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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요인에 관한 연구

지  현  정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

의 국제결혼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상으로 주

목 받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 성별이 불균등해지면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농촌 총각들을 장가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에서 주도한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이 전개되었다. 그 이후 우리사회에

서는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이혼을 경험한 남성, 주로 농어촌

과 도시 저소득층 출신의 한국 남성들이 경제력이 약한 아시아권 국가 출

신 여성들과 결혼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 건수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시집온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한국인 배우자에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의 아

이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주여성들은 2년간의 결혼 기간 이후, 간이귀화신청을 통해 국적을 취

득할 수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귀화를 하면, 결혼이민자들은 대한민국 시

민으로서 권리를 보장 받는다. 비록 귀화한 이주여성들의 법적 지위가 '

코리안 드림'의 필수전제가 될 수는 없지만, 이들 여성들의 귀화는 한국

사회 안에서 적응력의 정도와 사회 통합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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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인귀화를 통해 한국에 온 대부분의 결혼이주여

성들은 국적 취득을 원하지만 한국 시민으로서 거듭나기 힘든 환경에 있

는데, 이러한 이유를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 취득률이 불과 전체 결혼이

주인구의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의 저조한 국적 취득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주여성들이 소

수자로서 한국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극복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국적 취득에 필수인 언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충족하기 얼마

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적을 취득 못한 이주여성

들은 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 되지 않으며, 안정적 체류를 보장받

지 못하고,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며 궁극적으로 소수자로서 사회의 

주변부에 자리 잡게 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로는 어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국적을 수월하게 

취득하거나 혹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의 여부, 즉 이주여성들의 귀

화 성향을 알 수 없으며, 정책적으로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방법들

이 이주여성의 수월한 국적 취득을 보조하는지에 관련된 연구 또한 제한

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의 귀화률이 높은 서구에서 보고된 자료

를 바탕으로 귀화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성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에 와

서 습득하는 사회경제적 자본, 사회적 관계 그리고 한국사회안에서 경험

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주여성이 느끼는 삶의 질 등의 요인들을 4개의 

범주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4개의 범주들은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서 상당수가 취득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국적 취득률이 저조한 원인을 법제도적인 즉 형식적 차원

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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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 전국 다문화실태조

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에서 5년이상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25,432

명을 추출하였다. 먼저 이들 여성들의 국적취득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

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자본,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사회문

화적 적응성과 삶의 질과 국적취득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스

퀘어분석(chi-square test)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21개의 변수들 모두 국적 취득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서구에서 

진행된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 관련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결과들과 유사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과 학력 그리고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국적

을 취득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사정이 보다 어렵고, 연령과 학력이 낮은 

여성일수록 한국 국적 취득의도가 높아짐을 검증할 수 있었다. 다시말해

서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주변부 한국인 남성들과 혼인하여 정착하기 때문에, 국적 취득을 통해 경

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주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지원과 한국적응 교육

지원이 국적취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현재

까지 진행되어온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교육이 이주여성들에게 제

공되어 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응답자도 있었다. 

  또한 주변의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빈번할수록, 사회문화적 적응도

가 높을수록 국적을 취득하는 여성이 많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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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취득한 여성들도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들은 언어적 문화

적 어려움 대신, 경제적 빈곤이나 자녀 양육에 관련된 고충을 겪는다. 이

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결혼이주여성의 보다 수월한 국적 취득

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주여성들의 가족, 

이웃, 출신국 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

되지 않고, 충분한 언어 습득의 기회와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위한 정보 

교환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까지, 한국이란 일시적인 이주의 공간에서의 이주민이 아니

라, 한국 시민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

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 함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귀화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분석하여, 이들 여성들이 수월하게 국적을 취득하도록 주류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있다. 

서구의 이민자 귀화연구가 보여주듯이, 결혼이주여성의 귀화 성향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이며 여러 요인들로 설명되어진다. 비록 한국 국적법의 

전제조건들 중 이주여성들의 국적 취득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소수자로서의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인

정해야 하는 시점에, 늦게나마 시작된 정부의 다양한 다문화 정책들은 이

주여성들의 다양한 배경과 사회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효과를 거들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결혼이주여성, 국적 취득, 귀화, 2009년 전국 다문화실태조사 

학  번:  2010-2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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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서론: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1990년대 초반부터 증가해온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
결혼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농촌의 공동화가 한편으로 여성들의 성
별분업을 대체하고 다른 한편으로 배우자를 찾지 못한 농촌 총각들을 장
가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1)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한국인 배우
자를 찾지 못하거나 이혼을 경험한 남성, 주로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출신의 한국 남성이 경제력이 약한 아시아권 국가 출신여성과 결혼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한건수, 2006). 
  한국사회에서 미증유의 국제결혼의 증가는 순혈주의 유교적 사상에서 
벗어나 다문화 중심의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가져오는 가운데, 사회구조와 
문화의식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 논
의들은 주로 정책적 사안에 집중되어 왔다는 양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주여성들을 사회통합 대상으로서 저출산의 해결방법과 복지대
상으로 보는 한국사회의 동화주의적 다문화주의 경향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을 단순히 동화대상으로 취급하기에는 외국인 여성
들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도 크지만, 이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단신 이주민들의 정주가 어려운 한국의 제도적 틀 안에서, 결혼이주여
성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
1)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은 정부에서 주도한 '농촌 총각 연변 처녀 짝짓기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홍기혜, 2003:34). 이러한 국제결혼 형식은 한국 사회만의 현상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일본,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신흥 부유국들은 자국의 부족한 여성배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시

아 지역 저개발국 여성들의 결혼 이주를 장려해 왔다. (Suzuki, 2002; Wang & Chang, 2002; 

Hsia, 2004; 김현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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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09년 국제결혼은 총 33,300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10.8%를 차
지하고 있으며, 그중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75.5%를 차지하였다.3) 이
주여성들은4) 2년간의 결혼 기간 이후, 간이귀화신청을 통해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귀화를 하면, 결혼이민자들은 시민으로서 모
든 권리를 보장받으며 한국 시민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비록 귀화한 이
주여성들의 한국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코리안 드림'의 필수전제가 
될 수는 없지만, 이들 여성들의 귀화는 한국사회 안에서 적응력의 정도와 
사회 통합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인귀화
를 통해 한국에 온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 취득을 원하지만 한
국 시민으로서 거듭나기 힘든 현실 속에 있는데, 이러한 이유를 결혼이주
여성들의 국적 취득률이 불과 전체 결혼이주인구의 30%밖에 되지 않는
다는 통계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5)   
  이민자에게는 국적 취득이란 시민으로서 완전한 성원권을 가지기 위한 
첫번째 단계이다. 국적 취득 후 이민자는 국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누리
게 되며 자신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시민
권이나 이민자 관련 정책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며, 이러한 다문화
적 경향을 포용하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국민으로서 이민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이주민으

2) 1990년대 한국 정부는 경제적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부 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체적으로 노동인력의 수입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가 단신으로 단기간 체류

가 가능한 반(anti)정주 정책을 추구해 왔다. 

3)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은 2005년 13.5%로 최고치에 달하였으며, 그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매년 전체결혼의 11%이상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자료). 

4) 현재 학계에서는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여성들을 지칭할때 '국제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지만, 이들을 공식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는 '국민의 배우자'이며, 한국 정부(법무부)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하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5) 1998년 이전 한국의『국적법』은 외국인 아내에게는 결혼 직후 국적을 부여했으나 외국인 남편

에게는 방문동거비자만 부여했다. 이후 개정된『국적법』에서는 외국인 남녀 배우자 모두에게 

국적을 주되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김민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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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외국 국적을 유지할 시, 이러한 혜택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일수록 사회 통합이 더욱 수월하다. 국적 취득시, 외국인 
신분으로서 보호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장되며, 국적 취득에 필수인 언
어와 문화적 적응도가 높아져, 주류사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
음 보여준다. 이와같이 결혼이주여성의 저조한 국적 취득률은 이주여성들
이 소수자로서 한국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극복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문
제점과 국적 신청에 갖추어야 하는 언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
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반면, 근본적으로 한국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태도 또한 반영한다. 
  비록 한국 사회에서는 시작 단계인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 관련 연구는, 
이미 서구에서는 꾸준히 진행되어져 왔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국가별로 
스웨덴과 캐나다의 귀화률은 무려 70% 이상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이민자의 50%정도가 국적을 취득한다. 한국의 경우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이민자의 국적 취득을 허용하지 않았던 독일의 경우, 2000년 국적법 개
정으로 귀화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Zimmerman et al 2009). 
비록 결혼이주는 대만, 일본, 그리고 홍콩 등에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들 역시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에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
다. 그렇기에 서구에서 연구하는 이민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른 특징
을 지니고 있지만, 같은 이민자라는 사회적 지위로 간주할 때, 한국의 결
혼이주여성들의 귀화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이미 서구의 연구들에서
는 이민자의 귀화률이 낮은 원인으로 이들이 주류사회에서 고립되어 통합
되어지지 못하고, 또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쉽게 인정되지 않아,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미약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Jones-Correa, 2001). 마찬
가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겪는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
의 차이,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 등의 어려움을 다루는 연구



