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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노후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는 것이었다. 연구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충청남도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 355명으
로부터 수집하였으며, 분석은 SPSS 18.0프로그램과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이주여성의 정서적 노후준비의식은 여가활동이 많고 사회활동이 많으며 노후에 대한 생각과 노후계획을 많이 할수록 
높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적 노후준비의식은 여가활동이 많고 노후계획 준비를 많이 할수록 결혼기간이 짧
을수록 높았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의식은 사회활동이 많고 노후계획 준비를 많이 할수록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의식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 입안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노후생활인식, 사회활동, 여가활동, 노후준비의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consciousness of later life and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on  their preparation perception for their later life. We used data from 355 married 
female immigrants, residing in or nearby, Choongchungnam-do, Korea in 2013. Regressional analysis and SPSS 
18.0 were conducted to prove the hypothese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having more activities on leisure and social life and more planning on later life constitute critical 
factors for higher emotional, physical, and economical preparation perception for later life. Here we discussed 
strategies in planning social welfare policy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by providing bas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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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 법 제2조와 국 법 

제4조에 근거하여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한국남

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여성이다. 격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단일 민족 국가

던 한국 사회에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에는 다문화 가족 266,547가구, 결혼이주여성. 귀화자 

등 283,224명(여성226,084명, 남성57,140명), 만9-24세 자

녀66,536명(여성 32,655명, 남성33,882명)이 거주하는 것

으로 추정 된다[1]. 김 란(2013)은 한국에 체류 인 외

국인 황(2013, 9월 말 기 )을 보면 1,584,524명  결혼

이민자는 49,4%, 외국인 인력 34.4%, 유학생 5,5%, 기타 

9.5%를 차지하고 있다[2]. 이무 . 박수선(2013)은 충청

남도는 주민등록인구 비 결혼이주여성의 비율 0.53%

로 국 1 이고, 인원수는 국에서 5번째로 높았으며, 

출신국은 국이 46.9%, 베트남 29,8%, 필리핀 10,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한 우리나라는 고령인구비율이 2013년 12,2%, 2020

년 15,7%, 2030년 24,3%, 2040년 32,3%로 추정 된다[1]. 

격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

후 책이 필요하다. 재 결혼이주여성들은 시부모와의 

갈등, 남편과의 나이차이, 식습 과 문화 차이, 학력  차

이, 본국으로의 송  문제로 인한 경제  갈등,  언어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부족한 정보력으로 자녀

들을 양육하는 데에 있어 많은 문제 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은  고령화 

사회에 비한 노후 책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노년기생활과 련하여 노년기의 경제  빈곤

문제, 노인부양문제, 건강문제, 심리사회  문제 등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재의 사회복지제도와 경제수 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  부담을 래할 것으로 상된다[4]. 이와 

같이 경제  생활의 불안정과 늘어나는 이혼율로 인하여 

자녀양육의 문제 들이 두되고 있는 가운데 속하게 

진행 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

의 노후생활 비 여부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

지하기 한  다른 도 이 될 것이다. 그 다면 사회활

동과 여가활동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생활 비에 어

떤 향을 미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먼  사회활동이란 다른 사람과 상호교류와 련된  

형태를 띤 활동으로 일정한 규칙과 기본 인 인 계를 

기반으로 하여 심리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말

한다[4]. 사회활동은 노년기에 있어서 심리 인 안녕과 

만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인 계에 있어 사회 자본을 

생산한다. 남기민, 박 주(2010)[5]. Rowe와 Kahn 

(1997)[6]은 사회활동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자아 존 감을 높여주고 극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

록 정보를 제공해 다고 하 다. 권 돈(2010)[7]. 

Bowling(2010)[8]은 사회  역에서 성공 으로 노후생

활을 하려면 노후 소득 비, 사회 계망 유지, 사회

활동 참여가 요함을 강조하 다. 

