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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결혼이주여성과 저출산은 최근에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족관련 

주요 사회적 이슈들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한 농어촌 남성의 국제결혼지원정책으로 인하여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

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과 민족은 다양한데, 현재 한국의 결혼이주

여성 중에는 중국의 조선족과 한족, 그리고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내 출산율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과 0.9명으로 한국인 여성보다 낮은 

실정이다.

 최근 학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와 지원정책들은 주로 그들의 입국초기 정

착지원이나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저출산’현상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의 연구도 시행되고 있

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결혼이주여

성과 출산율을 관련지어서 한국에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내 출

산패턴은 어떠한지 이들의 향후 자녀출산의도가 어떠한지 이들의 출산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특성과 출산율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총 혼인수의 10%를 차지하는 외국인과의 혼인은 저출산 극복이

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

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국가 혹은 민족배경에 따라 그

들의 출산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민족별 

특성을 파악하여 출산의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

저 이론적 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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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특성이 출신국가나 민족별로 차

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민족별로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자녀가 한 명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만 20세-39세)을 대상으로 이들이 민족별로 사회인

구학적 특성, 가족 특성 및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연구대상을 자녀가 한 명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만 20세-39

세)으로 선정한 이유는 결혼 후 여러 가지 사유로 출산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자녀를 한 명 낳은 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보다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먼저, 민족 변수를 투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는 민족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 단

계에서는 한국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의미있

는 변수로 탐색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가족 변수들을 선택하여 각 변수

들이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에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

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원자료의 69,394명 여성응답자 중 한 자녀

를 둔 만 20세-39세인 다문화가족 여성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세 민족 출신의 다문화가족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중국

조선족 3,316명, 중국한족 1,693명, 베트남 여성 4,832명으로 총 

9,84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

상의 민족별 일반적 특성을 알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특성 및 둘째자녀 출산의도의 민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과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한 후, 민족, 사회인구학적 특성

과 가족 특성에 따른 둘째자녀 출산의도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둘

째자녀 출산의도를 종속변수로 로짓회귀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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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민족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특성 및 출산

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족별로 보면 베트남 여성, 중국한족이 중국조선족보다 둘째자

녀 출산을 의도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거주기간, 거주지, 맞벌이 여부, 입국

목적이 결혼인지여부, 초혼여부 등은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

간이 짧고 거주지는 기타 시·도 지역이며, 남편만 취업하였으며, 한국

에 입국한 목적은 결혼이 아니며, 한국남편과 초혼한 경우에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넷째, 이 연구의 모든 가족 변수(부부관계만족도, 첫째자녀의 성별, 시

부모와 동거여부와 남편과의 연령차)는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작을수록, 첫째자녀가 여아이며, 시부모와 동거하

는 경우는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를 사용

하였는데, 조사문항 중 한국여성의 자녀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진‘가족, 자녀 가치관’에 관한 문항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문항 중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출산행

동과 관련이 있었던 자녀가치 또는 가족가치가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은 연구자로서 매우 아쉬

운 점이다. 이는 기존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이 연

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중에

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 민족인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베

트남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특성 및 둘째자녀 출산의도의 차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밝혀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한편,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여성과의 둘째자녀 출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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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한 유사한 영향요인 및 결혼이주여성의 고유한 요인들을 발견한 

것은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주요어 : 결혼이주여성, 둘째자녀 출산의도,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베트  

        남 여성, 다문화가족

학  번 : 2011-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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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최근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족관련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저출

산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

명 정도로 인구대체수준 2.1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통계청, 2011). 이

러한 수준의 저출산현상은 장래 생산인구의 감소와 직결되며, 국가경쟁

력이 약화될 수 있어서 유효한 정책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저출산은 사회적 

환경변화가 결혼양상을 변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서 파

생되는 일-가정 양립 문제와 연결된 경제적인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은주, 박정윤, 2006). 즉, 한국여성의 고

학력화 및 활발한 사회진출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 변

화로 인한 만혼, 출산지연 등에 따라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

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

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한국남성의 결혼 지원방안을 국제결혼정책

을 통해서 마련하였다. 1)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접근의 

결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이 급격히 늘게 되었다. 통계청(2012)의 2011년 혼인, 이혼통계 자료

를 보면 2001년부터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

1)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 보은군 에서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

한 조례 제2073호를 제정하여 보은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

이 국제결혼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옹진군도 조

례 2001호를 제정하여 미혼 주민에게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

다. 이와 유사한 국제결혼 지원책은 전국 시도 약 40 여 곳에서 실행 중에 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http://law.go.kr/unSc.do?menuId=10&query=%EA%B5%AD%EC%A0%9C%EA%B

2%B0%ED%98%BC.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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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42,35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총 혼인 중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약간 감소세를 보여서 총 혼인의 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과의 혼인 중 외국 여성과의 혼인이 74.8%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에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34.3%), 중국(33.9%), 필리핀(9.3%) 순으로 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위 2개국인 베트남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68.2%로 전체결혼이주여성의 2/3를 넘는다. 2011년 자료(통계청, 

2012)를 보면 국적별로 본 외국인과의 혼인에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

성과 가장 많이 결혼하였으나,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국

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여성이 여전히 가장 많은데, 중국여성 중에서 조

선족은 41.02 %이며, 한족과 기타는 58.98%로 나타난다(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 2012).

 2000년부터 두드러지게 낮아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1.08

명으로 가장 낮았고, 2006년부터 출산율이 다소 상승된 원인은 아직 구

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통계청, 2011). 연구자들은 2001년부터 증

가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에 근거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이 2005년 

이후 한국의 출산율 상승의 원인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

러나 2009년에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김승권 외, 2010)

결과에 따르면 조사 당시에 결혼이주여성과 현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

수는 평균 0.9명이었다. 이는 한국여성의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편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39.3%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 1명이 38.4%이었으며, 2명 이상의 자녀를 가

진 비율은 22.3%에 불과하였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이전에 수행된 김두섭(2008)의 연구에서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적다

고 보고하였다.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이 한국 여성의 출산율

보다 낮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20세 전후의 젊은 여성이 많으며 이들이 

결혼 후 즉시 자녀를 갖기 보다는 다소 미루는 경향이 있고, 일부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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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으로 인하여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점 등의 

영향이 지적되고 있다(김승권 외, 2010). 

 한편, 대만의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대만여성과 

대만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 간에 한국의 경우와 유사한 점이 발견되었

다. 대만의 많은 언론들은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인 주요한 목적으로 

‘대를 잇는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

에 대하여 ‘다산’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대만에 온 결혼이주여

성의 출산율은 대만여성보다 낮았다(楊靜利 외, 2011; 戴瑋葶 외, 

2010)고 한다. 

 최근 들어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나 대부분은 이들의 한국사회에 적응 문제(김연수, 박지영, 2010; 이

덕구, 2009; 이은희, 2009; 임은미 외, 2010; 정혜영, 김진우,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양육문제(나동석, 박종인, 2008; 현은애, 나종혜, 

2009; 전미순 외, 2011)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한국 사

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인 저출산현상 

및 그 문제해결과 직접 관련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수준과 출산요인에 

대한 연구는 극히 소수(김두섭, 2008; 김한곤, 2011; 이삼식 외 2007)

에 불과한 실정이며, 출산율 제고의 효과적인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둘째 출산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첫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둘째자녀를 출산할 의도를 갖는 것은 둘째자

녀 출산으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 그러한 요인의 강화방안을 강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저하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정부가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 둘째자녀를 출산할 의도를 

가지는데 영향력이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2)

2) 현재 한국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접 관련되는 법령들은 다음과 같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들의 대부분은 결혼이주여성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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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

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각 단계에

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입국 전 결혼준비기’,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 강화기’로 전

체 4단계인데,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은 이 4단계 내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단계인 ‘자녀양육 및 정착기’에서 임신·출

산에 관한 지원이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3단계 지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서비스, 발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교육서비스, 이중언

어를 사용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 주로 자

녀의 양육, 적응 등의 내용으로 출산 이후의 양육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2012년 현재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에는 2008년 당시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했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중에서 3단계 ‘자녀양육기’에 포함

되어 있던‘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 양육지원’정책과제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편과 결혼하고 적어도 아이를 한 명을 가지는 

것을 가정할 수 있으며, 통계자료도 대략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김승권, 

2010). 그런데 둘째자녀를 갖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적어도 두 자녀 출산을 기대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에 이주하기 전과 이주 초기의 정착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 대부

분이다. 복지관련 법령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보건의료기본법』,『모자

보건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 있다. 이 법령들 중에 어떤 법령은 ‘결혼이민자

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했으나 어떤 법령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차별을 받지 않는다고만 언급되어있다.
3)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4_01.jsp.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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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원자료를 활용하여 한 

명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연구대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문제

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 명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첫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둘째자녀 출산의도를 물어 향후 출

산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두 자녀 이상의 출

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탐색에 보다 더 유용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이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민족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결혼이주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출산현황과 의도를 분석할 경우 연구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런 연구결과에 따라 제정된 정책의 경우 정책상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

다. Abbasi-Shavazi와 McDonald(2000)의 호주의 이민의 출산 형태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영어권 국가에

서 온 이민여성들이 호주 본토 여성의 출산 패턴 즉, 출산 저하와 비슷

하며 비영어권 국가에서 온 여성이민의 출산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

다. 특히 이탈리아, 그리스, 레바논에 온 이민자들은 자신 나라의 문화를 

잘 유지하면서 호주 본토여성과는 상반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었

다. Milewski(2010, p.34)는 사회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다른 소수집

단은 동일한 국가 안에서 상이한 출산행위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대

만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주여성의 내적 차이성을 

지적하며, 중국본토에서 온 여성이 동남아 국가에서 온 여성보다 출산율

이 많이 낮다(戴瑋葶 외, 2010)고 한다. 이러한 외국의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하면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규명할 때에도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또는 민족별 차이가 있

는가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 명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민족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특성 및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한 명의 자녀를 둔 결혼

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보



- 6 -

고자 한다. 우선 민족별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국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의미있

는 변수로 규명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가족 변수를 선택하여 이 변수들

이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

결하여야 하는 이 시점에 결혼이주여성의 민족별 특성을 파악하여 출산

의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

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은 민족별로 출산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

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 중에서 유사한 요인과 차이가 있는 요인을 밝혀서 이론구축의 기초

를 제공한 것을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연구결과가 결

혼이주여성의 출산율 제고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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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고찰 및 이론적 배경

 1. 둘째자녀 출산의도

 ‘의도’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요인’이라고 정의(Ajzen, 

1991)하므로 출산의도는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요인이다. 