4

들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한국 주류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
아가고 있다고 제시한다. 국민의 배우자로서 한국에 정착한 대부분의 결
혼이주여성들은 국적 취득을 원하지만, 이들의 귀화률은 저조한 편이다. 
궁극적으로 이들 여성들의 미약한 국적 취득률은 한국사회가 통합하기 어
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화가 부여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귀화나 국적취득에 관
련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국적을 취득 못한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되며,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소
수자로서 불안정한 사회적 존재로 대두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로는 
어느 여성들이 보다 수월히 국적을 취득하고 어느 여성들이 국적 취득에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는, 즉 이주여성들의 귀화 성향을 알 수 없으며, 정
책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방법들이 이주여성의 수월한 국적 취득
을 보조하는지에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서구에
서 보고된 이민자들의 귀화 성향 요인들을 바탕으로 귀화하는 결혼이주여
성들의 성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결혼이주
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한국에 와서 습득하는 사회경제적 자본, 사회적 
관계 그리고 한국사회 안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주여성이 느끼
는 삶의 질 등의 요인들을 4개의 범주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개의 범주들은 2년의 유예기간을 지
나서 상당수가 취득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국적 취득을 이주여성들
이 힘들어 하는 이유를 법제도적인 즉 형식적 차원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
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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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존연구 검토

1.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국제결혼의 증가로 최근 들어 '다문화' 담론의 유행과 함께 인문 사회계
열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현재까
지 진행되어온 이주여성의 생활적응 실태 연구 및 정책연구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시민권 연구 두 가지로 분류하여 간략히 소개할 것이며, 그 다
음 본 연구의 주제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취득과 관련 있는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결혼 및 생활 적응 실태 연구와 정
책연구이다. 2006년 전후로 학계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자라온 이주여
성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직면하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
응과 새로운 가족 및 한국사회에서 체험하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다수 수행하였다(한국염, 2006; 박영진, 2006; 
김선아, 2007; 최금해, 2005, 정기선, 2008). 이들 논문 중 최금해
(2005)의 논문을 대표로 살펴보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들
의 한국에서의 적응유형과 생활 경험을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탐색하였다. 최금해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을 '지
속노력형', '불가피순응형', '긍정적인내형', '변화시도형', '유도형'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가족법과 국적법의 개선이 필요
하다는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6) 

6) 이형하(2010)의『농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연구』에서도 최금해의 결혼이

주여성의 적응유형별 분석과 유사하게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이주여성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

하였다. 4가지 유형으로는 '자기성장 주도형,' '현실 안주형,' '유동형,' 그리고 '사회적 지원 기대

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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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나 자치단체의 주도로 진행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에 적
응을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 연구들 또한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김이선 외, 2006; 최성민, 
2008; 서종남, 2010). 서종남(2010)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많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호
소하며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족과 사회에서 단절감을 느끼며 
소외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주여성들의 실생활의 어려움
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구자는 이주여성의 생활 적응을 위한 정부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고,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한 자존심 
향상 및 적응 지원이 필요하며, 다문화적 시민교육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연구 흐름을 살펴볼 때 한국 사회
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의 초점은 주로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 생활 적응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는 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하는 결혼이민자의 시민권 문제
이다. 시민권 담론은 서구에서는 오랫동안 진행되어져 왔지만, 한국 학계
에서는 시민권에 관한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시민권 연구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포괄한 
소수자 혹은 이주자 시민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 결혼이주자를 단독으로 
내세워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김희선
(2008)은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중심비교 분석하여 
이들 국가에서 이주민의 시민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연
구하였다. 연구자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치적 권리를 제외하고는 이주민
에 대해서 통합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국적부여원칙을 
속지주의로 바꾸어 이주자에 대한 시민권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
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이주민을 가장 배제하는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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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국은 일본과 독일의 중간 정도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본
다. 따라서 연구자는 다른 국가의 이주민 시민권 보장 사례를 참고로 한
국 또한 다문화권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다른 국가의 이주민 현황과 시민권의 비교 연구이외에, 현재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결혼이주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례연구나 실태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결혼이
주여성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국적 취득 
후 시민권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연구이며, 둘째는 계량
적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자의 국적취득에 대
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으며, 관련 변수의 구체적인 영향도 조금씩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혜련(2011)의 연구는 중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한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이들이 
한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약들이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연구 결과, 결혼 비자를 연장시, 혹은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 취
득 시 배우자의 협조와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한국 법적 체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영주권 취득 후에도 이주여성들은 외국인 신
분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 국
적을 취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
히 행사하거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였다.7) 그렇
기에 연구자는 한국 정부가 시민권의 형식적인 권리보다는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법
적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인권단체나 이주여성 관련기관의 상담사례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7) 김혜련(2011) "다문화시대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민권에 관한 연: 중국 여성을 중심으로", 전남대

학교 석사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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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으로 인한 갈등 사례를 접할 수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11)
의 이주여성백서에서 보고한 쉼터의 상담 사례에는 주로 '국적취득을 해 
주지 않거나 외국인 등록증, 여권 갈취'라는 명목이 적혀 있었다. 한편, 
결혼해소 과정에 대한 법률상담 중에는 이주여성이 이혼을 하고 나서도 
한국 국적취득이 가능한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권을 얻을 수 있는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사례가 
있다. 이러한 상담내역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에게 국적 취득이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국적 취득을 위해서 남편의 학대조차도 참아야 하는 이
주여성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의 시민권을 주제로 통계분석을 이용한 연구로는 설동훈 
외(2006)의 연구와 이재홍(2011)을 손꼽아 들 수 있다. 설동훈 외
(2006)의 연구에서는 945명의 결혼이주여성들 중 출신국별로 시민권 취
득률, 이혼률 그리고 취업률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
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중국출신이나 일본출신의 여성들
보다 국적 취득률이 높으며, 이혼률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 이 연
구는 이주여성의 출신국별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
인들을 분석한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
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 사용한 자료는 사회인구학적인 요인 이외의 요인을 고려할 수 없다
는 한계를 가진다. 
  이재홍(2011)의 연구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적취득 
과정에서 경험하는 애로요인들이 국적취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법적규정, 경제적 문제, 언어 등의 요인들이 결혼

8) Seol, Dong-Hoon, Yean-Ju Lee & Sung-Nam Cho (2006) "International Marriages in 

South Korea: The Significance of Nationality and Ethnic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vol. 23 No.2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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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이 국적취득시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들이었으며, 연구 결과 차
별적인 국적법과 보증규정정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
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적 취득시 어려워 하는 원인들을 살펴보았지만,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이나 삶의 질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은 배제
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국적 취득 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
는지 부분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국적 취득이 결혼안정성이나 국
제결혼의 이혼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이주여성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
급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살아가며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결혼이민자를 연구대상으로 그들의 국적 취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며, 이 때 어
떠한 변수들이 국적 취득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
다. 

2. 국적취득에 미치는 요인들의 선행연구

  이 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선행연
구들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연구 결과들을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국적 취득에 의미 있는 변수들로 발견되었는지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민자의 국적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유럽
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이민법과 시민권 획득 관련 연구들을 
통하여 소개되어졌다. 서구에서 진행된 국적 취득 관련 연구들은 크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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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그리고 대표적 이민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문화사회적 관점
으로 나뉘어진다(Bloemraad, 2000). 유럽의 연구자들은 이민자들이 특정
국가의 법적체제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지에 대한 과
정이나 절차에 중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며, 시민권 수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여러 국가들의 이민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기도 하며, 이러한 예로 Ersanilli & Koopmans (2010)의 연구에서
는 네델란드, 프랑스, 독일에서의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절차와 사회문
화적 통합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
들은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률을 이민자들의 특성으로 해석하지 않고, 각 
나라의 경제, 사회적 특징에 따라 해석을 부여한다.9) 
  이와 반대로 이민사회인 북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연구자들은 이
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들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접근을 선호 하는
데, Portes & Curtis(1987)의 멕시코 이민자들의 귀화와 결정요인에 대
한 연구는 이러한 예를 보여준다. 통계 검증을 통하여 멕시코 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과 
등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대안적인 해석은 유럽보다 비교적 이
주와 귀화가 비교적 수월하고 빈번한 이민사회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Price, 1974; Smith, 1997). 
  서구의 여러 나라의 시민권 정의는 그들 고유의 역사와 법적체계에 의
해 다르지만, 지난 30년 동안 이들의 상반되는 연구관점은 수렴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연합(EU)의 형성과 유럽 공동체에 안에서 이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대안적인 시민권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
기 때문이다(Soysal, 1996; Weil, 1996). Zimmermann et al.(2009)의 

9) Ersanilli, Evelyn & Ruud Koopmans (2010) "Rewarding Integration? Citizenship 

Regulations and the Socio-Cultur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France 

and German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36. no. 5 pp. 77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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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독일 부모를 두어야 시민권을 부여하던 독일 정부가 장기간 거주
한 이주민의 자녀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국적 취득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증한 결과물이다. 출신국가, 학력, 경제적 
수입 등의 미시적 요인들을 토대로, 외국인 혹은 이민자들의 국적취득률
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였다.10) 

서구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 자녀, 부부관계, 경제적 자본, 언어능
력, 사회적 관계 등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마다 약간씩 다르
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이민자들의 국적취득의 결정요인 연구에서 중
요하게 다루고 있는 변수들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및 생활 실태 
연구 혹은 결혼안정성이나 이혼 연구에서 소개된 요인들이 이들의 시민권 
취득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밝혀진 바 있다(Seol, 
2006).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 가설에 이용될 변수들의 선행연구를 정리
하여 국적 취득연구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이론화된 요인들을 크게 4개의 
범주로 나누었다(Bernard, 1936; Garcia, 1981; Grebler, 1966; Portes 
& Curtis, 1987). 

