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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는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특히 2000년대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급

격히 증가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인수가 크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자국이 아닌 낯선 타지에서 시작된 생활 또는 결혼은 한국에 

올 때에 가졌던 기대와 달리 차별, 불평등 대우 등을 겪으며 생활만족도는 

낮은 경우가 많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한국 사회의 안

정적 통합과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및 평등사회 구축과 관련되는 점으로

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행복한 삶과 높은 생활만족도를 유지하

기 위해 사회자본이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여성결

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년에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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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은 30대는 

37.61%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이 73.02%로 나타났다. 한

국어 능력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 18.21%를 가장 많이 차지하였

다. 월평균 소득은 100-150만원 미만이 3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100만원 미만은 25.24%에 이른다.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없었다고 대답한 여성결혼이민자가 60.99%, 있었다고 대답한 

여성결혼이민자가 39.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는 중국

이 22.62%로 가장 높은 분포를 가졌고, 베트남은 그 뒤로 20.44%에 이른

다. 한국거주기간에 있어서 5-9년이 39.12%, 한국에 온 지는 10년 이상

이 39.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 분석으로 연령, 교육

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그리고 한국

거주기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로서 분석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사회자본 신뢰, 참여 요소에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네트워크 요소에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출신국가,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신뢰, 참여, 네트워크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차별 경험에 따른 신뢰 요소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참여와 네트워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분석으로 분석대상

자의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교육수준, 한국

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특히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가 단계별로 높아졌으며, 한국

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 또한 단계별로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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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거주기간 0-29년의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

는 단계별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대해 사회자본 신뢰, 참여, 

네트워크 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변수가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령과 한국거주기간 변수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

록, 모임활동 참여할수록, 지원서비스 수혜 경험으로 네트워크 수준이 높

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 

경험이 없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며, 반면에 연령이 많을수록, 한

국거주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자본 구성요소인 신뢰, 참여, 네

트워크 간에 교차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중에 

특히 신뢰 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가 각종 

모임이나 활동을 참여할수록, 각종 정부 제공한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수혜 

경험으로 구성한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 신뢰 요소 수준을 높이

는데 교육 및 지원 서비스의 수혜 경험보다 모임이나 활동 참여는 더 효

과적인 것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자본, 생활만족도,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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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1980년대 후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시작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1980년대부터 종교단

체를 통해 일본 여성의 결혼이주가 한국사회의 진입하기 시작되었다. 그 

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져 왔

으며 그 수적 규모는 지금까지도 계속 늘고 있다.  

    한국 다문화가족의 특징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

인은 2010년 26,274건으로 2000년 6,945건에 비해 10년 동안 약 4배 증

가한 것으로, 이는 2010년 총 혼인 326,104건 중 8.0%의 비중을 치지한

다(통계청, 2011). 2015년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는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약 24만 명에 이르고, 여성이 약 89%를 차지

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미래에도 여성결혼이민자 인수는 계속 증가

할 것이다. 2020년에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은 61만 명으로 약 2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현재 다문화가족 중에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비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

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김혜련, 2012).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노동자나 일시적 체류자와는 달리, 전 생애를 

통해,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한국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주자

이다. 이들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홀로 자발적 이주를 선택했

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조영달, 

2015).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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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비록 출신국가를 보면 외국인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이 한

국인과 다르지만 당당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만족스러운 삶과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

한 정책적 관심은 한국 사회의 안정적 통합과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및 

평등사회 구축과 관련되는 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국이 아닌 낯선 타지에서 시작된 생활 

또는 결혼은 한국에 올 때에 가졌던 기대와 달리 차별, 불평등 대우 등을 

겪으며 생활만족도는 낮은 경우가 많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와 결혼

을 동시에 선택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와 가족의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

중과제를 안고 있는데(양옥경•송민경 외, 2009) 이 과정 중에 한국 사회에 

외국인을 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여순호, 2009). 또한 남편과 시댁과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상대

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새로운 가

족이 형성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지지와 배려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다양

한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예를 들면, 여성결혼이민자들

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회적 

소외,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자녀의 학업성적 문제, 사회적 편견, 가정폭력

과 불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아직까지 여성결혼이민자들

은 자신들을 한국사회 내 복지의 수혜자 또는 동화의 대상자로 고정화하

여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으로 더욱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구차순, 2007; 유정숙, 2012; 최금해, 2006). 이처럼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에 대한 어려움, 주변의 차별 대우, 타국 생활에서의 부적응, 국

적 취득의 어려움, 심지어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는 불행한 상황 등

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심각한 삶의 질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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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할 수 있다(권구영,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한국사회 적응 과정 중에서 가지는 

다양한 어려움 및 적응 정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

들이 겪고 있는 삶의 질 문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이다(고

은주, 2011).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제도와 법이 뒷받

침이 됨으로써 그들에게 적절한 정책적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주희, 2012). 이에 한국사회는 그동안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과 생활만족도 제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이

와 관련한 양적•질적 연구도 증가했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 개인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선행조건이자 사

회발전 요인으로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져왔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본국을 떠나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회자본이 전무한 상

태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서 이때 사회자본은 개인에게 소

속감이나 정체성, 결속력을 제공해주는 효율적인 장치(한상미, 2007)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 최근의 실증분석에서는 사회자본이 지니는 효과를 검증한 다수의 연

구(강유진, 2010; 손성철•정범구, 2010; 이현기, 2010; 전지혜, 2010; 김

현옥•김경호, 2011)를 통해 사회자본이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조절요인으로 분석된 연구가 많이 나타났으나,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주로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박길성, 2000; 박희

봉•이희창, 2005)로 많이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이 사회적 참여, 신뢰, 네트워크, 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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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규범 등 것으로 간주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한 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

회자본이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결론 제시에만 머물렀다. 대부분 연구들은 사회자본 각 구성요소들의 중요

성 정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호 간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밝히

지 않았다(이민자, 2015).     

    또한 그동안의 이러한 연구들은 실증 연구지만 특정지역 또는 특정 

대상(임우석, 2009; 김주희, 2012; 이은정•이용승, 2015)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 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을 대표하고 있는 유일한 통계자료이며, 모집단

의 특성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여성결혼

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가져오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

들에서 어느 정도 수행되었으나 이론적 제시에 그치거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참여자만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이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목적과는 다르다. 특히 사회자본의 측정 방식의 다양성을 감안하

면 서로 다른 통계자료에 의한 측정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자료로 대표성을 가진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를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영향 요인과 구체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행복한 삶과 높은 생활만족도를 유지하

기 위해 사회자본이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여성결

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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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탐색하고, 각 영향 요인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규명하며, 여

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한

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했던 변수를 참고하여 최대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할 것이며,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회자본 구

성과 생활만족도 파악에 연령, 교육수준, 출신국가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분석할 것이다. 특히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과 생활

만족도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점에서도 의

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에 차이

가 있는가?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

이가 있는가?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자본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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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연구

2.1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징

   2.1.1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념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은 배우자 중 적어도 한명이 외국

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결혼을 의미한다(UN, 2001). 국제결혼은 가족 구성

을 목적으로 국적이나 시민권이 다른 사람들 간의 혼인이므로 가족의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이민 연구에서 국제결혼은 '가족이민'으로 간주

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 혼인을 통한 가족형성을 위해 홀로 국경을 넘

는 이주자를 결혼이민자(marriage migrant)라 부른다. 보통 결혼이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의 나라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궁극적으

로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민의 한 유형으

로 간주되고 이를 결혼이민(marriage immigration)이라 부른다(김현미, 

2016).

    한편 전 세계적으로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의 증가는 정치경제적 변화

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이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경

향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다(Wang, 2007). 최근의 전 지구적 이민 패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존의 남성 위주의 생산 영역으로의 이주에서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왔던 재생산 영역으로의 여성이주로 확장되고 있다

는 것이다. 즉 국제결혼 또한 배우자의 국가로 이주하는 여성의 수가 다수

라는 점에서 이민의 여성화로 간주된다. 먼저 이주한 남성이나 자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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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고 왔던 전통적 이민 패턴과는 달리 이민의 여성화는 여성이 남성의 

의존자나 종속자로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부양자'로 이주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이다(김현미, 2016). 

    한국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

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 시행령 상 체류 자격

을 가진 여성을 말한다(이소영, 2015). 2004년도 「국적법」 중에서 여성결

혼이민자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으로서,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등은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 이러한 간이귀화 요건에 따라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 2008년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

법에 의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부서와 각 시•도에서는 '여성결혼이

민자'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규정하였지만, 현제 한국에서는 여성결혼이민

자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여성, 이

주결혼여성, 결혼이주여성, 혼인이주여성 등 있고, 다양하게 연구 자료와 

학술지, 사회보고서, 기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법무부, 

다문화 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에 따라 정부 용어인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의 진입된 배경으로 한국사회는 1980년대

부터 통일교 종교단체를 통해 일본 여성의 결혼이주가 시작되었으며, 한국

사회에서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 

농어촌 청년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권유경, 2008). 그

리고 1990년대 초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 한족의 결혼이주가 활

발하게 되었다. 이어 19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외국

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었고, 베트남과 러시아 등으로 더욱 다변화되기 

시작하였다(김민영, 2007). 특히, 한국에서 국제결혼 '봄'이라는 2003년 이

후, 국제결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이 중앙정부나 지역 자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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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을 장려했고 베트남 여성 위

주의 여성결혼이민자 인수가 크게 늘었다.  

    국제결혼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미

처 이들은 수용할 수 있는 법률과 지원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적

용성이 낮아 국제결혼과 함께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일례로,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 침범은 물론

이고, 모집 과정에서도 여성비하적인 광고들로 결혼이 중개되곤 하였다. 

결혼 후에는 국적취득을 위한 거주 기간 2년 내에 한국인 배우저의 사망

이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되면 여성결혼이민자는 더 이상 비자를 연장하

거나 바꿀 수 없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고, 결혼중개소 등을 통한 성

급한 결혼 결정으로 부부간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겪게 되며, 한국인 배

우자의 폭력으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김영란, 

2006).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수용하지 못하

는 불평등한 구조가 형성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집단 구성원이 집단 

안에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집단에 대해 일반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편견과 같은 고정관념이 생긴다(Thoits, 2012).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공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에 영향

을 미쳐 생화만족은 낮아질 수 있다.    

    2.1.2 여성결혼이민자 인구변화 추세

    (1) 혼인 건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1991년도의 총 혼인 건수 중 국제결혼은 

1.2%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에는 충 혼인율 대비 13.5%로 최대 혼인으

로 나타내었다(통계청, 2013). 그 후부터 2015년까지 전체 혼인 중 국제결

혼 혼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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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17년 국제결혼 혼인 건수(21,917건)는 전년대비 1.0%(208건)증가

하였다(통계청, 2018). 그중에서 국제결혼 유형별로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

인 남성의 혼인 비율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

성의 혼인의 약 3배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국제결혼 혼인 건수 및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 혼인 비중 추이, 

2008-2017년

출처: 통계청,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그림2] 국제결혼 혼인 유형별 비중, 2008년, 2014-2017년

출처: 통계청, 2015,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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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신 국적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적에 있어서 중국과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

이민자의 인수가 다른 국적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보다 현저히 많으며,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인수의 거의 절반을 치지한다. 2015년까지 국제결혼 중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2016년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인수가 1위에 올랐다. 2017년의 

기준으로 전년대비 베트남과 중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인수가 감소하

는 반면, 태국, 캄보디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중을 증가했다. 

