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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한국거주 후의 생활환경(즉, 직

장근무형태,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

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조선족 교회와 무료진료단체를 방문한 조선족 111

명을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여 조사하 다

   스트레스 수준의 측정은 PWI(Psychosocial Well-being Index)-45를 이

용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한국인들에 비하여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 으며 특히 여성, 연령이 많을수록, 이혼이나 사별을 한 경우에서 스

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다.

2. 한국거주 후의 생활환경(즉, 직장근무형태, 생활습관, 건강 상태 등)과 

관련하여 불법 체류신분, 억울한 일이 있는 경우, 무직인 경우,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질병이 새로 생기

거나 악화된 경우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중 건강상태가 

스트레스 수준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 다.

3. 평균 월 수입, 수면 시간, 운동 여부 등의 요인들은 스트레스 수준과 약

간의 관련성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된 요인들은 한국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조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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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상태와 체류신분이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나 건강

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거주환경개선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 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핵심어: 조선족, 생활환경,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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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한국거주 조선족들의 사회적 배경과 생활실태

   오늘날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과 중국 등의 생활수준이 열악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

법 입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3D(Difficult, Dangerous, 

Dirty)업종 기피현상과 맞물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설동훈, 1996; 조병

인과 박철현, 1998).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국내 불법체류 외국

인은 전체 체류외국인 62만9천6명 중 약 46%인 28만9천239명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음성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법무

부,  2003). 그리고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조선족들은 장기체류 경향이 높

은 ‘이민 노동자(immigrant worker)’가 아닌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ue, 1988)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이주 자체가 스트레스 요

인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3D업종의 근로 작업환경, 

차별대우 및 불법 체류신분 등 사회적 환경과 건강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불이익을 가중시키고 있다(이경매, 2002).

   이민자들의 이주, 새로운 환경에 적응 및 건강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통해 두 가지 기본적인 가설이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에 Abbott(1997)가 제시한 이민 적응 복합모델(the 

multivariate model of immigrant adaption)에서는 적응과 건강에 향을 

주는 요인들로 이민자 이주전의 환경(pre-migration conditions), 개인의 사



- 2 -

회 인구학적 특성, 이주국에서의 거주기간 및 이주후의 변인

(post-migration variables)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이주후의 적응과 건강

에 향을 주는 가장 유력한 요인의 이주후의 변인으로서 이주국의 편견과 

차별대우 등 사회적 스트레스 및 이주 집단의 크기이고 개인의 언어능력, 

직업, 가정과 사회적 지지체계 유무 등은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Abbott, 1997; Abbott, 2000). 또 다른 가설인 문화적응과정 스트레스 모델

(the model of acculturation stress)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

추었다. 즉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적응과 건강문제는 불

가피한바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 상태(예를 들어 혼란, 불안, 우울), 높은 신

체화 증상 등 일련의 특정 증상들을 동반한다고 하 다(Berry, 1987).

   한국은 단일 민족, 단일 문화권으로 구성된 사회로서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배타하는 사회분위기를 가지고 있다(설동훈, 

1999).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신분을 규정하는 ‘합법’과 ‘불법’의 구

분은 어떤 실제적인 범죄성이나 반사회성과는 관계없이 한국 정부의 임의

적 구분에 의해 부여된 상징적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으로 작용하여 불법 신분 당사자들을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감이 증가된 가

운데 살도록 만든다(송병준과 백석현 1997). 그리하여 불법체류 조선족들은 

신분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강제출국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신분노출을 꺼

리며 임금체불, 산업재해, 송금사기, 폭행 등 온갖 인권침해를 당해도 떳떳

이 호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로 하

여금 우울증(Paykel et al., 1969), 분노(Lauer, 1973), 정신분열증(Brown & 

Birley, 1968), 불안(김정호와 김선주, 1998)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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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동적 증상은 단기적으로는 사고 유발이나 거친 행동 등이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사회적 부적응 등이 발견된다

(Ivancevich & Matteson, 1980; Robbins, 1986).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

응이 너무 강하거나 빈번히 일어나게 되면 개인은 이에 따라 적절한 출구

를 찾지 못하여 결국 역기능적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박용억과 

이동호, 1999). 또한 스트레스는 고혈압, 두경부 통증, 경견완 증후군, 월경

불순, 요통, 천식, 심혈관계 질환, 위궤양, 과민성 장증후군, 만성피로, 불안 

및 우울 질환, 음주, 흡연, 상해, 폭력, 자살 등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Selye, 1976; 차철환, 1993; 이우천, 1997).

   이것은 최근 한국에서도 외국인 범죄가 10년 전인 92년에는 2천158건에 

불과하 으나 98년 3천645건, 99년 4천579건을 각각 기록하며 매년 급증세

를 보이고 있으며(대검찰청, 2002), 이와 같은 범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항상 체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방화나 살인, 강도 등 사회적

인 범죄나 에이즈, 결핵, 성병과 같은 전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또 전

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김일만, 2001)이므로 이들의 스트레스 관

리는 내국인 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이 수, 1990; 오정진 

등, 1998; 장세진, 2000; 김남진, 2003; McGarth, 1970; Belloc & Breslow, 

1972), 아직까지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내국인 보

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체류 조선족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선족들의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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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의 관리 및 변화를 꾀함으로써 생활의 

개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죄도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되어 본 연구

의 필요성을 절감하 다. 