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취득에 영향을 주는 구성 요인들 중 인구사회학
적 특징들은 연령, 학력, 거주기간, 혼인상태 그리고 한국에서의 취업경험
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제시한 변수들은 서구의 국적취득관련 연구에서 
국적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변수들로 취급되어져 왔다(Portes & 

10) Zimmermann, Klaus, Amelie Constant & Liliya Gataulina (2009) "Naturalization 

proclivities, ethnicity and inte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vol. 30 Issue 

1. pp. 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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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is, 1987). 물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만이 이민자들의 국적취득에 영
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전의 연구에서는 인구사
회학적 변수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인구사회학
적인 변수들보다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나 이민자의 정체성의 유무가 귀화
의도에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나왔다.11)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관련 연구들은 제한적이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볼 것이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연령과 귀화는 곡선적인(curvilinear) 
관계라 설명한다(DeVoretz, 2008; Yang, 1994). 이민자가 새로운 환경에 
도착했을 때 그의 연령이 취업과 결혼 적령기라면, 국적취득자로써의 혜
택을 누리기 위해, 귀화를 할 의도가 높을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이민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국적취득에 혜택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들며, 시민권 획
득에 필수인 언어 습득에 대한 부담감 또한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고령의 
이민자들의 귀화 의도는 줄어들게 된다.12) 다시 말하면, 연령이 적을수록 
국적취득률이 높아지지만, 개인의 생애주기의 한 부분에서 부터 국적 취
득의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국적을 취
득하기 시점까지의 이주여성의 연령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학력이 높은 이민자일수록 국적 취득률이 낮다는 것은 이미 미국
과 유럽의 이민연구에서 거론되어져 왔다. 이러한 이유에는 이민자의 학
력이 높을수록 현지 사회에 보다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소수자
로서의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 힘들어 지기 때문으로 해석
한다(Portes & Curtis, 1987; Yang, 1994). 이러한 현상은 결혼이주여성 
11) 이러한 분석은 Bernard(1936)논문에서 처음 주장되었으며, Portes & Curtis(1987)의 연구에

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된다.  

12) Yang(1994)은 이주자의 이러한 행위를 시민권이 주는 "비용과 혜택(Costs and Benefits)"이라 

설명한다. 시민권의 비용과 혜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DeVoretz(2008)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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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이미 보고되었는데, 권복순과 차보현(2006)의 연구에서 학력
이 높은 여성일수록 한국에서의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온다고 하였다. 이
러한 원인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주여성일수록 현지생활과 차별에 대
한 인식이 정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대학교나 대학원의 교육수준을 가진 고학력의 여성들일수록 국적
취득에 대한 경향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주자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주자의 사
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의 수준은 낮아진다(Oberg, 1960; Zlobina, 2005; 
최운선, 2007).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안정성과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들 여성들은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지만(김연수, 2007; 이지혜, 2007), 결혼한 상태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한국의 국적법
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취득시 혼인상태이어야 하기 때문이
다.13)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학력, 거주기간 그리고 혼인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본(Korea-Acquired 
Skills and Resources)

  사회경제적 자본이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정착하여 획득하는 생존기

13)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아동의 보호 및 외국인 배우

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취득을 허용하기 위해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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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이주자들이 이주사회에서 생활을 위한 기본적으
로 중요한 정보와 자본 획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져 왔으며, 이민자들
의 언어습득과 이를 지원하는 이주 국가의 제도적 규정의 중요성이 국적 
취득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강조한다(Portes & Curtis, 1987; Garcia, 
1981).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정착하여 획득하는 사회경제
적 자본은 주택소유형태, 소득, 한국어 능력 그리고 정부 교육지원정도로 
분리할 수 있다. 
   Portes & Curtis(1987)의 연구에 의하면 주택을 소유한 이주자일수록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이주여성은 좁게는 가족 
안에서 넓게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결혼과 취업의 목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들의 경제적 활동은 법적인 규제와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제한적이다. 
국적 취득을 통해서 경제적 활동이 보다 용이해 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
은 여성일 수록 국적을 취득하여 의도가 높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이 높은 이민자일수록 이주국가에서 귀화를 하려는 경향이 낮아진다
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이주여성들의 소득분포에서 국적 취득률이 어떠하
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언어 습득과 읽기 능력과 같은 의사소통 기술의 획득은 그 자체가 이주 
사회에 대한 적응이기도 하지만, 적응을 위한 필수 도구이기도 하다. 한
국어소통이 원만하지 못한 새내기 이주여성들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경
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한국어 실력은 기본적인 
생활과 가족 및 이웃관의 관계에서 필수적이며 갈등 표출의 기본적인 요
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완만하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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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낮으면 국적
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힘들어지게 된다. 한국인의 배우자로 외국인 혼
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하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와 지방기관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 2006년도에 수립한 『여
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방안』부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시작되었지만, 2008년부터 발표된 『제1차 외국인 정책기
본계획』에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상당수 소
개되었다. 한국어 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한국 적응 교육, 가족과 임신 출
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
이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이주여성들은 한국 에 적응할 수 있는 언
어 습득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때문
에 국적 취득에 관심을 가지는 여성일수록 이러한 정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관계

결혼이주자의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범주의 변인으로
는 외국인 신부들과 상호 교류하는 주변의 한국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는 사회적 관계는 가족, 이웃, 친구를 포
함하는 비공식적 체제이다. 비공식적 체제는 결혼이주여성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국인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주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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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인 한국사회와 소통의 장의 기회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
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주변의 한국인
들과의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주, 이주희 2009: 177-178). 
그렇기에 경조사에 참석해주거나, 어려운 일을 의논할 수 있는 혹은 여가 
생활을 같이 하는 한국인이 있을 수록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 출신 여성들과 빈번한 교류를 하며, 
오히려 한국인과의 교류는 제한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이형하, 
2010; 황정미, 201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가 본 연구에서 국적취득에 
어떠한 영향을 제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성과 삶의 만족도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 
문화, 사회적 관계망을 떠난 상태이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경험하
는 다양한 어려움은 개인의 정도 차이에 따라 그 강도가 틀려질 수 밖에 
없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개인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즉 이주여성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배제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므
로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국인 배우자와 주변 식구들, 그리고 자녀들의 삶의 질과 연결
될 가능성이 높은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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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d(1999)는 이주자의 사회문화 적응은 이주자와 현지사회의 상호작
용에 의한 타협의 과정이라 본다.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은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어려움의 수준이 낮아진다(Torbiorn 1982; Armes & Ward 
1989; Ward & Kennedy 1993). 유입 초기에 사회문화적 적응상의 어려
움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한 속도로 하강한
다. 반면에 Oberg(1960)의 연구에 의하면 이주민들은 초기에 문화적 충
격을 경험하지만 곧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허니문 단계
와 함께 시작된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위기, 절망 등을 느끼며 
적응기가 되면 다시 통합 및 즐거움의 변이 단계를 따른다고 한다. 즉 교
차문화적 적응에 대한 U-curve를 이룬다(김영란 2006). Zlobina(2005)
의 연구에 따르면 1세대 이주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차별에 대한 인식, 타문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인지된 
문화적 거리감을 든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국적 
취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차별에 대
한 인식을 알아볼것이다. 차별의 정도는 이민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의 정
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Portes와 Curtis(1987)의 연구에 의하면 차별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 경향은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이러한 차별은 정도는 이민자가 이민사회안에서 다수와의 사회적 관
계가 빈번할수록 높아진다고 하였다(Portes, Parker and Cobas, 1980). 
이와같이 결혼이주여성의 경험하는 차별을 검증하여, 이들 여성들의 국적 
취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주자들은 비록 타국에서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지향하지만 고국과의 
연결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Beck-Gemshiem, 2007). St. 
Hilaire(2002)의 의하면 멕시코 이주 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 결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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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동화와 모국 문화의 포기가 이주 사회에 적응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비록 한국에 정착하여 한국
인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모국의 가족들과 연락하고 지내면서 
고국에 대한 향수,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재확인을 한다. 그러므
로 통계분석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 중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모국에 
연락을 취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변수가 국적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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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료, 연구모형 및 가설, 분석방법

1.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실태조사 연구 

  본 연구는 한국에서 5년 이상14) 거주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취득에 
대한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시민권 획득에 필요한 법적 조
건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관심에 따라 본 연구는 다문화 관련 대규모 서베이 자
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취하였으며, 분석한 자료는 2009
년 전국 다문화실태조사 연구이다. 2009년 전국 다문화실태조사 연구는 
보건복지부, 법무, 여성부,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추진
한 조사의 결과물이다. 기존에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진행된 정
부의 소규모 조사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조사들은 다문화가족의 전체를 이
해하는 접근이기 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2009년 전국 다문화실태조사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결성된 실태조사이며, 기존의 조사와는 달리 다문화가
족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하였다. 
  전국 다문화실태조사 연구15)는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전수인 

14) 일반귀화는 5년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간이귀화는 '한
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2년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인과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에서 만나 혼인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 들어와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둔 자'가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동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정확도를 위해 
연구대상을 5년 이상 거주한 여성들로 구성하였다.  

