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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회복력 요인의 관계양상 및 영향력을 확인하고 가족적응을 증진시키는
데 유용한 간호실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한국에서 거주한지 1년 이상 된 대전 외곽의 
도․농 복합지역 및 충남 지역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대상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
행하였으며, 최종 216부를 자료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LISREL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ANOVA, t-test,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가설검정은 경로분석을 하였다. 가설모형의 전반적 지수는 = .06(p= .812), 

df=1,  =.06, GFI=1.0, AGFI= 1.0, SRMR=.002, NFI= 1.0, NNFI=1.0, RMSEA=0.000, CN=266으로 좋은 부합도
를 보였다.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및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사통, 문제해결 대처는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의 적응을 돕는 간호중재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돕고,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를 감
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중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가족, 회복력 요인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the married immigrant women and was attemp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the nursing practice useful in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aspects and the influence of resilience factor and 
promoting the family adapt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married immigrant women who were located 
in urban-rural complex area around Daejeon city and in Chungnam region, 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ing program of community welfare halls among those who had resided over 1 year in Korea. The data 
was collected from Feb, 2012 to July, 2012 and in the end, 216 questionnaires were made the subjects of data 
analysis . For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ANOVA,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LISREL. The overall index of hypothesis model showed a good congruence like = .06 
(p= .812), df=1,  =.06, GFI=1.0, AGFI= 1.0, SRMR=.002, NFI= 1.0, NNFI=1.0, RMSEA=0.000, CN=266. 
Looking at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suggested by the model, the variables which affected the family 
adaptation were family stress and parenting stress, while social support, family hardness,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coping didn’t affect the family adaptation. It is considered tha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nursing intervention which helps the family adaptation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who are in a crisis situation must be done with a program which can help them have a positive view 
on the stress situation and reduce the stress happening in the family relationship and 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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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의 인구구조상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

이고 있는 상은 출산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 가족의 증가라 할 수 있다[3]. 2010년 우리나라

의 국제결혼은 총 혼인 건수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국제결혼이 76.8%에 이

르고 있다[46].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지역 간 성비의 불균형과 결혼 수

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 지역 남성이나 도시 소득층 

남성이 지역사회 혹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결혼 령기를 넘기면서 그 안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34]. 

이 듯 우리나라를 새로운 삶의 터 으로 삼는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은 결혼 후 생활습 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  갈등[1], 가정 경제의 어려움[29], 차별과 편견, 자

녀 양육  교육의 어려움 [37] 심각한 연령차와 이로 인

한 부 응, 갈등, 가정 폭력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

고, 사회  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보고(2006)에 의하면 부분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정이라는 사  역 안에서 남편이나 

시  식구들과 종속 인 계가 성립되며 사회 인 차원

에서도 일방 인 한국 문화의 학습을 요구 받고 동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배우자나 그 

가족은 부인이나 며느리의 문화, 사회에 해 알려고 하

지 않거나 무시 는 차별을 하고, 심지어  가치로 

따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여 외국인, 여

성, 주부라는 다양한 역할부담을 가지고 낯선 문화 속에

서 생활하기 때문에 신체  건강문제와 언어  생활방

식의 차이, 가치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할 

험이 높으며, 이는 가족 계 내에서 스트 스로 작용

할 수 있다[6]. [14]은 이러한 스트 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하게 처하지 않으면 큰 상황  기로 

발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 으며, [32]의 연구에서도 가

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 스가 가족 응에 향

을  수 있다고 하 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계 

내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는 요한 스트 스원이 될 수 

있고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가족은 기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에 한 가족 응 상을 총체 으로 

근한 이론이 가족회복력 이론이다[44]. 가족 회복력이란 

가족이 기나 역경을 극복하고 정 으로 수용하고 받

아들이는 것이라고 하 다[7]. 가족 회복력은 가족의 삶

에 부정 인 결과를 야기시키는 가족 스트 스를 완화하

고 가족 응을 진시키는 역할을 한다[12,14]. 즉, 결혼

이주여성이 국제결혼으로 인해 혼란, 어려움을 겪고 있

지만, 가족이 가진 잠재  회복력과 성장을 확신하고 

재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를 견디어 원래의 치로 돌아

가게 하는 상호작용 인 과정을 의미한다. 

가족 회복력 이론 의 가족 스트 스는 일상생활 사

건과 가족 환이나 가족의 변화와 구성원의 경험에 따

라 지속된다. 가족 스트 스는 스트 스를 일으킬 수 있

는 잠재력을 지닌 요소로 가정하여 결혼 이주 여성 가족

이 경험한 생활 사건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불가피한 것

으로 되면 가족 안정성, 평형과 응을 하고, 가

족의 기능을 붕괴시킨다[44]. 가족 일상  스트 스 자체

가 정  혹은 부정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트

스를 회피하기 보다는 이것에 직면한 가족이 어떻게 인

지하고 반응하느냐가 더 요하다. 가족이 어떻게 붕괴

된 경험에 직면하여 스트 스를 리하고 완충시키며,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모든 구성

원과 그 가족단 의 안녕  응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족 응이란 가족이 기상황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가족 노력의 산물로, 개별 인 가족원의 정

인 신체 ․정신  건강, 가족 개개인 는 가족 집단

이 가족 체계상에서의 요구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며, 가족이 스트 스 상황에 한 요구에 응하

여 가족기능, 인지  평가, 가족자원, 가족문제 해결 능력 

 처방법을 활용하여 형성된 가족 구성원 노력의 결

과이다[44].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

국에 응하기 해 생활패턴의 변화, 언어의 차이 등 다

양한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에게 있어 스트 스에 따른 응시기라고 할 수 있

다.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다양한 스트 스는 가족이 새

로운 환경에 응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족 부 응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27,32]. 그러나 가족

은 다양한 기에 처하게 되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

한 능력과 힘, 가치체계 등의 자원을 통해서 가족 스트

스와 기를 극복하고, 나름 로의 응을 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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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27].

