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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와 친 한 정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고자 하 다. 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정보에 한 양을 매개변수로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정도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하 다. 

이를 해 부산과 경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 304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SPSS 21을 통해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사와 친 한 정도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러한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정도의 양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미치는 향과 서비스 이용의 진 방안에 해 본 조사연구가 가질 수 있는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

다.  

■ 중심어 :∣여성결혼이민자∣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사회복지사와 친밀도∣서비스 정보의 양∣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intimacy with social workers on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of marriage-based female immigrants. Also,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 of the 

quantity of the welfare service-related information as a mediated variable on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a total of 304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living in City of Busan, City of Ul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the data 

was analysed by SPSS 21. 

As the result of study, the intimacy with social workers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intimacy with social workers contributed to the quantity of the welfare service-related 

inform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of the important roles of social workers and the 

directions of their effective roles for the marriage based female immigrants to use the social 

welfare service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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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한 사회복지서비

스의 이용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

서 요한 과정이다.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서

비스의 목 은 상자에 의해 이용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본연의 기능과 목 은 의미를 상실한

다. 특히 서비스의 상자가 여성결혼이민자들처럼 언

어나 문화  차이 등 본질 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진시키는 요인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

의 경우 결혼과정이 독특하고 남편이나 시가족의 지지

망이 약한 상황에서 낯선 환경에 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남편과 한 두 번의 만남과 

결혼 후 한국에 입국했다. 남편과 시가족과 유 계를 

돈독히 할 겨를도 없이, 짧은 경우 단 며칠 만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  등에서 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7]. 이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만나고 

사회  계를 하는 이들이 사회복지사들이다. 사회복

지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가족 외 최

로 혹은 자주 만나게 되는 한국 사람인 셈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는 문화

가족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  같은 사회  지지망이 

련되어 있다[8]. 이들 공식 인 기 에서 여성결혼이

민자들을 직  면하여 서비스를 소개하고 참여를 원

하는 주된 역할자는 사회복지사이다. 즉, 사회복지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 이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은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가 장기요양보호 상 

노인의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많은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1]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미국에서 원조

과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등 원조 문직의 역량 제공에 한 논의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것[23][20]은 다문화사회에서 사회복

지사의 역할의 요성을 보여 다. 공공서비스 이용자

가 받는 도움이 서비스 공 자와 이용자 간 직 인 

상호작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7], 행정에 의한 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와의 ‘ 계’에 심을 모을 필요가 제기

되어 왔다[10]. 이 듯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사회복지

사와 서비스 이용자인 여성결혼이민자 상호 간 계 정

도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의 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나 의료서비스를 이용

하는 데 향을 미치는 요인  언어능력과 서비스에 

한 인지가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24]은 서비

스에 한 지식이나 이해도가 높은 여성이 다양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사회

복지기 을 이용할수록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연구결과는 이민자들의 서비스이용에 정보 습득의 

요성을 보여 다[8].

지 까지 외국과 국내 몇몇 연구들이 이민자들의 서

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는 하 으나, 

서비스 이용에 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상호 계성에 

한 고려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결

과에 근거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사

회복지사와의 친 도가 미치는 향에 있어서 서비스 

정보의 양을 매개변수로 고려한 매개모형을 통해 검정

하고자 하 다. 

서비스 정보의 양을 매개변수로 살펴보는 이유는 외

국의 이민자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이용에 서비스 정보나 인지도가 요한 요인으

로 밝 졌기 때문이다. 정보수집에 필수요건인 언어  

수단이 취약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보를 얻는 데는 

빈번하게 만나는 련 기  사회복지사로부터 얻게 되

는 여러 가지 조언이나 도움 역시 기 을 이용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Ⅱ. 이론적 고찰 및 가설 설정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1)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종합사회복지 , 여성회  등 다양

한 기 들이 존재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장하는 여성가족부 

소속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표기 으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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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

원법에서 설치와 운 의 법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

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이 법 제12

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

치 운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다문

화가족과 련한 정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

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출입국 리사무소와 고

용노동부 등 다양한 계부처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

으나[4],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에게 실질 인 서

비스나 로그램을 실행하는 추 인 역할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한 교육, 상

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해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