[표1] 여성결혼이민자 국적별 비중, 2013-2017년

(단위: %)

출처: 통계청, 2015,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3) 혼인 연령

    국제결혼을 한 여성결혼이민자 중에, 20대의 인수가 가장 많고,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반대로 30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중국 29.0 29.5 27.9 26.9 25.0

베트남 22.6 20.9 23.1 27.9 27.7
필리핀 6.5 4.9 4.7 4.3 4.3
일본 4.5 5.5 4.6 3.9 3.9
미국 2.6 2.9 3.0 2.8 2.8

캄보디아 2.8 2.4 2.5 2.4 2.5
태국 1.1 1.8 2.5 3.3 4.7

우즈벡 1.0 1.1 1.0 1.1 1.1
몽골 0.8 0.6 0.8 0.9 0.9
기타 4.9 5.5 6.4 5.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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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의 인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결혼 

연령에 있어서 초혼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반면, 재혼연령이 다소 앞당겨졌

다. 또한 혼인 종류와 상관없이, 남편의 평균 혼인 연령이 아내보다 많으

며,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연령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여성결혼이민자 연령별 비중, 2013-2017년

(단위: %)

통계청: 2015,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표3] 여성결혼이민자 평균 혼인 연령, 2013-2017년

(단위: 세)

출처: 통계청, 2015,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9세 이하 10.3 8.2 7.7 8.6 7.8
20-24세 24.4 22.3 22.0 21.6 20.6
25-29세 26.0 27.5 29.0 27.5 26.7
30-34세 15.4 17.5 18.3 19.0 19.7
35-39세 8.1 8.5 8.5 8.9 10.0
40-44세 6.9 6.6 6.0 5.5 5.9

45세 이상 9.1 9.4 8.5 8.9 9.4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초혼
연령

아내 26.1 26.7 26.8 26.8 27.2

남편 32.2 32.4 32.2 32.4 32.6

남녀 연령차 6.1 5.7 5.4 5.6 5.4

재혼
연령

아내 39.1 38.9 38.4 38.0 38.3
남편 47.8 47.2 46.8 45.9 46.4

남녀 연령차 8.7 8.3 8.4 7.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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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혼인 종류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혼인 종류 중에 초혼자 인수가 가

장 많으며, 초혼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중이 재혼 여성결혼이민자의 2배이

다. 특히 그중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초혼의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3-2017년 5년에 초혼 여성결혼이민자보다 재혼 여성결혼이민

자 인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 또한 재혼 여성결혼이민자 아내와 초혼 남

편의 조합은 전체 혼인 종류 중에 유일하게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유

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여성결혼이민자 혼인 종류, 2013-2017년

(단위: %)

출처: 통계청, 2015,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초혼
여성
결혼

이민자

초혼
남편 54.7 55.7 56.5 55.5 54.6

재혼
남편 14.8 13.2 12.9 13.0 13.0

초혼여성결혼
이민자 합계 69.5 68.9 69.4 68.5 67.6

재혼
여성
결혼

이민자

초혼
남편 10.9 11.9 12.7 13.5 13.8

재혼
남편 19.7 19.2 17.8 18.0 18.5

재혼여성결혼
이민자 합계 30.6 31.1 30.5 31.5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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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자본

   2.2.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는 1835년 프랑스 정치학자 또끄빌(Alexis de 

Tocqueville)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통해 소개한 '상호 필요성

에 의하여,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서로 결속하는 미국 사회의 경향

'과 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Wilson, 1997, 

746; 서순탁, 2002). 초기의 학자들(Loury, 1997; Ben-Porath, 1980)은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원 혹은 자본이

라는 현상을 지적하다가, 그 후 1980년대에 와서 부르디외(Brourdieu, 

1986), 콜만(Coleman,1990), 그리고 린(Lin, 1982)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학자들이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자세하게 독자적으로 설명하였을 때,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게 되었다. 최근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그 개

념을 개인 자산부터 지역사회, 국가의 특징으로까지 넓혀가고 있으며, 일

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확대되었다1).  

    학자들은 사회자본의 유용성과 결과를 평가하는 데서 사회자본을 다

르게 기술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모든 사회

자본에 관한 정의 연구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시한다. 이러한 사

회적 자산의 유지와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부르디외, 콜만, 린을 

포함한 다른 학자들 모두는 사회자본이 행위자가 목적 지향적 행위의 성

공 가능성을 높이기를 희망할 때 동원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구조 

안에 배태된 자원들로 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 개념은 거시적 행위

1) 이소영, 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공적제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
화와 평화』,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Vol.12 No.2, p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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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nam, 1993a, 1995), 그리고 미시적 수준(Lin, Ensel, and Vaughn, 

1981; Burt, 1997)에 이르는 관법 위에 적용되는 한편 거기에는 사회자본

이 전략적 네트워크 위치, 혹은 중요한 조직적 지위를 획득하는 자원으로

서 사회적 네트워크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합의도 있다2). 이러

한 관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자본은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개

인, 집단, 사회, 국가 등의 목표를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재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자본은 크고 작은 집단 내에 인간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것이

며, 개인과 집단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모든 활동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을 규정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아들러 외

(Adler and Kwon, 2002)에 의해 사회 구조라는 외부적 환경에 의한 외

부적 사회자본과 행위자 개인의 자율성에 초점 맞춘 내부적 사회자본으로 

재획정되기도 하였다(한상일, 2008, 재인용). 이에 따라 사회자본의 개념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다음 <표5>과 같다.

[표5] 사회자본의 개념 유형

2) Lin, Nan, 2008, 사회자본,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영역 학자 년도 내용

내적 
자본

Bourdieu 1985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의 구성
원이 됨으로서 획득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
적인 자원의 총합

Baker 1990
행위자들이 특정한 사회구조에서 추출하여 
이익을 실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

Bowman 
et al.

1991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의 수와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Burt 1992
재정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친구, 동료, 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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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학자 년도 내용
Belliveau 

et al.
1996

개인의 개인적 연결망, 엘리트와의 제도적 
연계

Burt 1997 연결망에서 개인적 연계의 기회들

Portes 1998
사회적 연결망이나 기타 구조에 편입하여 편
익을 확보하는 행위자의 능력

Knoke 1999
사회적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지원에 접근
하기 위하여 조직 내, 외에서 연결망을 창조
하고 동원하는 과정

외적 
자본

Coleman 1990
다양한 구조에 속한 개인들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Putnam 1993
행위의 조정을 촉진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속성

Fukuyama 1995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

Thomas 1996
시민사회에서 개발되는 집합적 발전을 증진
시키는 자발적 수단과 과정

Inglehart 1997
자발적 결사의 네트워크를 발생시키는 신뢰
와 인내의 문화

Fukuyama 1997
협력을 추구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
는 비공식적인 가치나 규범의 집합

Brehm & 
Rahn

1997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 간의 
연계망

내, 
외적 

Dasgupta 1988
사회 구조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구성원 간
의 관계(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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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ler and Kwon, 2002, 27-28; 한상일, 2008, 54 참고 재수정

   2.2.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측정척도

    1835년 프랑스 정치학자 또끄빌은 처음에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저서에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해

도 최초의 논의하였다. 커뮤니티 정신(community spirit),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공공재 관리에 대한 개인의 책무(stewardship)와 수탁자의 

직무(trusteeship), 서로 알아보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감정, 소속감(sense 

of belonging) 등을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처음 제

시하고 있다(Wilson, 1997, 746; 서순탁, 2002). 그 후에, 

Putnam(1993a)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정의하였고, Newton(1997) 역시 

사회자본을 규범, 신뢰,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가치, 정치•경제•사회적 목

적 달성을 위해 서로를 이어주는 네트워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방식 역시 연구자의 연구목적 또는 연구 대상의 

영역 학자 년도 내용

자본

Schiff 1992
개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생산
과 효용 함수의 투입요소와도 관련 있는 사
회적 구조의 요인들

Pennar 1997
개인의 행태와 경제적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사회적 관계망

Nahapiet 
& Ghoshal

1998

개인과 사회의 연결망에서 오는 실질적 자원
의 총합
연결망과 연결망 가동 시에 생성되는 자산의 
합

Woolcock 1998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에 내재된 정보, 신뢰, 
호혜성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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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수준에 따라 다르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자본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측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단일의 합성 지표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Putnam, 1993a; 1995; 2000, Knack and Keeper, 1997, Coffee and 

Geys, 2005, Nuzzo, 2006, Sabitini, 2009). 이에 아드리아니(Adriani, 

2013)가 사회자본 측정 방식 중 사회자본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한 합성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푸트

남(Putnam, 1993a)은 투표참여, 신문구독, 합창단과 축구단의 회원제 활

동 등 지역 내 네트워크 구성요소 크기를 사회자본으로 측정하였다. 이후 

후속연구(Putnam, 1995)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한 항

목은 투표참여자 수, 교회신자 수, 노동조합 가입자 수, 자원봉사단체 회

원 수 등을 고려하였다.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와 사

회적 신뢰를 나타내는 14개의 지표들을 하나의 기본차원으로 묶어서 구축

한 사회자본 지수로 미국 50개 주의 사회자본 수준을 측정하였다.

[표6] 대표적인 연구들의 사회자본 측정 합성지표

연구자 지표내용

Knack and 
Keeper
(1997)

5가지 하위지표
1) 가족연대
2) 비공시적 연계(친구, 이웃)
3) 자원봉사 조직 수
4) 정치참여 척도
5) 시민의식

Putnam
(2000)

5개 차원의 14개 지표
1) 공동체의 단체 생활
- 전년도 지역사회단체 위원으로 봉사(%)
- 전년도 클럽 및 단체의 간부로 봉사(%)
- 인구 1,000명 당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수 
- 전년도 클럽 모임의 평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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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지민, 2015, 60-61, 재수정.

 

    한편 국가수준에서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구조화된 

연구자 지표내용
- 평균 단체회원수
2) 공공업무의 참여
- 1988, 1992년 대선 투표율
- 전년도 타운 및 공공회원 참석(%)
3) 공동체 자원봉사활동
- 인구 1,000명당 비영리 단체 수
- 전년도 평균 공동체 프로젝트에 동참 횟수
- 전년도 평균 자원봉사활동 동참 횟수
4) 일상적 사교활동
- "나는 친구들을 방문하는데 시간을 할애한다" 동의정도
- 전년도 집에서 손님과 친구를 대접한 횟수
5) 사회적 신뢰
-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동의정도
- "대부분의 사람은 정직하다" 동의정도

Coffee and 
Geys
(2005)

3가지 지표
1) 자발적 결사체의 밀도
2) 투표율
3) 범죄율

Nuzzo
(2006)

3가지 하위지표
1) 사회참여
2) 정치참여
3) 신뢰
최종지표: 1), 2), 3)의 단순 평균

Sabitini
(2009)

2가지 척도
1) 헌혈 인구 비율
2)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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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 값을 활용한다. 세계은행은 90년대 후반부터 사회자본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당시의 행정적 견해는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역량 

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및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표로 인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각 자본이 중요한 상황변수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접근은 사회자본의 인지, 구조 및 제도적 요소의 결합이다. 특히 

개인의 성향을 강조한다. 영국 국가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사회적 자본 측정은 위한 통합 설문지(Harmonized 

Question Set)를 개발한 바 있다3). 각국 사회자본의 측정항목 및 지표가 

다음 <표7>과 같다.

[표7] 각국 사회자본의 측정항목 및 지표

3) 장유미, 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하회복지학, 63(2), p261-289.

기관 사회자본 측정항목 및 지표

세계은행
단체와 네트워크, 신뢰와 연대감, 집단행동 및 협력, 정보
와 통신, 사회적 통합과 포용, 권한부여와 정치적 활동

OECD 사회참여, 사회적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시민참여

영국 
국가통계청

사회적 참여, 시민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원, 호혜성
과 신뢰, 지역에 대한 견해

미국 
SCCBS

신뢰,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공식적인 네트워크, 정치참여, 
사회참여의 형평성

호주 
통계청

네트워크의 질(규범적 기준, 공통목적)
네트워크 구조(네트워크 크기, 빈도/강도, 밀도와 개방성, 
이동성, 역학관계)
네트워크 활동(지원공유, 다른 형태의 활동)
네트워크 유형(결속, 그룹다양성, 연계,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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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우석, 2009, 재인용.

    사회자본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사회자본에 

대한 구성요소와 측정 방식은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어떠한 요소에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미시적 측면에서의 접근인 유대

(bonding)로부터의 신뢰와 참여, 거시적 측면에서의 접근인 연계

(bridging)로부터의 참여, 사회적 규범, 네트워크 등으로 나뉘고 있다(김윤

승•정솔, 2011, 4; Putnam, 1993b, 재인용). 본 연구는 본국을 떠나 이주

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자본의 공통 요소로 볼 수 

있는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신뢰

    신뢰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나 이해에 맞도록 행

동할 것이라는 주관적이고 긍정적 기대(Gambetta, 1988)로, 상대방으로부

터의 배신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Burt, 1998)를 말한다. 또한 신뢰

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 요소로 상호 관계에서 가지는 긍정적 감정 상

태이다(Jones and George, 1998). Fukuyama(1995)는 신뢰를 사회발전

의 필수 요소로 보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Coleman(1988)은 신뢰를 사

회자본의 핵심 성분으로 정의하였고, Uslaner(1999) 역시 사회자본이 가

치체계 즉 사회적 신뢰를 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뢰를 사회

자본의 핵심 요소로 규명하였다.

    신뢰에 대해서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폭넓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신뢰, 보편적 신뢰 또는 가족, 친구, 동료 그

룹을 대상으로 한 특수 신뢰(사적 신뢰)로도 분류되었다(Uslaner, 2002). 

기관 사회자본 측정항목 및 지표
캐나다 

PRI
네트워크의 구조, 네트워크의 역할, 사회적 자본의 작용하
는 외부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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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같은 소위 '연줄사회'에서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신뢰가 높지만 공

적 영역에서의 신뢰는 낮은 사회유형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Fukuyama, 

1995; 박길성, 200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공적 영역에서의 신뢰를 누적하는 것보다 

사적 신뢰를 누적할 기회가 더 많고 본인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설문조사 중, 여성결

혼이민자들이 ①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②일자

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③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④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 ⑤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모

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존재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각 경우에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존재하면 "자신의 기대나 이해에 

맞도록 주관적이고 긍정적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항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신뢰 사회

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       

    (2) 참여

    참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담당하여, 사회적 자기인식

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의 총수를 뜻한다(Palmore, 1981). 참여는 모든 

형태의 참여와 시민적 참여를 포함하고 정치 참여부터 비정치적 참여까지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자본 연구는 모든 참여의 행태를 세부 요소

로 간주한다. Palmore(1981)는 한 인간이 전체 삶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반경을 가족 이외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자신의 관계망을 넓

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며 

책임을 맡는다고 하였다. 