따라서 출산의도는 향후의 출산행위와 강한 상관성이 있다(Schoen, 

Astone, Kim, Nathanson & Fields, 1999). 본 연구에서의 ‘둘째자녀 

출산의도’는‘향후 둘째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생각’으로 

정의한다. 

 말레이시아의 가족인구조사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출산의도가 향후의 출산행동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Poo & 

Nai, 1994)고 하였다. 그러므로 출산의도는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요인이며 향후의 출산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상당히 정확하며 주

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이주한 기

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현 시점에서 그들의 실제 둘째자녀 출산행위를 파

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

산의도를 파악하고, 향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

다. 

2. 한국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저출산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한국 기혼여성들에 있어서 첫 출

산은 보편적이며, 아직은 첫자녀 출산을 선택적 행동이라고 보기 힘들다

는 관점이 지배적(김정석, 2007)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학자들이 ‘둘째자녀 출산의도나 계획’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국의‘둘째자녀 출산의도나 계획’에 관한 선행연구(강유진, 2007;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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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옥 외, 2011; 김정석, 2007; 마미정, 2008; 박수미, 2008; 이미란, 

2010; 이성림, 2010; 이성용, 2009; 정혜은, 진미정, 2008; 차승은, 

2008)에서는 주로 아이 한 명을 둔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족 특성 및 자녀·가족가치관과 관련해서 둘째자녀의 출산의도나 계획에 

관련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

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특성 등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맞벌이여

부, 월 평균 총 가구소득, 거주지 등은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자녀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여성의 연령과 교육수준은 여성의 자녀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많은 연구(강유진, 2007; 김일옥 외, 2011; 김정석, 2007; 박수미, 

2008; 정혜은, 진미정, 2008;이성용, 2009; 차승은, 2008)에서 독립변

수 또는 통제변수로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연령은 자녀출

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여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자녀 출산의도의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통하여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들의 출산에 위험

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연령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연령과 함께 교육수준도 많은 선행연구

에서 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사용되었으나 교육수준은 둘

째자녀 출산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마미정, 2008)에서는 둘째자녀 출산의

도와 출산기피 요인을 탐색하였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양육

자 부재, 좋은 양육기관 선택 어려움, 두 자녀를 조부모가 양육지원하는  

부담, 첫 아이 양육스트레스, 일/육아 병행 부담’등이 포함된 ‘자녀양

육지원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

는 아내의  양육부담감 및 스트레스로 추가자녀의 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강은미, 김순규, 2011)도 있었다. 이 외에도 여성

의 취업여부에 따라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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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김일옥 외, 2011; 박수미, 2008; 이용복, 이소희, 2004; 정혜은, 

진미정, 2008)의 결과를 보면,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의 둘째 출산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

이 취업하거나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직업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

게 되므로 자녀양육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하여 둘째자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강유

진, 2007; 김일옥 외, 2011; 김정석, 2007; 박수미, 2008; 이성용, 

2009; 정혜은, 진미정, 2008; 차승은, 2008). 출산장려 정책과 근로시

간이 기혼여성의 둘째 아이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

과를 보면 취업여성집단 중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집단이 500만원 

미만 집단보다 출산의도가 높다(김일옥 외, 2011)고 한다. 부모역할의 

보상비용과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중간인 집

단이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둘째자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

나지만 소득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는 둘째자녀 출산계획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차승은, 2008).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을 한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은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 출산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둘째 아이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

이 나타나지 않았다(이성용, 2009).

 거주지는 도시나 농촌을 통제변수로 사용(강유진, 2007; 박수미, 

2008)하거나 서울시 각 구의 지역적인 특성이 기혼여성의 추가 자녀출

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상미 외, 2009)에서 변수로 사용

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거주지가 기혼 여성의 추가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자녀의 연령, 첫째

자녀의 성별 및 친정부모나 시부모, 부부관계만족도 등 양육보조자의 생

존여부 등이 가족 특성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의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기존 자녀의 연령을 들 

수 있다. 연령은 자녀 터울조절변수라서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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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좀 더 높은 여성들에 비해 둘째 출산에 더욱 적극적이며, 여성들

의 둘째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이다(박수미, 2008). 맞벌

이부부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보육서비스가 추가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첫째자녀의 연령이 통제변수로 추가자

녀의 출산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강은미, 김순

규, 2011). 

 첫째자녀의 성별 역시 기혼여성들의 둘째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다(강유진, 2007; 김정석, 2007; 정혜은, 

진미정, 2008). 즉 첫째 아이가 남아인 경우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최근에는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이 약해졌다

고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석(2007)은 우리나라에서 첫째 아이의 대한 계획은 보편적인 현상

이며 둘째 아이의 계획에는 친정어머니의 생존여부가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보조자의 존재가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했다.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관한 연구결과(정혜은, 진미정, 2008)를 

보면 취업여성은 친정어머니가 생존한 경우에 출산의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친정어머니는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을 맡아줄 양육보조자

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부부관계만족도는 자녀가치관 요인을 매개로 추가자녀 출산의도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유진, 2007). 이외에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자녀 및 가족 가치관을 요인으로 한 연

구들(강유진, 2007; 마미정, 2008; 이미란, 2010; 정혜은, 진미정, 

2008)이 있는데, 가치관의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성있는 결과가 나타나

고 있지 않았다. 즉, 연구자 각자가 정의한 자녀 및 가족가치관의 하위

요인들이 서로 다르므로 일관성있는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가치관의 하위요인들로 아들의 필요

성, 이상자녀수, 자녀양육책임감을 정의한 연구(강유진, 2007)에서는 가

치관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정서적 자녀가

치관, 도구적 자녀가치관, 첫 자녀의 성별 등이 포함된 문화가치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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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한 연구(정혜은, 진미정, 2008)에서는 취업여성은 정서적 자녀

가치관, 비취업여성은 정서적 자녀가치관과 문화가치관 중에서 첫 자녀

의 성별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가족가치관

을 가족공동체의식, 핵가족화, 탈가족화로 정의한 한 연구에서는 가족가

치관 중에서 핵가족화가 출산형태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즉 부모

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자 하는 여성일수록 출산형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미란, 2010). 또한 가치관과 관련하여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가치관을 정서

적 자녀가치관, 사회적 자녀기치관, 개인적 자녀가치관 등을 분류하여, 

맞벌이부부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요인은 정서적 자녀가치관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마미정, 2008). 

 한국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국에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여러 각도를 통해 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는 중

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출산에 관한 정책은 취업여성과 비취업

여성의 욕구와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연령은 특히 둘째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며 교육수준, 맞벌이, 가구소득, 거주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은 보편적으로 통제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부부관계, 양육보조자유무, 첫

째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 요인은 가족에 관한 변수로 둘째자녀 출산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것을 많은 연구결과에서 증명하

였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여

성의 추가 자녀계획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기혼여

성의 둘째 출산의도 요인에 대한 분석은 아직 체계적인 이론이 구축 되

지 않아 결정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3.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

 유럽과 미국, 호주 등 서구 선진국가들은 저출산 현상에 때문에 인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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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이민출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Abbasi-Shavazi, & McDonald, 2000; Andersson, 2004; 

Andersson, & Scott, 2005; Coleman, 2006; Milewski, 2010). 그런

데 이 연구들은 주로 외국인노동이민의 출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최근들어 한국에서는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김두

섭, 2008; 김한곤, 2011; Chen, 2008; Coleman, 1994; Kim, 2008; 

楊靜利 외, 2011; 戴瑋葶 외, 2010). 현재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

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어교육,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에

서는 실시한 실태조사, 결혼이주여성대한 각종 지원 정책 평가, 결혼 이

주 여성의 취업욕구와 지원 방안 모색, 사회적 지지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문화적응 등 거시적인 접근(고혜원, 김상호, 2010; 권태연, 2011; 

김연수, 박지영, 2010; 김학실, 2009; 나동석, 박종인, 2009; 남은영 

외, 2010; 박미정, 엄명용, 2009; 박석준, 2009; 박선옥, 2011; 박연

희, 2011; 박재규, 2009; 심보경, 김정숙, 2012; 심인선, 2010; 양인

숙, 민무숙, 2010; 유해준, 2011; 이덕구, 2009; 이호경, 2010; 임은미 

외, 2010; 정혜영, 김진우, 2010; 조희선 외 , 2010; 최무현, 2009)과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부부관계, 고부관계, 가족스트레스 또는 결

혼이주여성의 정신과 신체건강 등 미시적 접근(강현옥, 황혜원, 2009; 

김광숙, 문선숙, 2011; 김연수, 2010; 김희경, 2010; 배경희, 서연숙, 

2011; 서진현, 서부일, 2011; 양성은, 이미영, 2010; 이지영, 이미진, 

2009; 이창식, 2010; 임혁, 2010; Hyekyeong Kim 외, 2010)으로 크

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거시적, 미시

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일부 보건학 학자들이 

여성의 출산 경험과 출산건강에 대한 연구(김경원, 2010; 김문정, 

2011; 정금희 외, 2009)를 하고 있을 뿐, 본 연구자의 관심주제인 결혼

이주여성의 출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인다. 