최성재 ㆍ장인 [9]은 여가를 의무감에서 하는 활동이 

아닌 스스로 선택해 자유, 평화를 느끼는 활동이라 정의

하 다. 남은 시간에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

다. 여가(leisure)는 성취의식의 고양, 지  심미성추구, 

인 계의 개선, 고독  자율성의 확보, 자기표 과 자

아실 , 사, 보상, 안정성 등의 심리  기능을 가진다고 

하 다[10]. 한  일상 인 삶을 건설 이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 자아실 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

 발 과 동시에 사회에도 정 인 향을 주게 된다

[11]. 여가활동은 노년기에 있어 정서  정신  육체  

사회  으로 건강함을 유지 시켜 주고 생활 하는데 

있어 만족감을 주어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큰 

향력을 다고 할 수 있다[12].  

여기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를 보면 정순돌ㆍ이 희(2012)[13]는 일반 으로 성별, 

교육수 , 배우자유무,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의 인구사

회학  변인들이 향력을 미치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정서 인 계만족도는 노년기에 일어나는 

심리 , 신체 , 사회  변화에 응하고 하게 처

해가는 과정에서 매우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14]. 성

공 인 노화에는 심리  안녕 감, 정  응, 노년기 삶

의 질 등 노년기 생활만족으로 보아 왔다[15]. 

결혼이주여성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미래를 비한 비를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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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

Country of 

origin

China 61 17.2

Vietnam 113 31.8

Philippines 48 13.5

Japan 71 20.0

Mongolia / Thai / 

Uzbekistan / Other 
62 17.5

Total 355 100

Age 

difference

between 

spouses

0 ~4years 51 14.4

5~ 9 years 95 26.9

10 ~14 years 126 35.7

15 ~19 years 49 13.9

20 years and more 32 9.1

Total 353 100

Marriage

duration 

2 years 63 17.7

Less than 2-5 years 119 33.5

Less than 5-8 years 93 26.2

Over 8 years 80 22.5

Total 355 100.0

Marriage 

motivation

I want to live in 

those nations 
153 43.1

I love my husband 

and 
100 28.2

Religious reasons 64 18.0

For economic 

independence
38 10.7

Total 355 100

Family 

structure

Parents-(ex-husba

nd married brothers 

and sisters / 

ex-spouse child / 

other included) 

15 4.2

<Table 1>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 이고 행복한 노

년기의 삶을 맞이하기 해서는 그들의 노후생활에 있어 

시 에 부합하는 효과 인 노후 비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여가활동이 노후 비의식에 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노

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

는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인식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 노후생활 인식, 사회

활동, 여가활동이 정서  노후 비의식에 향

을 미치는가?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 노후생활 인식, 사회

활동, 여가활동이 신체  노후 비의식에 향

을 미치는가?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 노후생활 인식, 사회

활동, 여가활동이 경제  노후 비의식에 향

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들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언어소통과 의사소통

이 가능한 이주여성과 집에서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들

이었다. 다문화센터에서 공부하는 상은 한국어선생님

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집

에서 생활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은 부모교육, 자녀교육, 

한국어교육을 해 집으로 방문하는 선생님들의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참여자들 모두 자발

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는 2013년 3월28일부터 2013년 7월20일 까지 이루어

졌으며, 총 370부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15부를 제

외하고 355부가 분석되었다.  

조사 상의 개인 특성은 다음<Table 1>과 같다. 조사

상자의 출신국은 7개국 이상으로 베트남, 일본, 국, 

필리핀, 몽골의 순이었다. 연령은 35세 이하가 65.1%로 

비교  은 층이 많았다.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는 10년 

미만이 41.3% 이상이 58.7%이었고 학력은 등학교 졸

업,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학교 졸업이 각각 

20%이상이었다. 결혼기간은 2년 이상이 82.3%로 나타났

고 결혼경로는 개업체가 40.8%, 종교단체(스스로, 친

구, 기타 포함) 38.3%, 가족 는 친인척 20.8% 다. 결혼 

동기는 경제 인 이유가 53.2%로 조사되었고 자녀는 

95.3%가 1명 이상을 두고 있었다. 가족의 구성형태는 남

편과 자녀와 함께 사는 유형이 65.1%로 다수 고 직업

은 단순노무직 24.2%, 매/서비스직 23.1%, 기타 20.0%

이었으며 남편의 학력은 고등교육(고등학교 이상)이수가 

80.3% 다. 월평균 수입은 300만 원 이하가 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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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

