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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 국 국 문 문 문 문 요 요 요 요 약약약약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

회적 현상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언어 및 생활방식,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스

트레스와 건강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 주관적 건강인

식도 등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가족관계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도간의 

관련성 및 미치는 영향을 통해 스트레스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

으로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80명이었고,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설

문조사로 수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도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 T-test, 각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ents,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

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은 5점 만점에서 평균 

1.56(±0.67)점으로, 별로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

고, 5개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본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은 남편관계

에서 가장 높았고, 건강관련문제, 경제문제, 시부모관계, 자녀관계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인식도는 평균 3.25(±0.83)점으로 보통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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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스트레스 전체 수준은 국

적, 연령, 자녀수, 남편관계스트레스는 국적, 자녀관계스트레스는 국적, 연령, 

종교, 거주기간, 자녀수, 시부모관계스트레스는 가족형태, 경제관련 스트레스

는 국적, 연령,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거주기간, 자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건강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인

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도 수준은 국적, 연령,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거주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도 간에는 상

호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모두 역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

는 가족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

음을 의미하고,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는 단면연구라 제한점은 있지만, 가족관계스트레스 중 남편관계,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을 알 수 있었으며, 가족관계스트레스에 대한 원하는 해결방안으로는 대부

분 ‘대화’라고 응답하여 이들의 요구를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의 구체적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

며, 지방자치단체 등 보건의료당국은 이들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관계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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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론론론

1.1.1.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및 및 및 및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세계화의 확대에 따라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은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전

까지는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이었으나,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국

제결혼 자체가 크게 증가되었고, 여성보다는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있다(이혜경, 2005).

   2004년 총 결혼건수 310,944건 중 국제결혼이 35,447건(11.4%)이었

고, 그 중 72.2%(25,594건)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

지 27.8%(9,853건)은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다(통계청, 

2004). 실제로 1990년 619건에 불과하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누계는 2006년 30,208건(여성가족부, 2006)으로 급증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은 중국이 64.7%(그 중 47.4%는 중국동포)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

(10.6%), 필리핀(8.2%), 베트남(7%), 태국(2%), 몽골(1.6%), 러시아(1.4%) 

등의 순이다(법무부, 2005).

   이렇게 국제결혼에 의한 외국인 여성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로 농어촌 남성들의 혼인의 어려움(여수경, 2005), 여성 사회진출 확

대에 의한 혼인기피(조혜자 등, 2005),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국가 간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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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및 영리적 세력의 개입(설동훈 등, 2005) 등으

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결혼 후 

언어나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권복순 등, 2006, 강유진, 

1999), 가정경제의 어려움(이혜경, 2005), 차별과 편견, 자녀양육 및 교육

의 어려움(한건수, 2006, 이선주 등, 2005)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 수혜 대상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

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빈곤과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피해자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고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윤형숙, 2005), 기존 연구에서는 

그들의 인권 및 문화적응문제와 관련된 사회통합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들

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건강은 단순히 질환이 없음이 아니라 보다 질적인 삶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건강권은 의료이용 접근성의 용이함을 넘어서 행복한 삶

의 추구를 위한 인간의 기본권리, 인권으로 해석되고 있다. 건강은 개인적 

문제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건강이란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달성

할 수 있는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변동과 국민생활의 다양화와 복잡화는 

특히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정신건강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개념적으로 사회적 건강과의 관련성이 증명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정선 등, 2004).

   그러므로 사회 정착 및 적응에 대한 주요한 척도인 삶의 질에 건강문제

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 3 -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개인의 건강이 사회적응의 조건인 동시에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사회적응의 또 하나의 차원으로 포

함하기 때문이다(윤인진 등, 2005).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여 

외국인, 여성, 주부라는 다양한 역할 부담을 가지고 낯선 문화속에서 생활

하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문제도 있겠지만, 한국적 특성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문제 등 스트레스에 의해 정신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양산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높아 이들의 정신건강상태에 있어 관련된 정책당국자뿐 아니라 지

역사회 보건의료인들의 관심도 많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 문

화적응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관적 건강인식

도와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트

레스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언어 및 생활방

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할 위험이 높기 때

문에(강유진, 1999)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여 이

들의 주요 갈등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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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 주관적 

건강인식도 등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가족관계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

도간의 관련성 및 미치는 영향을 통해 스트레스의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 주관적 건

강인식도를 조사한다.

   둘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 주

관적 건강인식도를 조사한다.

   셋째, 가족관계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가족관계스트레스 중 가장 힘든 점에 있어 해결방안

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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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1.1.1.1. 문화문화문화문화, , , ,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질병질병질병질병

   인류학자들은 문화에 관해 여러 가지 정의를 해왔는데, 아마도 1871년 

Tylor가 내린 정의가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능력, 습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체’가 문화라는 

것이다(Leach, E. 1982). Kissing이 내린 정의에서는 문화의 관념적 측면

이 강조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문화에 포괄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공유

되는 관념, 체계, 개념, 규칙 및 의미로서, 그 체계위에 인간의 삶이 표현

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Keesing, R.M. & Strathern, A.J. 1998). 위와 같

은 정의에서 보면, 특정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지침의 

총체(명시적이고 암시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를 문화라고 할 수 있다.

   Leach(1982) 같은 인류학자들은 모든 사회는 실제적으로 그 안에 하나 

이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회에는 

계급, 카스트, 혹은 신분을 나누는 사회적 층화(social stratification)의 형

식이 있으며, 각 층은 언어 사용, 관례, 옷차림, 식습관과 거주방식 등과 

같은 나름의 독특한 문화적 속성으로 특징이 지워진다. 따라서 부자와 가

난한 자,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 모두 그들만의 물려받은 문화적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한 사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구

별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규범과 기대에 순응할 것으로 기대

된다. 어린이, 성인, 노인 모두 역시 한 문화권 안에서도 다른 행동 규범과  



- 6 -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계층과 더불어, 북미나 서부 유럽 사회와 같이 복합적인 사

회 대부분은 종교/인종 면에서 소수민족이나, 관광객, 외국 학생, 새로 온 

이민자, 정치적 망명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으며, 

각 집단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집단 중 다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큰 사회의 문화 특질과 섞여가면서 어느 정도 문화적 변용

(acculturation)을 겪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도 있다. 

   복합사회 대부분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문화가 조각조각 

이어져 있어서, 서로 다른 수많은 세계관이 한 영토 내에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는 가변적 개념으로서, 끊임없이 변화와 적응의 과

정을 밟는 것이다. 어느 한 개인이건, 가족 단위이건, 아니면 공동체이건 

간에 동시에 여러 문화권에 속해 있고, 이러한 이중문화는 이주자에게 많

고, 더 나아가 이주 제1세대가 가진 전통문화가 자녀나 손 자녀가 가진 다

른 형태의 문화와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배경은 인간 삶의 많은 부분, 즉 신념, 행동, 인식, 정

서, 언어, 종교, 의례, 가족구조, 식이요법, 의복, 신체이미지, 공간과 시간

의 개념, 병이나 통증, 또는 그밖에 여러 형태의 불행을 어떤 식으로 경험

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주제들은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태어나거나 그 안에 현재 살고 있

는 문화만이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 문화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로서 건강과 관련된 신념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 

외의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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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요인(나이, 성별, 신체치수, 외모, 성격, 지능, 경험, 신체적․정서  

  적 상태)

- 교육적 요인(정규 및 비정규 교육으로서 종교, 인종, 혹은 하위문화에   

  해당하는 직종별 교육을 모두 포함)

- 사회․경제적 요인(사회계급, 경제적 상태, 취업 혹은 실업,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사회적 연결망)

- 환경적 요인(날씨, 인구밀도, 거주지역의 오염 정도 등과 함께 주거환경,  

  도로, 다리, 대중교통, 의료시설과 같이 사용 가능한 사회적 생산 기반을  

  모두 포함)

   정도는 다르지만 상황마다 위의 요인은 작용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

라 어떤 상황에서는 보다 더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성격과 경제상태, 교육을 통해 가지게 된 믿음, 또는 그

가 살고 있는 환경 특성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도 결정된다

(Helman, C.G. 2007). 