15) 전국 다문화실태조사를 이용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 김두섭의 논문이 손꼽을 수 있다: 
"Does spousal dissimarlity matter?: An explanation of marital stability among transnational 
couples in Korea" 발표문. IUSSP Seminar on Global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International Migration. October 20-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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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자료이다. 이 중에서 전체 73,669
명의 데이터 중에서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이면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여성들을 추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25,432명의 데이터를 본 연구
의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기초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이주
여성의 국적취득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자본, 사회적 관계, 한국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어
려움과 이들 여성들의 삶의 질 등을 모두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연구모형
에 포함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위는 연령, 학력, 혼
인상태, 거주기간 등의 변수들을 포함하며, 사회경제적 자본 범위는 주택
소유여부, 소득, 한국어능력, 정부교육지원 등의 변수들을 연구모형에 포
함되었다.  사회적 관계의 범위는 결혼이주여성의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
의 여부를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적응성과 삶의 질 관련 범
위는 이들 여성들의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삶의 만족도, 차별여부, 그리
고 모국가족과의 연락 빈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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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개념적 연구모형

3. 연구가설의 설정

  이제까지의 서구의 국적 취득 과련 계량적 연구들을 참조하여 본 연
구에서는 연구 모델을 설정 하였다. 이 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
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들은 선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 혼인상태, 경제적 
자본, 언어능력, 사회적 관계 등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변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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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현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관련 연구가 미미한 관
계로, 외국의 국적취득 관련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과 결혼이주여성
의 결혼/생활 실태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을 관련시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국적취득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연령이 높을수록 국적취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1-2: 학력이 높을수록 국적취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1-3: 거주기간이 길수록 국적취득을 할 것이다.
 가설1-4: 혼인상태에 있을수록 국적 취득이 용이할 것이다. 
 
연구가설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자본이 많을수록 국적취득이 용

이해질 것    이다. 

연구가설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관계가 풍부할수록 국적취득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4: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성이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수록 국적취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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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네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사대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자본, 사회적관계, 사회문화적 적응
성과 삶의 질 그리고 국적취득 등에 포함된 기초통계량의 분포를 분석하
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 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 관계, 사회문화적 적응성과 삶의 질에 포함된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은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적 취득 간 차
이, 사회경제적 자본과 국적취득 간 차이, 사회적 관계와 국적 취득 간 
관계, 사회문화적 적응성, 삶의 질과 국적취득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하여 카이스퀘어분석(chi-square test)을 수행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여
러 변수들이 등이 각각 국적취득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분석하고
자 함이다. 
  네 번째 단계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국적취득에 미치
는 영향, 사회경제적자본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관계가 국적
취득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적응성과 삶의 질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여러 
변수들이  각각 국적취득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분석하고자 함이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의 검증은 유의수준은 95%에서 연구
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하였으며, SPSS 15.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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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계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국적 취득과의 관계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거주지역, 한국에 온 목적, 결혼 전 국적, 취업직
종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은 각 조사 항목에 대한 단순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적 측면(descriptive 
aspect)에서 살펴보았다. 거주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25,432명의 설문
조사 대상자 중에서 경기지역이 6,127명(24.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4,779명(18.8%), 인천 2,191명(8.6%)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온 목적별 분포를 보면 결혼이 
19,090명(75.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취업이 
2,409명(9.5%), 친척방문 1,000명(3.9%)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전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조선족이 14,455명(56.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이 2,823명(11.1%), 일본 2.597명
(10.2%)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직종별 분포를 보면 비해당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서비스종사자가 5,377명(21.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516명(9.9%), 기타 단
순노무자 2.345명(9.2%)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16)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주여성들의 귀화 성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16) 이상의 자료는 부록을 참조할 것. 선행연구에서 설명하였듯이, 설동훈(2006)의 영문 논문에서 

여러 국가별 출신의 이주여성들의 국적 취득률과 사회적응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동남

아시아 여성들의 국적 취득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조선족과 일본 이주여성들의 적응력이 보다 

뛰어나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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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국적취득 간 차이

구분 국적취득 국적미취득 합계  p

연령

20대 552(3.2) 393(4.8) 945(3.7)

317.91 0.000***
30대 7159(41.5) 2571(31.5) 9730(38.3)
40대 6743(39.1) 3609(44.2) 10352(40.7)
50대 2116(12.3) 1362(16.7) 3478(13.7)

60대 이상 692(4.0) 235(2.9) 927(3.6)

학력

무학 99(0.6) 36(0.4) 135(0.5)

588.55 0.000***

초등학교 829(4.8) 379(4.6) 1208(4.7)
중학교 3757(21.8) 1265(15.5) 5022(19.7)

고등학교 8754(50.7) 3543(43.4) 12297(48.4)
대학 3548(20.6) 2677(32.8) 6225(24.5)

대학원 275(1.6) 270(3.3) 545(2.1)

특성, 사회경제적 자본,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적응성과 삶의 
질이라는 4개의 범주 안에 있는 변수들이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5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여성들을 추출하여 검증한 결과, 국적 취
득자가 17,262명(67.9%)로 국적 미취득자 8,170명(32.1%)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들과 국적취득 간의 관
련성에 대해서 인구사회학적 가설을 검증하여 이주여성의 연령, 학력, 혼
인상태 그리고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모두 국적취득에 유의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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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상태

배우자 있음(별거 포함) 15353(88.9) 7838(95.9) 23191(91.2)
344.00 0.000***이혼 1512(8.8) 236(2.9) 1748(6.9)

사별 397(2.3) 96(1.2) 493(1.9)

거주기간

5년 649(3.8) 459(5.6) 1108(4.4)

309.49 0.000***
6~10년 9799(56.8) 5298(64.8) 15097(59.4)
11~15년 5951(34.5) 1965(24.1) 7916(31.1)
16~20년 767(4.4) 373(4.6) 1140(4.5)
21년 이상 96(0.6) 75(0.9) 171(0.7)

합계 17262(100.0) 8170(100.0) 25432(100.0)
*** p<.001, ** p<.01, * p<.05

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적을 취득한 여성들의 연령층은 30대가 
7,159명(4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반면 40대와 50대의 연령층
에서는 국적 미취득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들 여성들 중 
국적 취득자의 학력은 고등학교가 8,754명(50.7%)으로 가장 많았으나, 
대학원(3.3%) 수준을 교육을 받은 여성 인구에서는 국적 미취득자가 더
욱 많이 나타났다.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들 중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별거포함) 15,353명(88.9%)이 응답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들 중 95.9%의 여성들이 혼인상태인 것을 감안 하면 앞으로도 국적을 취
득할 여성들이 증가함을 예상할 수 있다. 
  무려 56.3%의 국적취득자(9,799명)의 거주기간은 6~10년으로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상 혼인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면 결혼이주여성들
은 간이귀화 신청을 통해 국적을 획득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적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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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은 배우자의 전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구하며, 신청 절차 또한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국적 적격시험에서 면접을 통과할 수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 
유창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의 신뢰와 한국 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일정 
기간의 한국어 습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획득하는 사회경제적 자본은 주택이
나 소득과 같은 물질적인 것과 한국어 능력과 정부의 지원과 같은 사회적
인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며 살
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며 적응에서 필수불가결한 것들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자본의 범위에 속하는 10개의 변수들을 검
증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국적 취득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
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주택소유형태는 본인 또는 배
우자 소유가 7,188명(41.6%)으로 나타났으며, 전세와 월세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배우자의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일수록 국적을 취득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와 공
동으로 소유한 주택이거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소유한 주택은 이들 부부간
의 경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결혼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의 월수입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설동훈의 국제결혼 실태조사(2005)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절반이 넘
는 53%가 월평균 소득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혼이
주여성의 경제적인 빈곤은 본 연구 결과에서 국적취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을 취득한 여성들 중 소득은 100~200만원
이 6,500명(3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국적 미취득자의 38.0%
가 같은 소득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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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본과 국적취득 간 차이
구분 국적취득 국적미취득 합계  p

주택소유형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7188(41.6) 3018(36.9) 10206(40.1)

