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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외국인주민들의 한국 국내 유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장기체류중인 외국인

주민들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외국인주민들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

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들을 중심으로, 서울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개인적

역량,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부지원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첫째, 개인적 역량에서는 한국어실력은 서

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학력수준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경제적 요인에서는 경제적 지위

와 소득수준은 모두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쳤다. 셋째, 사회적 요인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차별경

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은 생활만

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소속감은 서울시 거주 외국

인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정부 지원요인 중

정부 지원기관 접근성은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쳤고 정부지원기관 이용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외국인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책의 부

재, 외국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인주민들의 정착에 어려움

이 많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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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유형별 외국인

의 맞춤형 수요와 외국인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외국인주민, 생활만족도, 생활적응, 체류자격

학번: 2014-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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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오늘날 세계는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화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인구이

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기술

이 발달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국제결혼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기업 활동에 있어 국경의 개념이 점차 없어지면서 노동자의 국제적 이동

을 활성화 시켰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외국인의 삶의 터

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출입국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한국 국내 체

류외국인은 1,899,510명으로, 이중 장기체류외국인1)은 1,467,873명이고,

단기체류외국인2)은 431,6462명이다. 2015년 말 기준 한국국내 체류외국

인 수는 2014년 대비 5.7%(101,901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2011년

-2015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

보, 2015).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2021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2%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의 숫자는 한국이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1) 장기체류 외국인: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

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 및 거소 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는 자.

2) 단기체류 외국인: 한국에 90일 이하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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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로 가는 길목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급속한 증

가현상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령화 사회진입과 3D업종 기피현상 해

결방안으로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된 것이 기본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사

회경제적 수준 및 문화적 수준의 향상으로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결혼이

주민과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법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외국인주민들은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인 경우, 법적인 체류가능 기간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시행 초기인 1991년에는 1년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1993년에는 2년,

1996년에는 3년, 2009년에 4년10개월로 늘어났으며 2012년부터는 국내에

취업하는 동안(4년10개월)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근무한 후에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취업활동 할 수 있도

록 허용되어,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자진출국하기 전에 사업장과 재고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장 9년8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이정

환,2016).

이처럼 외국인 주민들의 규모도 커지고 체류기간도 늘어나면서 외국인

들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외국인출신주민의 증

가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한 한국정부는 외국인출신주민을

우리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은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거주 외국인을 한국 내국인과 같은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3) 외국인주민을 지역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3) 행정자치부(2007).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해석. 2007,3.7 일자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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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정서적, 그리고 기타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존재이기에 이들의 삶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기제를 확인함으로써, 외국인주민들이 당면한 어

려움, 필요한 정책지원은 무엇인가를 구체화시켜 볼 수 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실시한 전 세계 109개국에 거주하는 국외거

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해외거주자 의식 조사(Expat

Explorer survey)」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36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

는 2년 연속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1위에 선정됐고 한국의 순위는

베트남(19위)이나 인도(26위),말레이시아(28위)보다 낮은 순위이다4). 개인

이 스스로에 대한 생활의 만족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그 기대수준이 충

족되었는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삶의 중요한 목적이다. 특히 자신의 고향

을 떠나 이국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의 경우 보다 나은 생활을 보내자

는 소망이 이주의 중요한 동기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보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것

이 어떤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적응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연구목적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이

고 구체적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별히 ‘이주’라는 초국가적

(transnational)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즉 외

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18177



- 4 -

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이들이 한국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천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세부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현황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서울지역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2015년 서울서베이 도

시정책지표조사」를 활용하여, 외국인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대변하는

생활만족도 및 이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이들의 정책적 욕구를 파악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중 외국인주

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서 거

주하는 장기체류중인 20세 이상 외국인주민이다. 2015년 말 기준, 서울

시 거주중인 외국인(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장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382,094명이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 거주하는 외구인 수는 전국

에 거주하는 총 외국인 인구의 28%차지한다. 서울은 33%를 차지하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다. 체류자격 대분류로 봤을 때, 외국인 주

민 중 외국인노동자는 116,817명(31%), 결혼이민자는 28707명(8%), 유학

생은 32226명(8%), 외국국적동포는 116,027명(30%)이고 기타 외국인은

88317명(31%)이다. 서울시는 국제화도시로서 외국인인구 양적으로 많을



- 5 -

뿐만 아니라 그 인구구성측면에서도 동질적이면서도 이질적인 측면이 있

다. 이러한 인구 구성 특성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거주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서울시 도시정책에 큰 의미가 있다.