   이민집단의 경우, 떠나온 곳의 그들 문화와 밀접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희박해지고 다른 문화권에 동화되어가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

우에는 원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집에서는 모국어로만 말

하고, 전통음식을 먹으며 위성TV를 통하여 모국의 프로그램만 보는 이주

자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보다 복합적인 사회에서는 문화 집단을 말할 

때 일반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인구가 유입되고 빠

져나가는 현대에 와서는 어느 한 해에 그 집단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보았

던 것이 그 다음 해에는 아닐 수 있게까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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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문화는 언제나 특정 맥락

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맥락을 이루는 것은 역사적 요인, 경

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지리적 요인 등이며, 특정 시대 한 집단의 문

화는 다른 수많은 당대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런 까닭에 사회 

경제적인 맥락으로부터 순수하게 문화적 신념과 행동만 분리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특정 음식을 

먹는다거나, 비좁은 집에서 산다거나, 아플 때도 의사는 결코 찾아가지 않

는다는 행동 특성 등),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이 아

니라, 단지 달리 행동하기에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상생활

에서 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 그들의 문화가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이 아니라, 차별 또는 박해를 받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건강/질병

을 이해하고자 할 때 ‘피해자 비난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중요

한 일이다. 즉 그들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느 

한 인구집단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를 그들의 문화 때문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지역적 문화 특성과 상관없이, 병은 대개 낮은 수입

과 연관되어 있다. 수입은 음식, 물, 의복, 위생시설, 주거공간 및 의료 혜

택의 종류와 연관되기 때문이다(Zaidi, S.A. 1988). 건강불평등과 그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깨끗한 

물의 공급과 적정한 하수 처리 등의 요인과 관련된다.

   ‘건강’과 ‘병’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에 관한 정의는 개인, 가족, 

문화집단, 사회계급에 따라 다양하다. 대부분 건강은 단지 불편한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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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946년 WHO는,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이며, 단순히 질

병이나 쇠약함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였다. 건강은 전

인적인 개념으로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리고 영적 건

강을 다 포괄한다는 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에 장해가 올 경우, 예를 들

어 배우자와의 불화, 가까운 친척과의 갈등, 악몽 혹은 마법에 걸린 것 같

은 느낌도, 특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산업사회 여러 곳에서는 건강이란 사람과 사람사이, 사람과 자연사

이, 사람과 초자연적 세계 사이의 균형잡힌 관계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계

들 중 어느 하나라도 흐트러질 경우 신체적, 감정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고 믿는다. 서구사회의 건강에 관한 정의는 이보다는 덜 포괄적인데, 이는 

서구의학의 생의학적 시각에 의하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비정상성

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측

면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건강의 정의는 의료인이 생각하는 건강과는 명백히 

차이가 난다.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이 ‘아프다’고 정의하는 과정은 스스로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 남이 그렇다고 인식해 주는 것, 혹은 그 둘 모두에 

기반하고 있을 수 있다. 자신이 아프다고 정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다.

- 몸무게의 감소, 피부색의 변화나 탈모와 같은 신체 외모에 일어난 변화  

  를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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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보는 횟수, 생리 과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 같은 정상적인 신체 기  

  능에 나타나는 변화

- 소변, 가래, 대변에 섞여 나오는 피와 같은 평상시와 다른 배설물

- 마비, 동작이 자유롭지 않음, 떨림과 같은 팔다리 기능의 변화

- 청각, 시각, 후각상실, 감각의 마비나 미각상실과 같은 다섯가지 주요감  

  각의 변화

- 통증, 두통, 복통, 열이나 오한 같은 불편한 신체적 증상

- 불안, 우울, 악몽 또는 죄책감 등과 같이 평소와 다른 극단적인 정서상  

  태

- 결혼이나 직장에서의 불화와 같은 타인들과 연관된 행동에서의 변화

- 영적 경험으로서 환시, 백일몽, 신의 처벌이라고 느끼는 것, 마법에 걸렸  

  다거나 악령에 씌었다고 느끼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문화와 건강, 질병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가족관계스트레스의 개념 및 

그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서 본 연구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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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국제결혼 국제결혼 국제결혼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이주여성에 이주여성에 이주여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이란 가난한 한국의 여성들

이 주로 미국이나 일본으로 결혼이주를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국내에

서 외국인과 결혼해 사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

내로의 결혼이주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존 연구 중 학계에서는 주로 문화인류학과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

학 전공자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주목해 왔는데, 현재까지 국제결혼 이

주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문화적응과 관련된 갈등,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등의 내용으로 하는 논문(노하나, 2007, 박은진, 2007, 황정선, 2007, 이

윤호, 2007, 신민자, 2006, 이현옥, 2004)을 비롯한 각 지역단위의 소규모 

표본조사를 수행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보건복지정책을 개발하려

는 시도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설동

훈 등, 2005)이라는 대표성을 가지는 전국 단위의 조사는 있었으나, 사회

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언급이 

부족하였고, 깊이 있게 접근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윤형숙(2005)은 전라남도 지역에 결혼해 온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외국 여성들은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결혼하며, 

자신의 결혼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가족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행위자임을 강조함으로써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빈곤과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피해자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고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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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이혜경(2005)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규

명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설동훈(2005)은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 한국사회

가 이미 실질적 의미에서 이민사회가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이 적응 및 사회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권구영(2007)은 전라남도지역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

로 생태체계적 요인들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및 사

회적 지지는 상호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과 정신

건강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혹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신건강과 관

련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성인여성의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나(김정선 등, 2004), 스트레스에 대한 이

해와 해결방안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김오남(2006)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에서 부

부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은 단순히 부부간의 상호작용만이 아니라 부부관계

와 관련된 가족생활요인들에 대한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경제적 문

제,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편의 지지는 이러한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

로 밝혀져,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양점도 등, 2006)에서 남

편이 아내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이들의 결혼만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그들과 더불

어 우리나라의 소수집단이라 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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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대상으로 김경철(2005)의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

하였는데, 만성질환, 우울증, 종교 등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의한 연관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다 전인적

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의 선행연구 중 Donelle M. Barnes(2005)는 난민들의 건강과 관

련된 지식과 인식을 파악한 결과 이들은 건강행동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천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문화적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건

강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추후 

난민들의 건강증진 관련 연구에서 고려하여 중재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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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가족관계스트레스의 가족관계스트레스의 가족관계스트레스의 가족관계스트레스의 개념개념개념개념

   인간 사회에서 일차적인 사회집단은 언제나 가족이다. 구성원들의 삶에

서 가족의 역할은 문화에 따라 크게 다양하다. 산업 세계의 도시 지역에서

는 핵가족이 기준이 되는 반면, 도시 바깥에서는 대가족(대개 부부, 결혼한 

자녀, 그리고 손자들과 손자들의 배우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발

견되는 혈연관계이다. 이러한 대가족 단위는 일종의 축소판 공동체 혹은 

자족 집단의 기능을 한다. 구성원들은 자산을 공유하며, 일상생활의 많은 

업무와 의무도 공유한다. 가족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어떤 문화에서 나타

나든 간에 생물학적 단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위이다. 

   가족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이지 않다. 혈연관계양상은 문화 간에 큰 차

이가 있으며, 인류학자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가족 구조에 관해 연구해 왔

다. 결혼의 유형에는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드물게 일처다부제(Ember, 

C.R. & Ember, M. 1985) 등이 있고, 대가족이나 핵가족 이외에 연합가족

(결혼한 남매들과 그 배우자들 및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식구)과 한 부모

가정(대개 어머니와 자녀)도 있다. 일부 회교사회에서는 ‘젖형제’라고 하여  

한 유모에게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은 상징적 형제가 되며, 비록 생물학적으

로 혈연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들 사이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 

   최근에는 특히 서구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유형의 가족구조가 

등장하고 있다. 입양 혹은 양부모 가정, 자발적 무자녀 가정, 공동체 가족, 

동성부부, 그리고 이혼율과 재혼율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의붓 자녀, 의붓 

부모, 조부모, 사돈 등이 복잡하게 얽혀 혼합가족을 형성하기도 한다

(Simpson, B. 1994). 인종, 문화, 종교적 배경이 각기 다른 사람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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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같은 혼합결혼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인구집단이 만들어지기도 한

다. 이들 다양한 가족들은 그 배경으로 인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

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

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의 이점은 

지속성, 정서적 친밀감, 사회적지지, 부모 혹은 권위를 가진 사람의 역할, 

소속감과 정체성,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경제적 지원, 어린이와 노약

자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든 간에, 가족을 소규모 사회로 보고, 특유의 

조직과 문화를 가진 작은 부족으로 보는 것은 가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

용하다. 가족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것(Helman, C.G. 1991)은 여

러 면에서 넓은 사회와 매우 비슷하지만 또한 제각기 고유한 특색을 가지

고 있다. 대규모 문화 집단처럼 가족도 그들만의 세계관과 행동방침, 성별

에 따른 역할, 시공간에 대한 개념, 자신들끼리 통하는 언어, 역사와 전설

과 의례를 가지고 있다. 