가족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인자는 가족 내 , 외

으로 스트 스에 한 완충효과와 스트 스에 재인

자의 역할을 하는 응 요인이며 가족의 내 인 회복인

자로 설명되고 있다. [44]는 가족 회복력 이론에서 가족

의 응은 가족이 요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내외

의 사람, 집단, 기  등의 특성과 능력인 가족 자원과 연

되며, 가족 체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행동하는지를 특

징짓고 설명하는 가족 체계의 기본 속성인 가족의 유형, 

그리고 가족이 체계내의 요구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하고

자 시도하는 특별한 노력인 가족 상황에 체에 한 가

족의 문제해결  응 략과도 연 된다고 하 다. 즉 

가족 응을 측하는 회복력 인자들간의 상호작용을 강

조하고 있으며 회복력인자를 가족의 상황  평가, 가족

의 리자원, 가족유형, 문제해결  응 략의 4가지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 자원  사회  지지를 [42]는 회복력 모형에서

의 가족이 기상황을 리하기 해 사용하는 모든 사

람과 기 , 단체로부터의 지지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자

원을 말한다고 하 다. 즉 복지  등의 사회단체 뿐 아니

라 다른 가족원, 친구, 교사와 같은 공식, 비공식 인 근

원으로부터의 지지를 다 포함한다. 사회  지지는 다른 

회복력 요인을 거쳐 응에 이르게 하는 가장 요한 매

개변수로 가족 응에 간 인 향을 미치는 동시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어 왔다. [36][45]는

가족이 인지하는 사회  지지는 가족 응에 유의한 

향을 주며, 성공 인 측요인이라고 하 다. 한 가족

의 강인성은 개인의 인성특성인 강인성과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 [42]에 의하면 가족강인성이란 스트 스 상

황에 처했을 때 스트 스에 한 완충효과와 스트 스 

재인자의 역할을 하는 용요인으로 서술되어 왔으며, 

가족의 내 인 복원인자로 설명되고 있다. [20][21]은 스

트 스나 기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회복력  가족강인

성이 가족 응을 향상시키는 가장 향력이 큰 변수라고 

하 다. 문제해결  처 략이란 가족 능력의 행동  

요소로 가족이 스트 스 상황을 리하기 해 사용하는 

특별한 문제해결 시도나 행동을 말하며, 이는 존하는 

가족자원을 이용하고 가족단 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행 와 자원을 발달시키고 스트 스 사건의 

향을 이거나 완화시키고 회복을 진하는 극 인 

과정으로 상항을 보다 더 건설 으로 리할 수 있고 받

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해 상황과 련된 의미

를 형성하고 평가하는 가족 수 의 인지평가를 포함한다

[21]. [9]의 연구에서 문제해결 처 략은 가족 응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정 인 응에 도움이 되는 사회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처 략은 스트 스 인 

사건이나 상황에서 개인의 지각, 평가 처의 능력을 

진시키고 성공 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가족 응에 매우 

요하고 효과 인 것으로 가정된다. 

간호에서의 상자 개념은 가족도 간호 상자에 함

께 포함된 가족 심의 간호로 확 되고 있으며, 최근 국

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이주여성 가족도 역시 간호

상자로 가족 심의 효율  간호 재를 해서는 우선 

가족의 스트 스와 응에 한 사정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는 부분이 

가족 스트 스[6][27], 문화 응 스트 스[9][11][35][39], 

양육스트 스[8][23][38]에 한 연구들이며, 이들 연구

는 단지 스트 스에 해 향을 미치는 요인과 스트

스 수 을 측정하는 연구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와 지원정책을 확인하기 한 연구들뿐이었으

며,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스트 스와 회복력요인을 

심으로 가족 응을 설명하고, 모델의 합성을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스트 스와 

응을 설명하고 측하며, 가족 회복력 모형을 검정하

고, 가족 스트 스, 응의 이론에 근거하여 변수들 간의 

계를 탐구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가족간호 

재 개발의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 시도하 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결혼이주

여성이 인지하는 가족 스트 스와 회복력 요인이 가족 

응과의 계에서 어떻게 여하는지 분석을 통해 

McCubbin의 회복력 모형을 검증하기 함이며, 이를 

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회복력 모형을 기 로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응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응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호 인과  계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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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이론적 틀

회복력 요인이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응에 미치는 

향  회복력 요인간의 계를 악하고자 가족스트

스, 조정, 응의 회복력 모형[42] [Figure 1]을 기 로 다

음과 같이 이론  틀을 구축하 다. [42] 의 회복력 모형

에서는 가족의 회복력 인자를 가족기능, 가족자원, 가족

의 상황  평가, 가족의 문제해결  응 략의 4가지 

변수로 이론  틀을 구성하고 있다[Figure 1]. 가족의 

기상황은 가족생활주기상의 문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긴장 등에 의해 생기는 가족 체계내의 스트 스가 

되면 심각한 스트 스 상황이 되고 심각한 스트 스 상

황은 가족 안정성, 평형과 응을 하고 가족의 기능

을 붕괴시키게 된다. 이것은 생활사건 는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족이 지닌 힘 

는 능력  자원(BB)과 연 되고, 가족이 요청하거나 이

용할 수 있는 사람, 집단, 기  등의 특성과 능력인 사회

 지지(BBB)와 연 된다. 한 가족이 체상황에 해 

의미를 부여하는 가족의 인지평가(CC)와 연 되며, 이는 

가족 (CCC:famliy schema)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 

한 가족의 응수 은 가족이 가족체계 내의 요구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특별한 노력인 가족

상황 체에 한 가족의 문제해결  응 략(PSC)에 

연 된다[Figure 1].