 2009년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도하

여,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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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연구를 고찰한 결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실시 된 후

에 보고서(김승권 외, 2010)가 발표된 시기 전후로 연구결과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전후로 연구결과의 경향을 나누어서 결

혼이주여성의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실시 이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 외국인 출산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몇 편 발표되었다(김혜련 외, 

2008; 이삼식 외, 2007).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출산력과 희

망자녀수 및 향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면접방법을 실

시한 분석결과(이삼식 외, 2007)는 이주여성의 희망자녀수를 감안하면 

그들의 완결출산력은 2~3명으로 나타나며, 가구경제의 상황, 남편의 재

혼(전처와의 자녀수), 시어머니가 가정경제력의 취약이유로 출산을 억제

하는 등의 요인이 이주여성의 출산력을 억제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한 반면에 외국인 처는 출신국가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추구하거

나 적어도 한국의 출산율보다 높은 출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심층면접을 

통하여 보고하며, 외국인 처들이 추가자녀로 특정한 성(아들이나 딸)을 

원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대상

수가 너무 적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힘들다고 하였다. 김

혜련 외(2008)의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및 출산행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베트남 여성의 향후 출산계획이 다른 국가 출신 여성보다 높게 나

타나며 현존 자녀가 1명인 경우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87.4%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요 결혼이주여성의 피임이유에 대한 백분율만

을 제시하였고(자녀양육 비용 부담, 저소득, 부부중심, 자녀를 돌볼 사람 

또는 시설 없음, 사회활동 지장, 터울조절 등의 순으로), 생식보건을 다

루면서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 혹은 연구소 등의 원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과 대만의 결혼

이주여성과 본토여성의 출산력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있다(Kim, 2008). 

이 연구결과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의 출산수준이 결혼이주여성

의 출산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데이터에서 사회경제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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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했을 때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베트남출신 

여성보다 출산수준이 낮다고 한다. 또한 대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간격이 유의미하게 짧게 나타나며 높은 

출산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김두섭(2008)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중

국, 베트남 출신 외국인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국아내의 출산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적을 뿐

만 아니라 출산간격 역시 한국인 아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

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현지 사회에의 통합과 동화의 수준

이 높을수록 출산행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일본, 중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후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차승

은, 김두섭, 2008)은 베트남 아내는 일본, 중국아내보다 더 우울하며 베

트남 여성에게는 출산이 우울감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출산보다 경제활동이 

우울을 완화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실시 이후에 발표된 연구들을 고

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영주(2010)는 지금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에 

관해서 자녀 출산 및 양육 정책에 대해서 젠더관점과 다문화관점을 중심

으로 비판적으로 연구하였다. 젠더관점에서 볼 때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자녀출산. 양육 정책은 모자보건에 치중하며 결혼이주여성을 ‘자녀양육

의 전담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생애

주기 전반적인 접근과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정신 및 심리적 건강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다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 현재 정책의 개선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권의 확보

와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이주여성의 한국어 문제가 아닌 자녀양육 환경의 개선과 지

원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한 연구(김한곤, 

2011)에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출신국가

별 출산인식 및 출산행태의 차이를 본 결과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들이 타 국가 출신 이주여성들에 비해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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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졌으며 출산자녀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들에서는 외국인

의 유입 및 결혼, 출산실태를 제시하며 미래 외국인에 관한 정책설정 방

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김승권 외, 2010)는 출신국인 베트남의 출산율이 한국 출산율보다 높

은 베트남 여성의 경우, 2009년 조사 당시에 한국에서 출산한 평균 자

녀수가 불과 0.9명이었다. 물론 이는 결혼이주시기가 최근이어서 거주기

간이 짧기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들이 과연 둘째자녀를 출산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변수별로 분석하여 보고된 바가 없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의 출산수준이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Kim, 2008) 현재의 출산자녀수가 한국여성보

다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고(김두섭, 2008; 김승권 외, 2010), 결혼이주

여성이 이주 후에 현지 사회에 적응을 잘 할수록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있다(차승은, 김두섭, 2008)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미 결혼이주여성의 

피임이유나 출산력 억제 요인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김

혜련 외, 2008; 이삼식 외, 2007)에서 언급되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인종, 사회, 문화배경과 가족관계를 고려한 여성의 출산 특히 둘

째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체 혼인의 약 10%내외를 차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은 

한국 사회의 출산율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나 정

책이 시도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며 탐색한 결과

를 통해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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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조선족, 한족)과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1) 한국에서 중국(조선족, 한족)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

 2003년부터 한국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은 필리핀여성을 추월하며 

중국여성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고 2011년에 중국여성을 추월하여 1

위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12).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한국학계에서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늘

어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베트남 

여성의 한국이주에 대한 결혼동기와 한국에서 결혼생활만족도에 대한 탐

색연구(김미희, 2007)와  모국에서 남녀평등의식이 강하며 여성지위가 

높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이주한 후에 한국의 가부장가족문화와의 충

돌 및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한 가족갈등과 자녀양육에서 겪고 있는 스

트레스 등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정혜영, 김진우, 2010; 서홍란 외, 

2008; 심상준, 2009). 베트남 여성의 출산과 관련되는 연구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산후우울을 비교한 연구(최은영 외, 2011)

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양국여성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로 

동거가족의 형태 즉 베트남 여성들이 시부모나 시동생과 같이 살면서 언

어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관계 형성의 어려

움이 우울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결혼이주 베트

남 여성의 향후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조선족 여성이 1990년대부터 노동이주나 한국남성과 국제결

혼의 증가로 인하여 90년대부터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조선족 여성에 대

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선족의 언어, 생활습관 등은 여

러 면에서 한국인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의 주된 방향은 조선족 여성의 한국에서의 문화적 적

응, 정체성과 결혼생활실태조사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에 온 조선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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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다른 나라 출신여성보다는 연령이 더 높으며 한국남성과 재혼한 경

우도 높은 편이다(김승권 외, 2010; 정기선, 2008). 또한 조선족 여성

의 이혼율이 다른 나라출신 여성보다 높으며 출산율은 0.8명에 불과하

다. 조선족 여성은 재혼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 이주하기 전에 이미 중

국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로 인하여 한국에 이주 후에 아이를 낳지 않거

나 적게 낳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한국으로 이주하는 중국한족 여성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학계에서 이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한국에서 중국한족출신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2) 중국과 베트남의 출산문화와 출산실정

 한국에 온 중국한족 여성, 조선족 여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회문화배경

을 비교해보면 유사점이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사회주의국가이며 

특히 베트남은 북속(北属)시대이래로 중국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고대에서 지금까지 경제. 문화의 발전추세에 많은 유사점이 있

다. 출산관념을 살펴보자면 중국과 베트남의 전통 출산관념은 “早. 多. 

男”의 출산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일찍 그리고 많이 출산하며 남아 출

산을 선호한다(김현재, 2003; 宋潇, 2010). 

 1979년부터 중국은 많은 인구수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한 자녀 정

책(가족계획정책)”을 실행하였다. 현재 이 정책은 30년을 넘어서고 있

으며 이 정책을 실시한 효과는 현저하였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70년

대초의 5.8명에서 현재는 1.7~1.8명으로 떨어졌다(周兴， 王芳， 201

0； 张亮， 2011).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2.1명에 못 미치는 실정

이기 때문에 미래 중국의 성비 불균형 및 인구노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인

구가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중국학계에서는 “둘째 출산’에 대한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1979년 이후에 출생한 ‘한 자녀’를 대상

으로 하는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1979년 이후에 출생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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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자녀(獨生子女）’들은 현재 상당수가 결혼한 상태이며 출산 적

령기에 있다. 중국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부부쌍방이 모두 형제자매가 없

다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부분의 한 

자녀 부부들은 둘째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며 이상자녀수는 대부분의 

부부가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의 기혼부부(‘한자녀

부부’双独夫妇와 ‘비한자녀부부’非双独夫妇)의 생각이다(风笑天，

2010; 张亮，2011; Nie & Wyman, 2005). 

 이러한 의식전환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첫째는 중국의 ‘한자녀’ 정책

이 출산의도를 억제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张亮(2011)과 周兴，王芳

(2010)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두 도시-상해(上海)와 란주(兰州）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

석한 결과로 란주시의 1979년 이전에 결혼한 시민의 ‘둘째 출산의도’

는 1979년 이후에 결혼한 사람의 2.65배였다. ‘한자녀’ 정책을 실행

한 이후에 결혼한 사람은 ‘한자녀’정책을 일종의 내재적 문화규칙으로 

지키게 되었으며 중국에는 ‘삼인가족(三口之家)’이라는 핵가족이 관습

화되어 정착되었다. Nie와 Wyman(2005)의 조사결과를 보면, 당시 상

해에서 29명의 젊은 응답자중 27명은 지금의 ‘한 자녀’정책을 좋다고 

생각하였으며 한 명은 이 정책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였고 단지 한 명

만이 이 정책은 안 좋다고 생각하였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원인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젊은층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과거 농경사회

의 ‘다산을 할 경우 농경노동력 생산인구를 증가하며 가족경제에 이바

지할 수 있다. ’라는 많은 수의 자녀를 지향하는 관념에서 ‘자녀의 

질’을 추구하는 관념으로 생각이 전환되었다. 특히 도시지역은 사회노

후보장제도를 점차 완화하면서 노후보장을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에

서 사회, 국가에 의지하려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자녀의 

질’을 추구하는 관념은 농촌에서도 마찬가지다. 농민들은 자녀의 교육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중국개방개혁이후에 중국농촌에서 고학

력 자녀를 통해서 가정빈곤을 탈출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농민들 역시 ‘자녀의 수’를 중요시하는 관념에서 ‘자녀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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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李辉, 赵铭恕，2007). 또한 중국에서는 

‘남녀평등’ 사상으로 인하여 젊은 여성이 남자와 손색없이 좋은 교육

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여 남성과 경쟁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는 목적

으로 결혼, 출산을 많이 지연하는 경향을 보인다(Nie & Wyman, 

2005). 셋째는 아이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중국의 전통적인 출산관념은 ‘남아선호’ 였지만 현재는 ‘남녀는 평등

하다’ 라는 관념이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경제가 발달한  

농촌지역에서는 남아가 없는 가정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李辉， 赵铭
恕， 2007). 이러한 이유로 현재 중국의 출산관념은 예전과 많은 부분

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결과로 중국여성의 

2005-2010년의 평균합계출산율은 1.64명이였다(UN, 2010).