74.94 0.000***
배우자 부모 소유 1950(11.3) 1169(14.3) 3119(12.3)

전세 또는 월세 6929(40.1) 3390(41.5) 10319(40.6)
기타 1195(6.9) 593(7.3) 1788(7.0)

소득

50만원 미만 2744(15.9) 1227(15.0) 3971(15.6)

103.21 0.000*** 

50~100만원 미만 3503(20.3) 1345(16.5) 4848(19.1)
100~200만원 미만 6500(37.7) 3106(38.0) 9606(37.8)
200~300만원 미만 3061(17.7) 1604(19.6) 4665(18.3)
300~400만원 미만 878(5.1) 507(6.2) 1385(5.4)
400~500만원 미만 291(1.7) 165(2.0) 456(1.8)
500~600만원 미만 120(0.7) 106(1.3) 226(0.9)
600~700만원 미만 63(0.4) 41(0.5) 104(0.4)
700만원 이상 102(0.6) 69(0.8) 171(0.7)

한국어 말하기

매우 서툴다 103(0.6) 124(1.5) 227(0.9)

1137.39 0.000***
서툰 편이다 674(3.9) 854(10.5) 1528(6.0)

보통이다 5453(31.6) 3468(42.4) 8921(35.1)
잘한다 4828(28.0) 2140(26.2) 6968(27.4)

매우 잘한다 6204(35.9) 1584(19.4) 7788(30.6)
한국어 읽기 매우 서툴다 216(1.3) 206(2.5) 422(1.7) 97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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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툰 편이다 894(5.2) 956(11.7) 1850(7.3)
보통이다 6094(35.3) 3602(44.1) 9696(38.1)
잘한다 4255(24.6) 1943(23.8) 6198(24.4)

매우 잘한다 5803(33.6) 1463(17.9) 7266(28.6)

한국어 쓰기

매우 서툴다 463(2.7) 492(6.0) 955(3.8)

1257.31 0.000*** 
서툰 편이다 1608(9.3) 1666(20.4) 3274(12.9)

보통이다 6166(35.7) 3274(40.1) 9440(37.1)
잘한다 3619(21.0) 1446(17.7) 5065(19.9)

매우 잘한다 5406(31.3) 1292(15.8) 6698(26.3)

한국어
교육지
원
수혜경
험

받은적 없다
11113
(64.4)

4016
(49.2)

15129
(59.5)

838.74 0.00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344
(2.0)

110
(1.3)

454
(1.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327
(1.9)

192
(2.4)

519
(2.0)

보통이다
2434
(14.1)

1129
(13.8)

3563
(14.0)

약간 도움이 됨
1130
(6.5)

973
(11.9)

2103
(8.3)

매우 도움이 됨
1914
(11.1)

1750
(21.4)

3664
(14.4)

한국적
응
교육지
원의
도움정
도

받은적 없다
11418
(66.1)

4691
(57.4)

16109
(63.3)

388.78 0.00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363
(2.1)

104
(1.3)

467
(1.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285
(1.7)

174
(2.1)

459
(1.8)

보통이다
2908
(16.8)

1360
(16.6)

4268
(16.8)

약간 도움이 됨
1135
(6.6)

918
(11.2)

2053
(8.1)

매우 도움이 됨
1153
(6.7)

923
(11.3)

2076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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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
담 및
교육지
원의
도움정
도

받은적 없다
12140
(70.3)

5583
(68.3)

17723
(69.7)

131.24 0.00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442
(2.6)

125
(1.5)

567
(2.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327
(1.9)

149
(1.8)

476
(1.9)

보통이다
2863
(16.6)

1266
(15.5)

4129
(16.2)

약간 도움이 됨
732
(4.2)

506
(6.2)

1238
(4.9)

매우 도움이 됨
758
(4.4)

541
(6.6)

1299
(5.1)

합계 17262(100.0) 8170(100.0) 2543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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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을 보면, 한국어 말하
기 매우 잘함이 6,204명(3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한국어 
읽기 6,094명(35.3%), 한국어 쓰기 6,166명(35.7%)는 모두 보통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교육지원 참여를 보면, 한국어 교육지원 수혜경험이 
11,113명(64.4%), 한국적응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11,418명(66.1%), 가
족상담 및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12,140명(70.3%), 임신출산 관련 교육지
원 도움정도 11,810명(68.4%), 자녀학습과 양육교육지원의 도움정도 
10,425명(60.4%)로 모두 정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비록 국제결혼이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으로 1990년대부터 진행되었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결혼 이
후 여성들의 한국 정착 지원 서비스에는 2000년 중반에서야 관심을 가졌
기 때문이다. 비록 2006년을 기점으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작되었
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의 미미한 교육 참여 결과는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 
서비스가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으며, 보다 많은 이주여성들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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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관계와 국적취득 간 차이

구분 국적취득 국적미취득 합계  p
어려운일을 의논하는 한국인

아니다 8646(50.1) 4222(51.7) 12868(50.6) 5.60 0.018**
그렇다 8616(49.9) 3948(48.3) 12564(49.4)

여가나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한국인
아니다 9086(526) 4327(53.0) 13413(52.7) 0.23 0.627
그렇다 8176(47.4) 3843(47.0) 12019(47.3)

경조사에참석하는한국인
아니다 6502(37.7) 2763(33.8) 9265(36.4) 3545 0.000***
그렇다 10760(62.3) 5407(66.2) 16167(63.6)

합계 17262(100.0) 8170(100.0) 25432(100.0)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알려야 된다고 볼 수 있다.

  (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련된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변에 어려운 일을 의논하는 한국인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2,868명(50.6%)으로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여가나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한국인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 13,413명(52.7%)으로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 12,019명(47.3%)보다 
더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서 경조사에 참석하는 한국인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16,167명(63.6%)으로 있다고 답한 응답자 9,265명
(36.4%)보다 더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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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이주여성들 중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결혼 생활 초기에 어려
움을 의논하거나 여가생활을 함께할 상대가 없이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의식이 약화되고 이웃조차 알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
으로 개인화된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형성하는 결혼이주여
성의 사회적 관계는 이들 여성들의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문제 
해결로서 최근에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 임석희(2011) 연구에서
는 한국어 구사능력은 지역사회 적응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신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 국내의 한국인 친구 수 등 '
사회적 연결망'이 사회 적응의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계를 검증하는 변수 3개중, 어려운 
일을 의논하는 한국인(=5.60, p<.01), 경조사에 참석하는 한국인(
=35.45, p<.01)변수가 국적취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이
주와 정착이 결혼이주여성이 살고 있는 특정 장소의 사회적 관계와 과정
에서 영향을 받는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결과에
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연결망
이 대체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중 ‘경조사에 
참석하는 한국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10,760
명(62.3%)으로 ‘아니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고, 어려
운 일을 의논하는 한국인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8,646명(50.1%), 그
리고 여가나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한국인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9,086명(52.6%) 으로 ‘아니다’고 답한 응답자가 더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여성들 또한 주변
에 교류하는 한국인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이주여성들
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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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성, 삶의 질과 국적취득 간 차이

구분 국적
취득

국적
미취득 합계  p

사회문화
적

적응성

힘든적 없음 2230
(12.9)

1152
(14.1)

3382
(13.3)

378.22 0.000***

외로움 1656
(9.6)

613
(7.5)

2269
(8.9)

가족간의 갈등 599
(3.5)

393
(4.8)

992
(3.9)

자녀양육 1500
(8.7)

525
(6.4)

2025
(8.0)

자녀교육 2112
(12.2)

878
(10.7)

2990
(11.8)

경제적 어려움 5360
(31.1)

2203
(27.0)

7563
(29.7)

언어문제 842
(4.9)

774
(9.5)

1616
(6.4)

생활방식, 관습 등
문화차이

963
(5.6)

651
(8.0)

1614
(6.3)

음식 123
(0.7)

82
(1.0)

205
(0.8)

편견과 차별대우 725
(4.2)

321
(3.9)

1046
(4.1)

기후차이 88
(0.5)

42
(0.5)

130
(0.5)

기타 1064
(6.2)

536
(6.6)

1600
(6.3)

  (4)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현
실문제에 고충을 느끼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안에서 결혼이주
여성이 체험하는 사회문화적 적응성과 삶의 질이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검증한 결
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378.22, p<.01), 모국가족과의 
연락(=165.68, p<.01)은 국적취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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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매우 불만 2393
(13.9)

1145
(14.0)

3538
(13.9)

34.89 0.000***

불만 5962
(34.5)

2842
(34.8)

8804
(34.6)

보통 7454
(43.2)

3368
(41.2)

10822
(42.6)

만족 1163
(6.7)

703
(8.6)

1866
(7.3)

매우 만족 290
(1.7)

112
(1.4)

402
(1.6)

차별대우
여부

없다 10548
(61.1)

5056
(61.9)

15604
(61.4) 1.42 0.233

있다 6714
(38.9)

3114
(38.1)

9828
(38.6)

모국가족
과의 연락

전혀 없음 1098
(6.4)

242
(3.0)