「2015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서울의 현 상태를 객관적

으로 측정·분석하고 도시발전 및 시민의 삶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모니

터링 하여 서울시 정택의 객관적 검증 및 시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파악

하여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5년

10월 한 달간 서울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

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체류자격 문항에서 ‘유학’과 ‘기타 90일

비자’를 제외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서베이(survey)조사법은 다수의 응답자들에게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질문을 통해 응답을 얻는 조사방법으로, 측정하기 모호

한 주관적인 감정, 인식 등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등의 주관적 감정을 효

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서베이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하고 체류자격에 따라 도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은 차이가 있는

지 검토하자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서술한 공간적 범위와 시

간적 범위를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논의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생활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생활만족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특히,

외국인주민들의 현황과 생활만족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실증한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 사용할 변수식별에 비중을 두어 정리한다.

둘째, 분석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구축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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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설정하여 실증을 시도한다. 각 요인들의 영향정도

에 대한 분석은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산분석을 사용한다. 이론적 논의

를 토대로 이에 대한 가설을 구성하고, 가설검증을 위한 종속변수는 생

활만족도로 설정한다. 독립변수는 개인적 역량 ,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

인 ,정부지원 요인으로 채택하고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사회·

인구학적 특성 요인인 성별, 연령, 거주기간, 체류자격 등 변수를 분석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여, 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한

다. 또한 체류자격에 따라 각 요인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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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1절 외국인주민 대한 논의

1. 외국인주민의 개념 및 현황

‘후발이민국가’에 해당되는 한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 외국인유입국가

라기 보다는 송출국가에 가까웠다. 그러나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가 도

입되고 또한 결혼이주민들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장기체류 외국인 이주민

들이 증가되었으며 이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마다 외국인 및 이주민의 개념은 상이하고 다양한 기준으로 집계

되거나 정의하고 있다. OECD나 유럽연합 이주민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

는 이민자개념은 ‘외국인인구(foreign population)’와 ‘해외출생인구

(foreign-born population)’이다. ‘외국인인구’는 유입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소지자를 말하며, ‘해외출생인구’는 그의 출생지(또는 출생 당

시 어머니의 상주지)가 현재 상주하고 있는 국가 밖인 사람들을 말한다.

해외출생인구는 유입국에 거주하는 이민1세대를 뜻하며, 여기에는 외국

국적자(외국인)와 귀화한 내국인(귀화자)을 포괄한다. 이주배경인구는 해

외에서 출생하여 이주한 이민1세대와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해외출

생 이민1세대인 국내 출생자, 즉 이민2세대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

의한다(정기선·김혜진, 2015).

OECD에서 발간하는 국제이주통계(IMO)에서는 외국인인구를 영구적/

준영구적 이주(permanent or permanent-type migration), 한시적 이주

(temporary migration) 등으로 분류한다. 영구적/준영구적 이주는 입국

때부터 영주권을 받거나, 유입국에서 장기체류 또는 여주로까지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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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변경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한시적 이주에는 유학생, 연수생, 관광취

업, 계절근로자, 주재원, 기타 한시적 근로자가 포함된다(OECD,2016).

한국적 상황을 보면, 외국인의 개념을 한국국민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해당 거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고 이해할 수 있다. 출입국관

리법에서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

다’5)고 규정되었고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

록이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서는 재한외국인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6)’로 한

정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체류외국인은 90일 이하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과 90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 나눈다.

행정자치부에서 진행하는 통계에서는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며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인지한다. 따라서 행

정자치부의 외국인통계에서는 한국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국

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그리고 결

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하였다.

한국정부에서 외국인을 지역 내 주민7)으로 간주함으로써 외국인을 주

민으로 인식하여 2006년부터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으며,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이를 국가승인통계

5) 출입국관리법.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07#0000
6)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AC%ED%95%9C%EC%99%B8
%EA%B5%AD%EC%9D%B8%EC%B2%98%EC%9A%B0%EA%B8%B0%EB%B3%B8%EB
%B2%95/(11298,20120210).
7)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하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 의미의 주민은 자신이 주

소를 두고 있는 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 혜택을 누릴 권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를 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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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부통계가 2000년대 중

반부터 시작되었다. 외국인주민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였고 2011-2015

년 체류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되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

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 명을

넘어, 한국 총인구(51,527,916명)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주민수를 최초로 조사한 2006년(536,627명)과 비교하여 보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외국인주민비율도 2006년 1.1%에서 2015년