 조선족 여성은 중국의 소수민족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소수민족가정

은 둘째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라는 정책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일수록 다자녀를 기피하고 있으며 조선족 호구당 평균 자녀수가 1.2

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조선족 사회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위기에 

있다(김귀옥, 2003).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족계획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1963

년부터 북 베트남정부가 1960년의 인구조사결과에 따라 인구의 과속증

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녀를 두 명 또는 세 명’가지는 정책을 실시

하였다. 남북 베트남 통일 후에 1988년에 베트남이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본보기로 하여 ‘한 명이나 두 명 자녀’정책을 공식적으로 실시

하였다. 이 정책은 한 명의 자녀만을 가지게 법제화를 함과 동시에 두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였다(Goodkind, 1995). 즉, 

1980, 90년대에는 둘째자녀 출산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으나 출산 

간격을 규정하여 첫째자녀의 출산 후 3-5년 후에 둘째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하였다(Allman, Nhan, Thang, San, & Man, 1991; 

Goodkind, 1995). 그러나 Phai 외 (1996)가 1994년의 VNICDS의 데

이터를 이용해서 도출한 결과는 당시에 베트남의 기혼 여성의 이상자녀 

수는 2.3명이며 이미 남자아이를 가지고 있는 지 여부는 둘째 출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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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베트남의 ‘한 명이나 두 명 자녀’

정책은 중국의 ‘한 자녀정책’만큼 엄격하지는 않으나(Goodkind, 

1995) 정부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Pham, Hall, Hill, & Rao 2008). 현재까지 베트남에서는  ‘가족계획

정책’을 40년 이상 실시하였으며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베트남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985-1990년에는 3.96명, 1990-1995

년 3.23명, 1995-2000년 2.18명, 2000-2005년은 1.93명으로 지속

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UN, 2010). 

 앞에서 언급한 중국과 베트남의 출산정책과 현황을 종합해 보면 중국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서 자녀를 출산을 통제한 경향을 보

인다. 따라서 중국여성(조선족/한족)은 ‘한 자녀’정책을 이미 국가문

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자녀의 질’에 대한 관심

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베트남 여성 또한 자국의‘가족계획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다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베트

남의 현재 출산문화로 보면 베트남 여성에게 둘째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

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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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내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중국(한족. 조선족)과 베트남 

여성에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민족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족 특성 및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결혼이주여

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민족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 후, 기존 한국기

혼여성의 둘째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분석된 사회인구

학적 변수, 가족 변수를 선정하여 이 변수들이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 특성’은 민족별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결혼이주여성의 민족 변수는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결혼이주여성의 민족 변수를 통제한 후에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가족 변수는 여성의 둘째 출산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이다.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전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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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33명을 대상으로 16개 시, 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주민 

현황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전수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 조사는 2009년 

7월 2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었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 부진한 8

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21일 ~ 10월 31일까지 11일간 실시

되었다. 총 131,702가구 중에서 응답한 인원은 남성 4,275명, 여성 

69,394명으로 총73,669가구가 조사완료되어 조사완료율은 55.9%로 나

타났다. 여성 응답자에서 중국조선족이 24,561명(35.39%)으로 가장 많

고 다음은 베트남으로 19,363명(27.90%), 중국(한족 등 기타민족)은 

9,294명((13.39%), 필리핀은 6,212명 (9.00%), 일본은 3,618명

(5.00%), 캄보디아는 1,924명(3.00%)순이다. 조사내용은 결혼이민자

의 일반적 사항, 가족관계, 취업,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등 다문화가족 전반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또한 여성

의 출산 능력을 고려해서 연구대상을 조사시점 당시 첫 자녀만 있는 만 

20세-39세의 중국조선족(3,316명), 중국한족(1,693명), 베트남(4,832

명)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여 분석용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들의 

향후 출산계획여부에 대한 ‘예’및 ‘아니오’로 대답인 경우만 선택하

였으며 ‘무응답’또는 ‘비해당’에 응답한 경우는 추가출산의도가 불

명확하므로 제외한 후 9,841명의 결혼이주여성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

이주여성의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입국목적, 결혼횟수, 취업여부, 직

종, 월 평균 총 가구소득, 거주기간, 남편과의 연령차, 결혼기간 등 문항

을 사용하였으며,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둘째자녀 출산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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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족 변수를 측정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독립변수인 민족 변수와 사회인

구학적 변수 및 가족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둘째자녀 출산의도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정착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으며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진“다산”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초점을 둘 것이다. 물론 현재 갖고 

있는 출산의도가 반드시 실제 출산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나 

출산의도는 향후 출산행위에 대한 예측한 정확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Poo & Nai, 1994; Schoen, Astone, Kim, Nathanson & Fields, 

1999; 김정석, 2007) 결혼이주여성의 향후의 출산행위에 대한 전망하

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도는 조사표 문항 중에서 “앞으로 자녀를 (더) 

가질 계획 여부”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예’와’아니

오’ 응답한 경우로 양분하였다. ‘예’를 출산의도 있는 것(‘1’) 으

로,‘아니오’를 출산의도가 없는 것(‘0’)으로 간주하였다.

2) 민족 변수

 민족 변수는 중국조선족, 중국한족과 베트남 여성이다. 이 세 민족 출

신 여성이 현재 한국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

으며(통계청, 2012), 각 민족마다 문화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

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민족 출신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한국 국

내 결혼이주여성의 향후 출산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족 변수로 중국조선족, 중국한족과 베트남 

여성을 살펴보았다. 조사 문항 중에서 “결혼 전 국적”문항의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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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족, 기타민족)”은‘중국한족’으로 간주하였고,‘중국조선

족’,  ‘베트남’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3) 사회인구학적 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여성의 연령, 거주기간, 거주지,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입국목적이 결혼인지여부, 초혼여부, 월 평균 총 가구소득 등이 속

한다. 이 변수들은 이미 출산력과 이민에 관한 많은 논의와 경험적 연구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연령은 조사 문항 중에서 “출생년도”을 통하여 2009년 조사 당시의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을 측정하였다.

 거주기간은 조사 문항 중에서 “한국에 거주한 기간(개월)”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단위는 년으로 전환하였다.

 거주지는 조사표의“시도번호”를 사용하였으며, 1번(서울특별시)부터 

7번(울산광역시)까지는 광역시 이상도시에 속하고 8번(경기도)부터 16

번(제주특별자치도)까지는 기타 시·도에 속하다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광역시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0’로, 기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

우‘1’로 부호화하였다.

 교육수준은 조사표 문항 중에서 “응답자의 학교수준”을 사용하였으

며,‘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6단계로 구분하여 

한  단계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맞벌이여부는 조사표 문항 중에서 “한국에서 일한 경험 또는 현재 취

업여부”와 “배우자의 취업여부”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주여성이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취업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

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 적 있다’와 ‘지금까지 일한 적 없

다’고 응답한 경우는 현재 취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배우자의 취업여부” 문항에서 ‘예’를 응답한 경우는 남편이 취업하

고 있는 것으로 ‘아니오’를 응답한 경우는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것으

로 간주하였다. 이 두 문항을 통하여 ‘부부 모두 미취업’, ‘부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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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남편만 취업’, ‘맞벌이’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입국목적이 결혼인지 여부는 조사표 문항 중에서 “한국에 온 목적”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결혼’에 응답한 경우는 ‘1’로, ‘취업’, ‘친

척방문’, ‘사업 또는 업무’, ‘유학’, ‘기타’등을 응답한 경우는 

모두 ‘0’으로 부호화하였다.

 초혼여부는 조사표 문항 중에서 “응답자의 결혼횟수”을 통하여 측정

하였다. 이주여성이 ‘첫 번째’를 응답한 경우는 초혼으로, ‘두 번

째’와 ‘세 번째 이상’을 응답한 경우는 초혼 아님으로 간주하였다. 

초혼은 ‘1’로, ‘초혼 아님’은 ‘0’으로 부호화하였다.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은 조사표 문항 중에서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을 

사용하였으며,‘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다

섯 집단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4) 가족 변수

 가족 변수는 부부관계만족도, 첫째자녀의 연령, 첫째자녀의 성별, 시부

모와 동거여부 등이 있다.

 부부관계만족도, 첫째자녀의 연령, 첫째 자녀의 성별 등의 변수는 앞서 

서술한 한국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

에서 검증했던 요인들이다(강유진, 2007; 강은미, 김순규, 2011; 김정

석, 2007; 박수미, 2008; 정혜은, 진미정, 2008). 또한 한국여성의 둘

째자녀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친정부모 생존여부는 결혼이주

여성의 친정부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친정부모보다 시부모와 

동거여부가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

우 결혼이주여성에게 출산을 위한 심리적 압박감이나 양육보조자의 효과

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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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부모의 남아출산에 대한 명시적 혹은 암시적인 압박으로 여성의 출

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시부모의 양육 참여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인 부부와 비교할 때 뚜렷

하게 차이가 큰 남편과의 연령차는 결혼이주여성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변수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가족 변수로 부부관계만족도, 남편과의 연령차, 첫째자녀의 

연령, 첫째자녀의 성별, 시부모와 동거여부를 포함하였다.

 부부관계만족도는 조사표 문항 중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매우 

불만’(1점), ‘불만’(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

족’(5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남편과의 연령차는 조사문항 중에서 “출생년도”와 “배우자 출생년

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첫째자녀의 연령은 조사 문항 중에서 “첫째자녀의 출생년”을 통하여 

2009년 조사 당시의 첫째자녀의 연령을 측정하였다.

 첫째자녀의 성별은 남아는 ‘0’로, 여아는 ‘1’로 부호화하였다.