1340
(5.3)

16568 0.000***

1년에 한번 369
(2.1)

149
(1.8)

518
(2.0)

1년에 2~3번 1412
(8.2)

755
(9.2)

2167
(8.5)

한달에 1~2번 7207
(41.8)

3281
(40.2)

10488
(41.2)

1주일에 한번 3737
(21.6)

1848
(22.6)

5585
(22.0)

1주일에 2번 이상 3439
(19.9)

1895
(23.2)

5334
(21.0)

합계 17262
(100.0)

8170
(100.0)

254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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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문화적 적응도는 국적을 취득한 여성과 취득하지 
않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차별화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적응 
변수에서 국적을 취득한 5.360명(31.1%)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어
려움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호소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식 양육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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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은 보통이 7,454명(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문
화적 어려움이라고 정의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에게 나타나
는 스트레스와 고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언어나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이 덜 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하여 살아가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국적을 취득한 여성들 중 모국가족과의 연락을 한달에 1∽2번 한
다고 응답한 여성이 7,207명(41.8%)으로 나타났지만, 1주일에 한번 혹은 
1주일에 2번 이상 연락한다는 응답자들도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분
포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2. 회귀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통계 자료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국적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1)  첫 번째 절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4개
의 변수 모두가 유효한 영향력을 갖는다. 그 중에서 연령(=-0.30, 
=308.08, p<0.01), 학력(=-0.33, =414.10, p<0.01), 혼인
상태(=-1.12, =319.97, p<0.01)가 모두 국적취득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쳤고, 거주기간(=0.35, =260.94, p<0.01)이 국
적취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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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

변수(Variables)
비표준화회귀계수(B)

표준오차(S.E) Ward p Exp(B) 95% CI
Lower Upper

상수항 3.12 0.11 780.43 0.000*** 22.80

연령 -0.30 0.01 308.08 0.000*** 0.74 0.71 0.76

학력 -0.33 0.01 414.10 0.000*** 0.71 0.69 0.73

혼인상태 -1.12 006 319.97 0.000*** 0.32 0.2 0.36

  이러한 유효 변수들은 대부분 이주여성들의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들이다. 연구 결과 이주여성의 연령과 학력이 높
을수록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미 앞의 선행
연구에서 소개한 서구의 이주민 연구에서도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국
적취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Yang, 1994). 
연령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일수록 한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한국어 습득에 대한 부담감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학력인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습득 능력이나 
한국 사회에 관련된 지식 습득이 저학력인 여성들보다 보다 빠를지라도, 
이들의 뛰어난 문화적 학습 능력은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도와준다. 그렇기에 국적 취득의 필요성이 상대적은 연령이나 
학력이 낮은 여성들에 비해 덜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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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0.35 0.02 260.94 0.000*** 1.42 1.36 1.48

=1156.772(df=4, p=0.000)         -2 Log likelihood=30776.014
*** p<.001, ** p<.01, * p<.05이항로직스틱 회귀분석모형의 변수측정을 보면, 연령은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이상; 학력은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 6=대학원; 혼인상태는 1=배우자 있음(별거 포함), 0=그 외 혼인상태; 거주기간은 1=5년, 2=6~10년, 3=11~15년, 4=16~20년, 5=21년 이상 등으로 측정되었음.

  또한 결혼이주여성들 중에서 이혼, 사별 중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국
적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가족의 학대를 참으면서 결혼생활을 한다. 또한 국적을 취득하
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여성들로 피해를 보는 남성들의 사례
가 종종 나온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은 그만큼 혼인
상태가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비록 국적법에 남편의 사별이나 실종과 같은 이유로 이주여성들의 결혼
상태가 무효가 되더라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혼기간 2년 
중 이혼을 하게 되면 국적 취득은 불가능해진다. 그렇기에 이주여성들 중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여성들의 국적취득 증가하는 사실
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적취득에 필요한 법적/언어적 필수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결혼하여 올 
때 한국사회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한국어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온다. 
그렇기에 많은 여성들은 현실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점차 가
족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성원으로서 적응하게 된다. 국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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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이러한 적응의 과정은 시간이 필수이며, 특히 복잡한 국적 취득 절
차에 필요한 배우자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거주기
간이 길수록 국적 취득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림4-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자본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연구모형에 종속변수로 국적취
득 변수가 사용되었고 독립변수로 소득,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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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자본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

변수(Variables.)
비표준화회귀계수(B)

표준오차(S.E) Ward p Exp(B) 95% CI
Lower Upper

상수항 -0.42 0.06 42.45 0.000*** 0.65

소득 -0.13 0.01 178.33 0.000*** 0.87 0.85 0.88

한국어말하기 0.25 0.02 106.81 0.000*** 1.29 1.23 1.36

한국어읽기 -0.13 0.03 17.17 0.000*** 0.87 0.81 0.93

한국어쓰기 0.32 0.02 151.64 0.000*** 1.38 1.31 1.45

한국어교육지원수
혜경험 -0.17 0.01 251.29 0.000*** 0.84 0.82 0.86

한국적응 교육지원
의 도움정도 -0.03 0.01 7.85 0.005*** 0.96 0.93 0.98

가족상담 및 교육
지원의 도움정도 0.08 0.01 41.95 0.000*** 1.09 1.06 1.12

임신출산관련 교육
지원의 도움정도 0.04 0.01 13.23 0.000*** 1.04 1.02 1.07

자녀학습과 양육교 0.02 0.01 5.00 0.025** 1.02 1.00 1.04

부의 다양한 교육지원의 도움 정도 등의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한국어 말
하기(=-0.30, =308.08, p<0.01), 한국어 쓰기(=-1.12, 
=319.97, p<0.01), 가족상담 및 교육지원의 도움정도(=-1.12, 
=319.97, p<0.01), 임신출산 관련 교육지원의 도움정도(=-0.30, 
=308.08, p<0.01), 자녀학습과 양육교육지원의 도움정도(
=-1.12, =319.97, p<0.01)등은 모두 국적취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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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원의 도움정도
=1964.637(df=10, p=0.000)         -2 Log likelihood=2996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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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 중에서 한국어 말하기
와 한국어 쓰기 등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여성일수록 국적취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교육지원을 받은 적은 수의 결혼이주여성들 중, 가
족상담 및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임신출산 관련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자
녀학습과 양육교육지원의 도움정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국적을 취득한 것
으로 보인다. 

<그림4-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자본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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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대로 소득(=0.35, =260.94, p<0.01), 한국어 읽기(
=-0.33, =414.10, p<0.01), 한국어 교육지원 수혜경험(=-0.30, 
=308.08, p<0.01), 한국 적응 교육지원의 도움정도(=-0.33, 
=414.10, p<0.01) 등은 모두 국적취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한국어 읽기가 
서툴고, 한국어 교육지원 수혜경험과 한국적응 교육지원의 도움정도를 받
은 여성일수록 아직까지 국적을 미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국적 취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중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혼이주여성이 아는 한국인이나 출신국가 친구의 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이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안내자 협력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의 단단한 사회적 관계망은 국적 취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볼 수 있다.  사회적관계가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어려운 일 의논하
는 한국인(=0.13, =18.86, p<0.01)이나 여가나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한국인(=0.07, =5.12, p<0.05)이 있을수록 국적취득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이에 비해서 경조사에 참석하는 한국인(
=-0.28, =68.49, p<0.01) 주변에 있을수록  국적취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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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관계가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

변수(Variables)
비표준화회귀계수(B)

표준오차(S.E) Ward p Exp(B)
95% CI

Lower Upper

상수항 0.91 0.03 926.72 0.000**
* 2.49

어려운일 의논하는 한
국인 0.13 0.03 18.86 0.000**

* 1.14 1.07 1.22

여가나 취미생활을 함
께하는 한국인 0.07 0.03 5.12 0.024** 1.07 1.01 1.15

경조사에 참석하는 한
국인 -0.28 0.03 68.49 0.000**

* 0.75 0.70 0.80

=95.758(df=4, p=0.000)         -2 Log likelihood=31834.028
*** p<.001, ** p<.01, * p<.05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어려운 일 의
논하는 한국인이나, 여가나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한국인이 주변에 많을수
록 국적취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이웃 관계
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만남은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와 가족의 
협조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주변에 경조사에 참석하는 한국인이 많은 결혼이주여성일수록 아
직까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일반
적으로 알려진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주변에 아는 한국인
들이 ‘경조사에 참석해주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것과 상반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포괄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국 사회가 이끌어 줘
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사회 부적응 집단으로 간주할 게 아니라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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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회의 주체로 세워야 하며, 다문화 축제나 가정 결연, 멘토링 등 이벤
트를 통해 한국인-이주민 공동 참여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그림4-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관계가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

  (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성, 삶의 질, 차별적 대우의 유무 
그리고 모국과의 연락빈도가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
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사회문화적 적응성(
=0.22, =64.30, p<0.01)이 국적취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친 반면에, 삶의 질(=-0.05, =11.92, p<0.01), 모국가족과의 연
락(=-0.11, =97.91, p<0.01) 등은 모두 국적취득에 유의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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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의 다양성, 삶의 질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회귀계수(B)
표준오차(S.E) Ward p Exp(B) 95% CI