   가족은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 및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특

유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가족 문화는 맥락에 따라 건강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건강에 해로운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가족 구조에 따라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반면, 어떤 가

족 구조는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보호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 양상이 건강과 질병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볼 수 있다(Christie-Seely, J. 1981). 이러한 가족 시스템 이론 혹  

은 사이버 모델에서 해석하는 가족 간의 역동적 관계는 평형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는데, 종종 가족 중 한 명이 심리적으로 희생양이 되는 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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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가족 안 다양한 관계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외국인으로서, 또한 주부

로서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 스트레스 가설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생소한 장소, 생소한 주택, 기후

의 변화, 공해 등의 물리적 변화, 낯선 음식과 영양 상태의 변화, 질병 등 

생물학적 변화 즉, 문화적 변화 그리고 이 모든 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즉,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곧 스트레스(이은주, 2004)로 작용하

며,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정도에 따라 정신건강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김광일, 1991).

   문화적 요인은 스트레스 반응에서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

라 보호적일 수도 있고, 병인으로 작용(문화성 스트레스)할 수도 있다. 즉, 

어떤 종류의 문화적 믿음, 가치, 기대, 풍습 등은 스트레스 요인을 증가시

킬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경우, 문화권에 따라 서

로 다른 양상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남자와 여자가 표현하는 양상 또

한 다르기 쉽다. 

   또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이론에 의하면 일상생활의 문제나 주요한 

생의 위기는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평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신체의 평형을 깨뜨리는 생

활 사건들은 재적응을 요구하는데, 생활 속에서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

면 재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이 부담되어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한다(Chu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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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란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 상태

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관계(Lazarus & Folkman, 

1984)로, Laster(1981)는 스트레스를 어떤 욕구나 내적, 외적 자극에 대

한 신체의 적응력있는 반응이라고 하였고, H.Selye(1965)는 스트레스란 

생체내의 원인 모르는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특별한 증

상들을 나타내는 상태라고 하였으며, 스트레스의 반응적 측면을 강조하여 

신체에 가해진 어떤 요구(demand)에 대해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이고도 

비특징적인 반응이라고 하였다(최동희, 1990).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최근까지 심리학자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내린 

가장 보편적인 정의로서, 사람에게 긴장을 유발시키는 환경적 자극이나 내

적 요인, 즉 사람과 환경간에 평형을 방해하고 혼란시키는 특성을 가진 자

극을 스트레스로 본다(Lazarus, 1982). 여기에는 외적인 환경적 조건으로

부터 내적인 생리적 현상까지 다양한 자극들이 포함되는데, Selye(1965)

는 이를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원(Stressor)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최동희, 1990).

   스트레스를 환경적 자극으로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입장은 생활사건

(Life event)접근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McCubbine 등(1981)은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척도를 제작하여 

가족의 생활사건과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족은 지역사회의 기본단위로써 환경적으로 그 

구성원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건강과 불건강이 하나의 연속선 

상에 있다고 전제할 때 가족 한사람이 불건강 상태에 처하면 전가족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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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게 되므로, 가족의 건강에 관한 한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주부

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었고(김영희 등, 1992), 주부의 역할이 주어지는 

성인여성은 생애주기 과정에서 직업과 결혼, 임신과 출산, 폐경과 같은 많

은 변화와 위기를 경험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

상임을 감안할 때 스트레스가 성인여성의 정신건강에 또 다른 주요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김정선 등, 2004).

   주부가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발생하

는 스트레스 요인을 선행 연구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영춘(1979)은 

부부간의 성격차이, 부부간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름, 역할 기대의 차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와 소비, 절약 문제에서 발생되는 의견 대립, 

성관계로 인한 긴장, 자녀교육 문제와 방계 친족들에 대한 문제가 스트레

스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배민자(1980)의 ‘부부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갈등 요인으로 성격차

이가 수위를 차지하고, 시가족문제, 남편의 음주, 경제적 이유, 가정 등한

의 순서로 나타났다. 배영숙(1982)은 주부의 스트레스 원인은 경제적 어려

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심한 피로감, 식습관의 변화, 가족 구성원과

의 다툼 등의 순이라고 하였고, 박난희(1987)는 주부의 스트레스 심각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경제문제이며, 다음이 가사노동문제, 건강문제, 가족생활

문제의 순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의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과 해

결방안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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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및 및 및 및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이와 관련된 영향요

인 분석을 위한 단면연구로 설계되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국

제결혼 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하여 설문조사의 취지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수행되었

다. 그러나 전화연락을 통해 방문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국제결혼 이주여

성의 가족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설문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국어 교실을 이용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나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찾아오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찾아가 설명하고, 동의한 사

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방문한 경우도 포함하여 수행되었다. 

   물론 조사 대상이 이러한 방법으로 표집될 경우, 대표성 확보가 제한된

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설문지의 질문내용을 직접 혹은 보조적인 설명

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거나 설문조사시 다른 가족

이 함께 있을 경우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929명(법무부, 

2007)의 약 11%에 해당하는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불

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일부 사례를 제외한 80사례가 자료 분석에 활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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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및 및 및 및 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척도를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설문조사로 수행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훈련된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직접 문항을 읽어주거나 한

국어 능력에 따라 보조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자가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

사 기간은 예비조사 기간을 포함하여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간이었다. 설문에 포함된 주요 변수 및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가. 독립변수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가족관계스트레스나 주관적 건강인식도와의 관련성  

  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국적, 연령, 배우자와의 연  

  령차이, 종교,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거주기간, 가족형태, 피임방  

  법, 자녀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을 선택하여 분류한 결과 [표 1]과 같  

  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재분류 기준은 대부분 구성의 분포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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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istic Regression시 재분류 기준임.

분류 변수명  원분류  재분류

인구

사회

학적

특성

국적
*

1. 베트남 2. 중국 3. 일본 4. 필리핀 1. 베트남

5. 한국계중국인 6. 기타 2. 중국

3. 일본

4. 기타

연령

1. 연속형(세)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배우자와 

연령차이

1. 연속형(년) 1. 5년 이하

2. 6-10년

3. 11-15년

4. 16-20년

5. 21년 이상

종교

1. 없음 2. 기독교 3. 천주교 4. 불교 1. 기독교

5. 통일교 6. 기타 2. 불교

3. 통일교

4. 기타

5. 없음

교육수준

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1. 초졸 이하

4. 대졸(전문대 포함) 5. 대학원 이상 2. 중졸

3. 고졸

4. 대졸(전문대포함)

직업

1. 전문직 및 사무직 2. 서비스직 1. 서비스직

3. 농림어업 4. 자영업 5. 전업주부 2. 전업주부

6. 기타 3. 기타

결혼상태
1. 초혼 2. 재혼 3. 별거 4. 이혼 1. 초혼

5. 기타 2. 재혼

거주기간

1. 연속형(년) 1. 1-2년

2. 3-5년

3. 6-10년

4. 11-15년

가족형태
1. 배우자 2. 자녀 3. 시부모 1. 배우자/자녀와 거주

4. 그 외 시댁식구 2. 시댁식구와 거주

[표 1] 변수의 정의 -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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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정의 - 인구사회학적 특성(계속)

     2) 가족관계스트레스 척도

       가족관계스트레스는 McCubbin 등(1981)이 개발한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 changes)를 최동희(1990)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28문항의 가족관계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남편과 자녀 및 시부모관계, 경제 및 건강관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경험한 바 없다(0점)에서부터 정말 심각

하다(5점)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28문항의 항목 중 5개의 하위요인

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고, 가족관계스트레스 척도의 재분류 

기준은 항목의 내용에 따른 것이었다. 남편관계스트레스와 관련된 것

은 1,5,10,15,18,25번으로 각각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이 5점 만점에

서 남편관계스트레스의 점수이고, 같은 방법으로 자녀관계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은 2,8,12,17,23번, 시부모관계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은 

분류 변수명  원분류  재분류

인구

사회

학적

특성

피임방법

1. 개방형 질문 1. 수술

2. 루프

3. 콘돔

4. 피임약

5. 임신중

6. 폐경

7. 없음

자녀수

1. 연속형(명) 1. 0명

2. 1명

3. 2명

4. 3명 이상

월평균

가구

총소득

1. 연속형(만원) 1. 2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상

3.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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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19,24,28번, 경제관련 스트레스는 4,7,11,16,20, 26번, 건강관

련 스트레스는 6,14,21,22,27번으로 분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관계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척

도의 신뢰도는 .85이다.

     나. 종속변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건강상태  

     를 예측하고자 종속변수로 주관적 건강인식도를 알아보았다. 주관적  

     건강인식도는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로 인구집단 혹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활용되고 있기도 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준협 등, 2002). 자신의 건  

     강인지 정도가 어떠한 가에 대해 매우 좋음(5점)에서 매우 나쁨(1점)  

     사이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표 2], 5점 만점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 가족관계스트레스의 해결방안 

       조사 대상자에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가족관계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남편과 자녀, 시부모관계, 경제 및 건강문제 중 가장 힘든 점

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원하는 해결방안을 조사하여 분류한 결과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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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istic Regression시 재분류 기준임.