 시부모와 동거여부는 조사표 문항 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배우

자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응

답을 시부모 중 적어도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1’,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 ‘0’으로 부호화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TATA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민족별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 둘째자녀 출산의도, 사

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 특성의 민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카이제곱

과 ANOVA,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 둘째자녀 

출산의도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둘째자녀 출산의도를 종속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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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짓회귀분석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민족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의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입국목적, 결혼횟수, 취업여부, 직종, 월 

평균 총 가구소득, 거주기간, 결혼기간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특성 및 둘째자녀 출산의도 의 민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카이제곱() 값과 F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로짓회귀분석에 투입할 각 변수의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민족 변수로만 구성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민족 변수를 통제한 후에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가족 변수를 동

시에 투입하여 구성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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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민족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1>에 따르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

다. 조사대상자는 9,841명이며 중국조선족은 3,316명(33.70%), 중국한

족은 1,693명(17.20%), 베트남 여성은 4,832명(49.10%)으로, 베트남 

여성은 이미 한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

였으며,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전체표본은 중국조선족이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 베트남 순의 분포로 본 연구 표본은 전체표본과 

민족별 구성비가 다르게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28.03세 (표준편차 

5.30), 평균 한국에서 거주기간은 4.07년 (표준편차 2.94), 평균 결혼

기간은 3.85년 (표준편차 2.71)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표본은 결혼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직후에 결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또한 연구의 분석대상 표본은 평균거주기간과 평균결혼기간 역시 전체 

표본과 차이가 있어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다문화가족 여

성의 평균 거주기간은 5.10년이고, 평균 결혼기간 5.00년인 것에 비해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목적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첫째자녀만 둔 20세-39세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

체표본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은 서울은 1,109명(11.27%), 광역시는 2,456명(24.96%), 

기타 시. 도는 6,276명(63.77%)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성 중에서 기

타 시. 도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0.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44.72%), 중학교(32.07%), 대학(12.06%), 초

등학교(9.48%), 대학원(1.01%), 무학(0.66%)순으로 나타났으며, 민족

별로 보면 중국조선족과 중국한족은 고등학교졸업이 가장 많아서  각각 

56.57%, 45.30%로 나타났으며 베트남 여성의 경우에는 중학교

(40.29%), 고등학교(36.38%), 초등학교(17.69%)순으로 나타났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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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력을 가진 베트남 여성은 불과 4.30%이였다, 반면에 중국조선족, 

중국한족은 대학교 졸업이 각각 18.40%, 21.80%를 차지하며, 대학원 

이상은 중국조선족은 1.81%, 중국한족은 1.77%으로 세 민족출신의 여

성중에서 중국한족은 교육수준은 가장 높고 베트남 여성은 가장 낮은 것

을 확인하였다. 입국목적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다수(87.61%)가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베트남 여성은 97.39%가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다른 두 민족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조

선족은 중국한족이나 베트남 여성보다 취업을 목적(8.02%)으로 입국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에 따른 입국목적 분포와 일치한다.

 결혼횟수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93.15%가 초혼이며 베트남 여성

은 초혼인 경우(98.55%)가 가장 많고 중국조선족은 재혼(13.48%)이 

중국한족(9.27%)이나 베트남 여성(1.4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자는 7,478명(75.99%), 취

업자는 2,363명(24.01%)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는 한국에서 직업

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민족별로 보면 취업률은 중국조선족(31.54%), 

베트남 여성(20.76%), 중국한족(18.55%)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한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베트남 여성의 취업률은 중국한족보다 

더 높았다.

 직종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 서비스/판매(13.53%), 단순노무

(9.48%), 농림업/기능/기계(6.49%), 관리/사무/전문(6.28%), 기타

(4.15%)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비해당(60.08%)으로 대답한 응답자

는 취업을 하지 않아서 이 대답을 선택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민족

별로 보면 중국조선족(26.36%)은 서비스 및 판매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중국한족은 11.70%, 베트남 여성은 5.36%이며, 관리/사무/

전문직에서 중국조선족은 11.79%, 중국한족은10.63%, 베트남 여성은 

0.97%이므로 중국조선족은 한국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뿐만 아니고 

종사하는 직종도 상대적으로 다양한 편이다. 한편, 베트남 여성은 취업

률이 저하된 상황에서 단순노무를 종사한 비중이 가장 크게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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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서 종사하는 직종도 단순한 작업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48.73%), 그 다음으로는 100만원 미만(22.20%)과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21.60%)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29만9천원이며(통계청, 2009), 조사당시에 응답자 중

에서 월평균가구소득은 한국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에 미칠 수 있는 가

구는 불과 전체 응답자의 7.46%이었다. 민족별로 보면 세 민족은 100

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 각각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중국조선족

(25.21%)과 중국한족(26.23%)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 여성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29.04%

로 베트남 여성이 중국조선족이나 중국한족보다 가정경제상황은 어렵다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평균 연령은 민족별로 보면 중국조선족의 평균연령은 32.11세(표준편

차 4.36), 중국한족은 29.82세(표준편차 4.40), 베트남 여성은 24.60세

(표준편차 3.63)로 베트남 여성의 연령은 가장 낮았고 중국조선족의 연

령이 가장 높았다.

 평균 거주기간은 중국조선족은 6.11년(표준편차 3.49), 중국한족은 3. 

72년(표준편차 2.72), 베트남 여성은 2.80년(표준편차 1.46)으로, 중국

조선족이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가장 길고 베트남 여성이 가장 짧았다. 

평균 결혼기간은 중국조선족은 5.41년(표준편차 3.38), 중국한족은 

3.49년(표준편차 2.53), 베트남 여성은 2.88년(표준편차 1.42)으로, 베

트남 여성의 결혼기간이 가장 짧으며, 중국조선족은 가장 길다는 것으

로, 거주기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이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

사’대상과 출신국 분포, 평균 거주기간, 평균 결혼기간 등 차이가 있으

며, 거주지역, 교육수준, 입국목적, 직종, 가구소득 등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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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민족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2 -

2. ‘둘째자녀 출산의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특    

     성’의 민족별 차이

1) 둘째자녀 출산의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의 민족별 차이는 <표2>

와 같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조선족은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있는 경우가 33.05%, 없는 경우가  66.95%이며, 중국한족은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있는 경우가 45.54%, 없는 경우가 54.46%이므로 중국조선

족과 중국한족은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없는 경우가 출산의도가 있는 경

우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베트남 여성은 출산의도가 있다는 대답 

(50.60%)이 없다는 대답(49.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국조선족은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없다는 대답이 있다는 대답의 두 배이므로 중국조

선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가장 낮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둘째

자녀 출산의도는 민족별차이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248.46, 

p<.001).

<표2>출산의도 민족별 차이

2)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민족별 차이는 <표3>과 같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중국조선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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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세(표준편차 4.36), 중국한족은 29.82세(표준편차 4.40), 베트남 

여성은 24.60세(표준편차 3.63)로,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민족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616.67, p<.001). 

 거주기간의 경우 중국조선족은 6.11년(표준편차 3.50), 중국한족은 

3.72년(표준편차 2.72), 베트남 여성은 2.80년(표준편차 1.46)으로,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민족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F=1,686.42, p<.001).

 거주지는 베트남 여성이 중국조선족과 중국한족에 비해 기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70.49%)가 더 많으며 민족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188.49, p<.001).

 교육수준의 민족별 차이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차이값이 너

무 작기 때문에 민족에 따른 교육수준은 별 차이가 없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1.7e+03, p<.001). 

 맞벌이여부는 남편만 취업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중국조선족은 

61.55%, 중국한족은 74.42%, 베트남 여성은 70.94%이었다, 결혼이주

여성은 대부분이 미취업이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는 중국조선족은 

28.71%, 중국한족은 17.13%, 베트남 여성은 18.50%에 불과하였다. 

민족별 맞벌이여부를 살펴보자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166.23, p<.001) 맞벌이여부는 민족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맞벌이를 준거집단으로 부부 모두 미취

업, 남편만 취업, 부인만 취업을 더미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443.37, p<.001)도 민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후의 분석에서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준거집

단으로 1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

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을 더미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입국목적이 결혼인지 여부(=844.69, p<.001) 및 초혼여부(

=465.03, p<.001)는 모두 민족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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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사회인구학적 특성 민족별 차이

3) 가족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가족 특성의 민족별 차이는 <표4>와 같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부부관계만족도(5점 만점)의 평균점수(표

준편차)는 중국조선족은 4.10(.89), 중국한족은 4.15(.81), 베트남 여성

은 4.05(.91)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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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관계만족도는 민족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다(F=9.43, p<.001). 이 결과는‘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연구’(김승권 외, 2010)결과와 일치하였다. 

 남편과의 연령차는 중국조선족은 8.25세(표준편차 4.89), 중국한족은 

9.28세(표준편차 5.42), 베트남 여성은 17.15세(표준편차 5.54)로, 베

트남 여성의 남편과의 연령차는 중국조선족의 남편과의 연령차의 두 배

이므로 베트남여성이 남편과의 연령차가 가장 많았다. 남편과의 연령차

의 민족별 차이(F=3,218.05, p<.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첫째자녀 평균 연령을 보면 중국조선족은 3.69세(표준편차 3.34), 중

국한족은 2.13세(표준편차 2.52), 베트남 여성은1.59세(표준편차 1.55)

로, 베트남 여성의 첫째자녀 연령이 가장 어리고 중국조선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가장 높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과 결혼기간을 관련

지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첫째자녀 연령은 민족별로 차이가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F=732.55, p<.001). 첫째자녀의 성별은 세 민족 모두 남

아인 경우가 여아인 경우보다 모두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민

족별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6.81, p<.05), 첫째자녀의 성별

은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시부모와 동거여부는 세 민족 모두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나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 중국조선족은 79.70%, 중국한족은 71.77%

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베트남 여성은 54.82%으로, 상대적

으로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민족별 차이를 살

펴보면 시부모와 동거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572.6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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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가족 특성 민족별 차이

3.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앞서 변수의 정의 및 측정을 논의할 때 서술한 바와 같이 전체 사회인

구학적 변수는 여성의 연령, 거주기간, 거주지, 교육수준, 맞벌이여부, 입

국목적이 결혼인지여부, 초혼여부,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이고, 가족변수는

부부관계만족도, 첫째자녀의 연령, 남편과의 연령차, 첫째자녀의 성별, 

시부모와 동거여부이다. 한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둘째 출산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변수간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결혼이

주여성의 연령과 첫째자녀의 연령이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과의 상관

계수가 각각 .60(p<.001), .72(p<.001)이며,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이 남

편과의 연령차의 상관계수가 -.60(p<.001)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과 첫째자녀의 

연령 두 변수를 제외한 후 로지스틱 분석모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고유한 특성, 예를 들면 입국목적, 거주기간, 한국인부부

와 비교할 때 뚜렷하게 차이가 큰 남편과의 연령차 등의 변수들이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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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분

석에 포함하였다. 즉, 한국여성대상 연구에서는 없는 변수인 결혼이주여

성의 고유한 특성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표5>에서와 같

이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유

발할 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표5>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4.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당시에 한 자녀를 둔 

20세-39세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베트남을 출신 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민족 

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족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며, 실시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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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회귀분석 결과는 <표6>과 같다.