3.4%로 증가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1-1> 외국인주민 연도별 증감 및 비중 추이

출처: 행정자치부(2016).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중 절반이상(52.8%)이 중국 출신

인데, 그중 한국계 중국인 37.1%이고 중국인 15.7%를 차지한다. 다음으

로는 베트남(12.6%), 남부아시아8)(5.7%), 태국(4.9%), 필리핀(4.8%), 미국

8) 행정자치부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해석에 따르

면, 남부아시아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등 나라

들을 가리키고,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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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앙아시아(3.1%)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국·베트남 등 아시

아 개도국 출신 외국인들이 주로 유입되고 2007년부터 외국국적에게 취

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체류자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국적별 외국인주민 현황

출처: 행정자치부(2016).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외국인주민의 한국으로의 이주목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

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의 33.5%를 차지한다. 가족형성 목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8.5%, 혼인귀화자는 5.4%이다. 외국국적

동포는 12.6%, 유학생은 4.%, 기타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비

율은 20.3%를 차지한다.

키스탄 등 나라들이 포함되었다.



- 11 -

총 1,711,013명

<그림 1-3> 유형별 외국인 현황

출처: 행정자치부(2016).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전국 16개 시·도별 외국인주민 분포를 보면,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충남, 경북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가 554,160(31.8%)명으로

외국인주민수가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로 457,806(26.3%) 명이다. 경기

도, 서울, 인천 등 수권에 60%이상의 외국인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

역별로는 경기도에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주민

인구 밀도는 서울 외국인주민이 서울 주민등록인구의 4.5%에 이르고 따

라서 단일지역으로는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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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인구

(2015.1.1)

외국인주민수

(2015)

연도별 외국인주민

비율(%)

2015 2014 2013

전체 51,327,916 1,741,919 3.4 3.1 2.8

서울특별시 10,103,233 457,806 4.5 4.1 3.9

부산광역시 3,519,401 57,807 1.6 1.5 1.5

대구광역시 2,493,264 37,610 1.5 1.4 1.3

인천광역시 2,902,608 91,525 3.2 2.9 2.7

광주광역시 1,475,884 26,536 1.8 1.7 1.5

대전광역시 1,531,809 25,190 1.6 1.5 1.5

울산광역시 1,166,377 38,183 3.3 2.8 2.4

세종특별자치시 156,125 4,302 2.8 3.1 3.2

경기도 12,357,830 554,160 4.5 4.0 3.6

강원도 1,544,442 26,657 1.7 1.6 1.5

충청북도 1,578,933 48,002 3.0 2.7 2.5

충청남도 2,062,273 83,524 4.1 3.7 3.4

전라북도 1,871,560 43,141 2.3 2.1 2.0

전라남도 1,905,780 48,473 2.5 2.3 2.2

경상북도 2,700,794 70,725 2.6 2.4 2.2

경상남도 3,350,257 108,375 3.2 2.9 2.7

제주특별자치도 607,346 19,903 3.3 2.2 2.2

자료: 행정자치부(2016).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

사」

<표 1-1> 지역별 외국인 현황

2.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현황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2006년 10월에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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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한국 내 체류

외국출신주민을 ‘주민’으로 인정하여 발표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7년 외국출신 지원 사업에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논의하게 되면서

외국출신주민에 관한 기본법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공표하였

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에 있어 지자체

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외국인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역과 근접한 곳

에서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9)(홍석기,2010).

같은 해 2007년 서울시는 기존에 단편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된 외국

인 관련 정책을 종합하여 「서울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일 년 뒤인 2008년 법무부에서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08-2012)을 수립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의 외국인정책은 매

우 발 빠른 대응이고 일정한 정도에서 중앙정부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기타 시·도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에게

민원처리, 상당,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 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동화주의적 시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한

외국인의 범위를 규정에 있어 ‘합법적 체류자’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미등록

외국인 등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어 보편주의적 인권보호 차원에서 미흡한 것

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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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센터명 위치 개관일

글로

벌센

터

서울 글로벌센터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4~6층
2008.1

서남권 글로벌센터 영등포구 도신로 40 2014.9

동대문 글로벌센터 중구 마른내로 146 2015.7

글로

벌빌

리지

센터

연남 글로벌빌리지센터 마포구 동교로 219, 3층 2008.1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
강남구역삼로7길 역삼 문화

센터 5층
2008.4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 서초구 서래로 28, 3층 2008.6