사, 기타 여성가족부 장 이 인정하는 문 인력이 최

소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분의 다문화가

족 지원센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나 로그램 

실행의 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종합사회복지 과 여성회  등 다양한 기 에

도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 기 들이 

실시하는 사업  자녀 교육 부분을 제외한 많은 부분

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응과 련한 교육

과 상담, 정보제공 등의 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들  여성결혼이민자들에 

한 한국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는 문 인 인력

을 통해 제공지만 이러한 교육과 상담을 받기 한 

차 인 과정은 물론 직 이거나 실 인 도움을 지

원하는 역할은 사회복지사의 몫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응에 필요한 자

질과 능력을 배양하는데 핵심 인 사회  지원을 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변 생활환경과 남편

이나 시가족 외 거의 모든 사람이 낯선 상황에서 빈번

한 면 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와의 계 

정도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심리 , 사회  지원에 

요한 통로가 된다.

2.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지지와 
친밀도

여성결혼이민자들에 한 한국어 교육, 상담 등의 서

비스는 문 인 인력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 상담을 받기 한 반 인 행정  과정은 사회

복지사의 몫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여성결혼이

민자들의 한국생활 응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

하는데 요한 사회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의미에서, 주변 생활환경과 남편 외 거의 모든 사람

이 낯선 상황에서 빈번한 면 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는 사회복지사와의 계 정도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심리 , 사회  지원에 요한 통로가 된다. 사회복지사

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사회  지지자의 역할을 한

다는 것은 개인의 욕구충족을 해 도움을 주고 정서

인 결속의 계를 의미이다. 사회  지지는 상자가 

지지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

로 정서 , 도구 , 정보  지지로 구분된다. 

정서  지지는 이해⦁격려⦁신뢰 같은 심리  안정

과 도움을 의미하고, 도구  지지는 시간을 내어 다든

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 혹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

는 등의 원조를, 정보  지지는 조언이나 제안, 한 

정보와 지식을 달하는 것이다[28]. 여성결혼이민자들

에 한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는 세 가지 모두 해

당된다. 사회복지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남편이나 

시가족과의 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서비

스에 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연계까지 하고 있다[6]. 

사회복지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서비스 련 정

보와 제안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진하는 재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여성결혼이민

자들에게 제공하는 각각의 사회 지지 한 사회복지

사와의 친 한 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및 범주
사회복지서비스란 사람들의 상호 계  역할에 

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  안으로서 가족생활

의 보호나 회복, 개인의 내 ․외  문제에 한 처

와 성장발달, 정보제공  안내, 옹호, 구체  도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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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자원에의 근을 진시키는 기능으로 보고 있

다[14].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사회복지서비

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  정착과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이라는 목표달성을 한 로그램을 포함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의 요소와 역은 국가에 따라 조

씩 다르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과 함

께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다. 사회보험이 경제 인 측

면에서 국민의 기본 인 생활이 유지되도록 일정한 소

득을 보장해 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불우한 환경의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독자(마약, 알콜 등)들이 정

상 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2]. 국의 경우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란  

국민의 물질 , 정신 , 사회  최 생활을 한 공․사

의 사회  제반서비스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한정된 사

회복지를 말할 때에는 ‘ 인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9]. 미국의 휴먼서비스 

는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 교육, 보건의료, 문화 련 

분야가 제외된 사회복지부문의 서비스로 통용된다[1].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수요의 충족내지 

해결방법으로 보고 있다[3].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서비스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사회복지   민간기 에서 이

들을 상으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나 로그램을 의

미한다. 자녀교육 부분을 제외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의 안정  정착을 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로그램들은 한국어교육을 비롯하여 통문화 교육  

체험, 요리, 가족 교육  상담,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

다.   