    한편 현재 사회자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참여를 네트워크로의 요소로 

보는 입장(이숙종•유희정, 2010; 박희봉, 2005; 이양수 2006; Paxton, 



- 22 -

2002)과 참여를 공동체의 포용력과 협력의 차원으로 보는 입장(김순은, 

2014; 이희태, 2012; 권태형, 2010; 이희창, 2005, 최영출, 2004)이 존재

한다. 그럼에도 참여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구성원 간의 호혜적 태도와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강

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Newton, 1999).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설문조사 중,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난 1

년 동안 ①학부모 모임, ②모국인 친구 모임, ③지역 주민 모임, ④종교 

활동, ⑤민간단체 활동(이주민 지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에 참여여

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이 문항은 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정치적 참

여 정도를 조사하였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치적 참여 수준이 보편적으

로 높지 않은 상황(배경희•김석준, 2012)을 고려하여, 이것이 여성결혼이

민자의 참여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상호 인식되거나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확보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된다(Bourdieu, 

1986). Nan(1999)은 사회자본이 사회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에 

의해 점유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Putnam(2001) 역시 사회자본 이론의 

핵심을 사회적 네트워크로 보았다. 

    네트워크는 속성별로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먼저 약한 

네트워크와 강한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Granovettor(1973)

는 이미 존재하던 강한 네트워크의 장점에 대한 인식, 즉 내부 집단의 결

속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네트워크가 약한 네트워크보다 더 적극

적이라는 생각을 뒤집고 약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후에 동

질적 정체성을 가진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 network)와 서로 다른 네

트워크 사이의 연결을 가진 교량형 네트워크(bridging network)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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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Putnam, 2000; Kleinhans, 2007).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

로 모색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되는 각종 교육 및 서비스에 중점

을 둘 것이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를 제도화된 구성원들의 실

제 혹은 잠재 자원으로 보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 적응과 통합을 위

해 정부가 제공되는 각종 교육 및 서비스 수혜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측

정할 것이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설문지에 따라 이들은 가정

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한국어교육, 자녀지도 등),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통•번역 서비스지원, 임신•출산 지원, 부모교육, 배우자 및 배우

자 가족교육, 언어 발달지원, 이중 언어교육, 자년생활 및 학습지원, 사회

활동지원(자조모임 등), 각종 상담(가족관계, 비자•국적취득 관련 법률상담 

등), 일자리교육, 일자리소개, 아이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 

등을 포함되어 있다.   

2.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

    

   2.3.1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자본의 특성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갖고 있던 사회관계망들과 긴밀한 유

대를 잃게 되고, 한국사회에 재사회화하는 과정에서 그리움, 외로움, 좌절

감으로 인해 정서적 결핍을 경험하게 되며,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인해 위

축되어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다(김옥남, 2010).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가족, 이웃, 친척, 친구와 신뢰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특수한 사회자본은 폐쇄적인 연고 잡단을 바탕으로 연결망이 생성되기 때

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민족의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인의 인간관계와 집단 형성을 설명하는 논리로 빠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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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되는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격의 신뢰관계를 

기반에 두고 있는 집단이다(정병은•장미혜, 2005). 후쿠야마(Fukuyama, 

1996)에 따르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모든 사회생활에 가족이 기본 단위로 

구성되면서 그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 소속감, 이해관계를 추구하였다. 가

족 내부의 신뢰는 높고 응집력은 강하지만, 가족 이외의 개인과 집단에 대

해서는 배타성이 강하여 사회 전체로의 신뢰 확산 속도는 느리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사회관계망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쉽게 참여하기가 어렵다(강

현, 2012).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아직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

감이 크다(장승진, 2010). 특히, 대부분의 한국인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사회적 교환 체계 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므로 신뢰 형

성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는 충분한 준비가 없고 혼자서 국제결혼을 통해

서만 한국사회라는 낯선 환경에 정착하기 때문에 사회관계망 형성에 어려

움이 많다.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매우 제한적이다(김현숙•김희재•오중환, 2010). 물론 여성결혼이민

자 대다수는 사회자본 형성을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

분 출신국가에서처럼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심리적으

로 위축되어 한국에서의 사회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이형하, 

2010).

    한국인의 폐쇄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민 초기의 여성결

혼이민자는 주로 정부 지원의 다문화 프로그램 또는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모국인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관계망을 구축한다. 같은 출신 국가의 사

람들끼리 가지는 사회관계망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형성될 수 있고 참여

하기가 쉽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사회의 신뢰가 배제된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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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도 초기 적응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속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한다(이주재•김순규, 2010).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대다수는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크며, 한국은 경제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므로 한국 사

람처럼 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다(이혜경•김경원, 2011). 참여는 여성결

혼이민자에게 있어 한국으로 결혼해 오면서 사회관계망의 부재, 친척들과

의 단절, 한국 친구의 부재로 사회적 고립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통로

이다(김옥남, 2010). 하지만 가정 내의 양육 및 가사에 대한 책임감과 경

제적 생활여건의 부족이유로 사회참여에 어려울 수도 있다. 양순미(2010)

의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1/4 이상이 양육과 가사업무 때문에 

교육 및 기타 어떠한 형태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더불어 여

성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해주는 도움이 많지 않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

역 내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고국의 가족사회자본과 지역사회자본으로부터 단

절된 상태에서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한국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적응과정까지 동시에 경험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

다(이혜침, 조민호, 2014). 그러나 이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해 살펴본 바

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모국인 집단 네트워크를 제외하면 사회적 관계는 매우 제한적이

며, 참여 활동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낮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보유한 것이나 사회자본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생활

을 시작하게 되고, 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주자의 본국과 이주국가의 

친척, 친구, 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된 결사체로써 이주민들이 생경한 이주 

수용국가의 사회문화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이주 네트워크4)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이혜침, 조민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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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자본의 형성요인 

    사회자본은 개인의 노력과 투자만으로 획득되지 않으며 다른 유형의 

인적자본과 차이가 있다(Fukuyama, 1995). 사회자본은 사람 간의 일상적

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자본은 개인 또는 사회구조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공

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Onyx and Bullen, 2000). 사회자본은 공간에

서 발생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s)과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에 의해 형성되거나 포착되고, 그 관계 속에서 잉태된다

(Lin, 2008). 그러나 Putnam(2000)은 세대, 교육 등에 의해 달라지는 개

인의 경험이나 소득, 성별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개인 속성(내부적 요인)들

이 사회자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중에서도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설명 요소로 교육과 연령(세대)을 들었으며, 이는 

높은 교육 수준이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들에 의

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Freeman, 2001).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사회

자본의 형성요인을 살펴보면 <그림3>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4) Massey et al., 2003, Chapter2: Principles of Operation: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Beyond Smoke and Mirrors: Mexican 
Immigration in an Era of Economic Integr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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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사회자본의 형성요인

출처: 김영경, 이정향, 2014, 재수정.

    이러한 연구결과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나, 특별하게 

여성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사회자본 형성요인을 탐구하는 

기존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이은정, 이용승(2015)에 따라 이주민의 사

회자본 형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일반적인 현상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어 언어 능력은 이주민이 한국에서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한국어 

구사 능력은 이주민이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주요한 통로를 차지할 수 있

는 수단이라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 종교는 이주민이 사회 연결망을 구

성,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들은 정기적 만남

을 통해 서로의 안면을 익히고, 공중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적을 초월한 

결속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종교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출신지 환경

이주사회 
환경

개인적 
특성

현실공간

가상공간

사회적
 관계 형성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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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2018)은 이주민의 사회자본 형성요인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

을 하였다. 모델 1은 이주민의 연령과 성별, 학력 같은 통제변인과 한국에

서의 생활 관련 변인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모델 2

는 이주민의 출신국적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결과로

서 우선, 모델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민의 거주기간과 한국어 능력, 

문화적 어려움과 차별경험 변인이 사회자본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은정, 이용승(2008)의 연구결과

와 반대로 다른 변인을 통제할 때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이주민이 사회

자본을 형성할 기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생활에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이주민일

수록 사회자본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모델 2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특정 국적 출신 이주민이 사회자본을 형성•유지하는

데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자본 형

성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2.3.3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자본의 역할과 효과
 

    Segageldin과 Grootaert(2000)에 따라 사회자본은, ①정보 고유의 역

할을 하여 공식•비공식 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②구성원 

간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 역할을 하며, 

③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신분이나 신망의 형태를 통하여 상당한 양의 사회자본이 특정한 

네트워크의 구성원 자격(membership)에서 도출될 수 있다(Nahapiet and 

Ghoshal, 1998). 따라서 사회자본은 인적자본 개발(Coleman, 1988; 

Loury, 1987)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성과(Baker, 1990), 지역

(Putnam, 1993b, 1995), 국가(Fukuyama, 1995)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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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본은 구성원 간의 신뢰, 참여, 네트워크 등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국가, 사회, 조직의 특정한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영향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제에 관심을 가

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 그리고 지역 사회의 공동체 유지와 발

전에 필수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결혼이

민자들은 개인이 보유한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처할 수 있다(정병은•장충권, 2006). 사회자본으로 

대표되는 사회참여나 네트워크는 사회의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실 

일상에서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인간의 사

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상 사회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다(정재영•장정

호, 2007). 여성결혼이민자는 사회자본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원을 얻고, 사회적 규범이라는 가치

관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다(Lin, 2001).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현재와 미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들이 사회

관계를 통하여 생성하는 사회자본은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능력 발달과 

사회경제적 성취에 영향을 미쳐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이 될 것이며, 거시적으로 생활하는 지역과 한국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자본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했을 경우, 사회

적 계층화를 강화시키고(Putnam, 2000),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외부

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높일 수 있다(박우순, 2004). 그렇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에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 사회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네트워크가 사회

적 신뢰 구축에 있어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

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은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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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과 로천(Stolle and Rochon, 1998)은 동질적 결사는 일반화된 높은 신

뢰5)와 공동체의 호혜성은 달성하기에 쉽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우슬라너

(Uslaner, 1999) 또한 자신과 동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특수한 신뢰는 권

위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전형적이며, 사회의 번영과 생기에 크게 기여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푸트남(2001)은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자본은 부

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낳을 수 있으며, 모든 자본은 파

괴적 목적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보면 만약 특정 네트워크가 타자를 제외하고 이익

을 독점한다면 신뢰를 증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가능

성이 더 크다. 동질적인 모임은 그것의 내부 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보다 더 쉬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의 사회자본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모국인 모임과 같은 

이주민 공동체가 새로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착을 돕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사회 전체의 신

뢰와 호혜성 신장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를 통해 한국 사회 

및 주류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을 대신 폐쇄적인 자족 단체 모임에만 머

물 경우 오히려 개인과 집단 모두의 차원에서 사회자본의 확대에 기여 하

는커녕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이은정, 이용승, 2015). 

실제로 출신국의 친구와 강한 연대를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그렇지 않

은 여성결혼이민자보다 한국사회에 더디게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5) 스톨과 로천(1998)에 따르면,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란 면대면 상
호작용 내지는 안면(acquaintance)을 넘어 사회로 확장된 신뢰를 말한다. 그
것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윤활유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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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활만족도

   2.4.1 생활만족도의 개념과 영향요인

    생활만족도는 삶의 질의 주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객관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지표와 개념

이 다각도로 측정된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1961년 Neugarten 외 

2인의 연구자가 노인의 생활만족도 지표(Lif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

한 후부터 정립하고 일반화되었다(이창병, 2014). 이 연구에서는 생활만족

도를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현재 삶을 구성하고 있

는 활동으로부터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 둘째, 자신의 생활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절대적 수용; 셋째, 기대하던 목표가 

실현됨으로써 삶의 목표를 성취하였다는 감정, 넷째, 긍정적인 자아 인식; 

다섯째, 행복 및 낙관적인 태도와 정서에 대한 유지이다. 이에 생활만족도

는 한 개인이 현실에 적응하여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로서 과

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미래의 삶과 활동

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말한다(Neugarten, 1961; 

Kalish, 1975; 최성재, 1986). 각 학자들은 정의한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다음 <표8>과 같이 기술하였다.