스트 스는 [14][15]의 연구에서 응에 직 인 

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결

혼이주여성가족의 응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하

고자 하 다. 

가족자원은 가족의 항자원으로 가족의 능력과 힘을 

말하는데 사회 지지, 경제  안정성, 강인성, 가족 통

과 의식, 가족일상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회  지지  가족강인성으로 가족자원을 측정하 다.

사회  지지는 기존의 가족 응에 한 연구에서 스

트 스와 가족 붕괴사이의 일차 인 완화요인 혹은 매개

요인으로 꾸 히 확인되어 왔으며 회복력 모형에서는 

기상황에서 가족의 사회  지지의 넓이와 깊이는 가족

응과 련되며 정 인 계를 갖는다는 명제를 제기하

고 있어 회복력 요인에 포함시켰다.

가족강인성은 가족스트 스, 처, 가족기능의 강력한 

측인자이며 가족 내의 강인성은 지속 인 조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Failla와 Jones, 1991) 

회복력 요인에 포함시켰다.

한편 [43]은 문제해결과 처를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처로 분리하면서 의사소통의 개념을 새롭게 첨가시켰

는데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가족 과 가족강인성의 향

을 받고 가족 응에 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여 문제해결 의사소통을 회복력 요인에 포함시켰다. 

가족 응은 가족원 개개인의 신체 , 심리  건강상태

를 반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긴장, 두

려움 등 가족안녕지표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McCubbin 등(1996)의 가족스트 스에 

한 회복력 모델의 응단계에 의하면 스트 스는 가족

요구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스트 스는 가족 복원요인인 

사회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처를 매개로 가족 응에 향을 미친다. 

모형에서 양육스트 스, 가족스트 스가 외생변수로

서 내생변수인 가족강인성, 사회  지지, 문제해결 의사

소통, 문제해결 처가 가족 응에 이르는 경로를 가정

하 고, 내생변수인 가족강인성  사회  지지가 내생

변수인 문제해결 처와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

로  가족 응에 이르는 경로와 내생변수인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처가 내생변수인 가족 응으로 

가는 경로를 가정하 다. 이에 한 본 연구의 개념  틀

은 다음과 같다[Figure 2].

[Fig. 1] Adaptation phase of the resilience model

[Fig. 2]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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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  조사연구로써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응을 설명, 측하기 해 McCubbin의 회복력 모형을 

기틀로 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회복력 요인인 사회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처간의 

상호 계와 응에 이르는 가설  모형을 설정하여 경로

를 악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한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조사 상은 D시 외곽의 도․농 복합지역  충남 지

역에 거주하는 국, 일본, 몽고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결

혼이주여성으로 한국거주기간 1년 이상 10년 미만, 자녀

가 1명이상인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다문화가정 여성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결혼 이민자 로그

램,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사회복지 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상으로 하

으며, 부 당한 자료를 제외한 216명을 연구의 상으

로 하 다. 경로분석에서 표본의 크기는 일반 으로 

측변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한 200-400명 정도 

되어야 한다[17]. 본 연구에서 총 분석 설문지가 216부로 

경로분석 모형의 용 기 을 충족시켰다. 

2.3 연구 도구

2.3.1 가족스트레스

결혼이주여성이 받는 가족 계에서의 스트 스를 측

정하기 하여 McCubbin , Wilson & Patterson(1979)의 

FILE(Family Im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기 로 최동희(1990)가 제작하고 김세아(2008)가 수정․

보완한 척도인 28문항의 가족 계 스트 스 척도를 사용

하 다. 각 문항은 6  Likert 평  척도를 용하여 ‘경

험한 바 없다’에 0 , ‘정말 심각하다’에 5 을 주어 최하 

0 에서 최고 140  사이에 분포한다. 본 연구는 수가 

높을수록 각 역의 스트 스가 높음을 나타낸다. [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5이었다. 

2.3.2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0)의 일상  양육스트 스 

지수( Parenting Stress Index : PSI)를 기 로 신윤오

(2000)가 제작하고 오애 (2011)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를 용하여 ‘  그 지 않다’ 1 에서 

‘정말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가 높음

을 의미한다.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5이었다.

2.3.3 사회적 지지

McCubbin, Patterson, Glynn( 1982)이 개발한 사회  

지지 척도(SSI)를 심미경(200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SSI는 16문항의 5  척도로 구성되어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사

회  지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다.

2.3.4 가족강인성

McCubbin, McCubbin과 Thompson(1986)이 개발한 

가족의 강인성 척도(FHI)를 박인숙(2001)이 번안한 도구

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통제감, 동성, 도 성의 총 

20문항 4  척도로 구성되어 ‘그 지 않다’ 1 에서 ‘항상 

그 다’ 4 으로 수가 높을수록 강인성이 높은 가족임

을 의미한다. [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2이었다.

2.3.5 문제해결 의사소통

McCubbin 등(1988)이 개발한 가족 문제해결 의사소

통 척도(FPSC)를 심미경(200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FPSC 는 10문항의 4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문제 해결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4 이었다.

