스 배제(4 ), 경제  배제 

역으로 구성된척도이며, 신뢰도는 cronbach's a=.841이

다.

3.2 정서조절 방략
정서조 방략 척도는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한 

인지  정서조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김소희(2004)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 다. 총 36문항이며, Likert식 4  척

도로 ‘  아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4 으로 구성

되어 있다[29][42].

이 척도는 크게 정  요인과 부정  요인으로 나뉜

다. 정  정서조 의 하 요인으로는 조망확 , 수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 정  변경, 정  재평가의 

5가지 하 요인이 있으며, 부정  정서 조 의 하 요

인으로는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국화의 4가지 하

요인이며, 신뢰도는 cronbach's a=.765 다.

3.3 우울감
우울감 척도는 한국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 다. 

CES-D는 Radloff(1977) 개발하고 겸구․이민규

(1992)가 번안하 다[35][43]. 

이 척도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들을 측정

하는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우울한 감정, 정  감정, 

신체  하, 인 계의 실패감, 4개의 하 요인으로 

구분되며, 상자들은 지난 한 달을 기 으로 1주일 동

안 어떻게 느 는지 거의 드물게(0 ), 때때로(1 ), 상

당히(2 ), 부분(3 )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신

뢰도는 cronbach's a=.907이 다.

4. 분석방법
첫째,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주요변수에 한 

수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배

제, 정서조 방략은 우울감에 향(연구문제 2)을 알아

보기 해 상 계분석과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사회  배제와 우울감의 계에서 정서조

방략은 매개역할(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해 구조방

정식을 구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Ⅳ. 분석결과

1. 주요변수의 수준(정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사회  배제, 정서조 방략, 우

울감  그 하 변수의 수 (정도)을 알아보기 해 기

술통계 분석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기술 통계치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사회
적
배제

관계적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적 참여배제
지역사회 배제
기본서비스 배제
경제적 배제

206
206
206
206
206
206

1.00
1.00
1.00
1.00
1.00
1.00

4.00
5.00
5.00
4.00
4.00
4.00

1.7433
3.3769
4.0325
2.7251
1.7194
2.5352

.54623
1.03172
1.18248
.51608
.59898
.70944

정서
조절
방략

긍정적 정서조절
부정적 정서조절

206
206

1.00
1.00

4.00
4.00

3.0707
2.6627

.37534

.46195
전체 206 2.00 3.70 2.8675 .32299

우울
감

우울한 감정
비관적 감정

긍정감정의 저하
대인관계의 실패감

206
206
206
206

.00

.00

.00

.00

3.00
3.00
3.00
3.00

.8297

.8186
1.2749
.7411

.62874

.73992

.80976

.69076
전체 206 .06 2.67 .9161 .53412

첫째, 사회  배제의 수 을 살펴보면 “ 계  배제”

는 평균 1.74로 낮은 수 이었다. “문화  배제”는 평균 

3.38로 다소 높은 수 이었다. “사회  참여 배제”는 평

균 4.03으로 높은 수 이었다. “지역사회 배제”는 평균 

2.73으로 다소 높은 수 이었다. “기본 서비스 배제” 평

균 1.72로 낮은 수 이었다. “경제  배제” 평균 2.5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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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 이었다.  둘째 정서조 방략은 체 평균 2.87

로 다소 높은 수 이었다. 하 변수의 수 을 살펴보면, 

“ 정  정서조 방략”은 평균 3.07로 높은 수 이었다. 

‘부정  정서조 방략“은 2.66으로 다소 높은 수 이었

다. 셋째, 우울감은 체 평균 .91로 낮은 수 이었으며, 

하  변수의 수 을 살펴보면, ”우울한 감정“은 평균 

.83으로 낮은 수 이었다. ”비  감정“은 평균 .82로 

낮은 수 이었다. ” 정감정의 하“는 평균 1.27로 다

소 낮은 수 이었다. ” 인 계의 실패감“은 .92로 낮은 

수 이었다.

2. 변수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수들 간의 계  다 공선성의 문제를 알아

보기 해 상 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표 

3]와 같다. 