Husband 31 8.7

 Husband-child 231 65.1

Parents-children-h

usband 
78 22.0

Total 355 100

Education 

of husband

Completion of basic 

education 
70 19.7

Completion of 

higher education 
285 80.3

Total 305 100.0

Education

of wife

School 75 21.1

Middle School 94 26.5

High School 102 28.7

University 84 23.7

Total 355 100

Wedding 

channel 

Agencies 145 40.8

Family or relatives 74 20.8

Religious groups 

(self, friend, etc. 

included) 

136 38.3

Total 355 100

Number of 

children 

 No 22 6.2

1 person 176 49.9

2 people 108 30.6

3 or more 47 13.3

Total 353 100

Occupational 

status 

Simple labor job 86 24.2

Sales, service jobs 82 23.1

Officers, officials 39 11.0

Manager, 

professional, 

business

44 12.4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33 9.3

Etc. 71 20.0

Total 355 100

Monthly 

income 

1,000,000 won 27 7.6

1,010,000 to 

1,500,000 won 
28 7.9

From 1,510,000 To 

2,000,000 won 
99 27.9

2,010,000 to 

3,000,000 won 
162 45.6

More than 3.01 

million won 
39 11.0

Total 355 100

2.2 조사도구

2.2.1 사회활동

사회활동척도는 Weiss(1974)[16]의 사회 참여척도를 

김수 (1987)[17]이 수정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로 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활동은 5  Likert 척도로 측정

하 으며 ‘  그 지 않다’를 1 , ‘그  그 다‘를 2 , 

‘보통‘이다’를 3  ‘그 다’를 4  ‘매우 그 다’는 5 으

로, 각 항목의 수가 높을수록 사회활동 정도가 활발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활동의 신뢰도의 인

식은 .809로 나타났다.

2.2.2 여가활동

여가활동에 한 문항은 유인순(2011)의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를 사용하 다[18]. 이 척도는 여가활동의 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 척도로 측정하 다. 

이 척도는 ‘  그 지 않다’를 1 , ‘그  그 다’를 2 , 

‘보통이다’를 3  ‘그 다’를 4  ‘매우 그 다’는 5 으로, 

각 항목의 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여가활동의 신뢰도 인식은 .720

으로 나타났다.

2.2.3 노후준비의식(preparation perception of 

later life)

노후 비의식의 문항은 손희란(2011)의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를 사용하 다[19]. 이 척도는 정서  비의식 

9문항, 신체  비의식 9문항, 경제  비의식 7문항으

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  Likert척도로 측정하

으며, ‘  그 지 않다’를 1 , ‘그 지 않다’를 2 , 

‘보통이다’를 3  ‘그 다’를 4  ‘매우 그 다’는 5 으로, 

각 항목의 수가 높을수록 노후 비의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노후 비의식의 신뢰도는 

신체  비의식 .725, 정서  비의식 .653, 경제  

비의식은 .796으로 나타났다.

2.2.4 노후생활인식(consciousness of later life)

노후생활인식 척도는 손희란(2011)의 연구에서 사용

된 문항을 사용하 다[19]. 노후생활인식의 문항은 노년

기를 맞이하는 시기, 자신의 노년기에 한 생각, 노후계

획 정도, 노후생활 비시기, 노후 생활의 어려운 부분, 노

인에게 가장 요한 것, 노후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 노후

부양에 한 생각, 노년기 본국으로 귀국 여부, 미래의 삶

의 질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노후계획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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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 Classification Frequency %