분류 변수명  원분류  재분류

스트

레스

관련

특성

가족관계

스트레스

1. 5개의 하위요인(남편과 자녀 및 1. 남편관계스트레스

  시부모관계, 경제 및 건강관련)을  - 1,5,10,15,18,25번

  포함하는 총 28문항 2. 자녀관계스트레스

 - 2,8,12,17,23번

3. 시부모관계스트레스

 - 3,9,13,19,24,28번

4. 경제관련 스트레스

 - 4,7,11,16,20,26번

5. 건강관련 스트레스

 - 6,14,21,22,27번

육체적

피곤함

1. 가사 2. 자녀 돌봄 3. 직업관련 일 1. 가사

4. 기타 2. 자녀 돌봄

3. 직업관련 일

4. 기타

가장 큰

스트레스

1. 개방형 질문 1. 남편관계

2. 자녀양육

3. 시부모관계

4. 경제문제

5. 건강문제

6. 한국어대화

7. 없음

해결방안

1. 개방형 질문 1. 가사분담

2. 직장구함

3. 대화

4. 외출

5. 취미생활

6. 한국어공부

7. 없음

종속

변수

주관적

건강인식도
*

1. 매우 좋음 2. 좋음 3. 보통 4. 나쁨 1. 좋다

5. 매우 나쁨 2. 나쁘다

[표 2] 변수의 정의 - 스트레스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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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

뢰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

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

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신뢰성에 대한 정

확한 기준이 없이, 일반적으로 0.6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

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

가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예비조사 분석결과 0.916, 본조사 

분석결과 0.854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자료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스트레

스, 주관적 건강인식도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 

T-test를 실시하였다. 각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ents,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시 독립변수인 가족관계스

트레스 5개의 각 하위요인(남편과 자녀 및 시부모관계, 경제 및 건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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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을 연속변수로 하고, 혼란변수인 연령, 거주기간은 연속변수로, 

국적은 베트남, 중국, 일본, 그 외 기타로 분류하고, 가족형태는 배우자 및 

자녀와 거주, 시댁식구와 거주로 분류한 범주형 변수로 구분하였으며, 종

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인식도도 좋다(매우 좋음, 좋음)와 나쁘다(보통, 나쁨, 

매우 나쁨)인 범주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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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1.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80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3]과 같다. 평균 연령은 31.55세였으며, 20대가 53.8%로 가장 많

았고, 30대, 40대, 50대 순이었다. 이들의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는 평균 

12.41세로, 11년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56.3%로 나타났다.   

   종교는 38.8%가 가지고 있지 않았고, 24명(30%)은 기독교, 다음으로는 

통일교가 16.3%에 해당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중졸, 고

졸로 각각 28명씩 70%에 해당하였다. 또한 이들은 다른 직업없이 전업주

부인 경우가 71명으로 88.8%에 해당되었고, 결혼상태는 초혼이 72명

(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1-2년이 43.8%, 3-5년이 33.8%, 11-15년이 

13.8%, 6-10년이 8.8%로, 평균 4.60년이었다. 가족형태로는 배우자나 자

녀와 거주하는 비율이 63.8%, 그 외 시댁식구들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36.2%로 대부분 핵가족의 형태였다. 조사 대상자에게 피임방법을 질문한 

결과 46.3%가 ‘없음’으로 응답하여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자녀수는 평균 1.30명으로 46명인 57.5%가 1명

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평

균 200만원 정도였고, 200만원 이하인 그룹은 29명으로 36.3%, 200만원 

이상인 그룹은 31명으로 38.8%에 해당했지만, 20명인 25%는 가계의 수

입을 모르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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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80) %

국적

베트남 35 43.8

중국 10 12.5

일본 16 20.0

필리핀 7 8.8

한국계중국인 8 10.0

기타 4 5.0

연령

20대 43 53.8

30대 20 25.0

40대 13 16.3

50대 4 5.0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5년 이하 22 27.5

6-10년 13 16.3

11-15년 16 20.0

16-20년 16 20.0

21년 이상 13 16.3

종교

기독교 24 30.0

불교 7 8.8

통일교 13 16.3

기타 5 6.3

없음 31 38.8

교육수준

초졸 이하 8 10.0

중졸 28 35.0

고졸 28 35.0

대졸(전문대포함) 16 20.0

직업

서비스직 5 6.3

전업주부 71 88.8

기타 4 5.0

결혼상태
초혼 72 90.0

재혼 8 10.0

거주기간

1-2년 35 43.8

3-5년 27 33.8

6-10년 7 8.8

11-15년 11 13.8

가족형태
배우자 또는 자녀 51 63.8

시댁식구와 거주 29 36.2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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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80) %

피임방법

수술 6 7.5

루프 12 15.0

콘돔 13 16.3

피임약 2 2.5

임신중 7 8.8

폐경 3 3.8

없음 37 46.3

자녀수

0명 10 12.5

1명 46 57.5

2명 14 17.5

3명이상 10 12.5

월평균가구

총소득

200만원 이하 29 36.3

200만원 이상 31 38.8

모름 20 25.0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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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및 및 및 및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건강인식도 건강인식도 건강인식도 건강인식도 특성특성특성특성

    가가가가. . . .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특성특성특성특성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외국인이면서 주부로서 가족관계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5개의 하위요인(남편과 자녀 및 시부모관계, 건강 및 

경제문제)으로 나누어 그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들의 스

트레스 수준은 5점 만점에서 평균 1.56점으로, 별로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같은 척도를 가지고 연구한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권구영 등, 2007)에서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평균 2.20점으로 본 연구보다 조금 높은 스트레스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와 시부모부양행동(최동희, 1990)에서는 본 연구와 비슷하게 심각

하지 않을 정도의 가족관계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녀관계와 건강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그 다

음으로 경제문제, 남편관계, 시부모관계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도 5개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본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은 남

편관계에서가 가장 높았고, 건강관련문제, 경제문제, 시부모관계, 자녀관계

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주부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가족관계스트레스 척도를 통한 조사와 더불어, 개

방적 질문을 사용하여 가족관계 안에서의 육체적으로 피곤한 부분들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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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크게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의 결과는 [표 5]과 같다. 

육체적으로 가장 피곤한 것은 자녀를 돌보는 것이라고 41명이 응답하여 

51.3%에 해당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가사가 30%를 차지하였다. 가장 크

게 느끼는 스트레스 부분도 자녀양육이 33.8%로 가장 높았는데, 가족관계

스트레스 척도를 통한 결과와는 반대로 나타났지만, 자녀를 출산한 지 얼

마 되지 않은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

고, 그러한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응답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족관계

스트레스

남편관계 80 1.97 0.91 0.00 3.83
자녀관계 80 1.19 0.99 0.00 3.80

시부모관계 80 1.41 1.11 0.00 4.50
경제문제 80 1.51 0.92 0.00 3.33
건강문제 80 1.66 1.03 0.00 4.20

스트레스전체 80 1.56 0.67 0.14 3.25

[표 4]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

특성 구분 N(=80) %

육체적 피곤함

가사 24 30.0

자녀 돌봄 41 51.3

직업관련 일 9 11.3

기타 6 7.5

가장 큰 스트레스

남편관계 10 12.5

자녀양육 27 33.8

시부모관계 7 8.8

경제문제 12 15.0

건강문제 7 8.8

한국어대화 9 11.3

없음 8 10.0

[표 5]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스트레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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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 . .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건강인식도 건강인식도 건강인식도 건강인식도 특성특성특성특성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관적 건강인식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1.3%로 대부분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5점 만

점에서 평균 3.25점으로, 보통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같은 척도를 가지고 연구한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

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정기선, 2007)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이 3.70점

인 것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만족도 분석(김경철, 2005) 연구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과 함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를 살펴본 결과 평균이 3.34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구분 N(=80)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매우 좋음 3 3.8

3.25 0.83 1.00 5.00

좋음 30 37.5

보통 32 40.0

나쁨 14 17.5

매우 나쁨 1 1.3

[표 6]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인식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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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가족관계스트레스가족관계스트레스가족관계스트레스가족관계스트레스, , , ,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건강인식도의 건강인식도의 건강인식도의 건강인식도의 수준수준수준수준

 가가가가. . . .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수준수준수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 전체 수준은 5점 만점에서 평

균 1.56점으로 국적, 연령, 자녀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국

적별로는 일본 여성이 1.90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계중국인, 베트남, 필리

핀, 중국, 기타 순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20대, 30대, 50대 순이었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자녀의 수에 있어서도 2명인 경우에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3명 이상, 

1명, 0명 순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배우자와

의 연령차이, 종교, 직업,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기간, 가족형태, 월소득에 

따른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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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5, ** p<.01
 † 5점 만점