 모델 1은 민족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에 따

른 둘째자녀 출산의도의 차이는 어떠한가를 알아보았다.

 먼저, 모델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가설 검정 결과, 절편만을 포함

하고 있는 모형의 -2LL과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 모형의 -2LL의 차이

를 나타내는 LR카이제곱은 251.94 (df=2)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유

의 확률은 p<.001로 모델 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 변수는 중국조선족을 준거로 할 때 중국한족((b=.53, p<.001)이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승산비는 1.69이므로 중국조선족에 비해 중국

한족이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베트남 여성(b=.73, p<.001)이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승산비는 

2.07이므로 중국조선족에 비해 베트남 여성이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1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가족 

변수를 통제를 하지 않은 경우 민족간 둘째자녀 출산의도의 차이를 봤을 

때 베트남 여성 및 중국한족이 중국조선족보다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가능성 더 높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모델 2는 민족 변수를 통제한 후에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거주지, 교육수준, 맞벌이여부, 월 평균 총 가구소득, 입국목적이 결혼

인지여부, 초혼여부, 거주기간) 및 가족변수(부부관계만족도, 첫째자녀의 

성별, 시부모와 동거여부, 남편과의 연령차)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결

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

보았다.

 먼저, 모델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가설 검정 결과, 절편만을 포함

하고 있는 모형의 -2LL과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 모형의 -2LL의 차이

를 나타내는 LR카이제곱은 1,016.77 (df=18)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

한 유의 확률은 p<.001로 모델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가족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통제한 후에 민

족 변수는 중국조선족을 준거로 할 때 중국한족(b=.18, p<.01)이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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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을 의도할 승산비는 1.20이므로 중국조선족에 비해 중국한족

이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승산이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 여성(b=.53, p<.001)이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승산비는 1.69

이므로 중국조선족에 비해 베트남 여성이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승산

이 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가족 변

수를 모두 통제하였을때도 민족 간에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승산은 다

르게 나타났다. 다만 모델 1보다 모델 2에서 민족 간 차이가 줄었으므

로 민족별 특성이 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특성 등 다른 

요인들이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한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 특성을 통제했을 때 한국 안에서 세 민족 

간에 상이한 출산의도가 나타났으므로 이는 서방 국가 및 대만의 선행연

구와 같이 같은 국가 내에서도 소수자 집단에 따라 받는 영향이 달라지

기 때문에 출산행위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외국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Milewski, 2010; Yavuz 2006; 戴瑋葶 외, 2010).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속한 거주지(b=.10, p<.05), 맞벌이여부(b=.24, 

p<.001),입국목적이 결혼인지여부(b=-.42, p<.001), 초혼여부(b=.42, 

p<.001), 거주기간(b=-.16, p<.001) 등은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지는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대한 승산비가 1.11로 기타 시·도에 거

주하는 경우가 광역시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 할 승산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보다 작은 도시나 도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

산의도는 더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둘

째자녀의 출산의도에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거주지역이 둘째자

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결과(강유진, 2007; 박수미, 

2008; 박상미 외, 2009)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가 결혼이주여성이며 이들이 대다수의 거주지역 특성이 한국 여성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 시·도 지역은 농촌지역을 포함하므로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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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큰 도시보다 더 전통적이며 이주여성에게 ‘다산’사상의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맞벌이여부는 맞벌이를 준거로 남편

만 취업한 집단(b=.24,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자

녀 출산의도에 대한 승산비가 맞벌이를 준거로 남편만 취업한 경우는 

1.27로 남편만 취업한 집단이 맞벌이집단보다 둘째자녀의 출산을 의도

할 승산이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부가 맞벌이의 경우에

는 부부가 모두 취업으로 인해서 자녀 출산을 꺼림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강은미, 김순규, 

2011; 김일옥 외, 2011; 정혜은, 진미정, 2008)와 일치하였다. 입국목

적이 결혼인지여부에 따라서 둘째자녀 출산의도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입국목적이 결혼인 경우에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대한 승산비는 .66로, 

입국목적이 결혼인 경우가 결혼이 아닌 경우보다 둘째자녀의 출산을 의

도할 승산은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는 결혼이주여성들

은 당연히 자녀를 여럿 낳으리라는 근거없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

났다. 초혼여부는 초혼인 경우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대한 승산비가 1.52

으로, 초혼집단이 초혼이 아닌 집단보다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승산은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초혼인 경우 재혼

이나 세 번째 이상 결혼보다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에서 중국조선족이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

국 거주기간은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대한 승산비가 .85로 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이 1년 증가할수록 출산을 의도할 승산은 15%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거주기간이 길수록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입국초기 상태보다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받은 여

러 영향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분석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이 

짧고, 광역시 등 큰 도시보다 작은 도시나 도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을 

안 하고 입국목적이 결혼이 아니며, 초혼인 경우에 둘째자녀 출산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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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민족 변수를 모두 통제한 경우 가족 변수를 살펴

보면 4개 하위 변수인 부부관계만족도 (b=.31, p<.001), 첫째자녀의 

성별(b=.27, p<.001), 시부모와 동거여부(b=.20, p<.001), 남편과의 

연령차(b=-.03, p<.001)는 모두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대한 승산비가 부부관계

만족도는 1.36이므로 즉 부부관계만족도가 1점 증가할수록 출산을 의도

할 승산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여성

이 둘째자녀 출산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강유진(2007)이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응

답한 여성들이 둘째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할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는 지적을 지지하였으며, Myers (1997)가 부부간의 결속감이 높을수

록, 그리고 안정적인 혼인관계를 갖게 되면 자녀를 출산하려는 경향이 

더 높음을 보고한 바와 같이 부부관계 만족도가 출산의도여부에 중요하

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자녀의 성별은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대

한 승산비가 1.31으로 첫째자녀의 성별은 여아인 경우가 남아인 경우보

다 출산을 의도 할 승산이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의 남아

선호사상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역시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하였다(강유진, 2007; 김정석, 

2007; 정혜은, 진미정, 2008). 또한 시부모와 동거여부는 둘째자녀 출

산의도에 대한 승산비가 1.22로 시부모와 동거한 경우 출산을 의도할 

승산은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은 한

국 여성이 둘째자녀의 계획에는 친정어머니 생존으로 양육보조자의 존재

가 중요한 요소임을 하다는 지적(김정석, 2007)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시부모가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어머니 대신에 양육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남아출산의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편과의 연령차는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대한 승산비가 .97으로 남편과의 연령차가 1세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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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승산은 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편과의 연령차가 낮을수록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가능

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

주여성이 한국 여성과 달리 특유한 가족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주

여성이 남편과의 연령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남편과의 연령차가 클수록 

남편의 생식 능력이나 전처와의 자녀수 등이 출산 억제요인이 될 수 있

으므로 남편과의 연령차가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가족 변수를 종합해 보면 부부관계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남편과

의 연령차가 낮을수록, 첫째자녀가 여아이며,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가능성 더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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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짓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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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제언

 결혼이주여성은 2000년부터 농어촌 남성결혼문제해결을 위하여 정책적

인 지원과 함께 그 수가 급증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증함에 따

라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결혼이

주여성의 한국적응, 한국어의 미숙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다문화가족 지

원 정책에 한정되어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급속한 저출산 현상으로 국

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출산 및 지원정책으로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

분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저출산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많은 수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정착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기에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같은 문제의 해결에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기존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관련한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출

산 및 생활형태를 조사하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출산수준에 대한 

비교에 그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완결출산력은 2~3명

(이삼식 외, 2007)으로 예측하며, 출산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온 이주여

성의 출산력은 도착국보다 출신국가의 출산수준에 더 근접한다 (Kim, 

2008)는 연구결과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한국의 저출산현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국가에서도 소수자 집단에 따라 받는 영향이 달라지

며 이러한 이유로 출산행위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Milewski, 

2010; Yavuz 2006)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 중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

는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베트남 여성 간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저출산 해법 모색에 의의가 있다. 그러

므로 저출산현상의 해결책으로 제정된 출산장려정책의 수혜자를 한국여

성과 일반 한국가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둘째자

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될 경우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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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의 향후 출산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기존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주여성의 출산에 관한 외국연구에서 검증된 요인들을 민족 변수, 사회

인구학적 변수, 가족 변수로 선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둘째자녀 출산의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있는 결혼이주여

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 여성과 비교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

료를 통하여 조사시점 당시 자녀가 한 명 있는 만 20세-39세의 중국조

선족, 중국한족,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9,841명 자료를 추출하여 

관련변인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

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각 민족별로  

둘째자녀 출산의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 특성에 차이가 있다. 