consciousnes

s age of later 

life

Over 55 years old 37 10.4

Over 60 years old 187 52.7

Over 65 years old 97 27.3

Over 70 years old 34 9.6

Total 355 100.0

Attitude to 

later life

Positive 123 34.8

Normal 172 48.7

 Negative 58 16.4

Total 353 100.0

<Table 2> consciousness characteristics of later
           life

Variables & Classification Frequency %

Who must 

care 

 the elderly

Children  37 10.4

The elderly themselves 76 21.4

Children only when 

Parents cannot afford
71 20.0

Community or nation 171 48.2

Total 355 100.0

Difficulties 

of later life

Economic issues 223 62.8

Health problems 110 31.0

Alienation and loneliness / 

child issues 
22 6.2

Total 355 100.0

 Future life

 Hopeful 168 47.9

Unchanged 100 28.5

Unstable 83 23.6

Total 351 100.0

Preparation 

time for  

later life

20s 12 3.4

30s 79 22.3

40s 205 57.7

50s 39 11.0

60s 20 5.6

Total 355 100.0

Preperation 

for later life

Well prepared 27 7.6

Normal 104 29.3

Not prepared 224 63.1

Total 355 100.0

Person you 

want to live 

Together

Only a couple 258 72.7

Children 81 22.8

 Relatives 16 4.5

Total 355 100.0

Most 

important 

thing to the 

elderly 

Health 238 67.0

Economy 91 25.6

Relation with others 26 7.4

 Total 355 100.0

Intention to 

return to 

homeland

No 273 76.9

Yes 82 23.1

Total 355 100.0

노후생활 비 시기에 한 문항은 낮을수록 인식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하는 역 코딩 문항이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로그램을 통계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연구

상의 개인 특성과 노후생활인식은 빈도분석으로 산출

하 으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여가활동의 향 계를 검증하기 하여 계  회귀분

석(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3.1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의 특성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에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노년기라 인식하는 연령은 60세가 52.7%, 65

세부터가 27.3%, 70세부터가 9.6% 다. 노후생활을 비

하는 시기는 40 가 57.7%로 가장 많았고 노년기에 한 

인식은 정 이 34.8% 다. 노후계획은 되어있지 않다

가 63.1% 고, 노후에 한 책임으로 국가와 사회가 부

양해야 한다가 48.2%로 가장 많았다.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으로는 부부만이 72.7%로 

가장 많았고 노년기의 어려운 은 경제문제가 62.8%

다. 노년기에 가장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건강문제 

67.0%, 경제문제 25.6%, 인 계 7.4%로 나타났다. 미래

에 한 삶의 생각은 희망 이다가 47.9%, 변함이 없다

가 28.5%, 불안 하다가 23.6% 다. 노년이 되어 귀국 한

다가 23.1%, 귀국하지 않는다가 76.9% 다.
3.2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의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의 관계

결혼이주여성의 노후 비의식과 사회활동, 여가활동

의 계를 악하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한 결과

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정서  비는 사회활

동, 여가활동과 정 상 계가 나타났고, 사회활동, 여

가활동은 간수 의 상 이 나타났다.

신체  비는 사회활동, 여가활동과 정 상 계가 

나타났다. 경제  비는 사회활동, 여가활동과 정 상

계가 나타났고, 반 으로 간수 이하의 상 계

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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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s
Emotional 

preparation 

Physical 

preparation 

Financial 

preparation

Social 

Activity

Leisure 

Activity

Emotional 

preparation 
1

Physical 

preparation 
.504*** 1

Financial 

Preparation 
.327*** .412*** 1

Social 

Activities
.302*** .149** .258*** 1

Leisure 

Activities 
.390*** .255*** .143** .3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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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female immigrant’s preception of 
preparing their later life and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3.3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정서적 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여가활

동이 노후생활 비  정서  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Table 

4> 와 같이 나타났다. 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

족하는 지를 악하기 하여, 차의 독립성을 악하

는 Durbin-Watson은 1.816로 정상범  1-4 이내의 값을 

가지며, 극단 치를 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

리는 각각 1.440-31.195, 0.000-0.045, 그리고 심 화된 

Leverage 값은 0.004-0.089로 정상범  값을 가졌다.

다 공선성을 악하는 공차한계(Tolerance)는 

.810-.980, 그리고 상승변량(VIF)은 1.020-1.235로 각각 

정상범  1 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정서  비에 한 계  회귀분석은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모델로 확인되었다. 

투입한 독립변인이 정서  비에 한 체 설 명량

은 25.8% 고, 통제변인인 특성변인과 노후생활인식을

제외한 변인의 체 설명 량은 14.6%의 R2 변화량을 보

다. 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 하 으므로 

모형3을 심으로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한 상  

기여도는 노후에 한 생각, 노후 계획 비, 사회활동, 

여가활동이 유의미한 향을 주었고 이  여가활동이 

가장 큰 향을 주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정서  비

는 여가활동이 많고 사회활동이 많으며 자신의 노년기에 

한 생각 노후계획 비를 많이 할수록 높았다.