2.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의 발현은 워낙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본질적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 되어 있어 그 개념 정립에는 다소간의 혼란이 

있다(김동균, 1987). 하지만 스트레스의 개념은 인간이 낮은 수준의 스트레

스를 경험하 을 때는 견디어 내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거나 계속되면 생물

학적 체계의 파괴를 야기한다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를 강조한 

Cannon(1932)에 의해 최초로 적용되었고, 이후 스트레스를 일반 적응 증후

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이라 부르며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 생

리학적 적응 과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방어로 설명한 Selye(1951)에 의해 

체계화 되었다. 

   그러나 Selye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어 스트레스에 대

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 요구되었다. 여기에 Spielberger(1966)는 사건

의 심각성의 정도와 개인간의 개성의 차등성에 주목하고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신체적 위협(physical threat)에 대해 일률적으로 반응하기

는 하지만 자아위협(ego threat)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개성의 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스트레스를 규정하 다.

   이후 항상성 모델(homeostatic model)이 등장하 는데 이것은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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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와 유기체의 반응 능력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McGarth, 1970)고 보는 것으로서 현재 가장 설득력 있게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Hobfall(1988)에 의해 자원유지 모델(Model of 

Conservation Resources)이 등장하 다. 이것은 도구적 가치와 상징적 가

치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자원을 개인들의 삶에 끊임없이 향을 미치는 

환경적 상황이 고갈시켜, 개인에게 위협을 주게 되므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잉여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스트레스란 외부의 위협에 대한 인

체의 반응, 자아위협에 대한 반응, 환경적 요구와 유기체의 반응능력 간의 

불균형, 그리고 자원의 위협이나 손실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2000). 그리

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조작적 개념을 ‘최근 한 달 동안 개인이 

직장이나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 심리적 건강상태’로 

정의하 다.

3. 연구목적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에서 한국거주 후의 스트레스 수준이 생

활환경(즉, 직장근무형태,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인

들의 스트레스 수준 에 비하여 높을 것이란 가설 하에 이에 향을 끼치는 

인구, 심리, 사회학적 변인들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자 하 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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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족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본다.

2. 한국거주 후의 생활환경(즉, 직장근무형태,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과 스

트레스 수준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조선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4. 용어의 정의

☞조선족; 한국에 거주하는 한족동포로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조선족

교회와 평화.사랑.나눔이라는 무료진료단체를 방문한 자들을 의미한다.

☞생활환경; 본 연구에서의 생활환경은 직장근무형태, 생활습관, 그리고 건강상

태 등을 포함한 생활실태를 말한다.

☞스트레스; 장세진(1993)의 PWI-45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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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의 생활환경을 조사하여 스트레스 수준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조선족 교회

를 방문하거나 이 교회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평화, 사랑, 나눔이란 단체에 

무료진료를 받으러 온 조선족 111명(남:42, 여:69)을 대상으로 하 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03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월1회씩 3차례 걸쳐서 비확률 표집 방법 중에 임

의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모집단을 선정하고, 대상자들에게 질문지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여 찬성하는 사람에 한해서, 사전에 미리 설문내용과 

채점방법을 교육받은 의료봉사회원 3명의 보조자를 활용하여 자가 기입 및 

대리 기입 후 부족한 답변은 다시 확인 후 빈칸을 채우도록 하 다. 그리고 대

상자들에게 설문을 하기 전 미리 조사표를 만들어 10명에 대하여 사전 테스트

를 하 다. 그 후 대상자들에게서 회수된 총 145명의 설문지 중 답변이 불완전

한 44명을 제외한 111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 고 모집단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조선족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불특정 서울 거주 조선족  

28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실시하여 비교하 다.



- 8 -

3. 변수의 측정

⑴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종교 

등 5문항의 특성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대부분 일반화되

어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 다.

⑵ 한국거주 후의 특성

① 한국거주 후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지 기반을 고려하여 가족 동거여부, 한국거주 년 수 등 한국거

주상의 특성 2문항, 체류신분, 억울한 일의 유무 등 2문항을 합하여 총 4문항으

로 구성하 다. 

② 한국거주 후의 생활환경

a. 직장근무형태의 측정

   직종, 한국에서 직업 근무 년 수, 평균 근무시간, 월 급여 등 4문항을 직장 

근무형태로 구성하 으며 근무특성과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수로 

사용하 다.

b. 생활습관의 측정

   생활 습관은 Belloc & Breslow(1972)의 7개 건강습관 중 음주, 흡연, 운동, 

수면 등에 대하여 문항을 구성하 다. 이들 문항에서 음주는 음주 여부, 음주

빈도와 1회 음주량으로, 흡연은 흡연여부, 흡연기간으로, 운동은 운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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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해서 기입하게 하 으며, 수면은 하루 수면 시간으로 

조사를 하 다.

c. 건강상태의 측정

   이것은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인 자가건강인지도 측정을 하 으

며 한국거주시의 건강상태를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못함’의 3점 척도를 이

용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한 후의 질병상태에 대해서는 ‘새로

운 질병이 생겼다’, ‘기존의 질병이 좋아졌다’, ‘기존의 질병이 나빠졌다’, 

‘그저 그렇다’, ‘질병이 없다’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 다.

⑶ 스트레스 수준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최근에 외국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사 연구에서 대표적 도구로 인정받은 

GHQ-60(Goldberg, 1979)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회․심리적 측정 도구(장세진, 1993)인 

PWI(Psychosocial Well-being Index)를 사용하 다. 구성은 사회적 역할 

및 자기 신뢰도 항목 요인 14개 문항, 우울증 요인 15개 문항, 수면 장애 

및 불안 요인 11개 문항, 일반 건강 및 생명력 요인 5개 문항으로 되어 있

다.