 둘째자녀 출산의도는 민족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은 둘째

자녀 출산의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많고 중국조선족과 중국

한족은 출산의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에 따라 베트남 여성이 중

국조선족과 중국한족보다 향후 둘째자녀를 가질 의도가 높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은 베트남 여성이 가장 젊으

며 중국조선족이 가장 많았다. 거주기간도 결혼이주여성의 연령과 비슷

한 경향을 보았다. 베트남 여성은 기타 도시나 도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이상 학력을 가진 결혼이

주여성은 조선족(76.78%)이 가장 높고 베트남 여성(40.87%)이 가장 

낮았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내 취업률은 대체로 낮으며 중국조선족의 

취업률은 중국한족이나 베트남 여성보다 높았다. 가구소득은 베트남 여

성이 중국조선족, 중국한족보다 100만원 미만 집단에 속한 경우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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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므로 베트남 여성의 가구소득은 본 연구의 다른 민족 출신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결혼인 경우는 베트남 여성

이 가장 높아서 97.39%에 이르고, 다음으로 중국한족이 80.04% 이고 

중국조선족이 77.23%로 가장 낮았다. 즉 베트남 여성의 대부분은 결혼

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며 중국조선족은 취업 등 기타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베트남 여성의 연령은 젊은 

편에 속하며 한국남성과 초혼(98.55%)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중국조선족은 한국남성과의 결혼은 초혼이 아닌 경우가 약 

13.48%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중국조선족 중에서 한국남성과의 결

혼은 재혼이나 세 번째 이상 결혼의 경우가 상당한 비중에 차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가족 특성은 민족별로 차이가 있다.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한

족이 가장 높고 베트남 여성이 가장 낮았으나 전반적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세 민족 모두 높은 편에 속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가 모두 한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이나 자녀의 연령에는 차이가 있었

다. 베트남 여성은 자녀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고 중국조선족의 자녀 연

령은 가장 높으며 중국한족의 자녀 연령은 중간수준이다. 남편과의 연령

차도 베트남 여성이 중국조선족과 중국한족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자녀

의 성별은 세 민족 여성이 모두 남아인 경우가 여아인 경우보다 더 많았

다.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베트남 여성이 중국조선족과 중국

한족보다 많으므로 베트남 여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중국조선족이

나 중국한족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특성도 중국한족과 중국조

선족보다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으며 자녀가 어리며 한

국에서 정착한 기간이 다른 두 민족의 출신여성보다 짧으나 가족 특성은 

더 전통적인 형태를 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에 따른 둘째자녀 출산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국조선족에 비해 베트남 여성과 중국한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더 높았다. 중국조선족의 연령이 비교적 많고 한국에 입국 후에 재혼한 

경우가 베트남 여성과 중국한족보다 더 많고 입국 전에 이미 자녀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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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률은 중국한족과 베트남 여성보다 높았기 때문에 

중국조선족이 중국한족이나 베트남 여성과 비교할 때 둘째자녀를 출산 

할 의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및 기존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둘째자녀 출산

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맞벌이여부는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나온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거주지는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등 큰 도시보다 

작은 도시나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타 시·도 지역은 농촌지역을 

포함하므로 농촌지역이 큰 도시보다 더 전통적이며 이주여성에게 ‘다

산’사상의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거주지는  

한국 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와 다르게 나

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특유한 거주특

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역시 부부가 모두 취업한 경우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확인

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에서 취업여부

에 따라서 출산의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과 일치하였다 (김일옥 

외, 2011; 정혜은, 진미정, 2008). 또한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양육자 부재, 좋은 양육기관선택 어려움, 두 자녀 조부모 양

육지원 부담, 첫 아이 양육스트레스, 일/육아 병행 부담’등 포함된 ‘자

녀양육지원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마

미정, 2008)와 맞벌이 아내가 양육부담감 및 스트레스로 추가자녀의 출

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강은미, 김순규, 2011) 등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일과 육아 병

행의 부담 때문에 둘째 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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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역시 국적과 무관하여 여성취업이나 부부맞벌이인 경우는 여성출산

의 걸림돌을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국목적이 결혼인지여

부, 초혼여부, 거주기간 등 결혼이주여성의 고유한 특성을 볼 수 있다. 

입국목적에 있어서 그 목적이 결혼인 경우가 기타 목적보다 둘째자녀 출

산계획을 할 가능성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므로 이는 기존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진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라는 기대와는 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여성이 대다수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나, 가구소득이 낮았으며 남편과의 연령차가 

중국한족과 중국조선족보다 많았고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두 

민족보다 낮았으므로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 출신의 경

우에도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낮은 이유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규명할 필

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초혼인 경우 재혼이나 세 

번째 이상 결혼보다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중국조선족의 경우에 둘째자녀 

출산을 의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넷째, 가족관련 변수들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와 기존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둘째자녀 출산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가족 변수들은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 변수는 결혼이주여성

의 둘째자녀 출산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가족변수에 속한 

부부관계만족도, 첫째자녀의 성별, 시부모와 동거여부 등 하위요인들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관계 요인의 경우 부

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더 높다

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둘째자녀 출산의

도에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은 여성들의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강유진, 2007) 및 안정적인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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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가 자녀를 출산하려는 경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구의 선

행연구결과(Myers, 1997)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부부관계 만족도가 

출산의도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한국 여성만이 아닌 결혼이주여

성에게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자녀가 여아인 경우 둘째자녀 출

산의도가 더 높았다. 즉 첫째가 여아이기 때문에 남아를 낳기 위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역시 한국여성을 대상으

로 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하였다(강유진, 2007; 김정석, 2007; 정혜은, 진미정, 

2008). 한국에서 ‘남아선호’사상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이는 결혼이

주여성이 한국에 온후에 ‘남아선호’사상을 시부모나 남편으로부터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 중에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은 비율(51.25%)을 차지고 있으며 베트남 여성의 출신

국의 ‘남아의 유무’는 여성의 추가 자녀 출산여부에 중요한 요인 

(Phai, Knodel, Cam, & Xuyen, 1996)등이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

다. 시부모와 동거한 경우 둘째자녀 출산에게 정적 효과를 미친다. 이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시부모가 남아출산을 기대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출

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므로 시부

모의 양육 참여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시부모와 

관련된 어떤 요인이 여성의 둘째 출산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남편과의 연령차가 클수록 결혼이

주여성이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더 낮았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남

편과의 연령차가 한국인부부와 매우 뚜렷하게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

여 남편이 재혼이나 생식능력의 제약 등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를 

출산할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부터 증가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한국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입주한 후에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동남아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다산’기

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세 민

족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의도 및 출산의도에 영향 미치는 민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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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가족 변수등 요인에 대한 검증한 결과는 입국

목적이 결혼인 경우가 결혼 아닌 경우보다 둘째자녀를 출산할 의도가 낮

았으므로 기존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진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라는 기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은 민족별, 사회인구학적, 가족 특성의 차이가 

많이 존재 하고 있다. 중국조선족은 한국에서 다른 민족보다 가장 오래 

정착하였으며 사회에서 일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거주기

간, 자녀의 연령, 취업률, 직종, 가구소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조선족은 본 연구에서 둘째자녀를 출산할 의도가 가장 낮았

다.   중국한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중국조선족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중국조선족보다 젊고 거주기간이 짧고 자녀의 연령은 어리며 베트남 여

성보다 사회인구학적 지표들에서 높으므로 중국한족의 사회인구학적 특

성은 이 세 민족 중에서 중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한족이 

한국에서 취업률이 다른 두 민족보다 낮았지만 가구소득은 중국조선족과 

비슷하며 베트남 여성보다는 더 높으며 남편과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가

장 높고 중국한족의 삶은 결혼이주여성들 중에서 좋은 편에 속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의 제약을 받은 

중국한족이 한국에서 중국조선족보다 둘째자녀를 출산할 의도가 높았다

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베트남 여성은 가장 젊고 자녀의 연령은 많

이 어리며 가구소득은 다른 두 민족 출신 여성보다 어려운 편에 속하며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매우 크며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

을 볼 때 베트남 여성이 조사에 응답 시에 출산의도만을 보면 다른 민족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한국에 입국한 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가족 요인이 베트남 여성의 둘째자녀를 출산할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특성에

서 존재한 차이에 따라 이들의 출산의도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한국에 입주한 결혼이주여성이 연령, 한국에서 거주기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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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역, 가구소득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을 연구대상으로 연구나 정책을 수립할 때 이들 간의 차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이민자로서 평균 정착기간이 짧으며 취

업률이 높지 않고 사회관계망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가족은 이들이 한

국생활에서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남편, 아이, 시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이다. 특히 남편과 관계의 

만족도는 이주여성의 향후 출산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서 

이들의 가족관계를 향상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나 각 지방단체

가 다양한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특히 연령차이가 큰 부부를 대상

으로 부부교육, 고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가족관계를 증진한 사업을 

보다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여성이 기타 목적

으로 온 이주여성보다 오히려 출산의도가 더 낮다는 연구결과는 한국사

회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진 ‘다산’기대에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

런 결과는 심층적인 원인이 있으나 이주여성이 결혼을 위하여 한국에 이

주하며 한국남편과 관계는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비교할 때 이들의 가구소득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자녀

의 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한국여성의 고학력

화 및 활발한 사회진출 등 경제적 지위가 상승 등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초래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실정은 한국여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는 않는 상황이다. 이들의 대부분 취업할 수 없으며 특히 베트남 여성은 

대다수 교육수준이 낮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가구소득 형편이 좋지 않

기 때문에 기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더 가지는 것을 

희망할 경우라도 현실에서 실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빈곤한 다문화가

정에게 출산·양육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향후 출산율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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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 중에서 한국 여성과 같은 요인들(부부관계만족도, 첫째자녀의 성별, 

시부모와 동거여부)도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고유한 요인들 예를 들면 

입국목적, 거주기간, 남편과의 연령차 등이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출산율 제고에 관한 정책 수립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

였기 때문에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가족·자녀 가치

관’에 관한 문항을 조사문항 중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족 변수가 결

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난 

상황에서 후속 연구에서 ‘가족·자녀 가치관’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요인이 둘

째자녀 출산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구체적 요

인 규명이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알아본 결혼을 목적으로 온 이주여성이 둘째자녀의 

출산의도가 저하하는 결과 그리고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민족 다양성을 

가지기 때문에 민족 간의 자녀가치관차이, 또는 목적국의 문화를 적응 

등은 복잡한 문제들이므로 이들이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나 

출산행위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명할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세 

민족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베트남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특

성 및 출산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둘째자녀 출산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혔다. 더 나아가서 한국 여성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여성과의 같은 요인

들 및 결혼이주여성의 고유한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한편, 결혼을 목적

으로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오히려 더 낮



- 53 -

았다는 결과를 통하여 출산가설에 따른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

어 후속 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의 둘

째자녀 출산의도 영향 요인을 밝힌 이 연구결과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율 제고 및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에 관한 정책 수립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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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 Focused on Korean-Chinese, Chinese, and 

Vietnamese Women

DING, JING-YA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and ‘low birth 

rate’have become major social issues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has increased steadily due to local government’s policy 

that encourages international marriage of old bachelors in rural 

agricultural areas. Among the diverse ethnicities of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Korean-Chinese, Chinese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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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land, and Vietnamese are the major three group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National Survey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2009’, the birth rate of immigrant 

women was only 0.9 person per each, which is lower than that 

of Korean women.