Independent variables

Emotional Preparation Perception

Model1 Model2 Model3

B(β) B(β) B(β)

Pers

onal 

Char

acter

istics

 Age difference 

between spouses
.009(.027) .001(.003) -.007(-.022)

Duration of 

marriage
.020(.055) .017(.046) .022(.058)

Monthly income .077(.211)*** .063(.172)** .029(.079)

cons

cious

ness 

of 

later 

life

Think about your 

own later life
-.072(-.130)

*
-.076(-.137)

**

Retirement plan 

preparation
-.109(-.180)

**
-.099(-.164)

**

Retirement 

preparation time
-.017(-.037) -.016)-.033)

Social activities .173(.192)***

Leisure activities .300(.283)***

F 6.003** 7.232*** 14.857***

R2 Change .049 .063 .146

R2  .049 .112 .258

<Table 4> Married female immigrants' consciousness 
of later life and socio- leisure activities on
the emotional preparation perception for 
later life

3.4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신체적 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여가활

동이 노후생활 비  신체  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

족하는 지를 악하기 하여, 잔 차의 독립성을 악하

는 Durbin-Watson은 2.022로 정상범  1-4 이내의 값을 

가지며, 극단 치를 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

는 각각 1.440-31.195, 0.000-0.033 그리고 심 화된 

Leverage 값은0.004-0.089로 정상범  값을 가졌으며, 다

 공선 성을 악하는 공차한계(Tolerance)는 .810-.980, 

그리고 상승변량(VIF)은 1.020-1.235로 각각 정상범  1 

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

성의 신체  비에 한 계  회귀분석기본가정을 충

족하는 모델로 확인되었다. 투입한 독립변인이 신체  

비에 한 체 설명 량은 13.9% 고, 통제변인인 개

인특성변인과 노후생활인식을 제외한 사회활동과 여가

활동 변인의 체 설명 량은 3.1%의 R2 변화량을 보

다. 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 하 으므로 모

형 3을 심으로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한 상  

기여도는 결혼생활기간, 노후계획 비, 여가활동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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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향을 주었고 이  여가활동이 가장 큰 향을 주

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신체  비의식은 여가활동이 

많고, 노후계획 비를 많이 하고,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ent variables

 Physical Preparation Perception

Model1 Model2 Model3

B(β) B(β) B(β)

Perso

nal 

Chara

cterist

ics 

 

Age 

difference 

between 

spouses

.027(.074) .013(.036) .009(.024)

Duration of 

marriage
-.050(-.125)* -.061(-.151)** -.058(-.143)**

Monthly 

income 
.023(.059) .010(.024) -.012(-.031)

Recog

nized 

retire

ment 

 old age .027(.045) .023(.038)

Retirement 

plan 

preparation

-.185(-.283)*** -.176(-.269)***

Retirement 

preparation 

time 

-.016(-.032) -.015(-.029)

Social Activities .086(.088)

Leisure Activities .215(.188)**

F 3.840* 6.924*** 8.071***

R2 Change .032 .076 .031

 R2 .032 .108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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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arried female immigrants' consciousness
of later life and socio- leisure activities
on the physical preparation perception for
later life

3.5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경제적 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여가활

동이 노후생활 비  경제  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

족하는 지를 악하기 하여, 잔 차의 독립성을 악해 

Durbin-Watson은 1.866로 정상범  1-4 이내의 값을 가

지며, 극단 치를 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

는 각각 1.440-31.195, 0.000-0.030, 그리고 심 화된 

Leverage 값은0.004-0.089로 정상범  값을 가졌으며, 다

공선성을 악하는 공차한계는 .810-.980 그리고 상승

변량(VIF)은 1.020-1.235로 각각 정상범  1 이하와 1-9

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석은 기본가정을 충

족하는 모델로 확인되었다. 투입한 독립변인이 경제  

비의식에 한 체 설명 량은 14.8%결혼이주여성의 

경제  비의식에 한 계  회귀분석이었고, 통제변

인인 개인특성변인과 노후생활인식을 제외한 사회활동

과 여가활동 변인의 체 설명 량은6.4%의 R2 변화량을 

보 다. 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 하 으므로 

모형3을 심으로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한 상  

기여도는 노후계획 비, 사회활동이 향을 주었고, 사회

활동이 가장 큰 향을 주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경제

 비의식에는 사회활동이 많고 노후계획 비를 많이 

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ent variables 

Economical Preparation Perception

Model1 Model2 Model3

B(β) B(β) B(β)