이태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용산구 이태원로 211, 5층 2008.7

이촌 글로벌빌리지센터 용산구 이촌로 224, 3층 2008.7

성북 글로벌빌리지센터 성북구 성북로 134, 1층 2009.11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 금천구 가산로 116 2014.9

<표 1-2> 외국인 지원시설 현황

1)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업무의 핵심기구는 서울글로벌센터이다. 서울

글로벌센터는 서울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서울시 외

국주민 종합지원기관이며 서울시가 직영 운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2008년에 종로구에 서울글로벌 센터를 설립하였고, 2014년에는 서남권,

2015년에는 동대문에 증설하였다. 이는 외국인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행

정지원시설로 마치 구청 혹은 동사무소 기능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

과 유사한 개념이다(박세훈, 2013) 글로벌 센터는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

이 자국에서와 같이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는 다국어 종합상담이다. 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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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및 생활편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다국어(현재 10개

언어)로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상담’ 제도를 운영하여 주

중 센터이용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전문가와

함께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및 행사장에 찾아가 수요자 맞춤형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는 국제교류행사이다. 외국인들의 의견수렴과

국제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중

2000년부터 시작된 서울타운 미팅은 외국인 주민들이 서울 생활 불편사

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다. 이러한 의견과 토론결

과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서울 도시발전

에 기여한다. 셋째, 교육에 관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주로 비즈니스 창

업대학, 한국어교실, 청소년대상 교육 등이 있다. 창업대학은 기존 4년제

정규 학제와는 무관하며(홍석기,2010) 국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마케팅, 회계, 노무 등 창업 및 비즈니스 활동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넷째는 통합행정 서비스로 출입국 사무, 운전면허 상담, 관광 안내 등 편

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글로벌빌리지센터

서울글로벌센터가 종합지원기관이라면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지역적인

지원기관이다(홍석기,2010). 글로벌빌리지센터는 거주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7개 지역에 설치되어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정책초기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연남, 역삼, 서래(서초), 이태원,

이촌 등 5개 지역 계획되었다. 연남센터는 화교 등 중국인의 비중이 높

은 지역으로 귀화 중국인이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중국인과 관련된 서

비스에 특화하고, 서래 센터는 프랑스인에 특화하여 프랑스인이 센터장

을 맡고 있다. 한남센터, 이태원센터 등 각 센터들 역시 거주 외국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후 2009년에 영등포와 성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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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추가 설립하였다. 2014년에는 영등포 글로벌빌리지가 서남권 글로

벌센터로 통합되었고 같은 해에 금천 글로벌빌리지가 설립되었다. 빌리

지센터 사업은 7개 센터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과 센터별 그 지역

의 특성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분 주요사업 사업내용

공통

사업

상담사업
생활상담(생활편의, 의료, 임대, 관광 등)

전문상담(노무, 법률 등)

문화사업
한국어 외국어강좌, 커뮤니티 행사지원, 문

화체험, 전통문화강좌, 서울문화탐방 등

기타사업
컴퓨터교실, 벼룩시장 개최 및 참여, 시정

안내 등

특화

사업

연남빌리지 <다문화가족>취업반, 중국문화의 날

역삼빌리지 한국어연극페스티벌

서래빌리지 한불음악축제, 와인특강

이태원빌리지 찾아가는 서울생활 오리엔테이션

이촌빌리지 한일어울림한마당

금천빌리지 다문화인식개선 세미나, 다문화가족 워크숍

성북빌리지 다국적 전통음식 및 전통마켓

출처: 홍석기 외(2010)

<표 1-3> 빌리지 센터별 운영사업

빌리지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방문이나 전화, 온라인을 통해 생활지원 및 정보 제공서비스를 한

다. 둘째, 한국어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 거주 외국인출

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위한 영어 강좌도 동시

에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의사소통과 교류를 도모한다. 셋째, 한국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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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넷째, 외국인주

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

러한 공동 활동을 통해 내·외국인주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에 대

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07년 제정된 「서울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은 도시경쟁력 강화에

정책목표를 두었고 주로 외국인투자자와 관광객의 편의를 지원하는 시책

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관광객보다는 거주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장기거주 외

국인들의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났다(박세훈,2013) 이와 같은 정책적 한계

점을 인식하고 서울시는 2014년 이후 외국인주민정책은 글로벌 도시경쟁

력 강화 위주 전략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

양선 증진 등이라고 밝혔다(서울시,2014).