Lower Upper
상수항 1.26 0.06 345.70 0.000*** 3.52

한국사회의 다
양성 0.22 0.02 64.30 0.000*** 125 1.18 1.32

삶의 질 -0.05 0.01 11.92 0.001*** 0.94 0.91 0.97

차별적 대우 0.03 0.02 1.82 0.177 1.03 0.98 1.09

모 국 가 족 과 의 
연락 -0.11 0.01 97.91 0.000*** 0.89 0.87 0.91

=177.451(df=4, p=0.000)         -2 Log likelihood=31755.334

(-)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사회문화 적응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국적취득을 하는 것으로 보
이고, 삶의 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모국가족과의 연락 빈도가 높을수록 국
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p<.001, ** p<.01, * p<.05이항로직스틱 회귀분석모형의 변수측정을 보면, 한국사회의 다양성은 1=경제적 어려움, 자녀교육, 0=그외 어려움; 삶의 질은 1=매우 불만, 2=불만,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차별대우 여부는 1=있다, 0=없다; 모국가족과의 연략은 1=전혀 없음, 2=1년에 한번, 3=1년에 2~3번, 4=한달에 1~2번, 5=1주일에 한번, 6=1주일에 2번 이상 등으로 측정되었음.

  사회문화적 적응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며, 국적이란 단
순히 한국에서의 결혼 기간과 법적 조건만을 충족시켜 취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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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서 한국사회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국
적취득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선
행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설동훈 외(2006)의 연구에서는 일본 출
신 이주여성의 51.0%가 '한국의 성차별이 심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중국
조선족(38.6%)과 중국 한족(38.5%)출신의 이주여성은 그러한 의견에 '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설동훈은 사회적 
차별 경험률의 연구를 통해 필리핀 여성(45.7%)과 베트남 여성(40.1%)
이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높았으나 일본 출신 이주여성은 8.8%만이 차
별을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그림4-4> 결혼이주여성의 다양성, 삶의 질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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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관련해 
모두 21개의 변수가 유효한 영향력을 갖는다. 그 중에서 9개의 변수가 국적 취득
에 정(+), 즉 긍정적 효과가 있고, 9개의 변수가 국적 취득에 부(-), 즉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유효 변수들 중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대부분 주어지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향상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 변수들의 성격을 보면, 연령, 학력, 혼
인상태인데, 모두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능력이 국적 
취득에 결정적이지 않을 뿐더러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더라도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에 기대하는 만큼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이다.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은 참여하는 주변
의 한국인의 유무를 유효한 설명변수로 투입됨으로써 이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원 단체의 교육이나  기관과 관련된 변수는 적어도 이 연구의 모형에서
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진다. 하나는 이
와 같이 유효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가 이주 여성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이주 여성 지원 단체 또는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이 이주 여성의 지역
사회 적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 도 있다.
  회귀분석에서 유효한 변수들 중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국적취득 이후의 변수
들이라는 점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학적 특징들을 제외한다면, 주택소유 형
태, 사회경제적 자본, 한국어 능력, 사회적 관계, 사회문화적 적응등의 변수들은 
국적 취득 후 결정된 변수들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적 취득 전에도 똑같은 변수
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 국적 취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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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출된 변수 가운데 해석이 어려운 것이 몇 가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방
법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에 도움을 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우선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이 한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 결혼 후 정착하는 여성들에게 가정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사회
적 연결망으로서 이웃과 고국출신 여성들 그리고 지역 주민 모임에 참여를 유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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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요약 및 토론

  1990년대 이후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져 왔다. 수많은 연구들의 대부분이 소수여성들의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
터뷰를 통한 미시적 접근으로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심층적 이해에 도움이 되
지만,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귀화률 혹은 국적 취득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종합
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 결혼이주여성의 이민자로서의 성향 중 어느 
요인들이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해주는지 탐색하는 실증적 연구는 드문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부 그리고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2009년 전국 다문화실태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5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자본,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사회문화적 적응과 삶의 질에 관련된 변
수 21개를 채택하여 종속변수인 국적취득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21개의 변수들 모두 국적 취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온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점으로 주택소유, 소득, 사회
적 관계 그리고 삶의 질, 차별 경험 변수들은 기존의 서구에서 진행된 이민자들
의 국적 취득 관련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결과들과 유사하게 나온다. 이러한 결과
들은 이주민으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 취득률이 높아지게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이다. 연령과 학력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주여성들은 국적 취득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지만, 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연령과 학력이 낮은 여성일수
록, 한국 국적을 취득 의도가 높아짐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것은 현실상 대다수
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주변부 한국인 
남성들과 혼인하여 정착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국
적 취득 없이는 외국인 신분으로서 이주여성들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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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국적 취득자의 절반 이상의 월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평균소득에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지원과 한국적응 교육지원이 
국적 취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현재까
진 진행되어온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이주여성들의 필요해 충족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한
다. 2009년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는 이민자가 한국말과 
문화를 빠른 시간 내에 익히고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융화될 수 있게 지원하는 프
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적응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보다 빠르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2009
년에는 이미 3,000여명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참여하는 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한다. 하지만 2012년 현재, 47개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기관이 전국에서 운
영되지만 서울, 경기도, 각 도의 주요도시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참여하기에는 지리적 한계가 있다. 
  주변의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많을수록, 사회문화적응도가 높을수록 국적
취득을 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들과 비교하여 귀화한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어떠
한 형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응답자의 사회문화적응도
를 통해서 이미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을 극복한 여성들일수록 국적률이 높았으
며, 국적을 취득한 이들 여성들도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보다 경제적 빈곤
이나 자녀 양육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결혼이주
여성의 보다 수월한 국적 취득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이주여성들의 가족, 이웃, 출신국 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충분한 언어 습득의 기회와 이들의 안정적인 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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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위한 정보 교환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
여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까지, 한국이란 일시적인 이주의 공간이 아니라, 이주여
성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 시민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갖는 한계는 이중 국적의 시행으로 모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귀화률을 검증하지 못한 것이다. 
1998년 시행된『국적법』개정이후, 순혈주의를 강조해오던 한국의 시민권은 다문
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적을 취득하기 위
해서 이주여성들은 출신국적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선진국에서 온 
여성일수록 어려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 출신의 여성들은 대부분 영주권
을 취득하였다. 2011년부터 이중국적이 허용되는데, 국적을 취득하는 이주여성들
이 출신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본 연구의 핵심적 함의는 결혼이주여성의 귀화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
석하여, 이들 여성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적을 취득하도록 주류사회의 관심과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있다. 서구의 이민자 귀
화연구에서 보여주듯이, 결혼이주여성의 귀화 성향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이
며 여러 요인들로 설명되어진다. 비록 한국 국적법의 전제조건들 중 이주여성들
의 국적 취득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소수자로서의 이주여성
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 늦게나마 시작된 
정부의 다양한 다문화 정책들과 주류사회의 관심은 앞으로 이주여성들이 보다 용
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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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

거주지역과 한국에 온 목적

구분 빈도수 백분율(%)

거주지역

서울 4779 18.8

부산 1102 4.3

대구 741 2.9

인천 2191 8.6

광주 550 2.2

대전 330 1.3

울산 356 1.4

경기 6127 24.1

강원 1068 4.2

충북 832 3.3

충남 1391 5.5

전북 1289 5.1

전남 1453 5.7

경북 1571 6.2

경남 1466 5.8

제주 186 0.7

한국에 온

목적

결혼 19090 75.1

취업 2409 9.5

친척방문 1000 3.9

사업 또는 업무 996 3.9

유학 612 2.4

기타 1325 5.2

합계 25432 100.0

- 부  록 1- 
  다음은 조사대상자 25,432명의 일반적 특성들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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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 결혼 전 국적과 취업직종

구분 빈도수 백분율(%)

결혼 전

국적

중국조선족 14455 56.8

중국한족(기타 민족) 2125 8.4

베트남 1440 5.7

필리핀 2823 11.1

일본 2597 10.2

대만 93 0.4

몽골 348 1.4

태국 565 2.2

캄보디아 37 0.1

우즈베키스탄 234 0.9

러시아 210 0.8

기타 505 2.0

서비스종사자 5377 21.1

취업직종

판매종사자 1089 4.3

농립어업종사자 625 2.5

기능종사자 847 3.3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53 2.6

가사 관련 단순노무자 825 3.2

기타 단순노무자 2345 9.2

사무종사자 659 2.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사 2516 9.9

임직원 및 관리자 57 0.2

기타 1664 6.5

비해당 5513 21.7

무응답 3262 12.8

합계 254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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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 자녀수, 국적취득 여부, 연령, 학력

구분 빈도수 백분율(%)