- 32 -

[표8] 생활만족도의 개념

저자 생활만족도 정의 관점

Neugarten
(1961)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
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
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했을 때 느끼며, 긍정적
인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
며,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

주관적

Burr
(1970)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주관
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이며 기대에 대한 충족 
정도

주관적

Kalish
(1975)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주위의 환
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
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

주관적
객관적

Medley
(1976)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개인
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진 
기대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
하게 되는데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
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

주관적
객관적

Liu
(1977)

객관적인 복지수준과 주관적 감정, 삶의 특정시
점에서의 환경의 복합,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개
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
작용, 전반적인 환경

주관적
객관적

George
(1979)

인간은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목표라는 척도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만족이란 목표와 현실
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음

주관적

Myers & 
Diener
(1995)

인지적인 수준에서 지각한 삶의 전반에 대한 만
족감

주관적

Diener
(2000)

주관적 삶의 질에서 긍정적 측면 중 하나로 자
신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과 판단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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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생활만족도 정의 관점

Jan & 
Masood
(2008)

인간의 안녕에 대해 단순한 인간의 삶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삶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지지적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나 만족하는 
태도

주관적

김명자
(1982)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
이자 일종의 태도

주관적

최혜경
(1985)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감의 합치에
서 오는 만족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
인은 물론 생활역사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
합적인 감정

주관적
객관적

최성재
(1986)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
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주관적
객관적

이혜숙
(1994)

전 생애를 통한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의미로서 
자신의 기대하던 인생과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과의 합일정도

주관적

윤현숙
(2001)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대한 판단 혹은 자신의 기대에 대한 충족의 정
도이며, 현재 삶에 대한 바탕으로 미래의 삶을 
예측하는 기초

주관적
객관적

김수현
(2004)

일상적인 삶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구성된 삶의 
객관적이고 환경적인 여건과 구별되는 주관적인 
만족도

주관적
객관적

곽병은
(2006)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 개
인의 기대와 그 충족을 통해 만족을 얻어 안정
된 인성을 형성하며 나아가 그 개인이 속해 있
는 태도의 안정성에 기여

주관적

최현
(2008)

현실의 객관적인 측면과 생활에 대해 주관적 개
념의 복지수준을 의미하며, 과거 현재 미래에 있
어 각 개인 및 환경, 체계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
회의 규범적 기준에 기초한 다원적으로 평가된 
내용

주관적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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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민자, 2015, 재수정.

    

    이처럼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

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인생의 목표나 욕구를 달

성하기 위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미래의 삶과 행동의 전반

적인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장연

덕, 2014).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

이 사회자본으로, 지금까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던 경

제•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인간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자본 요인이 생

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박희봉•이희창, 2005). 사회

자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Inglehart(1997)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물질적 측면에서 탈 물질적 변화가 일어나며 삶의 목표

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에 의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

였다. OECD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6)으로 첫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건강 등의 인적자본과 둘째, 집단 내부와 집단 간의 협

력을 촉진하는 규범과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 셋째,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을 연결하는 정치적·제도적·법적 장치; 넷째, 건강, 연

령, 생활형태, 사회적 지위, 학습, 사회적 연결의 범위 등의 경제적·사회적 

6)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저자 생활만족도 정의 관점

정순돌 외
(2010)

자신의 건강과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
정, 종교와 영성 등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객
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를 중심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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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사회자본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 국내 연구로서 박희봉•이희창(2005)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요인으

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핵심요소로 

하는 사회자본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생

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사회자본 요인과 결합할 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정규(2009), 김혜연(2011)의 연구에서

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사회적 참여와 신뢰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양적 연구로서 박

단비(2016)는 다문화•한부모 로서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

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관계적 측면과 행동•실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계적 측면의 하위요인인 자녀와의 관계 만

족도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 과정과 데

이터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기존연

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이론적 제시에 그치거나, 다른 요인들

과의 차별성에 초점을 두거나, 특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이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대상과 연구목적과는 차이가 있고, 특히 

사회자본의 측정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본 연구와 같은 양적 자료에 

의한 측정 또한 필요할 것이다.    

    2.4.2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논의되지만 여성결혼이민

자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생활만족도는 더욱 중요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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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객관적 삶의 지표가 낮은 곳에

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 매스컴을 통해 전달된 허구적 이미지

를 내면화하여 이주 후 삶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김민수• 이

현지, 2017). 이때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 지표가 아닌 

개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기반하는 주관적 삶의 질(Ma et 

al., 2012), 즉 본 연구 중의 생활만족도라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 절친한 모국인 친구, 모국인 

친구만큼 가깝게 지내는 현지인 친구들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이 있을수록 

낮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보이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현지인과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 학습이 촉진

되어(Ward and Kennedy, 1992; Ataca and Berry, 2002), 일반적인 적

응과 생활만족수준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Pruitt, 1978; Rook, 

1984; Berry, 1997). Ward 외(1993)도 현지인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지인과 접촉을 

많이 할수록 결혼이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만족수준이 증가

한다고 하였다7).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관련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

이나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회 인구학적 배경뿐 아니라 건강, 자녀

관계 등 개인적인 상황에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김나영, 2007; 윤혜영 

2009). 결혼이민자의 삶의 목적은 결혼생활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

인이 되는데(Fugl-Meyer et al. 2002) 여성결혼이민자처럼 문화와 생활환

경이 다른 한국 사회로 결혼해 온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생활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윤희란, 

2016).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는 소득, 건강, 교육 등 외에도 이민자

라는 특별한 환경에서의 사회적인 요인들을 통하여 설명되고 있다(조선주 

7) 배경희,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Vol.41, 9, pp.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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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7).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보

호요인은 가족, 배우자, 주변 이웃사람의 신뢰와 친밀감이라는 주장이 있

다(박은희•조인주, 2012). 김한성과 이유신(2013)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수준 인식, 한국어 능력, 사회적 관계망, 주관적 건강상태, 남편과의 관계, 

차별 경험 등의 개인적 수준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 이주 초기에는 가족 관계망이 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며,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망

의 효과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다(김경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을 

통하여 행복한 결혼생활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높이는 것이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8).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비록 국적이 다르고 문화적 정체성

이 한국인과 다르지만 당당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만족스

러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

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은 한국 사회의 안정적 통합과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의 풍요로움과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보건복

지가족부, 2008).

8) 강현준, 2019, 자녀를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계명
대학교 대학원 공중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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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연구방법
   

3.1 분석틀과 연구가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행복한 삶과 높은 생활만족도를 유지하

기 위해 사회자본이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이해하고, 이들 여성결

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

로 탐색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연구에 의해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

학적 특성에 따라 자신의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 역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그림4>과 같은 분석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4] 분석틀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한국거주기간

사회자본
신뢰
참여

네트워크

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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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틀과 같이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한국거주기간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은 신뢰, 참여, 네트

워크로 구성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과 생활만족

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생

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

와 관련한 지원정책 설계에 중요한 진단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

구는 정부가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어떠한 사회

자본과 관련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자 한다.

연구가설 H1.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H2.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H3.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자본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 및 생활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

는 2015년에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했다. 전국다

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와 다문화가족지

원법 시행규칙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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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국가승인통계(제11779호)로서 3년 주기로 시행된

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것은 2009년으로 보건복지가

족부에서 결혼이민자 전수조사를 목표로 실시하였다. 이후 2010년 통계청 

수시통계품질진단을 통해 조사방법 등 조사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전

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에 시행되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조사이다9).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 즉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그의 배우자 및 만 9-24세 

청소년 자녀와 가구이다. 조사 결과는 전국 총 17,849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며, 그중에 결혼이민자•귀화자는 17,109명이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11,886이다. 조사 과정 중, 결혼이민자•귀화자용, 결혼이민자•귀화자

의 배우자용, 만 9-24세 청소년 자녀용 조사표와 함께, 가구와 관련한 사

항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 구성표 등 총 4종의 조사표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가 사용하는 원자료는 주로 결혼이민자•귀화자 본인용 조사표를 통해 

얻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표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9]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사표 구성

9)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사회생활 
및 지원
서비스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TOPIK)경험

사회적 관계

가족을 제외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자리, 
자녀교육, 여가나 취미생활, 몸이 아플 때)

참여
지난 1년간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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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변수 측정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이다.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

니까?"라는 질문을 설정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5점 척도가 활용되었다: 1. 매우 만족한다. 2. 약

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5.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이 척도를 활용하면 값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응답의 방향이 정반대

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값이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나고, 낮은 

값이 낮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도록 설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생활만족도

에 대한 응답을 재부호화해서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5점으로,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1점으로 변환하였다. 모든 응답 

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모임, 종교생활, 민간단체활동)

사회적 차별 
경험

지난 1년간 차별경험 유무

교육 및 
지원서비스

교육 및 지원 이용경험

경제활동
상태

취업 월평균 소득

기타 
일반사항

생활만족도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연령 연령

교육수준 최종학력

한국거주기간 입국하고 거주 시작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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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무응답은 결측치(missing value)로 처리하였다.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여성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참여, 그리고 교육 및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을 측

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 사회자본 내용이 동

일한 사회자본 내용보다는 각각 다른 사회자본 내용으로 간주하고, 별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자본이지만, 실제 분석에서

는 세 가지의 독립변수가 있는 셈이다.

    우선, 사회자본 신뢰 요소는 사회적 관계로 측정할 수 있다.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①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②일자리

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③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④여

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 ⑤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모국

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존재여부에 대한 응답을 재부호화하고 합산하여, 

범위는 0-15점으로 설정하였다. 응답 가운데 "있다"는 경우 각 1점 누계하

고, "없다"와 "해당없음"은 0점, 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사회자본 참여 요소는 여성결혼이민자가 ①학부모 모임, ②모국인 친

구 모임, ③지역 주민 모임, ④종교 활동, ⑤민간단체 활동(이주민 지원단

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에 참여로 측정한다. 이러한 참여활동 빈도에 

대한 응답을 재부호화하여 이분류변수로 설정하였다. 응답 가운데 하나 및 

이상의 모임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참여 경험이 없으면 0으로 코

딩하였고, 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사회자본 네트워크 요소는 각종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수혜 경험으로 

측정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한국어교육, 자녀

지도 등),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통•번역 서비스지원, 임신•출

산 지원, 부모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 언어 발달지원, 이중 언어

교육, 자년생활 및 학습지원, 사회활동지원(자조모임 등), 각종 상담(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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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비자•국적취득 관련 법률상담 등), 일자리교육, 일자리소개, 아이돌

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의 수혜 경험에 대한 응답을 재부호

화하여 이분류변수로 설정하였다. 응답 가운데 하나 및 이상의 수혜 경험

이 있는 경우 1로, 수혜 경험이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고, 무응답은 결측

치로 처리하였다.

    통제변수: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여

러 중요한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모든 응답 가운데 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통제변수는 다음 <표10>에 제시되어 있다.

[표10] 통제변수와 척도

통제변수 척도

연령 0-90 연속변수

교육수준
0. 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4
년제 미만), 5. 대학교(4년제 이상), 6. 대학원 이상

한국어 
능력

0. 등급 없음, 1. 1급, 2. 2급, 3. 3급, 4. 4급, 5. 5급, 6. 
6급

월평균 
소득

0. 소득 없음, 1. 50만원 미만, 2. 50-100만원 미만, 3. 
100-150만원 미만, 4. 150-200만원 미만, 5. 200-250만원 
미만, 6. 250-300만원 미만, 7. 300-350만원 미만, 8. 
350-400만원 미만, 9. 400-450만원 미만, 10. 450-500만
원 미만, 11. 500만원 이상  

사회적 
차별 경험

1. 있었다. 2. 없었다.

출신국가
1. 중국, 2. 중국(한국계), 3. 일본, 4. 대만, 홍콩, 5. 베트
남, 6. 필리핀, 7. 그 외 동남아시아, 8. 남부아시아, 9. 몽
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10. 미주, 유럽, 대양주, 11 기타

한국거주
기간

1. 0-4, 2. 5-9, 3. 10-19, 4. 20-29, 5.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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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보면 주요변수의 측정 방법은 아래와 같은 <표11>로 정리

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11] 변수개념 및 내용

변수개념 세부측정내용 측정방법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5점 척도

독립변수
사회자본 
구성요소

신뢰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의 
존재여부에 대한 응답의 합산

참여
사회적 관계를 위한 모임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지 여부 

네트워크
각종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수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통제변수
사회인구
학적 특
성

연령 연수변수

교육수준 서열변수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서열변수

월평균 소득 서열변수
사회적 차별 
경험

가변수(유/무)

출신국가 더미변수

한국거주기간 서열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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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통계 프로그램 

STATA/MP 14.0으로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진행 후 통계처리

하고 분석을 하였다. 우선,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

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분석

(descriptive analysis), 그리고 교차분석(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

다. 가설검정을 위해 차이검증인 t검증(t-test)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

본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

의 관계분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및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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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4.1 기초분석

    본 연구는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한국거주기간으로 구성하

였다.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빈도와 비율, 평균값 등 것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숙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표12>, 

<표13>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자의 연령은 30대(37.61%), 19-20대(28.70%), 40대

(22.44%), 50대(9.09%), 60대 및 이상(2.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36.37세이다.

    둘째, 분석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42.14%), 중학교(19.45%), 4

년제 이상 대학교(15.63%), 4년제 미만 대학교(13.11%), 초등학교(6.55%), 

대학원 이상(2.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이다.