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요인
서비스 이용의 개념은 연구의 목 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 의 방문, 서비스 수혜의 허락, 혹은 화 문의’ 

등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24]를 비롯한 의료  사

회서비스 이용을 다룬 연구들은 ‘서비스 기 을 찾아 

서비스를 받은 행 ’[16][29][21]로 서비스 이용을 정의

했다. [25]와 다른 연구들[18][21]은 ‘서비스에의 근성’

을 서비스 이용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 

서비스 이용정도에 한 개념도 ‘이용서비스 참가 빈

도’, ‘지속정도’, ‘ 도탈락률’[26]로 규정한 연구도 있고, 

Laffer(2004)의 경우 ‘이용한 서비스의 수’나 ‘서비스에 

참여정도’, 혹은 ‘출석률’을 서비스 이용의 정도로 규정

했다. 종합 으로 볼 때 서비스 이용은 직  기 을 찾

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참가한 것이고, 이용의 정도는 

이용한 서비스의 수, 서비스에 참여한 빈도나 출석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7].

이민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향을 주는 요인은 서비

스의 종류와 상자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발견되곤 

한다. 정신보건 련 서비스 이용에는 심리사회  장애

들이 주로 작용하는[29]반면, 의료서비스나 사회서비스 

이용에는 선별기 이나 행정 인 차 등이 향을 미

치는 것[25]으로 나타났다.  노인 이민자들의 사회서

비스 수용여부에는 가족의 역할이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 졌다[19]. 최근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는 부부 계와 서비스 인지도, 

사회  지지망의 향이 주요인으로 드러났다[8]. 

5. 서비스이용의 영향요인으로서 ‘서비스 정보’
일반 으로 이민자의 경우 언어 인 장애의 벽이 특

히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공공기 이나 서비스 제공 기

의 담당자의 지원이나 도움이 서비스 이용에 요한 

역할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들

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향요인에 해 연구한 이

주재와 김순규(2010)는 그 요인으로 자녀수, 가구소득, 

서비스 인지도, 사회  지지망인 것을 확인했다. 여성결

혼이민자들이 서비스에 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많

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밝 냈다. 한 여

성결혼이민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해서는 

서비스 정보 취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의 필요성

을 주장했다.

이민자나 난민들은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자에 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가용 서비스를 제 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 졌다[15]. 시드니 거주 이란 출신의 

이주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 못한 이유

도 서비스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즉 의료기 의 

통역서비스를 알고 있던 노인과 그 지 못한 노인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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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이용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12]. 

여성이민자들의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언어능력, 문화  차이, 통 인 습

과 가치  등이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민

자들의 의료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

에 공통 으로 확인되는 향요인들은 서비스 정보의 

양이나 서비스에 한 이해 등이다[21][18]. 언어능력이

나 정보인지력이 상 으로 낮은 노인이민자들의 경

우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지지와 도움이 결정 인 향

을 미친다[19]. 이때 가족이나 주변인의 도움은 주로 서

비스에 한 지식과 정보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진

시키는 기제로서의 역할인 것이다. 캐나다 이주여성의 

서비스 근에도 언어와 서비스에 한 지식과 이해 정

도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러므로 이

민자들이 서비스에 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응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받는 

필수 조건이다.

6. 연구가설
외국의 경우 일반 인 이민자, 노인이민자, 혹은 여성

이민자를 상으로 정신보건, 의료, 사회서비스의 이용

에 한 연구들이 있다. 국내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

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한 연구들이 여러 분야에

서 이루어져 왔지만, 이들 연구들  서비스 이용의 

향요인 상호간 계나 매개효과를 연구한 는 없는 상

황이다. 본 연구는 이민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와 서

비스 정보의 양, 그리고 서비스 이용정도의 향 계

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이 습득하는 서비스정보의 양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습득한 서비스 정보의 양

은 서비스 이용정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습득하는 서비스 정보의 양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정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상으로 사회복지사와

의 친 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의 계를 알아

보고, 이러한 계에서 서비스와 련한 정보의 양이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를 독립변수, 

서비스 정보의 양을 매개변수, 서비스 이용정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 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가 서비스 정보의 양을 매개로 하여 서비스 이용

정도에 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설정한 연구모

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이용정도와 향요인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과 내용을 20명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모의설문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 다. 본 연구를 

해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308명이 참여하 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여성결혼이

민자들을 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종합사회복지 , 여성회  등

을 직  방문하여 실시하 다. 설문지는 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국어와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번

역되었는데, 러시아어 설문지는 러시아를 비롯한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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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출신의 여성들에

게 사용되었다. 캄보디아 출신여성들은 한국어 강사나 

공통언어를 사용하는 동료들, 사회복지사, 혹은 로그

램 진행 강사의 도움으로 설문을 완성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이었고, 조사된 총 설

문지는 308부 으나, 응답 락이 많아 사용할 수 없는 

4부를 제외한 304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외국의 이민자들이 보

건, 의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연구한 자료들과 앤더슨과 뉴만의 행동모형을 참고

로 하고,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기 로 문항을 구성하 다.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

의 특수한 상황과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문항

과 내용을 20명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모의설문 조사

를 통해 수정, 보완하 다. 