자녀수

1명 7106 27.9

2명 7895 31.0

3명 1981 7.8

4명 401 1.6

5명 76 0.3

6명 19 0.1

7명 4 0.0

비해당 6491 25.5

무응답 1459 5.7

국적취득
미취득 8170 32.1

취득 17262 67.9

연령

20대 945 3.7

30대 9730 38.3

40대 10352 40.7

50대 3478 13.7

60대 이상 927 3.6

학력

무학 135 0.5

초등학교 1208 4.7

중학교 5022 19.7

고등학교 12297 48.4

대학 6225 24.5

대학원 545 2.1

합계 254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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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 혼인상태, 거주기간, 주택소유형태, 소득

구분 빈도수 백분율(%)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별거 포함) 23191 91.2

이혼 1748 6.9

사별 493 1.9

거주기간

5년 1108 4.4

6~10년 15097 59.4

11~15년 7916 31.1

16~20년 1140 4.5

21년 이상 171 0.7

주택소유

형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10206 40.1

배우자 부모 소유 3119 12.3

전세 또는 월세 10319 40.6

기타 171 0.7

소득

50만원 미만 3971 15.6

50~100만원 미만 4848 191

100~200만원 미만 9606 37.8

200~300만원 미만 4665 18.3

300~400만원 미만 1385 5.4

400~500만원 미만 456 1.8

500~600만원 미만 226 0.9

600~700만원 미만 104 0.4

700만원 이상 171 0.7

합계 254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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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 주거형태, 주변의 한국인, 삶의 만족도

구분 빈도수 백분율(%)

주거형태

일반단독주택 8026 31.6

다세대주택 4652 18.3

연립주택 2815 11.1

아파트 8105 31.9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809 3.2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상가, 공장

등)
285 1.1

오피스텔 95 0.4

기타 645 2.5

어려운일

의논하는

한국인

그렇다 12868 50.6

아니다 12564 49.4

여가나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한국인

그렇다 13413 52.7

아니다 12019 47.3

경조사에

참석하는

한국인

그렇다 9265 36.4

아니다 16167 63.6

현재 삶의

만족

매우 불만 3538 13.9

불만 8804 34.6

보통 10822 42.6

만족 1866 7.3

매우 만족 402 1.6

합계 254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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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

사회문화적 적응성, 차별, 모국가족과의 연락

구분 빈도수 백분율(%)

사회문화적

적응성

힘든적 없음 3382 13.3

외로움 2269 8.9

가족간의 갈등 992 3.9

자녀양육 2025 8.0

자녀교육 2990 11.8

경제적 어려움 7563 29.7

언어문제 1616 6.4

생활방식, 관습 등 문화차이 1614 6.3

음식 205 0.8

편견과 차별대우 1046 4.1

기후차이 130 0.5

기타 1600 6.3

이주자에

대한

차별

있다 15604 61.4

없다 9828 38.6

모국가족과의

연락

전혀없음 1340 5,3

1년에 한번 518 2.0

1년에 2~3번 2167 8.5

한달에 1~2번 10488 41.2

1주일에 한번 5585 22.0

1주일에 2~3번 5334 21.0

합계 254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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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 -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한국어 능력과 정부교육지원 참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등 3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한국어 능력 중에서 한국어 말하기
가 3.81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한국어 읽기가 3.71, 
한국어 쓰기 3.52 순으로 평균값의 차이를 보였다. 정부교육지원 참여는 
외한국어 교육지원 수혜경험, 한국 적응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가족상담 
및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임신출산관리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자녀학습과 
양육교육지원의 도움정도 등 5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정부교육지원 
참여 중에서 한국어 교육지원 수혜경험이 1.53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자녀학습과 양육교육지원의 도움정도가 1.90, 한국 
적응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1.80 순으로 평균값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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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능력

한국어 말하기 25432 3.81 0.97

한국어 읽 25432 3.71 1.01

한국어 쓰기 25432 3.52 1.12

정부교육지원

참여

한국어 교육지원

수혜경험
25432 1.53 1.98

한국 적응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25432 1.29 1.80

가족상담 및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25432 1.00 1.61

임신출산관련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25432 1.04 1.64

자녀학습과

양육교육지원의

도움정도

25432 1.46 1.90

2. 신뢰성 분석 결과

  본 연구의 한국어 능력과 정부교육지원 참여에 대한 신뢰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등 
3개의 요인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한국어 능력 중에서 한국어 말하기
가 0.93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한국어 쓰기가 
3.90, 한국어 읽기 0.86 순으로 신뢰도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능력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0.93으로 비교적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교육지원 참여는 외한국어 교육지원 수혜경험, 한국 적응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가족상담 및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임신출산관리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자녀학습과 양육교육지원의 도움정도 등 5개의 요인으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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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정하였다. 정부교육지원 참여 중에서 자녀학습과 양육교육지원의 
도움정도가 0.87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임신출산 관련 교육지원
의 도움정도가 0.86 순으로 신뢰도의 차이를 보였다. 정부교육지원 참여
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0.88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신뢰성 분석 결과

구 분 문항수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alpha

한국어

능력

한국어 말하기

실력
1 0.9387

0.9327한국어 일기 실력 1 0.8632

한국어 쓰기 실력 1 0.9008

정부교육지

원

참여

한국어 교육지원

수혜경험
1 0.8653

0.8860

한국 적응

교육지원의

도움정도

1 0.8444

가족상담 및 교육

지원의 도움정도
1 0.8520

임신출산관련 교육

지원의 도움정도
1 0.8688

자녀학습과

양육교육지원의

도움정도

1 0.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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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Determinants of Naturalization
 among Marriage Migrants to South Korea 

CHI, Hyun Jung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henomenon of marriage migrants came about when South 
Korea became an industrialized country more than two decades ago. 
A main factor in the acceptance of marriage migrants from China 
and South East Asia is the dearth of domestic brides, particularly in 
rural areas, due to the exodus of young women to urban areas. 
Consequently, an increased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began 
to destabilize the homogamous Korean family structure, and also 
turned citizenship acquisition into a much-debated issue in Korea 
immigration policies. After long denying its status as an immigration 
country, the Korean government took a pioneering position by 
proposing the Korean Nationality Act in 2005, which allows 
marriage migrants to obtain citizenship with a much more proactive 
stance towards integration.

It is a widely held belief that many marriage migrants 
primarily pursue naturalization not for political rights, but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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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of citizenship which helps them to legally reside and work 
in the country. However, according to the latest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Statistics of Korea in 2010, only 30 percent of 
marriage migrants have become naturalized. This 30 percent 
naturalization rate is much lower than, for instance, that of Sweden 
and Canada (both over 70 percent) or the US (almost 50 percent). 
Unlike, the normal naturalization process which requires five years 
of residency in Korea, marriage migrants are entitled to a simplified 
naturalization process which allows them to apply for citizenship 
after two years of marriage. Despite the simplified naturalization 
process, marriage migrants have a low propensity to naturalize and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studies looking into  the various 
determinants of naturalization. Thus, this study focuses on marriage 
migrants' potential determinants in the decision to naturalize. This 
thesis uses survey data to explore the decision to naturalize or not.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marriage migrants' propensity to 
naturalize through a consideration of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socio-cultural aspects. 

This study considers a number of variables drawn from 
previous studies on citizenship and immigration. I use logistic 
regression to model the effect of the variables on the propensity to 
naturalize. Using the original survey data collected thr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regression analysis verifies the 
relative significances of various determinants such as dem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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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skills, social relations,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The statistical results have revealed several findings. Korean 
citizenship is very valuable to marriage migrants who are relatively 
younger, less educated and have stayed in Korea for at least 6 to 
10 years. This is because the majority of foreign wives in Korea 
are economically vulnerable and Korean citizenship provides them 
with jobs, and access to better living conditions and a better future. 
Successful cultural and economic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increase marriage migrants' propensity to naturalize. As economic 
status improves, the cost to give it up rises, and therefore the 
demand for political rights and participation in order to influence 
decisions which could affect their achieved economic status also 
increases. In other words, as immigrants' positive attitude toward 
being a Korean and their perceived value of Korean citizenship 
increases, so does their propensity to naturalize. 

Marriage migrants who have a strong social connection with 
Koreans are more likely to naturalize. This finding is not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in the US where migrants' increasing contact 
with Anglo institutions and greater information about their host 
society led to more critical views, causing immigrants to resist 
changing nationalities. However, there has been abundant research 
on the importance of marriage migrants' support system in the 
Korean context which facilitates swift adaptation into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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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ain marriage migrants' 
propensity to naturalize by taking into account demographic,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which previous researchers 
neglec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marriage migrants have dynamic 
and multiple identities that are influenced by a variety of cultural, 
social and other factors. However, a series of experimental 
programs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centers for 
marriage migrants to learn Korean and receive counseling on ways 
of adapting to local Korean customs remained basically 
assimilationist. Thus, marriage migrants are expected to conform to 
Korean cultural norms, rather than Korean society being expected to 
embrace diversity as an evolving process of accepting migrants. 
Although this study mainly relies on the survey data, ethnography 
observation of these women could well supplement, if not contradict, 
its findings. 

Keywords:  Marriage migrant, Citizenship, Naturalization, 2009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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