   각 문항의 점수는 ‘항상 그렇다’를 0점, ‘자주 그렇다’를 1점, ‘가끔 그렇

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3점으로 정도에 따라 0-1-2-3의 4점 척도

로 하 으며 부정적 감정의 내용을 가진 28문항은 이를 역으로 하여 점수

를 부여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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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분석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한국거주 후의 생활환경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dow versio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한국거주 후의 생활환경은 빈도, 백분율로 파악하

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국거주 후의 생활환경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t-test 와 일요인분산(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3.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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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총 연구 대상자는 

111명으로 성별 분포는 남자가 42명(37.8%), 여자가 69명(63.2%)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52.4세로 최연소는 28세, 최고연령은 76세 다. 연령 

분포는 남성에서는 40대가 15명(35.7%), 여성에서는 50대가 29명(42.0%)으로 많

았고 전체적으로는 50대가 42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현  결혼상태에서는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 한국입국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도 포함

특성 구분
남

수(%)

여

수(%)

전체

수(%)
연령 39세 이하 6(14.3) 6(8.7) 12(10.8)

40세∼49세 15(35.7) 14(20.3) 29(26.1)

50세∼59세 13(31.0) 29(42.0) 42(37.8)

60세 이상 8(19.0) 20(29.0) 28(25.2)

현 결혼상태 미혼 3(7.1) 0 3(2.7)

별거1) 15(35.7) 22(31.9) 37(33.3)

부부동반거주 24(57.1) 35(50.7) 59(53.2)

이혼, 사별 등 0 12(17.4) 12(10.8)

종교 무교 14(33.3) 16(23.2) 30(27.0)

불교 1(2.4) 3(4.3) 4(3.6)

기독교 27(64.3) 49(71.0) 76(68.5)

천주교 0 1(1.4) 1(0.9)

교육수준 초등학교 6(14.3) 21(30.4) 27(24.3)

중학교 11(26.2) 23(33.3) 34(30.6)

고등학교/中專 16(38.1) 21(30.4) 37(33.3)

전문대 이상 9(21.4) 4(5.8) 13(11.7)

계 42(100.0) 69(100.0) 1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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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반거주가 59명(5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별거(한국 입국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도 포함)가 37명(33.3%)을 차지했다. 종교는 기독

교가 76명(68.5%)으로 남, 여 모두에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남성에서는 

고등학교 졸업(38.1%)이 많은 반면 여성에서는 중학교 졸업(33.3%)이 많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모집단 대표정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조선족교회 또는 의료봉사에 나오지 않은 조선족 28명을 추가로 조

사하여 비교한 결과 성별 분포는 남성 12명(42.9%), 여성 16명(57.1%)으로 본 

연구 대상자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 분포는 50대가 9명

(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본 연구 대상자에 비해 39세 이하의 비

율이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 결혼상태에서는 부부동

반거주가 16명(57.1%), 별거(한국입국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도 포함)가 

12명(42.9%)이었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4명(14.3%), 종교가 있는 경우가 24명

(85.7%)으로 종교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본 연구 대상자와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부표 2).  

2.  연구 대상자의 특성별 스트레스 수준(PWI)

가. 연구 대상자와 한국인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와의 스트레스 수준    

    (PWI) 비교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PWI)과 스트레스 구성 요인을 한국인 사

무직,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표 2>와 같이 한국인 사

무직, 생산직 근로자들에 비해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현저히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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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으며 요인별로는 우울증 요인, 일반 건강 및 생명력 요인, 수면장

애 및 불안요인은 한국인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높았으나 사회적 

역할 및 자기 신뢰도는 낮게 나타났다(이찬희, 1999).

표 2. 연구 대상자와 한국인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와의 스트레스 수준 비교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

요인1: Social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사회적 역할 및 자기 신뢰도)

요인2: Depression(우울증 요인)

요인3: General well-being and vitality(일반 건강 및 생명력 요인)

요인4: Sleeping disturbance and anxiety(수면 장애 및 불안 요인)

나.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한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표 3>과 

같이 전체 스트레스 수준은 56.0±27.3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 대상자에 

대한 특성별 스트레스 수준은 여성이 63.3±28.0로 남성의 45.7±22.9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스트레

본 연구 대상자
†

평균(표준편차) 

수=111

타당도 조사 

대상자‡

평균(표준편차) 

수=28

한국 사무직 

근로자*

평균(표준편차)

수=91

한국 생산직 

근로자*

평균(표준편차)

수=95
PWI 56.0(27.3) 51.6(11.8) 36.4(15.0) 38.3(14.8)

요인1 11.6(8.4) 12.5(3.4) 14.9(6.4) 16.6(7.4)

요인2 19.9(10.4) 16.6(5.2) 7.4(4.6) 7.7(4.6)

요인3 16.3(8.3) 15.3(4.5) 8.6(3.6) 8.5(3.9)

요인4 8.2(4.0) 7.2(3.2) 5.3(3.3) 5.6(3.4)
†
조선족 교회 및 진료를 받으러 온 조선족

‡
조선족 교회 및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은 조선족

*
 이찬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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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결혼 상태에서는 이혼이나 사

별이 79.3±24.4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반면에 종

교, 교육수준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

*
P<0.05, 

**
P<0.01, 

***
P<0.001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
1) 한국입국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도 포함

특성 구분 수(%)

PWI

t or F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42(37.8) 45.7 22.9
-3.2**