서비스 이용정도에 한 문항은 Lai(2001)의 캐나다 

거주 국출신 이민노인들의 사회복지  이용에 한 

연구에서 사용했던 이용기 의 수와 본 설문에 앞서 서

비스 이용에 한 여성결혼이민자 8명에 한 심층면

을 통해 밝 진 다양한 이용기간과 서비스 참여정도

를 포함하 다.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에 한 문항은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참고로 주 으

로 느끼는 친 도와 만남의 빈도, 도움의 정도 등으로 

구성하 다. 서비스 정보의 양에 한 문항은 앤더슨과 

뉴만(1973)의 행동모델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에 한 지

식의 정도 문항과 Lai & Kalyniak(2005)와 

Mahtab(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서비스에 한 지와 

인식에 한 문항을 포함하 다. 

1) 독립변수 : 사회복지사와의 친밀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복지사에게 가지는 친 도

에 한 질문은 기존의 연구자료나 문헌에서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기 로 사회복지사와 만나는 빈도(횟수), 주

인 친 도(  친하지 않음에서 매우 많이 친함), 본

인에 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친 하지 않음에서 

매우 친 함)와 서비스나 로그램에 한 정보 제공의 

정도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는 4문항으로 리커트 5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사와 더 친 함을 의미한다. 문

항 간 신뢰도는 .75로 분석되었다. 

2) 매개변수 : 서비스 정보의 양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는 서비스 정보의 양에 

한 문항은 Andersen & Newman(1973), Lai & 

Kalyniak(2005), Mahtab(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

항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인지정도에 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구성되었

으며, 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정보의 양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구체 인 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들

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0개, 1∼2개, 3개, 

4∼5개, 6개 이상), 서비스 내용에 한 인지정도와 본

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알고 있는 정도(  모름에서 

매우 많이 알고 있음)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신뢰도

는 .82로 분석되었다.

3) 종속변수 : 서비스 이용 정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는 이

용하는 서비스나 로그램의 수, 서비스를 받은 기간, 

서비스에 참여한 출석률에 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이용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구체 인 

내용은 재 이용하고 있는 기 의 수(1개∼5개 이상), 

서비스를 받은 기간(6개월 미만, 1년, 2년, 3년, 4년 이

상), 서비스에 참석한 출석률(20% 미만, 30∼40%, 50∼

60%, 70∼80%, 90% 이상)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간 신

뢰도는 .87로 분석되었다.  

4. 분석방법
연구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에 SPSS 21을 이용하

여 변수들에 한 기 자료분석으로 빈도, 백분율, 평

균, 표 편차, 표 오차, 왜도, 첨도 등에 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설정된 변수와 통제변수를 선정하

기 해 변수들 간 계를 살펴보고자 피어슨의 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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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모형에 제시된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해 회귀

분석을 하 다.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를 독립

변수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향의 유의성을 확인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회귀분석 하여 그 결과 독립변

수가 매개변수에 해 가지는 향의 유의성을 확인하

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에 동시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변수가 종속

변수에 한 향의 유의성을 가지는 동시에 독립변수

의 종속변수에 한 향이 유의하지 않은지를 확인하

다. 이들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해서 Baron 

& Kenny(1986)의 방식을 활용하 고,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도는 Sobel test를 통해 최종 확인하 다. 