표 3. 상관관계 계수
구분 A B C D E F G H I

사회적
배제

A 1
B .169

(*) 1

C .068 .319
(**) 1

D .146
(*)

.122 .137 1

E .190
(**)

.015 .013 .513
(**) 1

F .151
(*)

.282
(**)

.156
(*)

.201
(**)

.106 1

정서
조절
방략

G -.197
(**)

-.169
(*)

-.039 -.102 -.258
(**)

-.027 1

H .030 -.194
(**)

-.015 .010 -.034 -.123 .139
(*) 1

우울감

I .292
(**)

.184
(**)

-.049 .229
(**)

.146
(*)

.228
(**)

-.327
(**)

-.249
(**) 1

J .204
(**)

.177
(*)

-.025 .164
(*)

.143
(*)

.177
(*)

-.332
(**)

-.109 .891
(**)

K .158
(*)

.139
(*)

-.058 .222
(**)

.089 .219
(**)

-.262
(**)

-.295
(**)

.757
(**)

L .300
(**)

.076 .031 .180
(**)

.099 .179
(*)

-.151
(*)

-.204
(**)

.490
(**)

M .206
(**)

.152
(*)

-.122 .112 .106 .070 -.380
(**)

-.140
(*)

.838
(**)

 A=관계적 배제, B=문화적 배제, C=사회적 참여배제, 
 D=지역사회 배제, E=기본서비스 배제, F=경제적 배제, 
 G=긍정적 정서조절방략, H=부정적 정서조절방략,
 I=우울감(전체), J=우울한 감정, K=비관적 감정, L=긍정감정의 저하, 
 M=대인관계의 실패감

 *p<.05, **p<.001

첫째, 우울감과 정(+) 인 계는 계  배제(r=.292), 

문화  배제(r=.184), 지역사회 배제(r=.229), 기본서비

스배제(r=.146), 경제  배제(r=.228)이며, 부(-) 인 

계는 정  정서조 (r=-.327), 부정  정서조 (-.249)

로 나타났다.

둘째, 변수들 간의 가장 높은 상 계수는 r=.513(지역

사회 배제와 기본서비스 배제)로 모든 상 계수가 

값 .7 보다 낮기 때문에 다 공선성에 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3. 사회적 배제와 정서조절방략이 우울감에 미치
는 영향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배제와 정서조 방략이 우울

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사회  배제의 하

변수와 정서조 방략을 단계 으로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1모형에서는 사회  배제의 하 변수 즉, 계

 배제, 문화  배제, 사회  참여 배제, 지역사회 배

제, 기본서비스 배제, 경제  배제를 투입하 다. 그 결

과, 우울감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

 배제(β=.239), 지역사회 배제(β=.176), 경제  배제

(β=.136)이며, 부(-)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  

참여 배제(β=-.158)로 나타났다. 한 우울감에 한 

사회  배제의 설명력은 14.6% 다.

둘째, 2모형에서는 1모형의 사회  배제의 하 변수

를 포함하여 정서조 방략의 하 변수를 투입하 다. 

그 결과, 우울감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  배제(β=.239), 지역사회 배제(β=.176), 경제  

배제(β=.136)이며, 부(-)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

회  참여 배제(β=-.158), 정  정서조 방략(β

=-.298), 부정  정서조 방략(β=-.207)으로 나타났다. 

한 우울감에 한 사회  배제와 정서조 방략의의 

설명력은 27.5% 으며, 1모형으로부터 12.9% 증가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계  배제, 지역사회 

배제, 경제  배제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  참여 배

제와 정서조 방략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 권

명희(2011)의 연구결과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

동참여가 높을수록 심리  안녕감은 낮아지다고 하

다. 즉,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동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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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방략

부정적

e2

.25

긍정적

e1

.59

우울감

우울한감정 e3
.87

비관적감정 e4.73

긍정감정의저하 e5
.22

대인관계의실패감 e6

.89

e7

e8

사회적배제

관계적e9

.31
문화적e10

.34

사회적참여e11 .21

지역사회e12
.69

기본서비스e13

.61

경제적e14

.40

-.16

-.19

-.45 -.69

그림 2. 매개효과모형

나게 되고 비교의식  상  좌 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이로 인해 우울감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 사회적배제와 정서조절방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1모형 2모형

B β t B β t

(상수) .334 2.351* 2.063 4.960***

사회적
배제

A
B
C
D
E
F

.234

.067
-.299
.182
-.005
.102

.239

.129
-.158
.176
-.005
.136

3.565**
1.812

-2.294*
2.285*
-.072
1.977*

.210

.019
-.273
.218
-.090
.100

.215

.036
-.144
.210
-.101
.133

3.431**
.532

-2.273*
2.952**
-1.396
2.095*

정서
조절
방략

G
H

-.424
-.239

-.298
-.207

-4.680***
-3.354**

R/R2/Adj.R2

F
.414/.171/.146

6.864***
.551/.304/.275

10.732***
 A=관계적 배제, B=문화적 배제, C=사회적 참여배제, 
 D=지역사회 배제,  E=기본서비스 배제,  F=경제적 배제, 
 G=긍정적 정서조절방략, H=부정적 정서조절방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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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
략의 매개효과 분석

정서조 을 매개로 사회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고 

AMOS 로그램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Chi-square=151.996, df=50, p=.000이었으며, 

합지수는  GFI=.931, AGFI=.875, NFI=.804, IFI=850, 

TLI=.806 CFI=.835, RMR=.036, RMSEA=.084로 나타

나 합한 매개효과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이에 한 

경로계수와 매개효과모형은 [표 5][그림 2]과 같다.