Pers

onal 

Char

acter

istics

Age difference 

between spouses
.027(.063) .013(.030) .001(.002)

Duration of 

marriage
-.008(-.017) -.019(-.041) -.018(-.039)

Monthly income .057(.123)* .046(.101) .029(.062)

Reco

gnize

d 

retire

ment

old  age .034(.049) .044(.063)

Retirement plan 

preparation
-.185(-.243)*** -.200(-.262)*** 

Retirement 

preparation time 
-.039(-.066) -.042(-.072)

Social Activities .297(.261)*** 

Leisure Activities -.004(-.003)

F 2.560   5.234***   7.439*** 

R2 Change .022 .062 .064

R2 .022 .08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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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Married female immigrants' consciousness
of later life and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on the financial preparation perception for
later life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 은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

회활동  여가활동이 노후 비의식에 미치는 향 계

를 탐구하는데 있었다. 연구결과 주요발견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 생활 인식 특성에 있어 60세부터가 노년이

며, 부양방법은 국가나 사회가 실시하며 노년기에 한

걱정은 경제문제, 미래에 한 생각은 희망 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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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한 40 가 노후 생활을 비하는 시기로 인식했

으며, 노후계획의 비정도는 “되어 있지 않다”가 63.1%

으며,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부부만, 노인에게 

가장 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노년

기에 자국으로 귀국여부에 한 질문에는“ 아니오” 가 

76.9% 다. 

둘째, 정서  노후 비의식에 해서 노후에 한 생

각, 노후계획 비, 사회활동, 여가활동이 유의미한 향

을 주었다. 이  여가활동이 가장 큰 향을 주어 결혼이

주여성의 정서  비의식에는 여가활동이 많고 사회활

동이 많으며 노후에 한 생각과 노후의 계획을 많이 할

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  노후 비의식에 있어 결혼생활기간, 노

후계획 비, 여가활동이 유의미한 향을 주었다. 즉 결

혼이주여성의 신체  비의식에는 여가활동이 많고 노

후계획 비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  노후 비의식에 있어 노후계획 비, 노

후생활 비 시기, 사회활동이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경제  비는 사회활동이 많

고 노후계획 비를 많이 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 비의식에는 사회활

동과 여가활동이 크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재 결혼이주여성들을 한 정책에는 사회활동 

여가활동 등은  뒷 으로 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이주여성의 노후에 한 학문  심과 노후 비 지원을 

도모할 안 마련과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 이 

없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노후 책이 결혼이민자의 특

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므로, 앞으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는 문화 풍토가 되어져야 할 것이

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  진출 확 를 한 맞

춤형 직업 훈련, 양질의 일자리 확 , 자조모임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참여 활동, 노후 비에 한 컨설 , 사회  

네트워크를 강화 내지 확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비 노인으로 노년기를 비해

야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있어 어떻게 

비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노년기의 삶은 달라질 수 있

으며 사회 반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리라는 것은 미

루어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노후생활인식  사회

활동 여가활동이 노후 비의식에 미치는 향을 악하

으므로, 후속과제로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노후생

활 비에 한 다양한 로그램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성공 인 노후의 삶을 

하여 었을 때 미리 비 할 수 있도록 구체 이고 체계

인 지원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다문화 정책의 속도가 

가족  사회의 변화 속도를 도입단계로 따라 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주목하여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사회활동, 여가활동의 개발과 정서 , 신체

, 경제 으로 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계 으로 

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역 이민을 꿈꾸지 않고 함께 공

유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농 지

역과 산간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도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의 필요성과 문

가들에 의해 생애 주기별 차별화된 정책이 연구 개발 되

고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국 인 결혼이주여성의 실태를 

악했다고 볼 수 없어 모집단의 편 화로 일반화하기에

는 고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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