Ⅳ. 분석결과

1. 기초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5(1.7%)
31(10.3%)
62(20.5%)
110(36.4%)
17(5.6%)
68(22.5%)
8(2.6%)
1(0.3%)

종교

불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통일교
없음
기타

89(29.8%)
62(20.7%)
14(4.7%)
5(1.7%)
2(0.7%)
1(0.3%)

32(10.7%)
90(30.1%)
4(0.7%)

거주
지역

부산
울산
김해
창원
마산
양산

185(60.9%)
31(10.2%)
39(12.8%)
12(3.9%)
29(9.5%)
8(2.6%)

출신국적

필리핀
베트남
일본
중국

캄보디아
러시아등2)
기타국적3)

61(20.1%)
120(39.5%)
26(8.6%)
76(25.0%)
4(1.3%)
11(3.6%)
6(2.0%)

총소득

99이하
100~149
150~199
200~249
250이상
모른다

17(5.6%)
58(20.0%)
55(19.0%)
35(12.1%)
38(13.1%)
87(30.0%)

시부모동거 동거
비동거

140(46.2%)
163(53.8%)

연령 최소=18, 최대=51
M=29.78, SD=7.30

자녀수 최소=1, 최대=4
M=1.56, SD=0.74

결혼기간
(년)

최소=1, 최대=16
M=4.08, SD=3.85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력은 고졸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39.5%, 국이 25%, 필리핀이 20.1%로 나타

났다. 종교는 무교가 30%, 그 다음이 불교(29.8%)로 나

타났다. 조사 상자의 거주 지역은 부산이 60.9%로 가

장 많았고 다음이 김해, 울산 순이었다. 총소득은 100～

149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나이는 1

9～51세로 평균 29.78세이고, 자녀수는 평균 1.56명, 결

혼기간은 1년～16년으로 평균 4.08년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포함한 선형모형은 변수들의 정규분포를 

기본 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해 왜도와 첨도를 살

펴보았다.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든 변수의 왜도

가 값 .146～1.006, 첨도가 값 .147～.377이하로 

나타나4) 측정변수들이 정규분포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 최 평균 S.D. 왜도 첨도

사회복지사와 
친밀도 1 5 3.705 .860 -.200 .148

정보의 양 1 5 3.083 1.003 -.146 .147
이용정도 1 5 2.044 1.116 1.006 .377

표 2.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본 선행연구에서 이민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변수들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 매개변

수, 종속변수의 상 계를 [표 3]에 제시하 다.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와 서비스 이용정도(r=.122, 

p<.05)은 정(+)상 을 보 다. 즉 사회복지사와 친 도

와 서비스 이용정도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정보의 양은 사회복지사와 친 도(r=.189, 

p<,01)와 정(+)  상 , 서비스 이용정도(r=.188, p<.01)

에 정(+)  상 을 보여 높은 수 의 서비스 정보 양은 

2)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러시아를 공용

어로 사용하는 국가들과 몽골을 앙아시아라는 지역 인 특성으로 

한 범주로 묶었다.

3) 국,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페루 등 응답자가가 은 국가들을 묶

었다.

4) 왜도와 첨도는 0에 가까울수록 정상분포를 이루며, 왜도는 값이 

3.0이상일 경우, 첨도는 값이 10.0 이상인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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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 의 사회복지사와 친 도와 높은 수 의 서비

스 이용정도와 련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매개변수

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는 자녀수, 

총소득, 한국어능력, 문화차이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그 향력을 통제하고 분석하 다. 

매개변수를 선정할 경우, 독립변수  종속변수와 상

이 유사하거나, 독립변수 보다 종속변수와 더 큰 상

을 보이는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매개효과 검증에 

한 통계  검증력을 최 화 할 수 있다. 본 연구 모형에 

용된 서비스 정보의 양은 종속변수인 서비스 이용정

도(.188)보다 독립변수인 사회복지사와 친 도(.189)와 

조  더 큰 상 을 보이고 있으나, 주요 변수들 간 매개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에 학술  의미를 두었다. 더구

나 지 까지 의 제시된 변수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없다는 은 본 연구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

다고 본다. 