여 69(63.2) 63.3 28.0

연령 39세 이하 12(10.8) 44.8 20.3

3.4*
40세∼49세 29(26.1) 46.8 25.7

50세∼59세 42(37.8) 59.1 26.6

60세 이상 28(25.2) 65.8 29.0

현 결혼상태 미혼 3(2.7) 40.7 37.0

3.75*
별거1) 37(33.3) 53.8 23.8

부부동반거주 59(53.2) 53.5 27.7

이혼, 사별 등 12(10.8) 79.3 24.4

종교 무교 30(27.0) 56.9 29.7

1.9
불교 4(3.6) 31.8 41.0

기독교 76(69.5) 57.5 25.1

천주교 1(0.9) 16.0

교육수준 초등학교 27(24.3) 57.5 30.1

1.0
중학교 34(30.6) 60.7 30.3

고등학교/中專 37(33.3) 54.1 22.2

전문대 이상 13(11.7) 46.4 26.0

계 111(100) 56.0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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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대상자의 한국거주 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PWI)

   연구 대상자의 한국거주 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

을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이 체류신분에 따라서는 불법체류신분(72.1%)

의 스트레스 수준이 60.9±24.7로 합법체류신분(27.9%)의 스트레스 수준 

43.5±29.8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억울한 일이 있는 

경우(56.8%)의 스트레스 수준이 63.7±23.1로 억울한 일이 없는 경우의 스

트레스 수준 46.0±29.3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억

울한 일의 종류에서는 임금 체불이 39명(61.9%)으로 제일 많았고 구타 및 

폭행, 산업재해 순으로 빈도가 떨어졌다. 반면에 가족 동거여부와 한국에서

의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한국거주 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

*
P<0.05, 

**
P<0.01, 

***
P<0.001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

특성 구분 수(%)
PWI

t or F
평균 표준편차

가족 동거여부 동거 61(55.0) 53.2 28.0
-1.2

동거하지 않음 50(45.0) 59.6 26.2

체류신분 불법 80(72.1) 60.9 24.7
3.2**

합법 31(27.9) 43.5 29.8

억울한 일 없다 48(43.2) 46.0 29.3
-3.4

**

있다 63(56.8) 63.7 23.1

한국거주기간 ≤ 1 14(12.6) 51.9 34.8

0.4
(단위:년.개월) 1.1 ∼ 3 47(42.3) 58.7 26.3

3.1 ∼ 5 12(10.8) 51.8 35.0

> 5 38(34.2) 55.6 23.2

계 111(100) 56.0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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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대상자의 한국거주 후의 생활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

1) 직장근무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

   연구 대상자의 한국거주 후의 직장근무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비

교해 보면 <표 5>와 같이 직업이 무직인 경우(10.8%)의 스트레스 수준이 

74.3±2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그리고 월 평균수입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 외 

직장에서 근무기간, 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한국거주 후의 직장근무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

*P<0.05, **P<0.01, ***P<0.001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

특성 구분 수(%)
PWI

t or F
평균 표준편차

직장근무기간 ≤ 1 28(25.2) 57.8 30.9

0.3
(단위:년.개월) 1.1 ∼ 3 39(35.1) 57.9 26.3

3.1 ∼ 5 14(12.6) 50.4 30.2

> 5 30(27.0) 54.6 24.3

한국에서의 식당 27(24.3) 56.4 30.1

2.5*

직업 가정부 18(16.2) 62.5 27.2

제조업 16(14.4) 41.1 25.2

건설업 21(18.9) 51.8 19.5

기타 17(15.3) 55.0 29.1

무직 12(10.8) 74.3 24.2

주 평균 <50 15(13.5) 52.0 21.6

1.0근무시간 50 ∼ 65 33(29.7) 49.2 29.7

(단위:h/W) ≥66 51(45.9) 57.3 26.4

월 평균수입 <80 23(20.7) 63.6 28.1

2.0

(단위:만원/월) 80 ∼ 99 13(11.7) 61.3 26.8

100 ∼ 119 30(27.0) 59.4 30.4

120 ∼ 149 25(22.5) 53.0 25.6

≥150 20(18.0) 42.7 19.9

계 111(100) 56.0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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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거주 후의 생활습관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

   연구 대상자가 한국에 거주한 후의 생활습관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표 

6>와 같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59.5%)의 스트레스 수준이 63.7±27.5로 마시

는 경우(40.5%)의 45.7±23.7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경우(68.5%)의 스트레스 수준이 61.0±26.5로 피우는 경

우(18.0%)의 44.4±30.7, 피우다 끊은 경우(13.5%)의 46.6±19.7에 비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P<0.05).

   그리고 수면시간에서는 6시간 이하인 경우(56.8%)의 스트레스 수준이 

60.2±23.4로 6시간 이상인 경우(43.2%)의 50.6±31.1에 비하여 높긴 하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음주여부, 음주빈도, 음주량, 흡연기간, 운동여

부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한국거주 후의 건강상태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

   연구 대상자가 한국에 거주한 후에 생긴 건강 및 질병상태에 따른 스트레

스 수준(PWI)은 <표 7>에서와 같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47.7%)는 66.7±22.4, 

보통인 경우(22.5%)는 59.3±28.5, 건강한 경우(29.7%)는 36.4±23.2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있었으며(P<0.001), 또한 한국거주 후에 

새로운 질병이 생긴 경우(36.0%), 기존의 질병이 나빠진 경우(9.0%)가 질병이 

없는 경우(15.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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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거주 후의 생활습관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

*P<0.05, **P<0.01, ***P<0.001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
1)
맥주 한병 미만                              

2)
맥주 1병 ∼ 2병 미만

3)맥주 2병 ∼ 4병 미만, 양주 3 ∼ 6잔 미만      4)맥주 4병 ∼ 8병 미만, 양주 6 ∼ 12잔 미만
5)
맥주 12병 이상, 양주 18잔 이상