특성 구분 N(=80) 평균(M)† 표준편차(SD) p-value

국적

베트남 35 1.56 0.52

0.020
*

중국 10 1.14 0.71
일본 16 1.90 0.84

필리핀 7 1.55 0.45
한국계중국인 8 1.72 0.72

기타 4 0.87 0.30

연령

20대 43 1.52 0.59

0.041
*30대 20 1.46 0.76

40대 13 1.98 0.58
50대 4 1.06 0.72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5년이하 22 1.86 0.79

0.169

6-10년 13 1.43 0.46
11-15년 16 1.45 0.65
16-20년 16 1.48 0.75

21년이상 13 1.39 0.38

종교

기독교 24 1.60 0.68

0.299

불교 7 1.55 0.62
통일교 13 1.87 0.90
기타 5 1.57 0.48
없음 31 1.39 0.56

거주기간

1-2년 35 1.39 0.65

0.053
3-5년 27 1.54 0.55
6-10년 7 1.78 0.66
11-15년 11 1.99 0.84

가족형태

배우자 또는 

자녀

51 1.49 0.71

0.323
시댁식구와 

거주

29 1.65 0.59

자녀수

0명 10 1.21 0.37

0.003
**1명 46 1.42 0.56

2명 14 1.97 0.50
3명이상 10 1.93 1.08

월평균소득
200만원이하 29 1.56 0.63

0.752
200만원이상 31 1.62 0.80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스트레스 전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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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 중 남편관계스트레스는 5점 만점

에서 평균 1.97점으로 5개의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표 8]. 특히 이들의 국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p<.05), 일본 여성이 2.23점으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 베트남, 한국계중국

인, 중국, 기타 순이었다. 연령,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종교, 직업,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기간, 가족형태, 자녀수, 월소득에 따른 남편관계스트레스 수준

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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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5, ** p<.01
 † 5점 만점

특성 구분 N(=80) 평균(M)† 표준편차(SD) p-value

국적

베트남 35 2.13 0.73

0.040
*

중국 10 1.53 0.72
일본 16 2.23 1.20

필리핀 7 2.14 0.94
한국계중국인 8 1.71 0.95

기타 4 0.88 0.42

연령

20대 43 2.00 0.85

0.421
30대 20 1.84 0.93
40대 13 2.24 0.99
50대 4 1.46 1.27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5년이하 22 2.23 1.14

0.306

6-10년 13 1.63 0.52
11-15년 16 1.75 0.84
16-20년 16 2.08 0.99

21년이상 13 2.01 0.71

종교

기독교 24 2.11 0.97

0.589

불교 7 1.98 0.84
통일교 13 1.99 1.21
기타 5 2.40 0.63
없음 31 1.79 0.79

거주기간

1-2년 35 1.90 0.87

0.554
3-5년 27 1.96 0.88
6-10년 7 1.83 1.06
11-15년 11 2.33 1.09

가족형태

배우자 또는 

자녀

51 1.92 0.99

0.456
시댁식구와 

거주

29 2.07 0.77

자녀수

0명 10 1.68 0.82

0.466
1명 46 1.94 0.84
2명 14 2.27 0.79

3명이상 10 2.00 1.41

월평균소득
200만원이하 29 1.90 0.98

0.728
200만원이상 31 1.98 0.95

[표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남편관계스트레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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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스트레스 중 자녀관계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서 평균 1.19점으

로 5개의 하위요인 중 가장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지만, 국적, 연령, 종교, 

거주기간, 자녀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국적별로는 일본 여

성이 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 여성이 .52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통

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연령별로는 20-30대에 비해 40대

에서 자녀관계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또한 통일교를 가진 여성이 타종교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거주기간에 따른 자녀관계스트레스 수준

은 5년 이하인 경우에 비해 6년 이상인 경우에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자녀의 수에 있어서도 2명인 경우에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3명 이상, 1명 순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직업,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족

형태, 월소득에 따른 자녀관계스트레스 수준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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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5, ** p<.01
 † 5점 만점

특성 구분 N(=80) 평균(M)† 표준편차(SD) p-value

국적

베트남 35 1.16 0.85

0.002
**

중국 10 0.52 0.50
일본 16 2.00 1.27

필리핀 7 0.83 0.80
한국계중국인 8 0.93 0.87

기타 4 0.95 0.44

연령

20대 43 1.07 0.78

0.036
*30대 20 1.06 1.02

40대 13 1.89 1.32
50대 4 0.75 0.96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5년 이하 22 1.65 1.33

0.072

6-10년 13 0.98 0.61
11-15년 16 0.96 0.76
16-20년 16 0.84 0.78
21년 이상 13 1.29 0.89

종교

기독교 24 1.14 0.99

0.019
*

불교 7 0.89 1.23
통일교 13 2.00 1.32
기타 5 1.16 0.70
없음 31 0.95 0.62

거주기간

1-2년 35 0.83 0.71

0.000
**3-5년 27 1.10 0.89

6-10년 7 2.00 1.17
11-15년 11 2.00 1.22

가족형태

배우자 또는 

자녀

51 1.28 1.09

0.245
시댁식구와 

거주

29 1.01 0.77

자녀수

0명 10 0.00 0.00

0.000
**1명 46 1.03 0.73

2명 14 2.00 0.67
3명이상 10 1.92 1.39

월평균소득
200만원이하 29 1.24 1.13

0.822
200만원이상 31 1.30 0.99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관계스트레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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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스트레스 중 시부모관계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서 평균 1.41점으

로 5개의 하위요인 중 4번째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고, 가족형태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배우자 또는 자녀랑 함께 살고 있는 여

성보다 시부모 등 시댁식구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 평균 1.99점으로 스

트레스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국적, 연

령,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종교, 직업,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기간, 자녀수, 

월소득에 따른 시부모관계스트레스 수준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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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5, ** p<.01
 † 5점 만점

특성 구분 N(=80) 평균(M)† 표준편차(SD) p-value

국적

베트남 35 1.42 1.19

0.378

중국 10 1.33 1.34
일본 16 1.43 1.04

필리핀 7 1.98 0.80

한국계중국인 8 1.44 0.89
기타 4 0.38 0.44

연령

20대 43 1.45 1.13

0.348
30대 20 1.25 1.01
40대 13 1.76 1.28
50대 4 0.71 0.34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5년이하 22 1.48 0.97

0.181

6-10년 13 1.53 1.25
11-15년 16 1.55 1.09
16-20년 16 1.64 1.34

21년이상 13 0.72 0.71

종교

기독교 24 1.29 1.40

0.399

불교 7 1.69 0.67
통일교 13 1.55 1.08
기타 5 2.20 1.12
없음 31 1.25 0.92

거주기간

1-2년 35 1.49 1.22

0.680
3-5년 27 1.36 1.05
6-10년 7 0.98 0.65
11-15년 11 1.58 1.14

가족형태

배우자 또는 

자녀

51 1.08 0.98

0.000
**

시댁식구와 

거주

29 1.99 1.10

자녀수

0명 10 1.68 1.19

0.526
1명 46 1.27 1.10
2명 14 1.43 1.14

3명이상 10 1.75 1.06

월평균소득
200만원이하 29 1.32 1.12

0.916
200만원이상 31 1.29 1.17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시부모관계스트레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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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스트레스 중 경제관련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서 평균 1.51점

으로 5개의 하위요인 중 3번째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고, 국적, 연령,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거주기간, 자녀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국적별로는 한국계중국인 여성이 2.19점으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 여성

이 .98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30대, 

20대, 50대 순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또한 배우자와의 연령차이가 5년 이하인 경우가 다른 연령차에 비해 스트

레스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거주기간에 따

른 스트레스 수준은 5년 이하인 경우에 비해 6년 이상인 경우에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자녀의 수에 있어

서도 2명인 경우에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3명 이상, 1명 순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종교, 직업,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족형태, 월소득에 따른 경제관련 스트레스 수준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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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5, ** p<.01
 † 5점 만점

특성 구분 N(=80) 평균(M)† 표준편차(SD) p-value

국적

베트남 35 1.34 0.80

0.002
**

중국 10 1.05 0.99
일본 16 2.11 0.78

필리핀 7 0.98 0.92
한국계중국인 8 2.19 0.92

기타 4 1.29 0.69

연령

20대 43 1.35 0.88

0.030
*30대 20 1.48 0.95

40대 13 2.18 0.85
50대 4 1.17 0.71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5년 이하 22 2.07 0.94