2.3.6 문제해결 대처

McCubbin, Olson, Larsen(1981)이 개발한 가족 처척

도(F-COPES)를 심미경(200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20문항의 5  척도로 구성되어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처 행동을 통해 도움을 얻는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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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n)
%

Highest level 

of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6 2.8

Middle school 75 34.7

High school 92 42.6

University

(including Colleges) 
40 18.5

Over graduate school 3 1.4

Highest level 

of education of 

husband

Under elementary school 6 2.8

Middle school 45 20.8

High school 119 55.1

University

(including Colleges) 
43 19.9

Over graduate school 3 1.4

Job

Profession, White-collar 

job
14 6.5

Service work 17 7.9

Agriculture 31 14.4

Self-employed 10 4.6

Housewife 112 51.9

Others 32 14.8

Husband's job

Profession, White-collar 

job
19 8.8

Service work 29 13.4

Agriculture 70 32.4

Self-employed 34 15.7

Others 64 29.6

Monthly 

income

Under 1 million won 39 18.5

Over 1million won 

～ Under 2 million won 
99 46.9

Over 2 million won 

～ Under 3 million won 
55 26.1

Over 3 million won 15 7.1

2.3.7 가족 적응

McCubbin과 Patterson(1982)에 의해 개발된 가족의 

안녕척도(FMWB)를 박인숙(2001)이 번안한 도구를 사

용하 다. 이 도구는 가족원의 건강, 긴장, 에 지, 즐거

움, 공포, 분노, 슬픔, 일상  심 등에 한 정도를 측정

하는 8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 ‘  그 지 않다’ 0

에서 ‘매우 그 다’ 10 까지의 11  Likert 척도로 수

가 높을수록 가족 응이 좋음을 의미한다. [14]의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는 K 학병원의 연구윤리심의 원

회의 승인을 거쳤다(제 12-68).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하 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와 질문지 작성과 면 법에 해 교육받은 연구 

보조자로 간호 학생 3명이 실시하 다. 결혼이주여성

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 방법에 해 설명을 하여 

본인이 직  작성  하 으며 도움이 필요로 되는 상

자는 연구자  연구보조자가 직  읽어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 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상자

에 한해 실시하 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30-50분

이 소요되었다.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는 고마움의 표시

로 제작한 답례품을 사례하 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LISREL을 이용하여 산

처리 하 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백분율, 빈도,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2) LISREL 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모형검증을 실

시하여, 경로계수, 잔차, 측정오차를 측정하 다. 

한 가설 검증을 한 추정된 각 모수의 유의성 

검증은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에서 나타나는 

효과계수의 크기와 t값을 기 으로 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고졸이 92명(42.6%), 졸이 

75명(34.7%)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학력에서는 고졸이 

119명(55.1%)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은 

업주부라고 응답한 경우가 112명(51.9%)로 가장 많았

으며, 남편직업은 농업이 70명(32.4%), 기타가 64명

(2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100 - 200만원 

미만이 99명(46.9%), 가족구성원의 경우 확 가족이 147

명(6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25세 - 29세가 83명(38.4%), 남편의 연령은 40세 

- 49세가 138명(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주

여성의 출생지는 베트남이 89명(41.2%)으로 가장 많았으

며, 국이 63명 (29.2%), 필리핀이 42명(19.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26명(59.4%),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0명(40.6%)이었다. 한국거주기간

에서는 3년 - 5년이 84명(38.9%), 자녀는 1명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151명(69.9%)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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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4 million won 

Over 4 million won 8 3.7

Family 

member　

Nuclear family 69 31.9

Extended family 147 68.1

Age

Below 24 49 22.7

25-29 83 38.4

30-34 48 22.2

35-39 21 9.7

Over 40 15 6.9

Husband’s age

Below 39 48 22.2

40-49 138 63.9

Over 50 30 13.9

Birthplace

Vietnam 89 41.2

China 63 29.2

Philippines 42 19.4

Japan 5 2.3

Mongol 5 2.3

Cambodia 3 1.4

Nepal 2 0.9

America 4 1.9

Kazakhstan 1 0.5

Taiwan 2 0.9

Religion
Yes 126 59.4

No 90 40.6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1-3 years 41 18.9

3-5 years 84 38.9

5-7 years 60 27.8

Over 7 years 31 14.4

Children

One 151 69.9

Two 61 28.2

Three 4 1.9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Scale

Family stress 0.00 4.61 2.18 0.98 -0.25 -0.54

Parenting stress 1.33 4.85 2.55 0.71 0.78 1.01

Social support 1.94 4.65 3.13 0.44 0.67 0.82

Hardness 1.53 4.00 2.75 0.43 0.20 -0.22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1.20 4.00 2.75 0.54 -0.53 0.75

Problem solving coping 1.80 4.45 2.85 0.47 0.68 0.40

Family adaptation 1.75 10.00 5.93 1.65 0.11 -0.1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N=216)

3.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연구변수의 서술  통계는 <Table 2>과 같다. 일반

으로 표 선형모형이나 공변형의 계구조를 검정하려

면 자료의 정규분포의 가정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본 자

료의 분포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는 2.0보다 어 정규분

포의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가족스트 스는 5

 만 에 평균 평 이 2.18 으로 보통 정도 스트 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양육스트 스는 5  만 에 평균 평

이 2.55 으로 보통 정도의 스트 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  지지는 5  만 에 평균 평 이 3.13 으

로 보통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강인

성은 4  만 에 평균 평 이 2.75 으로 보통 이상의 가

족강인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4  

만 에 평균 평 이 2.75 으로 비교  효율 인 의사소

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 해결 처는 5  만

에 평균 평 이 2.85 으로 효율 으로 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족 응은 10  만 에 평균 평 이 5.93

으로 보통 정도로 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가족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

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해결 대처 및 가족 적응간의 상관관계

가족스트 스는 양육스트 스(r=.39, p<.001)와 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지지(r=-.39 

p<.001), 가족강인성(r=-.49, p<.001), 문제해결 의사소통

(r=-.54, p<.001), 문제해결 처(r=-.24, p<.001), 가족

응(r=-.33, p<.001)과는 역 상 계를 나타냈으며, 문제

해결 의사소통(r=-.54, p<.001)과 가장 높은 역 상 계

를 보 다. 양육스트 스는 가족스트 스((r=.39, p<.001)

와는 순 상 계를 나타냈으며, 사회 지지(r= -.21, 

p<.001), 가족강인성(r= -.42, p<.001), 문제해결 의사소

통(r= -.34, p<.001), 가족 응(r= -.32, p<.001)과는 역 

상 계를 나타냈다. 