특성 구분 수(%)
PWI

t or F
평균 표준편차

음주여부 마신다 45(40.5) 45.7 23.7
-3.5**

마시지 않는다 66(59.5) 63.1 27.5

계 111(100) 56.0 27.3

음주빈도 한 달에 1회 이하 10(9.0) 50.8 19.6

0.6

한 달에 2 ∼ 3회 13(11.7) 45.2 26.3

주 1 ∼ 2회 11(9.9) 38.2 26.7

주 3 ∼ 4회 4(3.6) 57.0 24.3

거의 매일 7(6.3) 44.9 21.0

계 45(100) 45.7 23.7

1회 음주량 소주 3잔 미만
1) 18(16.2) 51.8 16.9

2.2

소주 3잔 ∼ 반병 미만
2)

12(10.8) 49.5 25.7

소주 반병 ∼ 한병 미만
3) 8(7.2) 41.5 31.0

소주 한병 ∼ 두병 미만
4) 6(5.4) 22.5 16.1

소주 세병 이상5) 1(0.9) 63.0

계 45(100) 45.7 23.7

한달동안의 소주 2병 미만 23(20.7) 49.0 22.9

1.6

음주량 소주 2병 ∼ 4병 미만 6(5.4) 49.0 23.8

소주 4병 ∼ 8병 미만 5(4.5) 30.6 20.4

소주 8병 ∼ 16병 미만 9(8.1) 50.1 25.8

소주 16병 이상 2(1.8) 16.5 6.4

계 45(100) 45.7 23.7

흡연여부 피운다 20(18.0) 44.4 30.7

4.2
*피우다 끊었다 15(13.5) 46.6 19.7

피운적이 없다 76(68.5) 61.0 26.5

계 111(100) 56.0 27.3

흡연기간 1 ∼ 9년 3(9.0) 32.7 30.0

0.8
10 ∼ 19년 4(14.8) 28.8 20.1

20 ∼ 29년 8(29.6) 50.6 31.2

30년이상 12(44.4) 47.8 27.4

계 27(100) 44.1 27.7

수면시간 ≤6시간 63(56.8) 60.2 23.4
1.8

>6시간 48(43.2) 50.6 31.1

계 111(100) 56.0 27.3

운동여부 운동을 하지않는다 63(56.8) 59.4 24.7
1.5

운동을 한다 48(43.2) 51.6 30.0

계 111(100) 56.0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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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거주 후의 건강상태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

*P<0.05, **P<0.01, ***P<0.001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

3.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국거주 후의 생활환경과 스트레스 수준(PWI)과

의 회귀분석결과

   스트레스 수준에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가족동거여

부, 한국거주기간, 월 평균 수입, 체류 신분, 억울한 일의 유무, 한국거주 후의 

건강상태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8).

   한국거주 후의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건강한 경우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P<0.001), 보통인 경우도 건강한 경우에 비하여 스

트레스 수준이 높았다(P<0.01). 체류 신분이 불법인 경우가 합법적인 경우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P<0.01),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P<0.05). 성별, 가족과 동거 여부, 월 평균 수입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스

트레스 수준과 관련성이 없었다. 최종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44.8% 다.

특성 구분 수(%)
PWI

t or F
평균 표준편차

한국거주후의 건강함 33(29.7) 36.4 23.2

16.4***건강상태 보통 25(22.5) 59.3 28.5

건강하지 못함 53(47.7) 66.7 22.4

한국거주후의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 40(36.0) 65.2 19.7

3.7**
질병여부 기존의 질병이 좋아졌다 5(4.5) 54.8 27.9

기존의 질병이 나빠졌다 10(9.0) 65.3 23.7

그저 그렇다 39(35.1) 52.2 32.0

질병이 없다 17(15.3) 38.4 24.6

계 111(100) 56.0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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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국거주 후의 생활환경과 스트레스 수준(PWI)과의 회귀

분석결과

변수 회귀계수 t P-value

성별
1:남

0:여
5.376 1.164 .247

연령 .515 2.283 .025

가족동거여부
1:동거함

0:동거하지 않음
6.655 1.566 .121

한국거주기간 .032 .397 .692

월 평균 수입 -.097 -1.926 .057

체류신분
1:불법

0:합법
-15.665 -3.130 .002

억울한 일
1:있다

0:없다
10.554 2.342 .021

한국거주후의 
건강상태

보통

건강하지 못함

19.573

20.695

3.282

4.108

.00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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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국거주 후의 생활환

경을 조사하여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이들의 전반적인 스

트레스 수준과 다양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이에 사용

한 설문은 GHQ-60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GHQ-60은 인구 집단내의 정신질환

을 선별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다(Benjamin, 1982). 그러나 본 연구

의 경우는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측정하는 것이 아

니라 정신건강의 일반상태 및 사회적 역할의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

이므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PWI-45를 이용하여 한국거주 조선족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하 다(장세진, 

1997).