    Recently studies on the quality of lif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the betterment of their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by numerous institutions. 

Government policies and academic researches predominantly 

focus on measures to support and improve their Korean language 

skills, their adjustment into Korean society, and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for child rearing, and researches have been using 

different approaches aimed at addressing Korea’s low birth rate 

issue.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and their birth rate, such as their intention to have a 

second child, and what factors have influence on such intention.

    Considering that international marriage accounts for nearly 

ten percent of all marriage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marriag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low 

birth rate. However, it is likely that immigrants would have 

different ideas about having a child and respond differently to 

that idea based on their ethnic and racial background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thnic identities and cultural 

implica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devise implementable 

government policies and create plans to increase birth rate. In 

doing so, a sound theoretical base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living in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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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their intention to have a second child, as well as to 

identify the main aspects and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their 

intention to have a second child.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a 

group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ged from 20 to 39 with a 

single child was selected with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intention to have a second child based on their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group was selected 

since analyzing the immigrant women with a single child would 

be more appropriate than studying the childless married 

immigrant women. This study explored potential variables that 

could influence the intention to have a second child. By using 

ethnicity/race as a classification variable, I tri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marriag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Using ethnicity and race as independent variables, 

differences in their intentions to have a second child, were 

examined. The next step involved using social-demographic 

variable and family variable drawn from previous studies on 

Korean women and their intention to have a second child, and 

analyzed the effect of each variable on the intention of immigrant 

women to having a second child. 

  Data used for this study is a sub-sample of the original data 

from the ‘ National Survey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2009’, Out of 69,394 female respondents of the original data, 

the top three major ethnicities of the immigration women with 

one child were selected, The number of Korean-Chinese was 

3,316, Chinese from the mainland was 1,693, Vietnamese was 

4,832. So, in total, the data of 9,841 people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analysis process is as follows. In regards to finding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ch ethnicity,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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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age, and mean score of each variable was measured. In 

order to find out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based on 

the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chi-squared test and ANOVA were performe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Last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ntention to have a second child as a dependent variable was 

carried out so 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varies depending on the social-demographic and 

family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ethnicity of the im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Secondly, Vietnamese and Chinese from the mainland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having a second child than Korean-Chinese.

   Thirdly, among the social-demographic variables, duration of 

stay in Korea, place of stay, dual-earner households, whether 

the purpose of entry is marriage, whether it is a first marriage 

are found to affect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Fourthly, all family related variables(women’s satisfaction 

with marital relations, sex of the first child, cohabitation with the 

parents of the husband, age difference between wife and husband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Those who are more satisfied with marital relations 

and have smaller the age difference with their husband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This means that a marriage immigrant woman who has a 

satisfying marital relationship, a female first born child,  

currently cohabitation with her husband’s parents tends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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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probability of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As the ‘National Survey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2009’questionnaires had no question related to the ‘value of 

family and children’, It was not possible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value of family and children on marriage immigrant 

women’s intention to  having a second child.

   Despite the limitation, this paper shows that differences 

existed in three major ethniciti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Korean-Chinese, Chinese from the mainland, Vietnamese), and 

their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have a second child. The findings of 

this study not only suggest that different policy intervention 

needs to be developed for different ethnicities to increase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but als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women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by conducting a comparison analysis of several preceding studies 

that focus on Korean women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keywords : marriage immigrant women,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Korean-Chinese, Chinese from the      

            mainland, Vietnamese women, multicultural families

Student Number : 2011-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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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婚姻移民女性二胎生育意向的影响因素
-以中国（朝鲜族，汉族）与越南女性为中心

丁静亚
儿童家族学

研究生院
首尔国立大学

  婚姻移民女性与低生育率是最近韩国社会很受关注的与家庭有关的社会话
题。由于韩国各地方自治政府所主导的针对韩国农渔村男性的国际婚姻政
策，近年来婚姻移民女性的数量急剧增长。韩国的婚姻移民女性具有母国及
民族多样化的特点，现在韩国的婚姻移民女性中以中国（朝鲜族，汉族）与
越南女性所占据的比例最大。然而，根据2009年韩国“全国多元文化家庭普
查 ”的结果，婚姻移民女性在韩国的总和生育率不过0.9名而已。与韩国女性
总和生育率相比，更为低下。
  最近韩国学界针对婚姻移民女性适应韩国社会，文化生活以及提升她们的
生活水准的相关研究极为活跃。但是大部分跟婚姻移民女性相关的研究及支
援政策主要集中于女性来韩初期阶段语言不通引起的交流问题和子女养育方
面的困难。为了解决韩国社会的低生育率问题，需要多角度地寻找解决方
案。不过，作为克服低生育率方案之一的婚姻移居女性与生育率相关联的研
究，诸如，从把握她们在韩国的生育模式，将来的生育意向以及影响她们生
育意向的因素如何等来探明婚姻移民女性所具有的多样化的特性及这些特性



- 84 -

与生育率之间有着何种关联的研究极为不足。
  占据韩国总婚姻数的10%的国际婚姻被期待能为解决韩国低生育率的社会
问题提供另一条途径。不过由于婚姻移民女性的母国及民族背景的不同会引
起她们生育行为上的差异，这需要从把握住她们的民族特性上来谋求强化她
们生育意向的政策方案。从这一点来看，最为重要的是先应构筑理论根据。
因此，本研究的目的是把握婚姻移民女性母国(民族)之间是否存在社会人口
学特性，家庭特性上的差异之后，探明在生育意向上民族间差异是否存在，
从而发掘影响婚姻移民女性生育意向的因素。为了达成以上研究目的，针对
已经生育一名子女的婚姻移民女性（20岁-39岁），首先了解她们在社会人
口学特征，家庭特征以及二胎生育意向上存在何种差异。将研究对象确定为
已经生育一名子女的婚姻移民女性（20岁-39岁）是因为现在婚姻移民女性
的生育率为0.9名， 比起还没有生育经验的女性，把握已经生育过一名子女
的移民女性的二胎生育意向对于克服韩国社会低生育率问题被认为是更为有
效的途径。在探明二胎生育意向的影响因素时，第一步，在逻辑回归模型中
先放入民族变量，观察民族变量对婚姻移民女性二胎生育意向的影响；然
后，在下一阶段中，会选择放入在韩国女性的二胎生育意向相关研究中已被
证明具有统计学意义的社会人口学变量及家庭变量，以观察这些变量对婚姻
移民女性生育二胎的影响。分析资料使用了韩国2009年“全国多元文化家庭
普查”的数据资料。对69，394名女性受访者中已生育一名子女满20岁-39岁
的朝鲜族3,316名，汉族1,693名，越南女性4,832名等三个民族的婚姻移民
女性共9,841名的资料进行了分析。分析过程如下：为了了解研究对象民族
之间的一般特性，计算了频度，百分率，平均等数值；为了了解社会人口学
特征，家庭特征及二胎生育意愿的民族间差异，实施了Chi-Square与
ANOVA分析；为了了解各变量间的相关关系进行了相关分析，为了探明民
族变量，社会人口学变量，家庭变量对二胎生育意向的影响因素实施了阶段
性的逻辑回归分析。
  本研究的主要结果如下：
  第一，婚姻移民女性在社会人口学特征，家庭特征及二胎生育意向上存在
差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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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民族变量中，越南女性和汉族比朝鲜族具有更高的二胎生育意向。
  第三，社会人口学变量中，居住地，双职工与否，移居目的结婚与否，初
婚与否，居住期间等对二胎生育意向有统计学意义上的影响。即婚姻移民女
性在韩国的居住期间越短；居住地为中小城市或农村；非双职工（夫妻双方
只是韩国配偶就业）；移民目的并非结婚；与韩国配偶的婚姻为初婚的情况
下，二胎生育意向会高。
  第四，家庭变量中的夫妻关系满意度，第一胎子女的性别，与公婆同居与
否及与韩国配偶的年龄差等全部四个因素都对二胎生育意向有统计学意义上
的影响。即与丈夫的关系越好；年龄差异越小；第一胎为女孩；与公婆同居
的情况下，二胎生育意向更高。
  由于本研究的分析资料使用的是韩国“2009全国多元文化家庭普查”的资
料，在调查表中并未收录与‘家庭，子女价值观’相关的文项以至于无法把握
‘家庭，子女价值观’对婚姻移民女性二胎生育意向的影响为本研究所具有的
局限性。
  虽然具有这样的局限性，但是本研究对现在占据韩国婚姻移民女性最大比
重的三民族-朝鲜族，汉族和越南女性的社会人口学特征，家庭特征及二胎
生育意向上存在的差异进行了证实；对二胎生育意向的影响因素进行了探
明；与以韩国女性为研究对象进行的研究结果比较之后发现了影响二胎生育
意向因素中，影响移民女性与韩国女性的共同因素及移民女性的特有因素为
本研究的意义所在。

关键词：婚姻移民女性; 二胎生育意向； 朝鲜族； 汉族； 越南女性; 多元  
        文化家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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