사회  지지는 가족강인성(r=.57, p<.001), 문제해결 

의사소통(r=.54, p<.001), 문제해결 처(r=.57, p<.001), 

가족 응(r=.24, p<.001)과 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강인성은 문제해결 의사소통(r=.71, p<.001), 

문제해결 처(r=.44, p<.001), 가족 응(r=.32, p<.001)과 

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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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cidence Index (p-value)  GFI AGFI SRMR NFI NNFI RMSEA

Optimal Model p>0.05 < 3 ≥0.9 ≥0.9 ≤0.05 ≥0.9 ≥0.9 ≤0.05

Hypothetical

 Model
0.00(p=1.000) 0.00 1.00 1 0.000 1.00 1.00 0.000

<Table 4> Model fitness Index of hypothetical model

 
Family 

stres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Family 

hardness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coping

Family 

adaptation

Family stress 1.00

Parenting stress .39*** 1.00　

Social support -.39*** -.21** 1.00　

Family hardness -.49*** -.42*** .57*** 1.00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54*** -.34*** .54*** .71*** 1.00　

Problem solving coping -.24*** -.03 .57*** .44*** .47*** 1.00　

Family adaptation -.33*** -.32***  .24*** .32***  .24*** .10 1.00　

** p<.01  *** 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tudy variables

(r=.70, p<.001)과 가장 높은 순 상 계를 나타냈다. 문

제해결 의사소통은 문제해결 처(r=.47, p<.001), 가족

응(r=.24, p<.001)과 순 상 계를 나타냈다. 가족 응은 

사회  지지(r=.24, p<.001). 가족강인성(r=.32, p<.001), 

문제해결 의사소통(r=.24, p<.001)과 순상 계를, 가족

스트 스(r=-.33, p<.001), 양육스트 스(r=-.32, p<.001)

와는 역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3.4. 가설적 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McCubbin 등(1996)의 가족스트 스, 조정, 

응의 회복력과 선행연구들의 문헌고찰을 토 로 확인

된유의한 향요인에 부합하는 변수를 구성요소로 하여 

가설  모형을 설정하 다. 

3.5 가설적 모형의 모수 추정

사회  지지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

스트 스( γ = -0.37. t = -5.38 )이 으며, 양육스트 스

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사회  지지가 이들 

원인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16%이었다. 

가족강인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

트 스( γ = -0.23, t = -3.89 ), 양육스트 스( γ = -0.24. 

t = -4.43 ), 사회  지지( γ = 0.43. t = 7.74 )이었으며, 

이  사회  지지가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 다. 

가족강인성이 이들 원인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

는 45% 다.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변수는 가족스트 스( γ = -0.22, t = -4.17), 사회  

지지( γ = 0.17. t = 3.14 )와 가족강인성( γ = 0.49. t = 

8.11 )이 으며, 양육스트 스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강인

성 이 으며,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이들 원인변수에 의

해 설명되는 정도는 57% 다. 

문제해결 처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양

육스트 스( γ = 0.17, t = 2.74 )와 사회  지지( γ = 0.43, 

t = 6.45 )  문제해결 의사소통( γ = 0.24. t = 2.90 )이

으며, 양육스트 스와 가족강인성은 유의한 향을 미치

지 못하 다. 문제해결 처가 이들 원인변수에 의해 설

명되는 정도는 39% 다.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좋은 모형인지 아닌지를 아

는 방법은 여러 가지 부합지수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x2 통계량, x2 통계량/자유도(df), 기 부합치

(GFI), 조정부합치(AGFI), 잔차평균자승제곱근(RMR), 

표 부합치(NFI), 비표 부합치(NNFI), 개량오차평균의 

제곱근(RMSEA), Critical Number(CN)를 이용하여 검정

하 다<Table 4>.

가족 응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

스( γ = -0.18, t = -2.38 ), 양육스트 스( γ = -0.19. 

t = -2.62 )이 으며, 사회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처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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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variables Cause variables
Characteristic number 

(SE)
t SMC

Social support Family stress -0.37(0.068) -5.38***

Parenting stress -0.07(0.068) -0.97 0.16

Family hardness Family stress -0.23(0.058) -3.89***

Parenting stress -0.24(0.055) -4.43*** 0.45

Social support  0.43(0.055)  7.74***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Family stress -0.22(0.054) -4.17***

Parenting stress -0.012(0.051) -0.23 0.57

Social support  0.17(0.055)  3.14**

Family hardness  0.49(0.061)  8.11***

Problem solving coping
Family stress  0.05(0.066)  0.81

Parenting stress  0.17(0.061)  2.74** 0.39

Social support  0.667)  6.45***

Family hardness  0.12(0.083)  1.43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0.24(0.081)  2.90**

Family adaptation Family stress -0.18(0.077) -2.38*

Parenting stress -0.19(0.072) -2.62* 0.18

Social support  0.11(0.086)  1.27

Family hardness  0.16(0.097)  1.67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0.07(0.096)  0.71

Problem solving coping  0.05(0.080)  0.63

<Table 5> Path coefficient, t-value and multiple correlation square value of hypothetical model 

다. 가족 응이 이들 원인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

는 18% 다.<Table 5> 본 가설  모형에 한 경로도해

는 〔Figure 3]과 같다.