   조사대상은 여자가 63.2%로 남자보다 더 많았는데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조

선족 모집단의 정확한 구성은 알 수 없지만 조사 장소가 조선족 교회와 평화.사

랑.나눔 이란 의료봉사단체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

문에 여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의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또한 현재 결혼상태는 부부가 같이 동거하는 경우가 53.2%로 가장 많았으며 교

육수준은 남성에서는 고등학교 졸업(38.1%)이 많은 반면 여성에서는 중학교 졸

업(33.3%)이 많았다. 본 조사에서는 종교신앙자 중 특히 기독교인이 68.5%로 많

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설문이 교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독

교 신앙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중국 일반인중 기독

교인이 드물고 무종교가 대다수라는 것과 대조적이다(이현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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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수준의 요인별 분석에서 조선족교회에 진료를 오는 조선족 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조선족들도 공통적으로 사

회적 역할 및 자기 신뢰도에서는 국내 근로자보다 오히려 낮았으나 우울증 

요인, 일반 건강 및 생명력 요인, 수면장애 및 불안요인은 국내 타 연구(이

찬희, 1999)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역할 및 자기 신뢰도에 

대해서 국내 근로자들이 조선족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조선족의 한국사회에서의 역할이 한국인들에 비해 떨어

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요인별 결과는 이민자들이 

문화적응과정에 높은 우울, 신체화 증상, 불안 등 특정 증상을 동반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 다(Berry, 1987).

   연구 대상자의 PWI 수준은 56.0±27.3으로 높은 편으로 이는 동일 직장 

내의 생산직,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찬희, 1999)의 37.3와 연

구직 근로자(김석환과 윤계수, 1998)의 47.4, 그리고 일부 제조업 근로자를 

조사한(고맹님, 1996) 4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거주 조선족들이 

한국인들에 비하여 확실히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같은 결과는 선

행 연구에서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에 향을 미치는 생활환

경과는 다른 요인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

에서는 여성이 63.3±28.0로 남성의 45.7±22.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으며(P<0.01)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에 비하여 40대, 50대, 그리고 60세 

이상 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연령이 스트

레스 수준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되지 않고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Abbott(1997)는 이민자중 젊은 층의 심리적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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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주장한 반면, 최태일(2001)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

의 경우 연령이 문화적응과정 스트레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으며 이경매(2002)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하 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한국인을 대

상으로 한 타 연구(김 철, 1989; 김성현, 1992; 이찬희, 1999)와 비교를 해

보면 사무직 근로자와 비슷한 결과로 나이가 들수록 가족 부양, 업무 부담, 

해고 등에 대한 부담으로 과다한 생활 사건을 겪으며 업무와 생활이 복잡

하여져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와 경력이 많아질수록 숙련이 되어 업무 부담을 

별 느끼지 않으며 소득이 증가하고 작업교대 등에서도 제외되는 등의 요인

이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이찬희,1999). 

   결혼 상태에서는 부부동반거주가 53.2%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거주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김미경(2001), 

이경매(2002)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에서 

79.3±24.4로 스트레스 수준이 제일 높았으며(P<0.05) 미혼인 경우가 제일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하지만 이는 표본의 수(111명)가 작은 관계로 결

혼상태와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련성을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신앙이 있는 경우와 무종교군의 유의한 스트레스 수

준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경매(2002)의 연구에서는 종교신앙이 있는 

경우에서 더 나은 정신건강상태를 보 다. 이는 조선족 교회와 의료봉사단

체에서 국한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스트레스 수준(PWI)과 상관관계가 높은 한국거주 후의 요인들로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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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신분, 억울한 일의 유무, 한국에서의 직업, 음주 여부, 흡연 여부, 한국거

주 후의 건강상태, 한국에서의 질병상태 등 이었다. 

   체류신분에 따라서는 불법체류신분이 전체 대상자의 72.1%로 스트레스 

수준은 60.9±24.7로 합법체류신분(27.9%)의 스트레스 수준 43.5±29.8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이는 타 연구(이경매, 2002)에서

도 보여주듯이 불법체류자들이 불안한 신분, 강제 출국, 차별 대우, 열악한 

근무 환경, 의료혜택제약 등으로 인하여 한국 생활과 근로 상황에서 상당

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합법적 체류신분으로 조선족들을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억울한 일이 있는 경우는 전체 111명중 63명(56.8%)으로 임금체불, 구

타 및 폭행, 산업재해 등의 불이익을 당했으며 그중 임금체불이 61.9%로 

가장 많았으며 억울함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타 연구(이경매, 2002)와 비슷한 결과

이다. 이 또한 체류신분과 더불어 한국거주 조선족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정신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거주 조선족들이 

신분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과 시급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 없는 경우가 10.8%로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직장이 있는 조선족에 비해 유의할 정도로 높았다. 이는 무직자의 경우 더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기존의 연구(Abbott, 1997; Hurh, 

1990)와 비슷하 다. 그리고 월 평균수입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수입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져 이민

자들의 높은 수입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여향을 미친다는 Berkman(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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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와 비슷하 다. 

   한국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은 45.6개월(약 3년 10개월)로 거주기간이 장

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 조선족들이 입국 시 브로커

에게 지불하는 수속비를 갚기 위해, 그리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

비를 보내기 위해, 중국으로 귀국 시 생활에 충분한 액수를 모으기 위해 

점점 장기체류가 늘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거주기간과 

스트레스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정신병리가 

증가한다는 이경매(2002)의 연구나 이민자들은 거주기간에 따라 점차 더 

나은 적응을 한다는 Abbott(2000)의 연구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상군의 생활 습관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

가 술을 마시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P<0.01),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경우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나 피우다 끊은 

경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P<0.05). 이는 주

로 스트레스 수준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여성이 술을 하지 

않는 경우와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운동을 하는 경우는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는 않지만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다른 연구(French et al., 1982; 박준

한 등,  1998; 김남진, 2003)와 마찬가지 으며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수준

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연구 대상자가 한국에 거주한 후의 건강 상태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PWI)