0.015
*

6-10년 13 1.37 0.74
11-15년 16 1.35 1.00
16-20년 16 1.14 0.90
21년 이상 13 1.35 0.61

종교

기독교 24 1.58 0.73

0.051

불교 7 1.38 1.13
통일교 13 2.05 0.80
기타 5 0.70 0.79
없음 31 1.38 0.98

거주기간

1-2년 35 1.11 0.86

0.001
**3-5년 27 1.60 0.84

6-10년 7 2.19 0.68
11-15년 11 2.11 0.88

가족형태

배우자 또는 

자녀

51 1.59 0.84

0.269
시댁식구와 

거주

29 1.36 1.04

자녀수

0명 10 0.98 0.86

0.000
**1명 46 1.28 0.86

2명 14 2.25 0.57
3명이상 10 2.07 0.89

월평균소득
200만원이하 29 1.63 0.87

0.767
200만원이상 31 1.70 0.86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관련 스트레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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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스트레스 중 건강관련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서 평균 1.66점으

로 5개의 하위요인 중 2번째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나, 국적, 연령,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종교, 직업,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기간, 가족형태, 

자녀수, 월소득의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스트레스 수준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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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점 만점

특성 구분 N(=80) 평균(M)† 표준편차(SD) p-value

국적

베트남 35 1.70 0.96

0.165

중국 10 1.18 1.16
일본 16 1.70 1.10

필리핀 7 1.74 0.69
한국계중국인 8 2.30 1.23

기타 4 0.85 0.57

연령

20대 43 1.68 0.97

0.796
30대 20 1.61 1.18
40대 13 1.78 1.12
50대 4 1.20 0.86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5년이하 22 1.81 1.08

0.956

6-10년 13 1.62 1.03
11-15년 16 1.56 0.98
16-20년 16 1.61 1.22

21년이상 13 1.62 0.91

종교

기독교 24 1.84 1.19

0.729

불교 7 1.71 1.01
통일교 13 1.75 1.18
기타 5 1.28 0.46
없음 31 1.52 0.94

거주기간

1-2년 35 1.57 1.03

0.683
3-5년 27 1.59 0.93
6-10년 7 1.94 1.28
11-15년 11 1.91 1.20

가족형태

배우자 또는 

자녀

51 1.58 1.05

0.380
시댁식구와 

거주

29 1.79 1.00

자녀수

0명 10 1.58 0.98

0.630
1명 46 1.55 1.00

2명 14 1.90 0.76
3명이상 10 1.88 1.53

월평균소득
200만원이하 29 1.69 1.07

0.664
200만원이상 31 1.81 1.11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스트레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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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5개 하위요인별 가족관계스트레스 수

준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국적, 거주기간, 가족형태에 따른 전체적인 가

족관계스트레스의 특성을 보면 [표 13]과 같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여성이 남편관계스트레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중

에서도 일본여성이 평균 2.23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족관계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남편관계, 자녀관계스트레스에서 일본 여성들의 스트레

스 점수가 가장 높았고, 시부모관계에서는 필리핀 여성이, 그리고 경제, 건강

관련 스트레스에서는 한국계중국인 여성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거주기간별로 보면 국적별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남편관계스트레스에

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6-10년에서는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평균 2.19점으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6년 이상에서는 자녀관계, 경제, 건강관련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11년 이상에서는 남편, 자녀, 시부모관계 스트레

스가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형태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보다 

시부모 등 시댁식구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는데, 특히 이들은 남편, 시부모관계, 건강관련 스트레스에서 점수가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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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남편관계 자녀관계 시부모

관계

경제문제 건강문제 스트레스

전체

국적

베트남 35 2.13±0.73 1.16±0.85 1.42±1.19 1.34±0.80 1.70±0.96 1.56±0.52

중국 10 1.53±0.72 0.52±0.50 1.33±1.34 1.05±0.99 1.18±1.16 1.14±0.71

일본 16 2.23±1.20 2.00±1.27 1.43±1.04 2.11±0.78 1.70±1.10 1.90±0.84

필리핀 7 2.14±0.94 0.83±0.80 1.98±0.80 0.98±0.92 1.74±0.69 1.55±0.45

한국계

중국인
8 1.71±0.95 0.93±0.87 1.44±0.89 2.19±0.92 2.30±1.23 1.72±0.72

기타 4 0.88±0.42 0.95±0.44 0.38±0.44 1.29±0.69 0.85±0.57 0.87±0.30

거주

기간

1-2년 35 1.90±0.87 0.83±0.71 1.49±1.22 1.11±0.86 1.57±1.03 1.39±0.65

3-5년 27 1.96±0.88 1.10±0.89 1.36±1.05 1.60±0.84 1.59±0.93 1.54±0.55

6-10년 7 1.83±1.06 2.00±1.17 0.98±0.65 2.19±0.68 1.94±1.28 1.78±0.66

11-15년 11 2.33±1.09 2.00±1.22 1.58±1.14 2.11±0.88 1.91±1.20 1.99±0.84

가족

형태

배우자 

or 자녀
51 1.92±0.99 1.28±1.09 1.08±0.98 1.59±0.84 1.58±1.05 1.49±0.71

시댁식구

와 거주
29 2.07±0.77 1.01±0.77 1.99±1.10 1.36±1.04 1.79±1.00 1.65±0.59

[표 13] 국적, 거주기간,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관계스트레스 특성

단위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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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 . .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건강인식도 건강인식도 건강인식도 건강인식도 수준수준수준수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관적 건강인식도간의 관련

성을 분석한 결과, 국적, 연령,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거주기간과 연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국적별로는 필리핀 여성이 5점 만점에서 3.86점

으로 주관적 건강인식이 가장 높았고, 한국계중국인 여성이 2.38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연령별로는 20

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50대, 40대 순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또한 배우자와의 연령차이가 16-20년인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이 가장 높

았으며, 5년 이하인 경우 가장 낮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p<.05),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종교, 직업,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녀수, 

가족형태, 월소득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도 수준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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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5, ** p<.01
 † 5점 만점

특성 구분 N(=80) 평균(M)† 표준편차(SD) p-value

국적

베트남 35 3.43 0.81

0.001
**

중국 10 3.50 0.85

일본 16 2.88 0.62

필리핀 7 3.86 0.38

한국계중국인 8 2.38 0.74

기타 4 3.25 0.96

연령

20대 43 3.47 0.77

0.025
*30대 20 3.20 0.95

40대 13 2.69 0.63

50대 4 3.00 0.82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5년 이하 22 2.77 0.87

0.022
*

6-10년 13 3.31 0.75

11-15년 16 3.50 0.82

16-20년 16 3.56 0.73

21년 이상 13 3.31 0.75

종교

기독교 24 3.04 0.81

0.061

불교 7 3.29 0.76

통일교 13 2.92 0.64

기타 5 4.00 0.00

없음 31 3.42 0.92

거주기간

1-2년 35 3.46 0.74

0.010
*3-5년 27 3.33 0.83

6-10년 7 3.00 0.82

11-15년 11 2.55 0.82

가족형태

배우자 또는 

자녀 

51 3.12 0.82

0.059
시댁식구와 

거주

29 3.48 0.83

자녀수

0명 10 3.10 0.74

0.118
1명 46 3.37 0.74

2명 14 3.36 1.08

3명이상 10 2.70 0.82

월평균소득
200만원이하 29 3.10 0.86

0.795
200만원이상 31 3.16 0.86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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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가족관계스트레스와 가족관계스트레스와 가족관계스트레스와 가족관계스트레스와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건강인식도의 건강인식도의 건강인식도의 건강인식도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도 간에는 상호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15]와 같다. 주관적 건강인식도와 가족관계스트레스의 각 

하위영역 간에는 모두 역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남편관계스트

레스(r=-.226, p<.05), 경제관련 스트레스(r=-.412, p<.01), 건강관련 스

트레스(r=-.313, p<.01), 가족관계스트레스 전체(r=-.329, p<.01)에서 주

관적 건강인식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가족관계스트레스 안에서도 각 영역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5개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전체적인 가족관계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p<.01)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남편관계스트레스는 다른 

모든 스트레스와도 유의한(p<.01)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 전체적인 가족관

계스트레스의 증가,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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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관적건

강인식도

남편관계 자녀관계 시부모

관계

경제문제 건강문제 스트레스

전체

주관적

건강인식도

1

남편관계 -.226
*

1

자녀관계 -.177 .573
**

1

시부모관계 -.019 .303
**

.076 1

경제문제 -.412
**

.302
**

.511
**

.098 1

건강문제 -.313
**

.376
**

.318
**

.184 .504
**

1

스트레스

전체

-.329
**

.749
**

.701
**

.547
**

.696
**

.68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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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가족관계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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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가족관계스트레스가 가족관계스트레스가 가족관계스트레스가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건강인식도에 건강인식도에 건강인식도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도간의 상호

관련성을 바탕으로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일부인 국적, 연령, 거주기간, 가

족형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주관적 건강인식도를 범주형 종속변수(좋다/나

쁘다)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16]과 같다. 