    셋째, 분석대상자의 한국어 능력에 있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경험

이 있는 자의 등급은 3급(18.21%), 4급(17.87%), 2급(13.85%), 5급

(12.19%), 6급(9.42%), 1급(7.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한국어능력

시험 등급은 2.79급이다.

    넷째, 분석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150만원 미만(34.06%), 

50-100만원 미만(25.24%), 150-200만원 미만(13.70%), 없음(11.08%), 50

만원 미만(8.59%), 200-250만원 미만(3.92%),250-300만원 미만(1.41%), 

300-350만원 미만(0.79%), 500만원 이상(0.40%), 350-400만원 미만

(0.37%), 400-450만원 미만(0.26%), 450-500만원 미만(0.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의 평균값은 50-100만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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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60.99%의 분석대상자는 사회적 차별 경험이 없었으며, 

39.01%의 분석대상자는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분석대상자의 국적은 중국(22.62%), 베트남(20.44%), 중국(한

국계)(11.61%), 그외 동남아국가(11.53%), 필리핀(10.29%), 일본(10.27%),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8.30%), 대만, 홍콩(1.75%), 남부아시아(1.48%), 

미주, 유럽, 대양주(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분석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은 5-9년(39.12%), 10-19년

(33.97%), 0-4년(21.50%), 20-29년(4.66%), 30년 이상(0.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5-9년이다.

[표12]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빈도분석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연령

19-20대 3,573 28.70 28.70
30대 4,682 37.61 66.31
40대 2,794 22.44 88.75
50대 1,132 9.09 97.84
60대+ 269 2.16 100.00

교육수준

무학 123     0.99 0.99
초등학교 815     6.55 7.53
중학교 2,422    19.45 26.99
고등학교  5,246  42.14 69.12
대학교(4년제 미만) 1,632   13.11 82.23
대학교(4년제 이상) 1,946   15.63 97.86
대학원이상  266   2.1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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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한국어 
능력

등급 없음 595        0.60    20.60
1급 227 7.86 28.46
2급 400 13.85 42.31
3급 526 18.21 60.53
4급 516 17.87 78.39
5급 352 12.19 90.58
6급 272 9.42 100.00

월평균 
소득

없음 769 11.08 11.08
50만원 미만 596 8.59 19.67
50-100만원 미만 1,752 25.24 44.91
100-150만원 미만 2,364 34.06 78.97
150-200만원 미만 951 13.70 92.67
200-250만원 미만 272 3.92 96.59
250-300만원 미만 98 1.41 98.00
300-350만원 미만 55 0.79 98.79
350-400만원 미만 26 0.37 99.16
400-450만원 미만 18 0.26 99.42
450-500만원 미만 12 0.17 99.60

500만원 이상 28 0.40 100.00

사회적 
차별경험

있었다 4,857 39.01 39.01
없었다 7,593 60.9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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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기술분석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출신 
국가

중국  2,816     22.62    22.62 
중국(한국계) 1,445     11.61   34.22
일본 1,278     10.27    44.49
대만, 홍콩 218 1.75 46.24
베트남 2,545 20.44 66.68
필리핀 1,281 10.29 76.97
그외 동남아국가 1,435 11.53 88.50
남부아시아 184 1.48 89.98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1,033 8.30 98.27

미주, 유럽, 대양주  159 1.28 99.55
기타  56 0.45 100.00

국내거주
기간

<=4년 2,677 21.50 21.50
5-9년 4,870 39.12 60.62
10-19년 4,229 33.97 94.59
20-29년 580 4.66 99.24
30년+ 94 0.76 100.0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 36.37 9.93 19 82

교육수준 3.15 1.21 0 6

한국어 능력 2.79 1.94 0 6

월평균 소득 2.61 1.59 0 11

국내거주기간 2.24 0.8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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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본 연구는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14>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석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약간 만족한다(33.67%), 보통이다(32.43%), 매우 

만족한다(26.01%),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6.96%),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0.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으로 나누어 보면, 19-20대, 30대와 40대의 생활만족도는 비슷

하게 약간 만족한다(33.45%, 33.58%, 34.73%), 보통이다(30.94%, 

32.56%, 32.19%). 매우 만족한다(24.41%, 26.06%, 25.03%)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50대 및 60대의 생활만족도는 보통이다(36.31%, 36.06%), 약간 

만족한다(32.24%, 33.09%), 매우 만족한다(24.73%, 22.30%)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교육수준으로 나누어 보면, 무학자의 생활만족도는 약간 만족하다

(39.84%), 보통이다(33.33%), 매우 만족한다(17.89%)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4년제미만 대졸도 이와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36.09%, 31.37%, 

24.26%). 초졸자의 생활만족도는 보통이다(34.85%), 약간 만족한다

(33.13%), 매우 만족한다(20.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졸자(34.68%, 

31.67%, 25.10%) 및 고졸자(34.31%, 32.63%, 25.52%)의 생활만족도도 

같은 순위로 나타났다. 4년제이상 대졸자의 생활만족도는 약간 만족한다

(35.97%), 매우 만족한다(30.68%), 보통이다(26.46%)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원이상 학력자의 생활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39.85%), 약간 만족한

다(39.47%), 보통이다(16.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으로 나누어 보면, 등급없음 및 3급은 보통이다(35.46%, 

36.31%), 약간 만족한다(29.08%, 33.46%), 매우 만족한다(25.71%, 

26.24%)의 순으로 나타났고, 1급, 2급 및 6급은 약간 만족한다(32.16%, 

33.00%, 42.28%), 매우 만족한다(31.28%, 31.75%, 29.41%), 보통이다

(29.07%, 28.25%, 21.32%)의 순으로 나타났으면, 4급과 5급은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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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만족한다(36.05%, 40.63%), 보통이다(29.46%, 28.41%), 매우 만족

한다(26.94%, 25.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으로 나누어 보면,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상의 분석대상

자의 생활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의 순으로 나

타났다(350-400만원 미만은 약간 만족한다와 보통이다 공동 2위). 50만원 

미만과 50-200만원미만 소득층의 생활만족도는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 경험으로 나누어 보면, 차별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분석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보통이다(35.31%), 약간 만족한다(33.29%), 매우 

만족한다(20.3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별 경험이 없었다고 하는 분석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약간 만족한다(33.91%), 보통이다(30.58%), 매우 

만족이다(29.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로 나누어 보면, 중국과 일본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약

간 만족한다(33.27%, 38.73%), 보통이다(32.81%, 34.66%), 매우 만족한

다(24.82%, 15.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한국계), 베트남과 그 외  

동남아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보통이다(37.16%, 33.48%, 33.24%), 

약간 만족한다(27.47%, 33.08%, 32.96%), 매우 만족한다(26.30%, 

28.09%, 26.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 홍콩, 필리핀, 남부아시

아,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약간 만족한다

(35.32%, 36.85%, 37.50%. 34.08%), 매우 만족한다(32.11%, 27.95%, 

29.35%, 29.53%), 보통이다(25.69%, 27.48%, 27.17%, 29.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거주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0-4년 거주한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

도는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공동 1위(35.11%)로 나타났고, 

5-9년과 20-29년 거주한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약간 만족한다

(34.39%, 35.17%), 보통이다(32.24%, 33.45%), 매우 만족한다(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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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의 순으로 나타났다. 10-19년 거주한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보통이다(36.86%), 약간 만족한다(31.90%), 매우 만족한다(21.61%)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30년 이상 거주한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보통이다

(38.30%), 매우 만족한다(28.72%), 약간 만족한다(25.53%)의 순으로 나타

났다.        

      

[표14]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 빈도분석

단위: %

변수구분
전혀 만
족하지 
못한다

별로 만
족하지 
못한다

보통
이다

약간 만
족한다

매우 만
족한다

전체 0.93 6.96 32.43 33.67 26.01

연령

19-20대 1.18 7.03 30.94 33.45 24.41

30대 0.88 6.92 32.56 33.58 26.06

40대 0.79 7.27 32,19 34.73 25.03

50대 0.62 6.10 36.31 32.24 24.73

60대+ 1.12 7.43 36.06 33.09 22.30

교육
수준

무학 1.63 7.32 33.33 39.84 17.89

초등학교 1.23 9.94 34.85 33.13 20.86

중학교 1.20 7.35 34.68 31.67 25.10

고등학교 0.86 6.67 34.31 32.63 25.52
대학교(4년
제미만) 0.92 7.35 31.37 36.09 24.26
대학교(4년
제이상) 0.72 6.17 26.46 35.97 30.68

대학원이상 0.38 3.38 16.92 39.47 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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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구분
전혀 만
족하지 
못한다

별로 만
족하지 
못한다

보통
이다

약간 만
족한다

매우 만
족한다

한국어 
능력

등급 없음 1.18 8.57 35.46 29.08 25.71

1급 0.88 6.61 29.07 32.16 31.28

2급 1.00 6.00 28.25 33.00 31.75

3급 0.38 3.61 36.31 33.46 26.24

4급 1.16 6.40 29.46 36.05 26.94

5급 0.57 5.40 28.41 40.63 25.00

6급 0.74 6.25 21.32 42.28 29.41

월평균 
소득

없음 0.78 7.54 32.51 33.42 25.75
50만원 
미만 0.84 8.72 35.74 32.72 21.98
50-100만
원 미만 1.31 9.19 37.90 32.19 19.41
100-150만
원 미만 0.89 8.25 34.94 33.76 22.17
150-200만
원 미만 0.74 6.10 33.86 33.75 25.55
200-250만
원 미만 2.21 4.04 28.31 36.03 29.41
250-300만
원 미만 0.00 6.12 24.49 32.65 36.73
300-350만
원 미만 0.00 3.64 18.18 36.36 41.82
350-400만
원 미만 0.00 0.00 23.08 23.08 53.85
400-450만
원 미만 0.00 5.56 22.22 33.33 38.89
450-500만
원 미만 0.00 8.33 0.00 41.67 50.00
500만원 이
상 0.00 0.00 3.57 32.14 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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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구분
전혀 만
족하지 
못한다

별로 만
족하지 
못한다

보통
이다

약간 만
족한다

매우 만
족한다

사회적 
차별
경험

있었다 1.38 9.68 35.31 33.29 20.34

없었다 0.65 5.23 30.58 33.91 29.63

출신
국가

중국 1.28 7.81 32.81 33.27 24.82
중국(한국
계) 1.04 8.03 37.16 27.47 26.30

일본 1.64 9.70 34.66 38.73 15.26

대만,홍콩 0.92 5.96 25.69 35.32 32.11

베트남 0.51 4.83 33.48 33.08 28.09

필리핀 0.55 7.18 27.48 36.85 27.95
그외 
동남아국가 0.63 6.90 33.24 32.96 26.27

남부아시아 1.09 4.89 27.17 37.50 29.35
몽골,러시
아,
중앙아시아

0.97 6.20 29.24 34.08 29.53

미주,유럽,
대양주 0.63 1.26 16.35 39.62 42.14

기타 0.00 8.93 32.14 26.79 32.14

한국
거주
기간

<=4년 0.41 4.03 25.33 35.11 35.11

5-9년 0.82 6.88 32.24 34.39 25.67

10-19년 1.16 8.47 36.86 31.90 21.61

20-29년 2.59 10.34 33.45 35.17 18.45

30년+ 1.06 6.38 38.30 25.53 28.72



- 55 -

4.2 가설검증

   4.2.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그리고 한국거주

기간에 따라 사회자본 요인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

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변수의 세부항목의 수에 따라 t검증(t-test)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 방법을 이용하였다. 