[Fig. 3] Hypothetical model of this study

3.5 가설적 모형의 효과분석

사회  지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

트 스가 직 효과(γ=-0.37, t= -5.38), 총효과(γ=-0.37, 

t=-5.38)로 부 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하 다.

가족강인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

스가 직 효과(γ=-0.23, t=-3.89), 간 효과(γ=-0.16, 

t=-4.42), 총효과(γ=-0.39, t=-6.18), 양육스트 스가 직

효과(γ=-0.24, t=-4.43), 총효과(γ=-0.27, t=-4.37)가 부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지지는 직 효과(γ= 0.43, 

t=7.74), 총효과(γ=0.43, t=7.74)가 유의하 다.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 스가 직 효과(γ=-0.22, t=-4.17), 간 효과(γ

=-0.25, t=-5.76), 총효과(γ=-0.47, t=-7.75), 양육스트 스

는 간 효과(γ=-0.15, t=-3.58), 총효과(γ=-0.16, t=-2.55)

가 부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지지는 직 효과(γ

=0.17, t=3.14), 간 효과(γ=0.21, t=5.60), 총효과(γ=0.38, 

t=6.86), 가족강인성은 직 효과(γ=0.49, t=8.11), 총효과

((γ=0.49, t=8.11)가 유의하 다. 

문제해결 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

스트 스가 간 효과(γ=-0.32, t=-5.90), 총효과(γ=-0.26, 

t=-3.66), 양육스트 스는 직 효과(γ=0.17, t=2.74), 간

효과(γ=-0.10, t=-2.10)가 부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지지는 직 효과(γ=0.43, t=6.45), 간 효과(γ=0.14, 

t=3.71), 총효과(γ=0.57, t=9.48), 가족강인성은 간 효과

(γ=0.12, t=2.73), 총효과(γ==0.24, t=3.19), 문제해결 의사

소통이 직 효과(γ=0.24, t=2.90), 총효과(γ=0.24, t=2.90)

가 유의하 다. 

가족 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스트 스

는 직 효과(γ=-0.18, t=-2.38), 총효과(γ=-0.24, t=-3.51), 

양육스트 스가 직 효과(γ=-0.19, t=-2.62), 총효과(γ

=-0.23, t=-3.39)가 부 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하 다< 

Table 6>.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회복력 모형검증

364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May; 11(5): 355-370

Outcome variables Cause variables
Direct 

effect(t-value)

Indirect 

effect(t-value)
Total effect(t-value)

Social support Family stress -0.37(-5.38)*** -0.37(-5.38)***

Parenting stress -0.07(-0.97) -0.07(-0.97)

Family hardness
Family stress -0.23(-3.89)*** -0.16(-4.42)*** -0.39(-6.18)***

Parenting stress -0.24(-4.43)*** -0.03(-0.96) -0.27(-4.37)***

Social support  0.43(7.74)***  0.43(7.74)***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Family stress -0.22(-4.17)*** -0.25(-5.76)*** -0.47(-7.75)***

Parenting stress -0.01(-0.23) -0.15(-3.58)*** -0.16(-2.55)**

Social support  0.17(3.14)***  0.21(5.60)***  0.38(6.86)***

Family hardness  0.49(8.11)***  0.49(8.11)***

Problem solving 

coping

Family stress  0.05(0.81) -0.32(-5.90)*** -0.26(-3.66)***

Parenting stress  0.17(2.74)** -0.10(-2.10)* -0.07(-0.95)

Social support  0.43(6.45)***  0.14(3.71)***  0.57(9.48)***

Family hardness  0.12(1.43)  0.12(2.73)**  0.24(3.19)**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0.24(2.90)**  0.24(2.90)**

Family adaptation
Family stress -0.18(-2.38)* -0.06(-1.40) -0.24(-3.51)***

Parenting stress -0.19(-2.62)* -0.04(-1.59) -0.23(-3.39)***

Social support  0.11(1.27)  0.01(0.25)  0.12(1.79)

Family hardness  0.16(1.67) -0.05(-0.95)  0.11(1.37)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0.07(-0.71)  0.01(-0.61)  0.08(-0.85)

Problem solving coping  0.05(-0.63)  0.05(-0.63)

*│t-value│>1.96(P<.05와 같음)

**│t-value│>2.58(P<.01과 같음)

***│t-value│>3.29(P<.001과 같음)

<Table 6> Th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each predictor variable of hypothetical 
model

4.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스트 스, 양육스트

스, 가족강인성, 사회  지지,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

결 처가 가족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

와 향력을 악하여 인과 계를 규명함으로써 결혼이

주여성의 가족 응을 증진하고 간호 재의 근거를 제공

하고자 실시하 다. 가설  모형을 검정한 결과 결혼이

주여성의 가족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스트

스와 양육스트 스로 나타났다.

가족스트 스는 가족 응에 직 으로 부 인 계

를 보 는데, 이는 장애아 가족을 상으로 한 [4]과 [25], 

암환아 가족을 상으로 한 [14]과 [15], 고 험 신생아 

부모를 상으로 한 [26], 국 입원 환아 가족을 상으

로 한 [24]의 연구에서도 가족스트 스가 가족 응에 부

정 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한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32]의 연구에서 가족 내 무시와 소외감, 언어소통이 원

활하지 못하여 생기는 오해, 부부간의 역할기 의 불일

치로 오는 갈등을 가족 내 응성 해요인이라고 하

으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 스가 가족

응에 향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27]에 의하면 결

혼이주여성이 갖고 있는 가족탄력성의 조 효과에서 가

족스트 스가 한 단  증가할 때마다 가족 응이 일정한

만큼 감소하며 가족 응에 부  향을 미치는 것을 입

증하 다.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한 [3], [7], 베트남 

결혼이민자여성을 상으로 연구한 [5]는 가족 계에서 

오는 스트 스와 갈등이 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 다. 