   남편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빠질 확률이 3.726

배 높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마찬가지로 경

제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빠질 확률이 3.480배 

높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p<.05), 남편관계,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

편관계,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빠질 확률이 

크게 높은 것은 본 연구에서 대상자수가 80명으로 적기 때문이며, 대상자

수가 많아진다면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녀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빠질 확률이 

0.270배로 위의 결과와는 반대인 자녀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

강인식이 좋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지만(p<.01), 이것은 가족관계스트레스 척도 중 자녀관계스트레스 부

분에서 ‘경험한 바 없다’라는 항목에 응답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통제한 변수 중 가족형태의 경우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빠질 확률이 

7.315배로 높은 결과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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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이것은 응답한 대상자 80명 중 배우자 및 자녀와 거주하는 여성

이 51명인데,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보통인 26명이 ‘나쁘다’로 분류되어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어, 보통 이상을 ‘좋다’라고 분류할 

경우 연구결과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와 결과마다 제시한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효과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가족관계스트레스†

남편관계

자녀관계

시부모관계

경제문제

건강문제

3.726
*

0.270
**

0.911

3.480
*

1.119

1.331

0.100

0.459

1.322

0.538

10.425

0.725

1.810

9.161

2.325

국적‡

베트남

중국

일본

기타

1.326

1.029

11.163

-

0.265

0.137

0.581

-

6.632

7.725

214.583

-

연령† 1.119 0.981 1.276

거주기간† 0.842 0.606 1.170

가족형태‡

배우자/자녀 

시댁식구와 거주

7.315
*

-

1.561

-

34.275

-

* p<.05, ** p<.01
† 연속변수, ‡ 범주형 변수

[표 16]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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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국적국적국적국적, , , , 거주기간에 거주기간에 거주기간에 거주기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해결방안의 해결방안의 해결방안의 해결방안의 분포분포분포분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여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

엇인지 질문했을 때 [표 5]와 같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들도 질문했을 때의 결과가 [표 17]과 같다. 전체적으

로는 국적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대화’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는

데, 자녀양육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에 있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알아야 할 정보들

을 공유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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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가사

분담

직장

구함

대화 외출 취미생활 한국어

공부

없음 전체

국적

베트남 3(8.6) 0(0.0) 17(48.6) 2(5.7) 8(22.9) 1(2.9) 4(11.4) 35(100.0)

중국 1(10.0) 0(0.0) 6(60.0) 1(10.0) 1(10.0) 1(10.0) 0(0.0) 10(100.0)

일본 1(6.3) 1(6.3) 9(56.3) 0(0.0) 4(25.0) 1(6.3) 0(0.0) 16(100.0)

필리핀 1(14.3) 1(14.3) 3(42.9) 0(0.0) 2(28.6) 0(0.0) 0(0.0) 7(100.0)

한국계

중국인

1(12.5) 2(25.0) 3(37.5) 0(0.0) 2(25.0) 0(0.0) 0(0.0) 8(100.0)

기타 0(0.0) 1(25.0) 0(0.0) 0(0.0) 2(50.0) 1(25.0) 0(0.0) 4(100.0)

전체 7(8.8) 5(6.3) 38(47.5) 3(3.8) 19(23.8) 4(5.0) 4(5.0) 80(100.0)

거주

기간

1-2년 4(11.4) 2(5.8) 18(51.4) 2(5.7) 6(17.1) 2(5.7) 1(2.9) 35(100.0)

3-5년 2(7.4) 2(7.4) 10(37.0) 0(0.0) 9(33.3) 1(3.7) 3(11.1) 27(100.0)

6-10

년

1(14.3) 1(14.3) 3(42.9) 1(14.3) 1(14.3) 0(0.0) 0(0.0) 7(100.0)

11-15

년

0(0.0) 0(0.0) 7(63.6) 0(0.0) 3(27.3) 1(9.1) 0(0.0) 11(100.0)

전체 7(8.8) 5(6.3) 38(47.5) 3(3.8) 19(23.8) 4(5.0) 4(5.0) 80(100.0)

[표 17] 국적, 거주기간에 따른 가족관계스트레스 해결방안의 분포

단위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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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고고고찰찰찰 및및및 제제제안안안

1.1.1.1. 연구방법에 연구방법에 연구방법에 연구방법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연구는 방법상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단면 연구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주관적 건강인식도를 측정할 때, 현재 

시점에서만 응답을 하였기 때문에 결혼 전, 즉 우리나라에 오기 전부터 원

래 주관적 건강인식이 안 좋았는지, 결혼 후에 안 좋아졌는지를 알 수 없

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영향을 주

었다는 결과는 이런 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중 가족관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를 비롯한 질병상태 등을 포함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 지역을 대상으로 동의한 사람들에게 조사가 이루어졌

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들의 응답이 

진실인가 하는 의문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

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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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연구결과에 연구결과에 연구결과에 연구결과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고찰고찰고찰고찰

   건강에 대한 이론이 다양하기 때문에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 또한 다양

하지만 Fehir(1988)는 건강을 질병보다는 안녕을 강조하는 건강증진 측면

에서 본다면 자가평가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장점이 있다고 하였으며, 

Pender(1987)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객관적 측정

보다 생리적 상호작용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상태를 파악하

기 위해 주관적 건강인식도를 알아보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족과 친

족생활에서 가장 많은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갖고 있다(한건수, 2006)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의 가족관

계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논하려고 한다.

   기존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정도를 대부분 심층면접방법이나 전체적인 스

트레스 측정을 통해 알아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스트레스 정도

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체 가족관계스트레스 및 5개의 하위요인

별로 척도화하여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주관적 건강상태의 구체적인 영향요

인을 파악하려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남편관계스

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건강관련문제, 경제문제, 시부모관계, 자녀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관계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의 가족생활에서 핵심이 남편과의 관계(한건수, 2006)라고 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부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짧은 맞선을 통해 결혼을 결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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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나라로 시집 온 상태인지라 대부분의 국제결혼 부부는 부부간에 정서

적이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

문인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

로, 한국인 여성과 달리 이주여성이 겪는 고부갈등의 원인은 문화적 차이, 

경제권을 갖지 못하고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도망가는 며느리와 같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억압 등을 들 수 있지만(한건수, 2006), 

본 연구에서 시부모관계스트레스는 5개영역 중 4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80명 중 29명으로, 대부분 핵가족의 형

태로 거주하고 있었고, 설문조사 당시 시부모와 함께 있어 제대로 응답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결과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전체적인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은 국적, 연령, 

자녀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권구영 등(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거주

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선행 연구와 차이를 보였으나, 거주기간이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

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제한

적이지만 [표 13]의 결과들을 토대로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보건서비스 제

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각 하위요인별 가족관계스트레스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어 직접 비교할 순 없지만, 우



- 58 -

리나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최동희(1990)의 연구와 비

교하면, 본 연구에서 남편관계스트레스는 국적, 자녀관계스트레스는 국적, 

연령, 종교, 거주기간, 자녀수, 시부모관계스트레스는 시댁식구와 동거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데, 최동희(1990)의 연구에서도 자녀관계스트레스에서 

연령 및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

났고, 시부모관계스트레스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경제관

련 스트레스는 국적, 연령,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거주기간, 자녀수와 관련

이 있었고, 건강관련 스트레스에는 관련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식도 수준은 국적에 따라 달랐고, 

연령이 많을수록, 배우자와의 연령차이가 적을수록, 거주기간이 증가할수

록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한 정기선(2007)의 연구에서도 국적과 연령에 따라 주관적 건강인

식도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안 좋다는 사람

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2.88점) 여성과 한국계중국인(2.38점) 여성으

로 선행연구와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감소 경향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

고 있으며, 그 원인을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서 찾고

자 하였다(김경철, 2005). 또한 많은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상자의 경제적 상태를 들고 있는데(Gunther, 1997, 이선

민, 1996, Fileding, 1995, Daniel, 1989), 정기선(2007)의 연구에서도 가

구소득별 주관적 건강상태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제상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도나 가족관계스트레스 모두에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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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도 간에는 상

호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모두 역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

는 가족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

음을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남편관계스트레스, 경제관련 스트레스, 건강관

련 스트레스, 전체 가족관계스트레스에서 주관적 건강인식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계스트레스가 클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아진다는 박미선(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남편관계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전체 가족관계스트레스 및 각 하

위영역별 스트레스도 함께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 낯선 문화에서 의지할 곳 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남편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

인임을 분석한 결과, 해석의 제한점은 있지만 남편관계와 경제관련 스트레

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남편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있어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고, 본 연구에서 직접적인 경제상태

에 따라서는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경제와 관련된 

여러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이러한 가족관계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국적별로 많이 느끼고 있는 가족관계스트레스 영역은 달랐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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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대부분 ‘대화’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대화’라는 