    (1) 연령

    연령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15>와 같다. 연령에서

는 신뢰 및 참여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네트워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F=3.80, p<0.01). 사후검정 결과, 40대(0.68)에 비해 

19-20대(0.72)는 유의미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40대에 비해 19-20대는 

사회자본 네트워크 요소 수준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15] 연령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분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차이
집단

신뢰

19-20대 3,573 3.44 2.14

0.58

30대 4,682 3.47 2.21
40대 2,794 3.43 2.14
50대 1,132 3.39 2.12
60대+ 269 3.56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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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2)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16>와 같다. 교육

수준에 따라 신뢰(F=61.84, p<0.001), 참여(F=28.34, p<0.001), 네트워크

(F=8.21, p<0.001) 변수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사회자본이 교육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신뢰에 있어서 사후검정 결과 초졸(2.76), 중졸(3.04)에 비해, 

고졸(3.42)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초졸(2.76), 중졸(3.04), 고

졸(3.42)에 비해 4년제미만 대졸(3.85)과 4년제이상 대졸(3.88)이 유의미하

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무학(3.27), 초졸(2.76), 중졸(3.04), 고졸(3.42), 4

년제미만 대졸(3.85), 4년제이상 대졸(3.88)에 비해 대학원이상(4.42)이 유

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참여 변수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초졸(0.71), 중졸(0.69)에 비해 고졸

(0.76)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무학(0.68), 초졸(0.71), 중졸

분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차이
집단

참여

19-20대 3,573 0.76 0.43

0.69

30대 4,682 0.76 0.43
40대 2,794 0.77 0.42
50대 1,132 0.76 0.43
60대+ 269 0.79 0.41

네트
워크

19-20대a 3,573 0.72 0.45

3.80** a>c

30대b 4,682 0.69 0.46
40대c 2,794 0.68 0.47
50대d 1,132 0.67 0.47
60대+e 269 0.68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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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고졸(0.76)에 비해, 4년제미만 대졸(0.83)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

를 보였다. 또한 초졸(0.71), 중졸(0.69), 고졸(0.76)에 비해, 4년제이상 대

졸(0.82)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네트워크 변수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중졸(0.70), 고졸(0.68)에 비해 

4년제미만 대졸(0.75)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대학원이상

(0.59)에 비해 초줄(0.71), 중졸(0.70), 4년제미만 대졸(0.75) 및 4년제이상 

대졸(0.72)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16]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집단

신
뢰

무학a 123 3.27 2.39

61.84***

d>b,c
e,f>b,c,

d
g>a,b,c,

d,e,f

초등학교b 815 2.76 1.97

중학교c 2,422 3.04 2.00

고등학교d 5,246 3.42 2.11
대학교(4년제
미만)e 1,632 3.85 2.27

대학교(4년제
이상)f 1,946 3.88 2.23

대학원이상g 266 4.42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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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3)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17>와 같다. 한

국어 능력에 따라 신뢰(F=21.01, p<0.001), 참여(F=7.23, p<0.001), 네트

워크(F=11.17, p<0.001) 변수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집단

참
여

무학a 123 0.68 0.47

28.34***

d>b,c
e>a,b,c,

d
f>b,c,d

초등학교b 815 0.71 0.45

중학교c 2,422 0.69 0.46

고등학교d 5,246 0.76 0.43
대학교(4년제
미만)e 1,632 0.83 0.37

대학교(4년제
이상)f 1,946 0.82 0.39

대학원이상g 266 0.76 0.43

네
트
워
크

무학a 123 0.63 0.49

8.21***
e>c,d 

b,c,e,f>
g

초등학교b 815 0.71 0.46

중학교c 2,422 0.70 0.46

고등학교d 5,246 0.68 0.47
대학교(4년제
미만)e 1,632 0.75 0.44

대학교(4년제
이상)f 1,946 0.72 0.45

대학원이상g 266 0.59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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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이 한국어 능력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신뢰 변수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등급없음(3.35), 1급

(3.15), 2급(3.35)에 비해 4급(4.00), 5급(4.30), 6급(4.64)이 유의미하게 높

은 점수를 보였으며, 3급(3.60)과 4급(4.00)에 비해, 2급(3.35), 5급(4.30), 

6급(4.64)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참여 변수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등급없음(0.76)과 1급(0.74)에 비해, 

3급(0.87), 4급(0.85), 5급(0.86)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네트워크 변수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등급없음(0.74)과 6급(0.71)에 

비해, 2급(0.88), 3급(0.86), 4급(0.84)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17] 한국어 능력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집단

신뢰

등급 없음a 595 3.35 2.17

21.01***
e,f,g>a,b,c

f,g>d,e

1급b 227 3.15 1.97
2급c 400 3.35 1.95

3급d 526 3.60 2.07

4급e 516 4.00 2.25

5급f 352 4.30 2.38

6급g 272 4.64 2.50

참여

등급 없음a 595 0.76 0.43

7.23*** d,e,f>a,b

1급b 227 0.74 0.44

2급c 400 0.81 0.39

3급d 526 0.87 0.34

4급e 516 0.85 0.35

5급f 352 0.86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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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4)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18>와 같다.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신뢰(F=9.47, p<0.001), 참여(F=6.35, p<0.001), 네트워

크(F=26.57, p<0.001) 변수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사회자본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뢰 변수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50만원미만(4.07)이 소득

없음(3.29)과 100-150만원 미만(3.54)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

였으며, 소득없음(3.29), 50-100만원 미만(3.67), 100-150만원 미만(3.54), 

150-200만원 미만(3.59)에 비해, 250-300만원 미만(4.73)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참여 변수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100-150만원 미만

(0.74), 150-200만원 미만(0.72)에 비해 50만원 미만(0.84)과 50-100만원 

미만(0.80)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300-350만원 미만

(0.56)에 비해 50만원 미만(0.84)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집단

6급g 272 0.83 0.37

네트
워크

등급 없음a 595 0.74 0.44

11.17*** c,d,e>a,g

1급b 227 0.83 0.37

2급c 400 0.88 0.32

3급d 526 0.86 0.35

4급e 516 0.84 0.36

5급f 352 0.81 0.39

6급g 272 0.71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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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변수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150-200만원 

미만(0.51)에 비해, 소득없음(0.67), 50만원 미만(0.80), 50-100만원 미만

(0.75), 100-150만원 미만(0.67)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소득

없음(0.67), 400-450만원 미만(0.28)에 비해, 50만원 미만(0.80)이 유의미

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100-150만원 미만(0.67), 200-250만원 미

만(0.56), 250-300만원 미만(0.53), 300-350만원 미만(0.45), 500만원 이

상(0.29)에 비해, 50만원 미만(0.80), 50-100만원 미만(0.75)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18] 월평균 소득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집단

신뢰

없음a 769 3.29 2.12

9.47*** b>a,d
g>a,c,d,e

50만원 미만b 596 4.07 2.32
50-100만원 
미만c 1,752 3.67 2.18

100-150만원 
미만d 2,364 3.54 2.10

150-200만원 
미만e 951 3.59 2.11

200-250만원 
미만f 272 3.90 2.28

250-300만원 
미만g 98 4.73 2.42

300-350만원 
미만h 55 4.13 2.10

350-400만원 
미만i 26 4.77 2.57

400-450만원 
미만j 18 4.22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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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집단

450-500만원 
미만k 12 4.58 2.35

500만원 이
상l 28 5.07 2.61

참여

없음a 769 0.78 0.41

6.35*** b,c>d,e
b>h

50만원 미만b 596 0.84 0.37

50-100만원 
미만c 1,752 0.80 0.40

100-150만원 
미만d 2,364 0.74 0.44

150-200만원 
미만e 951 0.72 0.45

200-250만원 
미만f 272 0.74 0.44

250-300만원 
미만g 98 0.78 0.42

300-350만원 
미만h 55 0.56 0.50

350-400만원 
미만i 26 o.77 0.43

400-450만원 
미만j 18 0.89 0.32

450-500만원 
미만k 12 0.67 0.49

500만원 이
상l 28 0.75 0.44

네트
워크

없음a 769 0.67 0.47

26.57***

a,b,c,d>e
b>a,j

b,c>d,f,g,h,
l

50만원 미만b 596 0.80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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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5) 사회적 차별 경험

    사회적 차별 경험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19>와 같

다. 사회적 차별 경험에 따라 신뢰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t=1.61, p>0.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는 참여(t=2.41, 

p<0.05)와 네트워크(t=8.73, p<0.001)이다. 사후검정 결과, 참여에 있어, 

사회적 차별 경험이 없었다(0.75)에 비해 있었다(0.77)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네트워크 변수에서도 사회적 차별 경험이 없었다(0.67)에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집단

50-100만원 
미만c 1,752 0.75 0.43

100-150만원 
미만d 2,364 0.67 0.47

150-200만원 
미만e 951 0.51 0.50

200-250만원 
미만f 272 0.56 0.50

250-300만원 
미만g 98 0.53 0.50

300-350만원 
미만h 55 0.45 0.50

350-400만원 
미만i 26 0.54 0.51

400-450만원 
미만j 18 0.28 0.46

450-500만원 
미만k 12 0.33 0.49

500만원 이
상l 28 0.2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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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있었다(0.74)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19] 사회적 차별 경험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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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출신국가

    출신국가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20>와 같다. 출신

국가에 따라 신뢰(F=61.95, p<0.001), 참여(F=37.55, p<0.001), 네트워크

(F=196.99, p<0.001) 변수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는 사회자본과 출신국가가 매우 높은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 변수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필리핀(3.53)과 기타

(3.36)에 비해 일본(4.70)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베트남

(3.15), 그 외 동남아국가(3.08)에 비해, 필리핀(3.53)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3.32), 중국(한국계)(3.37), 베트남(3.15), 그 외 동남

아국가(3.08), 남부아시아(3.01),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3.31)에 비해, 

일본(4.70), 대만, 홍콩(4.14), 미주, 유럽, 대양주(4.35)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필리핀(3.53)에 비해 미주, 유럽, 대양주(4.35)가 유의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
차이
집단

신뢰
있었다a 4,857 3.49 2.19

1.61
없었다b 7,593 3.42 2.15

참여
있었다a 4,857 0.77 0.42

2.41* a>b
없었다b 7,593 0.75 0.43

네트
워크

있었다a 4,857 0.74 0.44
8.73*** a>b

없었다b 7,593 0.67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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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참여 변수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중국(0.70), 중국(한

국계)(0.69), 대만, 홍콩(0.78), 베트남(0.72), 남부아시아(0.77)에 비해, 일

본(0.92)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외 동남아국가(0.77),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0.78)에 비해, 일본(0.92), 필리핀(0.86)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중국(0.70), 중국(한국계)(0.69), 베트남(0.72)에 

비해 필리핀(0.86)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중국(0.70), 중국

(한국계)(0.69)에 비해, 그외 동남아국가(0.77),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0.78)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네트워크 변수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중국(한국

계)(0.36)에 비해 중국(0.56)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

(0.56), 중국(한국계)(0.36), 대만, 홍콩(0.47)에 비해, 일본(0.76), 필리핀

(0.83), 남부아시아(0.77),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0.75)가 유의미하게 높

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중국(0.56), 중국(한국계)(0.36), 일본(0.76), 대만, 

홍콩(0.47)에 비해 베트남(0.86), 그 외 동남아국가(0.83)이 유의미하게 높

은 점수를 보였으며,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0.75)에 비해, 베트남

(0.86), 필리핀(0.83), 그 외 동남아국가(0.83)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미주, 유럽, 대양주(0.48)에 비해 일본(0.76), 베트남(0.86), 필리핀

(0.83), 그 외 동남아국가(0.83), 남부아시아(0.77),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

아(0.75)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중국(0.56), 중국

(한국계)(0.36), 대만, 홍콩(0.47), 미주, 유럽, 대양주(0.48)에 비해 기타

(0.82)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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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출신국가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집단

신뢰

중국a 2,816  3.32 2.03

61.95***

c>f,k
f>e,g

c,d,j>a,b,e,g
,h,i
j>f

중국(한국
계)b 1,445  3.37 2.29

일본c 1,278  4.70 2.48

대만,홍콩d 218 4.14 2.15

베트남e 2,545 3.15 2.01

필리핀f 1,281 3.53 1.94
그외 동남아
국가g 

1,435 3.08 2.04

남부아시아h 184 3.01 2.10

몽골,러시아,
중앙아시아i 1,033 3.31 2.10

미주,유럽,대
양주j  

159 4.35 2.21

기타k 56 3.36 2.56

참여

중국a 2,816 0.70 0.46

37.55***

c>a,b,d,e,h
c,f>g,i

f>a,b,e
g,i>a,b

중국(한국
계)b 1,445  0.69 0.46

일본c 1,278  0.92 0.27

대만,홍콩d 218 0.78 0.42

베트남e 2,545 0.72 0.45

필리핀f 1,281 0.86 0.35
그외 동남아
국가g 

1,435 0.77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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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집단

남부아시아h 184 0.77 0.42

몽골,러시아,
중앙아시아i 1,033 0.78 0.42

미주,유럽,대
양주j  

159 0.81 0.39

기타k 56 0.77 0.43

네트
워크

중국a 2,816 0.56 0.50

196.99***

a>b
c,f,h,i>a,b,d
e,g>a,b,c,d

e,f,g>i
c,e,f,g,h,i>j

k>a,b,d,j

중국(한국
계)b 1,445  0.36 0.48

일본c 1,278  0.76 0.43

대만,홍콩d 218 0.47 0.50

베트남e 2,545 0.86 0.35

필리핀f 1,281 0.83 0.37

그외 동남아
국가g 

1,435 0.83 0.37

남부아시아h 184 0.77 0.42

몽골,러시아,
중앙아시아i 1,033 0.75 0.44

미주,유럽,대
양주j  

159 0.48 0.50

기타k 56 0.82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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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거주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21>와 같다.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신뢰(F=59.17, p<0.001), 참여(F=17.91, p<0.001), 

네트워크(F=210.09, p<0.001) 변수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과 한국거주기간이 매우 높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뢰 변수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0-4년(3.02)에 비

해, 5-9년(3.39), 30년 이상(3.89)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0-4년(3.02)과 5-9년(3.39)에 비해 10-19년(3.66)과 20-29년(4.25)이 유의

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10-19년(3.66)에 비해 20-29년(4.25)이 유의

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참여 변수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0-4년(0.71)에 비해 5-9

년(0.76)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0-4년(0.71)과 5-9년

(0.76)에 비해 10-19년(0.79), 20-29년(0.83)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네트워크 변수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5-9년(0.77)에 비해  

0-4년(0.81)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10-19년(0.59)에 비해 

0-4년(0.81), 5-9년(0.77)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20-29년

(0.44)에 비해, 0-4년(0.81), 5-9년(0.77), 10-19년(0.59)이 유의미하게 높

은 점수를 보였다. 30년 이상(0.24)에 비해 0-4년(0.81), 5-9년(0.77), 

10-19년(0.59), 20-29년(0.44)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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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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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그리고 한국거주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
집단

신뢰

<=4년a 2,677 3.02 1.93

59.17***
b,e>a

c,d>a,b
d>c

5-9년b 4,870 3.39 2.11

10-19년c 4,229 3.66 2.23

20-29년d 580 4.25 2.61

30년+e 94 3.89 2.15

참여

<=4년a 2,677 0.71 0.45

17.91*** b>a
c,d>a,b

5-9년b 4,870 0.76 0.43

10-19년c 4,229 0.79 0.41

20-29년d 580 0.83 0.37

30년+e 94 0.72 0.45

네트
워크

<=4년a 2,677 0.81 0.39

210.09***

a>b
a,b>c

a,b,c>d
a,b,c,d>e

5-9년b 4,870 0.77 0.42

10-19년c 4,229 0.59 0.49

20-29년d 580 0.44 0.50

30년+e 94 0.24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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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변

수의 세부항목의 수에 따라 t검증(t-test)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 방법을 이용하였다. 