은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건강한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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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았으며(P<0.001), 또한 한국에 거주한 후에 새로운 질병이 생긴 경우, 

기존의 질병이 나빠진 경우가 질병이 없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스

트레스 수준 높았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아파

도 병원에 가질 못하고 이 때문에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높은 스트레스로 인하

여 다시 병은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에 가장 큰 상관관계를 미

치는 요인을 순서대로 보며 한국거주 후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스트레스 수

준이 높았으며 두 번째로 불법체류신분일 때, 다음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나

이가 많을수록 등의 순서 다. 여기서 신체가 건강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적

고 정신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은 비록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서 체류하고 

있지만 조선족에게도 건강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래서 건강이 좋으면 직장도 구하기 쉽고 지속적으로 일도 할 수 있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들었든 빚도 갚고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도 보내며, 아

울러 목돈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건강하지 못한 경우는 정상적

인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며 직장생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보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으로 인한 

고민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이경매, 2002). 이 결과

는 일반 인구군에서 성과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건강은 정신건강에 큰 향을 

미친다는 Berkman(1971)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스트레스 수준이 조선족

들이 한국에 거주한 후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추후 다시 

조사되어져야 할 과제이다.

   과거 우리 나라도 미국등의 나라에 삶의 질과 생활을 위해 합법이든 불법

이든 이민이 많은 시절이 있었다. 우리 동포들이 이민국에서 겪었던 법적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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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불안, 열악한 환경 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 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

뀌어 한국거주 불법체류 조선족들의 어려운 생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 다. 최근에는 선교기관, 외국인 근로자 단체, 의료봉사단체 등의 단체

모임의 형식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곳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

도 소외된 지역에서 불법신분과 열악한 의료혜택, 곱지 않은 사회의 시선 등으

로 그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조선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스트레스 수준의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

을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과 입국한 후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고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스트레스 수준도 함께 

비교를 해봐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자료와 비교자료가 없는 현실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거주 조선족 중 불법 신분의 조선족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모

집단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즉 조선족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지역의 교회와 의료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본 조사결과와 

연구 대상자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회나 의료봉사를 오지 않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28명의 조사결과로 한국에 거주 중인 전체 조선족

의 특성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사례수를 가지고 전체 조선족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

지만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족 교회나 의료봉사를 오지 않는 한국

거주 조선족 28명에 대해 추가로 설문조사를 하 고 그 결과 두 집단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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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스트레스 수준(PWI)에서도 51.6±11.8로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

(PWI)인 56.0±27.3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인하 다(부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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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한국거주 후의 생활환경(즉, 직

장근무형태,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조선족 교회와 무료진료단체를 방문한 조선족 

111명을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조사하 다. 

   스트레스 수준은 PWI(Psychosocial Well-being Index)-45를 이용하

으며 자료는 SPSS/PC+ 10.0 Progam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주 조선족들은 한국인들에 비하여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 으며 특히 여성, 연령이 많을수록, 이혼이나 사별을 한 경우에서 스트

레스 수준이 더 높았다.

   둘째, 한국거주 후의 생활환경(즉 생활습관, 건강 상태, 직업적 특성)과 

관련하여 불법 체류신분, 억울한 일이 있는 경우, 무직인 경우, 음주, 흡연

을 하지 않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질병이 새로 생기거나 악

화된 경우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중 한국거주 후의 건강상태

와 스트레스 수준 간에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다.

   셋째, 평균 월 수입, 수면 시간, 운동 여부 등의 요인들은 스트레스 수

준과 약간의 관련성은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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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스트레

스 수준과 관련된 요인들이 한국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조선

족들의 건강상태와 체류신분이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나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거주환경개선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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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건강증진학을 전공하는 김 주입니다. 

본 설문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제출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경험하여 느끼는 점들은 어떠한 것이며,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 오직 학문적

인 연구 목적에만 사용되며, 특정 개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밝혀지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성의껏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면 연구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이바지 할 것

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자 김  주

I. 다음 중 해당 항목의 □에 체크(√) 해 주시거나 구체내용을 적어 주

십시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만                 세

 3. 결혼 상태;  □① 미혼     □② 별거      □③별거  

               □④부부동반거주             □⑤이혼,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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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 정도;  □① 학교에 다닌 적 없음  □② 소학교  □③ 중학교     

               □④ 고중/中專  □⑤ 고급전문학교/大專  □⑥ 기타;     

 5. 종교;   □① 무교   □② 불교   □③ 기독교   □④ 천주교  

           □⑤ 기타;              

 6. 당신은 가족과 함께 생활 하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7. 한국에서의 총 거주 년 수(매번 거주기간을 더하세요);

                  년           개월

 8. 한국에서의 총 직장근무 년 수(매번 거주기간에서의 근무를 더하세요);

                     년                 개월

 9.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을 일합니까? 