[13], [30]는 국제결혼을 한 남편은 가부장 인 태도와 아

내에게 경제 , 외출 등의 행동을 통제하고 부인을 의심

하고 언어 ․신체  폭력행동을 함으로써 갈등이 야기

되며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응하는데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라고 하 으며, [31]의 연구에

서도 가족 계와 역할 역에서 나타난 시 과의 갈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스트 스가 가족 응에 부정 인 효

과를 나타내어 스트 스가 높을수록 가족 응은 낮아짐

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스트 스 감소를 해서는 문화  어려움  

가족 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응을 증진시키는 

진요인으로 한국인 남편과 그 부모 상 교육을 통해 

민주 이고 평등한 가족 계에 한 교육과 남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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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아내 는 며느리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 응에 보다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구성원  가족의 구

성원이 되도록 돕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양육스트 스는 가족 응에 직 으로 부 인 계

를 보 다.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8]의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

스는 평균 3.06으로 내국인의 평균 2.88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여성을 상으로 한 [5]와 필리핀 이

주여성을 상으로 한 [16]의 연구에서도 양육스트 스

가 높게 나타났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미처 한국생

활에 응하기도 에 바로 임신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출산  자녀양육에 한 스트 스가 크고, 출산 

후 올바른 양육방법을 몰라 힘들어하지만 남편들의 양육

지원 부족에 한 불만감  폐쇄 이고 보수 인 농

사회에 자문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한

다고 하 다. [2], [8]은 부모가 될 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역할로의 갑작스러운 이행  자녀양육으로 인한 양

육스트 스로 인해 부모역할에 한 부담이 높게 나타났

다고 보고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응에 있어 양

육스트 스는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가족과 지역사회에 

한 응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  

지지 자원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상당한 심리  고

통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 부분 여성들은 출산 시에 

친정어머니나 자매와 같은 가족 는 문 산후도우미의 

지원을 극 으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 결혼이주여성들

은 출신국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 스가 높

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양육스트 스

는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체에게도 모성 역할, 아내 역

할, 며느리 역할 등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녀양육스

트 스를 감소시키고 가족 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결혼

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비부모교육 로그램이 극

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한 멘토링 로그램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사회  지지는 가족 응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사별가족을 상으로 한 [33],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를 상으로 한 [18], 소아암 환아 가족을 

상으로 한 [14], [21]의 연구에서 사회  지지가 가족 응

에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한 보고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지지는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

통, 문제해결 처에 직 인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

는 친구, 가족 등 의미있는 사람들의 지지는 가족강인성

을 높이고 가족스트 스와 사건을 보다 정 으로 인식

하고 효율 인 의사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스트 스와 사

건에 더 잘 처하게 함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결

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빨리 응하기 하여 는 

남편이나 시부모가 싫어해서 본국인들과의 만남  계

망을 피하거나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한국여성개발원, 

2006),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문화에 응하는 과정에

서 가족  사회자원과 상호작용하며 응해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한되거나 왜곡된 한국사회나 문화에 한 지

식,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응문제를 

보인다고 하 다[18]. [7]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  고

립  지지자원의 부재로 응을 어렵게 만들고, 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으며, [22]의 연구에서도 결

혼이주여성의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

족들의 방임 인 태도와 계 인 가족구조에서의 불합

리한 계  응 기에 가족들로부터 심과 배려, 지

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요한 원인이라고 하 다. 아시

아지역 가정생활문화를 통해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가정생활 응 략에 해 연구한 [19]는 남편이나 시

가족이 아내의 외출과 사회활동을 막는 것은 결혼이주여

성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 으며, 결혼이

주여성들은 한국생활 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의 가부장 이

고 남성 우 인 가족생활문화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지지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하 다. 이 듯 결혼이

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의 권 인 태도와 가족들 간

의 불합리한 계, 부당한 우 등으로 인해 사회  지지

를 받지 못함으로써 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복력 모형에서 사회  지지는 가족의 

자원에 해당되는 회복력 요인으로서, 가족 응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 교육

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이주여성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도움

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 에 한 정보를 주

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자조그룹과 하게 도와

주고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자조모임의 구성을 통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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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를 배우고 사회  지지를 받게 되는 간호 재를 보

다 더 극 으로 권장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사별가족을 상으로 한 [33], 소아암 환아 가족을 

상으로 한 [14]과 [21], 국 입원 환아 가족을 상으로 

한 [24]의 연구에서 가족강인성은 가족 응에 향을 미

친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가족강인성은 가족의 동성, 통

제성, 도 성,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성이란 

가족의 내  힘에 한 감각  동하는 능력과 의지력

을, 통제성이란 가족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도 성이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려는 

신 이고 극 인 가족의 노력을, 자신감은 앞날의 계

획을 세울 수 있는 감각, 노력에 하여 인정받는다는 느

낌, 고난을 견디는 능력, 흥미롭고 의미로운 인생 경험들

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서로 다른 문화

와 생활습 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여 형성되었기 때문

에 언어소통으로 인한 문제, 사회  편견과 문화  차이

에서 생겨나는 갈등 문제,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등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는 의지도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앞날의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며 고난을 견딜 수 있