    (1) 연령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22>와 같다. 연령에 

따라 생활만족도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생활만족도와 연령이 유

의미한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22]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

    (2)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23>와 같다. 교

육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8.18, p<0.001). 특히,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자의 생활만족도가 

단계별로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생활만족도와 교육수준이 매우 높

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후검정 결과, 초졸(3.63)에 비해, 고졸(3.75)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

수를 보였으며, 4년제이상 대졸(3.90)은 초졸(3.63), 중졸(3.72), 고졸

분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차이
집단

19-20대 3,573     3.79     0.96

1.26

30대 4,682     3.77     0.94

40대 2,794     3.76     0.94

50대 1,132     3.74     0.92

60대+ 269 3.68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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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4년제미만 대졸(3.76)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대학원이상(4.15)은 평균값이 가장 높으며, 다른 모든 교육수준보다 유의

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23]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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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24>와 같다. 한

국어 능력에 따라 생활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F=2.87, 

p<0.01), 생활만족도가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등급없음(3.70)에 비해, 2급(3.89)과 6급(3.93)이 유의

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집단

무학a 123 3.65 0.91

18.18***

d>b
f>b,c,d,e

g>a,b,c,d,
e,f

초등학교b 815 3.63 0.96

중학교c 2,422 3.72 0.96

고등학교d 5,246 3.75 0.94

대학교(4년제
미만)e 1,632 3.76 0.93

대학교(4년제
이상)f 1,946 3.90 0.93

대학원이상g 266 4.15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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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한국어 능력에 따른 생활만족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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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25>와 같다.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생활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F=10.08, p<0.001), 생활만족도와 월평균 소득이 매우 높은 관련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사후검정 결과, 50-100만원(3.59)에 비해, 150-200만원 미만(3.77), 

200-250만원 미만(3.86)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소득없

음(3.76), 50만원 미만(3.66), 50-100만원 미만(3.59), 100-150만원 미만

(3.68), 150-200만원 미만(3.77)에 비해, 500만원이상(4.61)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집단

등급 없음a 595 3.70 0.98

2.87** c,g>a

1급b 227 3.86 0.97

2급c 400 3.89 0.96

3급d 526 3.82 0.88

4급e 516 3.81 0.94

5급f 352 3.84 0.88

6급g 272 3.93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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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월평균 소득에 따른 생활만족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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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회적 차별 경험

    사회적 차별 경험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26>과 

같다. 사회적 차별 경험에 따라 생활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14.59, p<0.001).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었다(3.62)에 비해, 사회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집단

없음a 769 3.76 0.95

10.08*** e,f,h>c
l>a,b,c,d,e

50만원 미만b 596 3.66 0.94
50-100만원 
미만c 1,752 3.59 0.94

100-150만원 
미만d 2,364 3.68 0.94

150-200만원 
미만e 951 3.77 0.92

200-250만원 
미만f 272 3.86 0.96

250-300만원 
미만g 98 4.00 0.93

300-350만원 
미만h 55 4.16 0.86

350-400만원 
미만i 26 4.31 0.84

400-450만원 
미만j 18 4.06 0.94

450-500만원 
미만k 12 4.33 0.89

500만원 이상l 28 4.61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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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별 경험이 없었다(3.87)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 

차별 경험이 없는 자는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26] 사회적 차별 경험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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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출신국가

    출신국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27>와 같다. 출

신국가에 따라 생활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F=14.81, 

p<0.001), 이는 생활만족도는 출신국가와 매우 높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사후검정 결과 우선 중국(한국계)(3.70)에 비해 베트남(3.83)이 유의미

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일본(3.56)에 비해, 중국(3.73), 대만, 홍콩

(3.92), 베트남(3.83), 필리핀(3.84), 그 외 동남아국가(3.77), 남부아시아

(3.8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3.85)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중국(3.73), 중국(한국계)(3.70), 일본(3.56), 베트남(3.83), 필리핀

(3.84), 그 외 동남아국가(3.77),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3.85)에 비해 미

주, 유럽, 대양주(4.21)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분류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차이
집단

있었다a 4,857 3.62 0.96
 -14.59*** b>a

없었다b 7,593 3.87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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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출신국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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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거주기간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28>과 같다.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F=68.55, p<0.001),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크게 달라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정 결과 우선 5-9년(3.77)에 비해 0-4년(4.00)이 유의미하게 높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집단

중국a 2,816 3.73 0.96

14.81***

e>b
a,d,e,f,g,h,

i>c
j>a,b,c,e,f,

g,i

중국(한국계)b 1,445  3.70 0.98

일본c 1,278  3.56 0.92

대만,홍콩d 218 3.92 0.95

베트남e 2,545 3.83 0.91

필리핀f 1,281 3.84 0.93

그외 동남아국
가g 

1,435 3.77 0.94

남부아시아h 184 3.89 0.92

몽골,러시아,중
앙아시아i 1,033 3.85 0.95

미주,유럽,대양
주j  

159 4.21 0.81

기타k 56 3.82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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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10-19년(3.64)과 20-29년(3.57)에 비해, 0-4년

(4.00)과 5-9년(3.77)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28]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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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분석

   4.2.2 중, 차이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석대상자의 신뢰, 

참여, 네트워크라는 사회자본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연령 변수만 제외하고,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

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한국거주기간이라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들의 사회자본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자본 요소만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소도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

수 간에 구체적인 상관관계의 방향 및 강도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차이
집단

<=4년a 2,677 4.00 0.90

68.55*** a>b
a,b>c,d

5-9년b 4,870 3.77 0.94

10-19년c 4,229 3.64 0.95

20-29년d 580 3.57 0.99

30년+e 94 3.74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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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의 예비분석으로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

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관측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3과 8을 넘지 않을 때 정규분포 기준을 총족시킨다는 제언(West et al., 

1995)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표29>와 

같이 본 연구에서 변수의 왜도 절댓값은 1.23이하이며, 첨도 절댓값은 

7.08이하로 나타나 정규성을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29]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의 진단과 독립변수 간의 전반적인 관계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표본수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생활만족도 12450 0.95 -0.28 2.43

신뢰 12450 2.16 0.41 3.99

참여 12450 0.43 -1.23 2.50

네트워크 12450 0.46 -0.85 1.72

연령 12450 9.93 0.84 3.63
교육
수준

12450 1.21 0.17 2.78

한국어 능력 2888 1.94 -0.04 1.87

월평균 소득 6941 1.59 1.02 7.08
사회적 차별
경험

12450 0.49 -0.45 1.20

출신국가 12450 2.67 0.29 2.01

한국거주기간 12450 0.87 0.22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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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과 같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회귀분석 등에서 문제를 가

져올 수 있는 기준을 0.8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0.8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30]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교차표

1 2 3 4 5 6 7 8 9 10 11

1
1.0
00

2
0.0
86

***

1.0
00

3
0.0
49

***

0.2
84

***

1.0
00

4
0.0
19
*

0.0
72

***

0.1
49

***

1.0
00

5
-0.
019

*

-0.
003

0.0
09

-0.
033
***

1.0
00

6
0.0
82

***

0.1
62

***

0.0
98

***

0.0
12

-0.
002

1.0
00

7
0.0
53
**

0.1
90

***

0.0
99

***

0.0
13

0.0
24

0.3
72

***

1.0
00

8
0.0
79

***

0.0
58

***

-0.
063
***

-0.
152
***

-0.
008

0.1
36

***

0.0
45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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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

1. 생활만족도, 2. 신뢰, 3. 참여, 4. 네트워크, 5.연령, 6.교육수준, 7.한국

어 능력, 8.월평균 소득, 9.사회적 차별 경험, 10.출신국가, 11.한국거주기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신뢰, 

참여, 네트워크가 상호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와 생활만족도, 참여와 생활만족도, 네트워크와 생활만족도 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다음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생활만족도가 교육수준, 한국어 능

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과 유의미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생활만족도는 연령과 한국거주기간과는 

유의미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출신국가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상관관계분석 실시한 결과를 보면, 사회자본과 사회인구학

적 특성 각 요소 내부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신

뢰, 참여, 네트워크,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과 사회적 차별 

1 2 3 4 5 6 7 8 9 10 11

9
0.1
30

***

-0.
014

-0.
022

*

-0.
078
***

-0.
006

-0.
030
***

-0.
034

-0.
020

1.0
00

10
0.0
69

***

-0.
037
***

0.0
59

***

0.2
31

***

-0.
016

0.1
16

***

-0.
112
***

-0.
030

*

-0.
013

1.0
00

11
-0.
138
***

0.1
33

***

0.0
70

***

-0.
239
***

0.0
43

***

0.0
93

***

0.1
48

***

0.0
33
**

-0.
019

*

-0.
208
***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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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연령과 한국

거주기간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과 사회인

구학적 특성이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을 규명

하기 위해 생활만족도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유형은 3

개 모델로 구분하여, 모델 1은 사회자본 구성요소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

와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이고, 모델 2는 사회인구학적 특

성으로서 연령,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한국거주기간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이며, 모

델 3은 사회자본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소를 모두 투입하여, 생활만족도

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31>

과 같다. 

    [표31] 생활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신뢰
0.034***

(0.078)
0.056***

(0.134)
참여

0.056**
(0.025)

0.177**
(0.072)

네트워크
0.019

(0.009)
0.129*
(0.055)

연령
　
　

-0.005*
(-0.054)

-0.005*
(-0.053)

교육수준
　
　

0.032
(0.044)

0.025
(0.034)

한국어 능력
　
　

0.050***
(0.107)

0.043**
(0.092)

월평균 소득
　
　

0.041**
(0.069)

0.037*
(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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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 괄호 안의 수치=표준화계수

   모델1 모델2 모델3
사회적 차별

경험
　
　

0.299***
(0.160)

0.296***
(0.159)

출신국가(1) 　 　

출신국가(2)
　
　

0.227*
(0.062)

0.209*
(0.057)

출신국가(3)
　
　

-0.143
(-0.054)

-0.227**
(-0.085)

출신국가(4)
　
　

-0.205
(-0.020)

-0.205
(-0.020)

출신국가(5)
　
　

0.092
(0.039)

0.091
(0.039)

출신국가(6)
　
　

0.043
(0.014)

0.040
(0.014)

출신국가(7)
　
　

-0.075
(-0.025)

-0.081
(-0.027)

출신국가(8)
　
　

0.068
(0.009)

0.082
(0.011)

출신국가(9)
　
　

0.018
(0.006)

0.028
(0.009)

출신국가(10)
　
　

0.056
(0.006)

0.007
(0.001)

출신국가(11)
　
　

0.758*
(0.060)

0.808**
(0.064)

한국거주기간
　
　

-0.112**
(-0.092)

-0.140***
(-0.115)

상수 3.596*** 3.384*** 3.249***

표본수 12450 1624 1624

R-squared 0.008 0.060 0.087
Adj 

R-squared
0.008 0.051  0.076

F 33.72***  6.44***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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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가 1. 중국, 2. 중국(한국계), 3. 일본, 4. 대만, 홍콩, 5. 베트남, 6. 

필리핀, 7. 그 외 동남아시아, 8. 남부아시아,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

아, 10. 미주, 유럽, 대양주, 11 기타

    모델 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3.72, p<0.001). 

분석결과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신뢰와 참여 요소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

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왔다. 즉 신뢰와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다중회귀모형의 표준화계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참여보다 신뢰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면 사회자본 요소만 고려할 때, 그들의 신뢰할 

수 있는 인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각종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델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44, p<0.001). 