자녀수 총소득 한국어
문화
차이

복지사
와
친 도

정보의 
양 

이용
정도

자녀수 1
총소득 -.324** 1
한국어 .174** -.139* 1
문화차이 -.110 .073 -.058 1
복지사와
친밀도 -.090 -.042 -.132* .009 1

정보의 양 .021 .009 .064 .060 .189** 1
이용정도 .197** -.189** .120* .097 .122* .188** 1
* p<.05, ** p<.01, *** p<.001

표 3. 변수들의 상관관계 

2. 모형 분석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가 서비스 정보의 양과 서비

스 도움정도를 통해 서비스 이용정도에 이르는 매개모

형에 한 검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 , 투입된 변수

의 다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공차한

계가 .1보다 크고, 분산팽창계수(VIF)가 10보다 작으므

로 다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정방

식을 통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문제를 

확인하 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사회복지사

와의 친 도는 종속변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해 유의미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 다. 분석

결과 회귀계수의 값이 .122로 p<.05의 수 에서 여성결

혼이민자들이 사회복지사와 계하는 친 한 정도가 

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회귀분석 하여 매개변수에 해 가지는 독립변수가 통

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검정하 다. 독립변

수인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는 매개변수인 서비스 정

보의 양에 해 회귀계수 .189로 p<.01의 수 에서 유

의미한 향 계를 나타냈다. 

단계
종속
변수

독립변수 B(ϐ) t
공차
한계

VIF 통계량

1
단
계

서비스 
이용
정도

자녀수
총소득
한국어실력
문화차이

-.023(-.002)
-.041(-.022)
-.030(-.058)
-.002(-.067)

-1.013
-.860
-.343
-.025

.902

.962

.894

.902

1.010
1.039
1.119
1.108

R²=.006
F=.380

자녀수
총소득
한국어실력
문화차이
복지사 친밀도

-.006(-.017)
-.009(-.012)
.031(.023)
-.017(-.014)
.201(.122)

-.257
-.186
.371
-.221
1.993*

.875

.875

.948

.989

.903

1.143
1.142
1.055
1.011
1.107

R²=.015
F=3.972*

2
단
계

정보의 
양

자녀수
총소득
한국어실력
문화차이

-.035(-.129)
-.009(-.015)
.119(.109)
.064(.062)

-1.983
-.236
1.735
1.011

.899

.882

.958

.992

1.112
1.133
1.044
1.008

R²=.013
F=1.857

자녀수
총소득
한국어실력
문화차이
복지사 친밀도

-.029(-.106)
.001(.001)
.137(.126)
.071(.069)
.221(.189)

-1.611
.020
1.994
1.121
3.160**

.865

.868

.947

.992

.920

1.157
1.153
1.056
1.008
1.098

R²=.036
F=9.983**

3
단
계

서비스 
이용
정도

자녀수
총소득
한국어실력
문화차이

-.023(-.002)
-.041(-.022)
-.030(-.058)
-.002(-.067)

-1.013
-.860
-.343
-.025

902
.962
.894
.902

1.010
1.039
1.119
1.108

R²=.006
F=.380

자녀수
총소득
한국어실력
문화차이
복지사 친밀도
정보의 양

.001(.007)
-.009(-.012)
.007(.005)
-.030(-.024)
.092(.070)
.183(.164)

.006
-.184
.078
-.385
1.136
2.667**

.863

.875

.933

.984

.931

.975

1.158
1.142
1.072
1.016
1.011
1.026

R²=.035
F=4.803**

***p<0.001, **p<0.01, *p<0.05

표 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의 매개효과 검증 

세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들을 동시에 투

입하여 종속변수인 서비스 이용정도에 해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매개변수인 서비스 정보의 양

은 회귀계수 .164로 p<.01 수 에서 유의미한 계를 

나타냈으나, 독립변수인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는 회

귀계수가 .122에서 .070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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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와

의 친 도가 서비스 정보의 양에 미치는 향은 .189이

며, 서비스 정보의 양이 서비스 이용정도에 미치는 정

도는 .164이다.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가 서비스 이용

정도에 미치는 향은 .070으로 감소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정보의 양이 사회복지사

와의 친 도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

용의 정도에 미치는 향에 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해 가지는 매개

효과의 통계  유의도를 Sobel test5)를 통해서도 확인

하 다. 먼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가 서비스 련 정

보의 양에 미치는 향력(B=.189, Se=.070), 정보의 양

이 서비스 이용 정도에 미치는 향력(B=.164, Be=.069)

을 통해 계산한 Sobel test 값=1.784로 일방검정을 제

로 p<.05의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매개효

과로 단된다. 본 연구의 목 이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의 계에서 서비스 정

보의 양이 미치는 향을 일방  방향성을 제로 하는 

것이 합리 이라는 에서, 일방검정을 기 으로 통계

 유의성을 단하 다.