는 능력 결여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강인

성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상으

로 가족강인성과의 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가 없어 직

으로 비교는 어려우나, [20]과 [21]에 의하면 가족의 

강인성은 가족의 스트 스에 한 항력과 스트 스를 

완충시키며 스트 스에 한 가족의 조정과 응을 진

시킨다고 하 으며, 가족강인성은 가족 응에 가장 향

력 있는 변수로서 사회  지지가 많을수록, 문제해결 의

사소통을 잘 할수록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가

족강인성을 높이는 간호 재 시 문제해결 의사소통  

사회  지지 등의 선행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3]의 양부모 가족 모형, [40], [43]의 단일부모 가족모

형, 국내에서 소아암 환아 가족을 상으로 한 [21]의 연

구에서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가족 응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의사소

통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한

국어 수 은 가족건강성에 향을 주는 변인이며, 한국

남편과 결혼이주여성은 언어문제로 인해 부부 계  

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부

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한국어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

게 표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발생하 을 경우 회피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됨

에 따라 응에도 향을  수 있다고 하 다[18]. 

[22],[34], [37]도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의 차이로 인해 

응을 어려워한다고 하 으며, 한국인 남편들은 아내나

라의 언어를 배울 기회가 고, 교재도 구하기 어려우며,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와의 연령차이로 인해 아

내가 한국말을 배우기를 기 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 다. [2], [5], [19]의 연구에

서도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는 기 응과정에서 한국

어 공부의 기회가 고, 비 없이 갑작스럽게 변한 낯선 

환경에 살아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통하지 않아 화할 때 의미가 맞지 않고, 그로 인해 불

화도 생겨 의사소통의 불편감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 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응을 돕기 해서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을 한 언어

교육이 필요하며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한국어 교육을, 가

족에게는 출신국가의 언어교육을 통해 가족 내의 의사소

통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 응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가족

의 강인성을 진하고 결속력을 높여주며 동성과 통제

감을 높여 효과 인 문제해결 처를 가능하게 하여 가

족 응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가족 응을 한 회복력 

요인 재 로그램 개발과 수행 시에 문제해결 의사소

통 역시 고려해야 할 의미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가족의 의사소통 형태를 악하여 가족에게 

감정이입, 지지  반응 등의 정 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가족의 강인성  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9], [21]의 연구에서 문제해결 처가 가족 응에 유

의한 직 효과를 가진다고 한 연구결과와 다르게 본 연

구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문제해결 처는 사회  지지의 추구, 재구성, 인 지

지의 추구, 가족 기동성, 수동  평가로 구성되는데 사회

 지지의 추구란 친척, 친구, 이웃, 확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는 능력을, 재구성이란 스트 스 상황을 

보다 더 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해 상황을 재정

의하는 가족의 능력을, 인 지지의 추구, 가족기동성

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역사회 자원을 

찾는 가족의 능력을, 수동  평가란 문제 상황에 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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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반응과 같은 가족이 채택하는 수동 인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해결 처 략을 잘 사용하여 어려

움을 극복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빨리 

응하기 해 는 남편이나 시부모가 싫어해서 본국인

들과의 만남  계망을 피하거나 꺼리는 경향으로 인

해(한국여성개발원, 2006) 스트 스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기 한 지지체계가 부족하게 되고 

그 결과 부정 인 처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39]는 우

리나라는 핵가족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남편의 가부장  

태도와 시부모의 며느리에 한 통제로 인해 시 과의 

갈등이 두드러지며,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부부 간 갈

등이 부부 계  요인 외에 주변의 시  식구나 형제자

매와의 갈등과 연결되고, 가부장  가족구조에서 생되

는 구조  원인과 개인 성격  원인이 동시에 작용함으

로 인해 처행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

다. [3],[10]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갈등을 해결하

기 해 무조건 인내하거나 항을 하거나 가출과 이혼

을 하는 등의 부 한 처방법을 사용하며 문제해결 

능력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문

제해결 처는 가족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

이주여성에게도 문제해결 처를 도울 수 있는 간호 재

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문제해결 처행 는 배워지고 

학습되는 것으로서 삶과 상황에 한 다른 시각을 갖도

록 하며, 정 인 을 계속 유지하게 하므로 다양하

고 효과 인 처 략을 간호 재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

며, 간호 재로 인지  재구성과 사회  지지의 추구, 느

낌과 감정의 표  등의 문제해결 처 방식의 교육이 필

요하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스트 스와 양육스트

스만 가족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응을 한 간호 재는 가

족스트 스와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실에 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계에서 느끼는 스트 스를 감소

시키기 해 가족 간 의사소통 증진방법을 교육하고, 가

족 간 상호이해와 유 감 증진을 한 상담과 주변의 

계망과 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지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

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회복력 모형은 합도는 매우 

높았으나, 가 회복력 요인으로 제시한 사회  지지, 가족

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처는 가족 응에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처는 모두 가족스트 스와 양육스트 스로부터 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서로 간에 매우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에는 이런 

결과에 한 원인규명과 한국 내 거주기간에 따른 분석 

등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 응에 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확

인하고 회복력 요인들의 향력을 악하 다. 본 연구

에서 사회  지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문

제해결 처가 가족 응에 향을 미치지 못하 지만, 

가족스트 스는 사회  지지에 양육스트 스는 가족강

인성에 향을 미치고, 사회  지지는 가족강인성, 문제

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처에 향을 미치고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문제해결 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상황에 놓여있는 결혼

이주여성의 가족의 응을 돕는 간호 재는 스트 스 상

황에 해 결혼이주여성을 심으로 정 인 을 가

지도록 돕고, 가족 계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와 양

육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활

용하는 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각 민족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 이 회복력에 

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에 각 나라의 문화 

 가치 을 고려한 회복력 모형 검증을 제언한다. 

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기간에 따라 한국거주기간

을 고려한 회복력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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