분석결과 사회인구학적 구성요소 중,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

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 경험이 없을수록 생활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

다. 반대로 연령이 많을수록,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를 부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면, 중국(한

국계) 출신일수록, 기타 국적 출신일수록 중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 

생활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다중회귀모형의 표준화계수를 통하여 독립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사회적 차별 경험이 모든 독립

변수 중 가장 높은 베타값(0.160)을 가지고 영향력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 능력(0.107) 역시 영향력이 강하다. 

    모델 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8.00, p<0.001). 

분석결과 신뢰 요소가 높을수록, 참여 요소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요소가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 

경험이 없을수록 생활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반대로 연령이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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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면, 중국(한국계) 출신일수록, 기타 국적 

출신일수록 중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 생활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

다. 반대로 일본 출신일수록 중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 생활만족도

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차별 경험이 모

든 독립변수 중 가장 높은 베타값(0.159)을 가지고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뢰 변수 또한 높은 베타값(0.134)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표31> 중에 3개 모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사회자본 구성요소로서 

신뢰와 참여는 투입한 2개 모형 중에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네트워크 요소는 모델 3 중에만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은 투입한 모든 모형 중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반면에 연령과 한국거주기간은 투입한 모든 모형 중에 유의미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개 모형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모델 3

의 의합도가 가장 높고 설명력이 가장 뛰어나다.

    한편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사회자본 구성요소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는 서로 간의 유의미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회귀분석 중에, 사회자본 요소만 투입하거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소와 함

께 투입하거나 결과로서 생활만족도에 대해 신뢰, 참여 네트워크 요소의 

영향력에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다. 참여 요소는 모델 1과 모델 3 중에 

모두 생활만족도에 대해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참여 요소는 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요소

는 모델 1 중에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였으며 모델 3 중에 역시 영향

력이 약하다. 이에 사회자본 내부 구성요소에 대해 관계분석을 실시하고 

상호 간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위에 있는 예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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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를 토대로 신뢰, 참여, 네트워크에 대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표32>와 같다.

 [표32] 사회자본 요소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p<.001, **p<.01, *p<.05, 괄호 안의 수치=표준화계수

    우선 사회자본 신뢰 요소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50.61, p<0.001). 분석결과 참여와 네트워크 요

소가 높을수록 신뢰 요소가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참여는 네트워크 보다 신뢰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모임이나 활동을 참여할수록, 각종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수혜 경험이 있을수록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또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의 수혜 경험보다 모임이나 활동 참여는 

더 효과적이다. 

   신뢰 참여 네트워크

신뢰 -
0.054***

(0.274)
0.007***

(0.032)
참여

1.416***
(0.279)

-
0.150***

(0.139)
네트워크

0.143***
(0.030)

0.119***
(0.129)

-

상수 2.272*** 0.492*** 0.557***

표본수 12450 12450 12450

R-squared 0.081 0.097 0.023
Adj 

R-squared
0.081 0.097 0.023

F 550.61*** 667.71*** 1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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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본 참여 요소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67.71, p<0.001). 분석결과 신뢰와 네트워크 요소가 

높을수록 참여 요소가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를 통해 신뢰는 네트워

크 보다 참여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많을수록, 각종 교육 및 지원에 대

한 수혜 경험이 있을수록 각종 모임이나 활동을 참여할 것이다. 또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의 수혜 경험보다 주변 신뢰할 수 있는 자의 인수가 더 큰 

영향력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 네트워크 요소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46.77, p<0.001). 분석결과 신뢰와 

참여 요소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요소가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를 통

해 확인하였듯이 참여는 신뢰 보다 네트워크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

하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많을수록, 모임이나 활동

을 참여할수록, 각종 교육 및 지원 서비스의 수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한 주변 신뢰할 수 있는 자의 영향보다 모임이나 활동 참여의 영향력이 

더 높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자본 구성요소 신뢰, 참여, 네트워크 

간에 교차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임의적인 

하나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를 종속변수로 간주할 때, 독립변수로서의 다른 

두 가지 구성요소의 값이 더 높을수록, 종속변수의 값도 높을 것이다. 그

렇지만 다중회귀모형의 표준화계수를 통하여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표32>중 참여 요소가 신뢰 요소에 대한 영향력(베타값  

0.279)이 모든 독립변수 중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다

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 강도 보다, 참여 변수의 변화가 신뢰 요소에 미치

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에 전문의 분석과 함께 살펴보

면,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그림5>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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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고, 사회자본

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사회자본 세 가지 구성요소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 요소가 모두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

나, 영향력 강도는 차이가 있다. 또한 사회자본 세 가지 요소 사이에 긍정

적인 상호 영향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5]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사회
인구
학적
특성

네트워크참여

생활만족도

신뢰

사회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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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연구요약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는 어떠한지, 그리

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필요

한 사회자본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와 관련한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신뢰, 참여, 네트워크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구성요소를 연령,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한국거주기간으로 

구성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더 많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

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단위

의 자료로 대표성을 가진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한국거주기간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자의 연령은 30대는 37.61%를 차지하였으

며, 평균 연령은 36.37세이다.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73.02%로 나타났으

며,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 18.21%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100-150만원 미만이 3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100만원 미만은 25.24%에 이른다.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없었다고 대답한 여성결혼이민자가 60.99%, 있었다고 대답한 

여성결혼이민자가 39.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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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2.62%로 가장 높은 분포를 가졌고, 베트남은 그 뒤로 20.44%에 이른

다. 한국거주기간에 있어서 5-9년이 39.12%, 한국에 온 지는 10년 이상

이 39.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 분석으로 연령, 교육

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그리고 한국

거주기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로서 분석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사회자본 네트워크 요소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신뢰와 참여에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출신국가, 한국거

주기간에 따른 신뢰, 참여, 네트워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차별 경험에 따른 신뢰 요소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참여

와 네트워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분석으로 연령, 교

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그리고 한

국거주기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로서 분석대상자의 연령에 따

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가,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특히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

는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가 단계별로 높아졌으며, 한국능력시험 3급 이

상의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 또한 단계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차별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았다. 반면 한국거주기간 0-29년의 분석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단계별

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대해 사회자본 신뢰, 참여, 

네트워크 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변수가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령과 한국거주기간 변수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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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

록, 모임활동 참여할수록, 지원서비스 수혜 경험으로 네트워크 수준이 높

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 

경험이 없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며, 연령이 많을수록, 한국거주기

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자본 구성요소인 신뢰, 참여, 네

트워크 간에 교차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

에 특히 신뢰 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가 

각종 모임이나 활동을 참여할수록, 각종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수혜 경험으

로 구성한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 신뢰 요소 수준을 높이는데 교

육 및 지원 서비스의 수혜 경험보다 모임이나 활동 참여는 더 효과적인 

것임을 확인하였다. 

        

5.2 논의       

    한국 사회는 체류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특히 2000년대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급

격히 증가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인수가 크게 증가해 왔다. 여성결혼이민자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한국 사회의 안정적 통합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의 

풍부함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다문화 인구의 사

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적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타자로서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

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주류집단 간의 교류 측면에서 그들의 사회자

본과 생활만족도 등 것을 다루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의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여성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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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모색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의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 수준과 

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로서 여성결혼이민

자의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출신국가, 한국거주기간 등 사

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활동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필요하

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사회자본 

확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에 서로 다른 여성결혼이민자

의 한국어 능력에 맞는 단계별 한국어 교육 및 교재개발, 강사양성 및 지

속적인 교육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여성결혼

이민자의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월평균 소득, 사회적 차별 경험, 출신국

가,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

이 높고, 한국어 능력이 높고, 사회적 차별 경험이 없었고, 한국거주기간

이 짧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점에

도 앞으로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 방향적인 개입보다는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양방향적이고 상

호 소통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준다.  

    세 번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이들의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서 사회자본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 신뢰, 참여, 네트워크 요소는 모두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부분 관련 선행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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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결론이 입증된다. 이 외에

도 이 세 가지 사회자본 구성요소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다

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신뢰 요소는 생활만족도에 

대해 영향력이 가장 강하고, 참여 요소는 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은 긍

정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신뢰 요소에 대해 높은 영향력을 가지

고 있다. 네트워크 요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소로 나타났지만 비교적

으로 영향력이 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여성결혼이

민자들의 생활지원은 이들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 수준이 높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각종 모임활

동과 교육, 지원 서비스 수혜 경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자본이 축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러한 모임이

나 교육,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사회자본 신

뢰 수준을 제고해야 자신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지원

에 있어 신뢰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사회서비스 지원노력이 요구된

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친구 및 학부모 모임, 지역주민 모

임의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일회성 혹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새롭고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부 제공한 각종 교육이나 지원 서비

스 수혜 경험을 살펴볼 때 수혜 경험이 저하는 문제가 보편적이다. 정부가 

제공한 공식적인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

에게 자신의 사회자본 네트워크 수준을 높이는데 보다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자본을 확충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발전이 적극 모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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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신뢰적 지지와 수용, 차별철

폐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겠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 노력이 병행에 최선의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원자료인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

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연구들이 지닌 연구대상에 대한 대표성 확보의 한

계를 극복한 것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

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데에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사회자본 각 

구성요소 내부에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모색하여 규명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여 후속 연구들

을 위해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회자본은 현재까지도 분명한 학문적 정의와 구성요소가 밝

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선정하였다. 사회자본 구성요소를 다르

게 선정하거나 설문조사 중의 다른 문항으로 통해 사회자본 구성요소를 

측정하면 다른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향후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 개발을 통해 이와 같은 한계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사회자본 측정할 때 설문조사 중에 나타난 문항

에 따라 신뢰의 정도, 참여의 빈도, 그리고 네트워크의 강도와 같은 질적

인 측정을 하지 못하고, 오직 양적인 수의 측정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사회

자본을 축적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 내부에 존재

하고 작동하는 사회자본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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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본 연구는 단일 측정의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측

정하기 위해 인과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계는 모

두 일 방향이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은 모두 단일 방향적인 영향관계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반대의 

역방향의 영향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하여 동일 질문을 반복 실시하는 패널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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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s of 
Social Capital on the Life 

Satisfaction of Female Marriage 
Migrants  

–Based on 2015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Wang Zhishuang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ociety has already entered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increase of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n 

particular, marriages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have 

increased sharply since the 2000s, with the number of female immigrants 

rising sharply. 

    However, life or marriage, which started from a strange place, rather 

than from the female immigrants' own country, often suffers discrimination 

and unfair treatment, unlike the expectations they had when they cam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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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thus their satisfaction level is low. The policy interest in female 

marriage immigrants is of great significance as it relates to the stable 

integration of Korean society, social and cultural divers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qual society.

    This study understands that social capital will be a very important 

foundation for maintaining the happy life and high living satisfac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ocial capital of female immigrants affects their life satisfaction and to 

explore the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ir life satisfaction. To this end, 

actual proof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original data from the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conducted in 2015.

    Through the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rom this study:

    First, in this stud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were 37.61% in their 30s and 73.02% of high school 

graduates or highe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ccounted for 18.21% of 

TOPIK level 3.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1-1.5 million won was the 

highest at 34.06%, with those 0.5-1 million won coming to 25.24%. When 

asked if they had experience in social discrimination, 60.99% said they had 

no social discrimination, and 39.01% said they had experienced social 

discrimination. In terms of country of origin, China had the highest 

distribution with 22.62%, followed by Vietnam with 20.44%. During the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5-9 years account for 39.12% and 39.39% 

took over more than 10 years of coming to Korea. 

    Second, this study analyzed social capital differences according to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verified for age, education level, Korean 

language ability, monthly income,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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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rigin, and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As a resul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ocial capital trust and participation factors depending on the 

age of the analyzed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network factors.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Korean 

language ability, monthly income,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country 

of origin, and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all of social capital trust, 

participation and network factor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social capital trust factors according 

to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capital participation and network factors.

    Third, there was no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age 

of the analyzed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he life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Korean language ability, monthly income,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country of origin, and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ticular,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ose surveyed who have received education has 

increased step by step,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who were above level 3 of Korean proficiency test also 

increased by stages. On the other hand, the living satisfaction level of those 

analyzed for the period 0-29 during their residence in Korea has been 

lowered step by step.

    Fourt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ocial capital trust, 

participation, network variables,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Korean language ability, monthly average income, and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variable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The 

age and Korean residence period variables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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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more people a female marriage 

immigrant can trust, the more they participate in group activities, the 

higher the level of network through experience of supporting services, the 

higher Korean language ability, the higher monthly average income, and the 

less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older they are and the longer they stay in Korea, the 

negatively they will evaluate their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at cross-causal 

relationships exist between trust, participation, and network, which are 

social capital components.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rust variables, the more female marriage immigrant participate 

in various gatherings or activities, the higher the level of networks 

organized by the experience of benefits from various education and support, 

the more reliable people around they can trust. It was also confirmed that 

participation in meetings and activities was more effective in raising the 

level of social capital trust factor than experiencing in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s.

Keywords: Female Marriage Immigrants,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      
           2015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Student Number: 2017-2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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