 그러므로 매개변수인 서비스 정보의 양은 독립변수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와 종속변수인 서비스 이용정도

에 미치는 향을 완 히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최종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결과 

5) Sobel test는 z분포를 따는데, 양방검정의 경우 Sobel test의 값이 

1.65, 1.96, 2.58보다 크거나 같으면 각각 p<.10, p<.05, p<.01의 수

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로 단한다. 일방검정을 기 으로 할 경우 

sobel test 한계치가 각각 1.29, 1.65, 2.33으로 감소한다. 

Ⅴ. 논의 및 결론

1. 가설검증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

용하는데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가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는데, 서비스 정보의 양이 사회복지사와 친 도

와 서비스 이용정도의 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와 서비스 정보의 양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는 서비

스 이용정도와 정(+)의 계를 보 다. 즉 사회복지사

와 친 도가 높은 여성결혼이민자일수록 서비스 이용

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장벽은 물론 

남편과도 서먹한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

자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정서  지지와 도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요한 요인이 된 것이

다. 한 서비스 정보의 양은 서비스 이용정도와 정(+)

의 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서비스에 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근이 필요하며, 이는 선행연구들

[8][12][18][21]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정보

의 양의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이

용 정도의 계에서 완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복지사와 맺는 친 도

는 서비스 이용정도에 직 인 향을 미치기보다 서

비스 정보의 양을 매개로 하여 간 으로 서비스 이용

정도에 향을 미친다. 즉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는 여

성결혼이민자들이 얻는 서비스 정보의 양에 향을 주

고 결국 서비스 이용을 높이는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질 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로

부터 도움을 받도록 정보  지지와 도구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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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   실천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여성결혼이

민자가 맺은 사회복지사와의 친 한 계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정도의 계를 서비스 정보의 양이 매개한

다는 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

과 민간기  사회복지사들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 한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시켜주었다. 첫째, 서비스 정

보와 서비스 이용정도의 계에서, 서비스 정보를 많이 

알고, 한 그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은 이민자들의 서비스 인지도가 서비스를 

진시키는 요인[8][12][18][21]임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사회복지사로부터 받는 정보의 양

이 서비스 이용을 진시키는 매개 요인이 된다는 에

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해

서 서비스 정보에의 근성에 을 두어야 함을 시사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 과 민

간기  사회복지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되

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당사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에 한 정보제공

은 체계 인 하나의 로그램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

다. 이 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이라는 목

을 해 실시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한 사회

복지 서비스의 종류, 목 , 서비스 제공기 의 소개  

이용방법 등을 지속 으로 안내하는 기  서비스로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사회복지사 간의 친 성은 

서비스에 한 정보 뿐 아니라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

도록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도구  지지가 수행될 수 

있음도 보여 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여성결혼이민

자들에 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의 제공이나 서비스 

연계에 있어서 충분성과 연속성을 충족시킨다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 

삶을 하고 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을 이루게 될 것

이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제한 을 가

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상자의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는 한 시

에서 과거와 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한 횡단  

자료로 인과 계를 추론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

로 변수들 간의 엄격한 인과 계의 추론을 해서는 향

후 종단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와 서비스 

정보의 양에 한 척도가 3~4문항으로 비교  간단하

게 측정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에 한 

척도의 범주가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

복지사와의 친 도와 서비스 정보의 양이 구체 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 로그램의 기 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와 서비스 이용정도의 계에서 

서비스 정보의 양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지만, 다른 변

수들과의 향 계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향 계의 확인

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

민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연구

들이 미미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와의 친 도와 서비

스 이용정도의 계에서 서비스 정보의 양의 매개효과

를 처음으로 검증하 다는 에서 학술  의의를 가진

다고 하겠다. 한 본 연구의 결과가 여성결혼이민자들

의 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서비스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연계의 역할을 확인했다

는 에서 향후 연구의 기 자료로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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