표 5. 경로계수

구분
비표
화계수

S.E. C.R. P
표 화
계수

정서조절방략
우울감

←
←

사회적 배제
정서조절방략

-.299
-3.263

.149
1.329

-2.011
-2.456

*
**

-.447
-.689

부정적
긍정적

←
←

정서조절방략
정서조절방략

1.000
1.915 .763 2.511 **

.249

.588

우울한 감정
비관적 감정

긍정감정의 저하
대인관계의 실패감

←
←
←
←

우울감
우울감
우울감
우울감

1.000
.987
.327
1.123

.085

.108

.079

11.637
3.018
14.194

***
**
***

.868

.727

.220

.887

관계적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적 참여배제
지역사회 배제

기본서비스 배제
경제적 배제

←
←
←
←
←
←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

1.000
2.029
.348
2.062
2.136
1.648

.763

.160

.595

.620

.556

2.659
2.172
3.467
3.444
2.962

**
*
***
***
**

.315

.338

.213

.687

.614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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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효과 모형 [그림 2]에서 검증된 경로  그 계수

를 살펴보면, 정서조 방략이 매개함으로 사회  배제

와 우울감의 직 효과는 유의미 안게 되었다. 즉, 정서

조 방략을 제외하고서는 사회  배재와 우울감은 

계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사회  배제와 우울감의 계

에서 정서조 방략은 완 매개효과임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농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완화하기 

해서는 사회  배제를 감소시키데 이와 더불어 정서

조  방략을 높이기 한 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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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 지역 결혼

이주여성 206명을 상으로 정서조 방략을 매개로 사

회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  배제(평균 1.74), 지역사회 배제(평균 

2.73), 기본 서비스 배제(평균 1.72)는 낮은 수 이었으

며, 문화  배제(평균 3.38), 사회  참여 배제(평균 

4.03)는 높은 수 이었다. 한 경제  배제는 평균 2.54

로 보통 수 이었다. 정서조 방략은 평균 2.87로 다소 

높은 수 이었다. 우울감은 평균 .91로 낮은 수 이었

다. 둘째, 회귀분석결과 우울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는 계  배제, 지역사회 배제, 경제  배제이며, 반면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사회  참여 배제와 

정서조 방략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효과분석결과 

사회  배제와 우울감의 계에서 정서조 방략은 완

매개효과임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김태 (2010)과 배지연 외

(2006)의 사회  배제가 우울감에 직 인 향을 미

친다는 결과와 상이하다[25][36]. 한 정미 과 김남재

(2008)의 사회  배제와 우울감에 있어 정서조 방략은 

부분매개 효과가 아닌 완 매개 효과로써 결혼이주여

성의 우울감을 감소하기 해 사회  배제를 완화시키

데 정서조 방략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데 의의가 

있다[17]. 이에 분석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

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계를 확 하기 해 

농 지역 특성거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기능  역할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결혼이

주여성이 농 지역 사회활동으로 인해 차별화 는 비

교의식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를 리하는 멘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즉, 권명희(2011)의 연구와 마찬

가지로 바람직한 사회활동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 정착 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 인 검

과 장제를 병행해야 한다[44]. 한국 사회에 잘 응하

는 결혼이주여성을 리더로 하여 을 이루어 모임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농 지역 사회서비스를 체계

으로 용하기 하여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확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농  지역사

회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례 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자본은 충족시켜야 할 것

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이 농 지역에서 경제  수 을 

확보하기 해 다문화가정의 특성화된 농업기술 교육 

 훈련을 우선 으로 제공하고 농업 작목반과 같은 의

무  가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한 결혼이주여성

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경제  수 을 확 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농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민․

에서 시행하는 모든 우울감 완화 로그램에서는 정서

조  즉,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해 유쾌하고 

정 인 활동을 습득  하는 실천  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시부모 는 남편과 음악을 함

께 듣거나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함께 요리해 보는 시

간을 공유하면서 우울에 한 처 방식을 알아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충청북도의 군 지역을 조사 상

으로 선정하 기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

속연구에서는 국의 군 지역을 조사 상으로 확 해

야 하며, 나아가 역도시, 소도시, 농 지역으로 구

분하여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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