단어 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같은 나라에서 온 이웃이나 모임 등

을 통해 사귄 사람들, 친정 식구들과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

다는 것이다. 대부분 여성들은 이야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적은 다르지만 이주여성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친분이 있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듯이 이들의 문화나 입장에 대한 차이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서로 이야기하며 해결하기 원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대부분 문화 차이로 인한 

행동과 실수를 이주여성 개인의 성격으로 치부해 버리는 일이 많아 가족과 

부부간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고, 한국어가 아직 서툰 것 뿐인데, 

말이 안 통한다며 대화에 함께하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가족관계스트레스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고 하였지만, 사실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몇 명의 여성들도 있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남에게 노출될까봐 두려워하는 여성들도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이

러한 몇 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도하였지만 인터뷰에 대한 부담 및 

거부의 반응을 보여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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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제안제안제안제안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수준 향

상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의 구체적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며, 지방자

치단체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관내 지역에 거주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방

법을 모색하는 논의를 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

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초기부터 건강 전반에 

관해 정부차원의 정기적이며 체계적인 기초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 중에 결혼

이민자가 속해있기는 하지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우리나라 성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체계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

에 대한 기초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추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일회성의 검진으로만 그치는 경

우가 있다. 본 연구는 조사 시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

스 수준과 주관적 건강인식도를 기준으로 한 단면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들

의 건강과 관련한 특성을 명확히 기술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같

은 대상자를 코호트로 한 주기적인 추적 연구 및 평가를 통해 질병발생 및 

건강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향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보건의료적 과제에 대한 정책마련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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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 중 남편관계,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으므로, 이 부

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먼저 개인 또는 가족이든 상호간에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 시군구에 있는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지역사회기관 이용 

안내를 바탕으로 이주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가족관계스트레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예방적 차원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생활하면서 무지로 인한 실수와 어려움이 없도록 

기본적인 보건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

의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족관계스트레스는 증가되고, 주관적 건강인식

도는 감소하므로, 이들의 생애주기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시간에 따른 적응과정 및 건강상의 변화에 대한 관찰이 필

요하겠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그들을 맞아들이는 한국의 배우자와 그 가

족들은 결혼 전부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준

비 과정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상대 문화에 대

한 이해와 존중에 초점을 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것은 언어 및 생활방식의 차이, 가치의 차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문화적 

적응 및 정서의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결혼 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관

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들이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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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

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64 -

VVVIII...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 주관적 건강인

식도 등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가족관계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도간의 

관련성 및 미치는 영향을 통해 스트레스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

로,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에서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은 5점 만점에서 평균 

1.56(±0.67)점으로, 별로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

고, 5개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본 가족관계스트레스 수준은 남편관계

(1.97±0.91)에서 가장 높았고, 건강관련문제, 경제문제, 시부모관계, 자녀

관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인식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25(±0.83)점으로 보통의 수준을 보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스트레스 전체 수준은 국

적(p<.05), 연령(p<.05), 자녀수(p<.01), 남편관계스트레스는 국적(p<.05), 

자녀관계스트레스는 국적(p<.01), 연령(p<.05), 종교(p<.05), 거주기간

(p<.01), 자녀수(p<.01), 시부모관계스트레스는 가족형태(p<.01), 경제관련 

스트레스는 국적(p<.01), 연령(p<.05), 배우자와의 연령차이(p<.05), 거주기

간(p<.01), 자녀수(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건강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

적 건강인식도 수준은 국적(p<.01), 연령(p<.05),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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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거주기간(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식도와 가족관계스트레스의 각 하위

영역 간에는 모두 역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남편관계스트레스

(r=-.226, p<.05), 경제관련 스트레스(r=-.412, p<.01), 건강관련 스트레

스(r=-.313, p<.01), 가족관계스트레스 전체(r=-.329, p<.01)에서 주관적 

건강인식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스트레스 안에서도 각 영역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5개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전체적인 가족관계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p<.01)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남편관계스트레스는 다른 

모든 스트레스와도 유의한(p<.01)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결과 해석에 제한점은 있지만, 가족관계스트레스 중 남편관계,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고, 가족관계스트레스에 대한 원하는 해

결방안으로는 대부분 ‘대화’라고 응답하여 이들의 요구를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기인하는 모든 스트레스는 본인 및 가족들이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보건의료분야

의 개선과 지원을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수준 향상, 사회적응 및 

통합을 촉진하는 궁극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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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 - - -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 - - -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특성 특성 - - - - 

1.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1)베트남  2)중국  3)일본  4)필리핀  5)한국계중국인  6)기타(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3. 귀하의 배우자와 연령 차이는 얼마나 되십니까?  (       )년 

4. 귀하께서 한국에 거주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없음  2)기독교  3)천주교  4)불교  5)통일교  6)기타(         ) 

6.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대졸(전문대 포함)  5)대학원 이상 

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전문직 및 사무직  2)서비스직  3)농림어업  4)자영업  5)전업주부 

   6)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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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1)초혼   2)재혼   3)별거   4)이혼   5)기타(       ) 

9. 귀하께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신 이유를 우선순위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1)외국생활을 원해서 (      )

   2)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      )

   3)본국 가족(친정식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      )

   4)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      )

   5)종교적 이유 (      )

   6)기타(                                         ) 

10. 귀하는 누구와 함께 거주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

오.

    1)배우자(      )  2)자녀(      )  3)시부모(       ) 

    4)그 외 시댁식구(       )

1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      )명

12. 귀하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월(      )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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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척도 척도 척도 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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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귀하께서 주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무엇입니까?  (               )

30. 귀하의 하루 중 육체적 피곤함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 부분은 무엇

입니까? 

    1)가사    2)자녀 돌봄    3)직업관련 일    4)기타(           )

31. 귀하의 건강은 대체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좋음    2)좋음    3)보통    4)나쁨    5)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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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근에 귀하께서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                                                    )

33. 귀하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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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BSTRACT ABSTRACT ABSTRACT ABSTRACT ====    

An An An An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of of of of the the the the intra-family intra-family intra-family intra-family relationship relationship relationship relationship stress stress stress stress of of of of the the the the 

foreignforeignforeignforeign    women women women women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to to to to Korean Korean Korean Korean men men men men and and and and emigrated emigrated emigrated emigrated into into into into 

Korea Korea Korea Korea by by by by origin origin origin origin of of of of countrycountrycountrycountry

- - - - Focused Focused Focused Focused on on on on those those those those women women women women living living living living in in in in Namyangju Namyangju Namyangju Namyangju city city city city ----

                                                                                                                            Se A Kim

                               Dept. of International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Directed Directed Directed by by by by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Heechoul Heechoul Heechoul Heechoul Ohrr)Ohrr)Ohrr)Ohrr)

   Since 1990's, the international marriag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in the Korean society. Assuming that the foreign women 

married to the Korean men and emigrated into Korea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the intra-family relationship conflicts, it was 

deemed necessary to survey their stress and health conditions in 

specific and integrated w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foreign women 

married to the Korean men for their intra-family relationship stress 

level and perceived health conditions, and thereby,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ir intra-family stress and perceive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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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and thus, explore the ways to relieve them of the stress.

   In this study, 80 foreign woman married to the Korean men 

living in Namyangju-si were interviewed face-to-face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 WIN 12.0 program for One-way ANOVA,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s well as for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tra-family relationship stress on 

women's perceived health cond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ample women's intra-family relationship stress scored 1.56 

on average on a 5-point scale, which seemed to be less serious. In 

view of the factors affecting their stress, they were experiencing 

the highest level of stress due to their relationship with husbands, 

followed by health problems, financial problems, their relationship 

with parents-in-law and their relationship with children in their 

order. Their perceived health conditions scored 3.25 on average, 

which was deemed normal. Their intra-family relationship stress 

level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 origin of country, age 

and number of children, while their perceived health condition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 origin of country, age, 

difference of age between them and their husbands, and period of 

residence. 

   It was found that the women's intra-family relationship stress 

was reversely correlated with their perceived health conditions, 

which suggests that the more they were stressed du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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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family relationship, their perceived health conditions were 

worse. Although this study was limited because it was a sectional 

study, it confirmed that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women's 

perceived health conditions were such factors influencing their 

intra-family relationship stress as their relationship with husbands 

and financial problems. Most of them answered that the most 

effective solution to relief of their intra-family relationship stress 

would be 'conversat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pecific alternatives should be arranged to help the foreign 

women married to the Korean men to adapt themselves to the 

Korean society and improve their health conditions. To this end,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nd public health service 

institutions are obliged to understand them holistically and approach 

them very carefully.

Key words: foreign women married to the Korean men and 

emigrated into Korea, intra-family relationship stress, perceived 

healt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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