                      시                분

 10. 당신이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최근 3개월)

                                            

 11. 현재 평균 월수입;                           원(한화)

 12. 한국거주시의 건강상태;  

       □① 건강하다      □② 보통       □③  건강하지 못하다

 13. 한국거주 후의 질병여부(구체적으로)

       □①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 

       □② 기존의 질병이 좋아졌다

       □③ 기존의 질병이 나빠졌다

       □④ 그저 그렇다

       □⑤ 질병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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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 중 해당 항목의 □에 체크(√) 해 주시거나 구체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현재 술을 마십니까; 

     □① 마신다

     □② 마시지 않는다  ☞  4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2.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한 달에 1회 이하

                                      □② 한 달에 2-3회

                                      □③ 주 1-2회

                                      □④ 주 3-4회

                                      □⑤ 거의 매일

 3. 1회 음주량은 얼마나 되나요;  

    □① 소주 3잔 미만 (맥주 한 병 미만)

    □② 소주 3잔 ∼ 소주 반병 미만 (맥주 1∼2병 미만)  

    □③ 소주 반병 ∼ 소주 1병 미만 

         (맥주 2∼4병 미만, 양주 3∼6잔 미만)   

    □④ 소주 1 ∼ 2병 미만 (맥주 4∼8병 미만, 양주 6∼12잔 미만) 

    □⑤ 소주 2 ∼ 3병 미만 (맥주 8∼12병 미만, 양주 12∼18잔 미만)

    □⑥ 소주 3병 이상 (맥주 12병 이상, 양주 18잔 이상)

 4.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피운다  

    □② 피운적이 있으나 지금은 끊었다

    □③ 피운적이 없다 ☞ 8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5. 담배를 몇 년 동안 피우셨습니까?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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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루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간         분

 7. 운동을 하시나요?  □① 운동을 하지 않는다  □② 운동을 한다

Ⅲ. 다음 중 해당 항목의 □에 체크(√) 해 주시거나 구체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당신의 현재 한국에서의 체류 신분; 

   □① 불법체류신분      □② 합법신분

2. 당신이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중 억울한 일은; 

   □① 없다

   □② 있다

   ( ☞ □구타 및 폭행   □성폭행   □임금체불   □산업재해

        □기타;                         )

Ⅳ. 최근에 자신의 느낌을 해당란에 체크(○ 나 √ 표) 해 주십시오

항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 매우 편안하다고 느낀다

2. 기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낀다

3. 머리가 띵하고 통증을 느낀다

4. 가슴이 죄이거나 압박감을 느낀다

5.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6.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실패(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7. 정신 상태가 혼란스럽고 오락가락 한다

8. 자다가 깨고 난 후 다시 잠을 자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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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9.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점이 없다

10. 매우 피곤하고 지쳐서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느낀다

11. 근심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12.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고 느낀다

13. 기력(원기)이 왕성함을 느낀다

14. 잠이 드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5. 밤이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 진다

16. 신경이 너무 예민하여 일을 할 수 

    없음을 느낀다

17. 평상시 일을 할 때 의욕이나 흥미를

    잃고 있다

18.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흥미를 잃고 있다

19. 대다수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잘 

   관리해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20. 전체적으로 볼 때 하고 있는 일들은 잘

   되어간다

21.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집안 일을 시작할

   때 일이 지체되거나 늦어진다고 생각된다

22. 자신이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한다

23.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온정이나 정감을 느낄 수 있다

24. 다른 사람들과 쉽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25. 자신이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들과 말하기가 두렵다

26. 일찍 잠에서 깨게 된다

27. 자신이 현재 쓸모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28. 어떤 일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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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하셨습니다 -

항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29. 어떤 일에 바로 착수(시작)할 수 있다

30. 해야하는 일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31.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낀다

32.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

33.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34. 일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

35. 안절부절못하거나 성질이 심술궂게 되어진다

36. 아무런 이유 없이 겁이 나고 공포감을 

    느낀다

37.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

38. 모든 사람에 비해 뒤져있다고 생각한다

39.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40.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41. 삶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42. 자신의 미래(장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43.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44. 신경이 쓰이고 흥분됨을 느낀다

45.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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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연구대상자와 타당도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1) 
조선족 교회 및 진료를 받으러 온 조선족

2) 
조선족 교회 및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은 조선족

3) 한국입국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도 포함

특성 구분
본 연구대상자1)

수(%)

타당도조사 대상자2)

수(%)
x2 P-value

성별
남

여

42(37.8)

69(62.2)

12(42.9)

16(57.1)
0.237 0.626

연령

39세 이하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12(10.8)

29(26.1)

42(37.8)

28(25.2)

6(21.4)

7(25.0)

9(32.1)

6(21.4)

2.287 0.515

현 결혼상태

미혼

별거
3)

부부동반거주

이혼, 사별 등

3(2.7)

37(33.3)

59(53.2)

12(10.8)

0

12(42.9)

16(57.1)

0

4.425 0.219

종교
없음

있음

30(27.0)

81(73.0)

4(14.3)

24(85.7)
1.965 0.161

계 111(100) 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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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tress levels of  Korean-Chinese living 

in Korea

                                                       Young Ju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environment(that is, working types, life styles, and health, etc.) of 

ethnic Korean-Chinese residing in Korea and stress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111 ethnic Korean 

Chinese visiting the church for them and free medical centers in Seoul 

from Feb. to April 2003. The stresses were measured by Psychosocial 

Well-being Index(PWI)-4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escribed below.

1. Ethnic Korean Chinese residing in Korea showed higher stresses 

than Koreans. In particular, the stresses of female, older, divorced 

ethnic Korean Chinese or those who were bereaved were higher.

2. For living environment in Korea, when ethnic Korean Chinese 

illegally stayed, suffered from undue treatment, had no jobs, didn't 

smoke or drink alcoholics, suffered from bad health conditions or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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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iseases or their diseases were aggravated, the stresses were 

higher. Among these factors, the health condi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the stress.

3. Average monthly incomes, sleeping hours or exercise were related to 

stresses to some extent, bu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the factors related to stresses of ethnic Korean 

Chinese residing in Korea wer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m of 

Koreans. In particular, the health of ethnic Korean Chinese and their 

qualification for stay in Korea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tresses. 

Therefore, it suggested the immediate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for health.

                                                                      

※ Key words : Korean-Chinese, Liv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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