서울시는 2014년 5월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정책 5개년

종합지원계획인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다(多)

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은 인권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성장의 공유, 역

량강화 등 4대 목표아래 14대 정책과제, 10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다문화도시 서울’을 조성하

기 위해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발굴해 촘촘한 지원

망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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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표

인권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성장의 공유 역량 강화

외 국 인 주 민

이방인 아닌

우리의 이웃

'세계 시민의

도시‘

정책·봉사 등

외국인주민 참

여 자유로운 '

선진 다문화

도시'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

의무도 함께

지는 '동반성

장 도시'

근로자·유학생·

결혼이민자 · 2

세·중국동포.'경

쟁력 높은 도시

'

핵심

사업

1.외국인주민

인권팀 신설

2.시립외국인

주민 쉼터 설

치

3.서울통신원

운영

4.사법통번역

서비스 지원

5.공무원 등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6.인식개선 캠

페인

1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신

설

2.모범외국인주

민 선발

3.통합국제문화

원 설치

4.국가별 외국

인주민의 달

징정 및 운영

5.예비 비영리

단체 등록제도

6.글로벌 자원

봉사단 구성

1.서남권 제2

글로벌센터 설

치

2.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방식 혁신적개

선

3.외환송금 및

환전지원

4.시민 되기

아카데미 운영

5.세금납부 이

행강화

6.외국인주민

서비스 유료화

7. 외국인주민

자율 방범대

1.외국인주민 취

업박람회 개최

2.외국인 창업대

전 개최

3.유학생 종합지

원 센터 설치

4.결혼이민자 취

업전문성 강화

5.결혼이민자 및

자녀 장학금 지

원

6.중도입국자녀

취업지원

7.중국동포 민관

협의체 구성

서울특별시(2014), 외국인주민 40만 시대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표 1-4> 서울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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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생활만족도에 관한 논의

1. 생활만족도의 개념

생활만족도란 개념은 1961년 Neugarten 외 연구자들이 생활만족도

지표를 개발한 후부터 개념이 일반화되었다. 생활만족도는 삶의 만족척

도를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

다(윤정주,2007). 생활만족도는 삶의 만족도, 행복감, 적응, 심리적 안녕

감 등의 용어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생활만족도는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연구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활만족

도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Neugarten 등(1961)에 의하면, 생활만족

이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 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에

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자신의 주요목표를 달성하는데서 성공하였음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낙천적인 성격

과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Neugarten,1961). 즉 생

활만족도는 긍정적 자아존중정도, 적절한 생활능력, 생활의 질, 행복 등

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Kalish(1975)는 생활만족도를 자신의 생애를 의

미 있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주위 환경과 변화에 잘 적응하여 정서

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

라고 정의한다. Campbell(1976)은 생활만족도는 지각된 삶과 그가 열망

하는 삶 사이의 차이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반영되고 생활만족도가 높

을수록 행복함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Diener(1984)는 생활만족도는

행복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생활만족도는 전체적인 삶에 대한

통합적인 판단에 주안점을 두며,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정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Meadow(1992)는 생활에 대한

만족도란 개인이 바라는 기준과 현실과의 차이에 대한 인지적인 비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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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고 하였다.

한국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최성재(1986)는 생활만족도를 ‘행복감’이라

는 개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정적인 측면에

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서의 가치 인식에 대한 평가와 동적인 측면에

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실제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하였다. 홍성희(1994)

는 생활만족을 현실의 객관적 측면과 생활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평가의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한바가 있다. 김면자(1992)은 생활만족도란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이 기대하던 인생과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과의

일치정도라고 하였다. 권중돈·조주연(2000)은 생활만족도를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

운 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생활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라고도 지칭되며(권중돈, 조주연,2000; 박

기남,2004)이고 개인의 ‘삶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다. 또한 생활만족도

와 삶의 질을 동의어로 보는 견해도 있고(이현송,1997), 삶의 질을 구성

하는 하위개념으로 보고, 주관적 차원을 생활만족도라고 보는 견해도 있

다(이주성,2011). 인간의 삶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60년대 미국의 사회

지표운동으로부터 대두되었다. 특히 Raymond Bauer(1966)이 그의 저서

에 이러한 사회지표를 주목하여 다루었고 이후로부터 정부와 대학 모두

높은 관심을 보였다(Campbell, 1976).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념

화 하고 측정하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은 개인이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하

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조건들을 확인하고 특정 집단에 나타나는 결핍을

파악하여 정책개입을 모색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평가하려는 실용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다(Veenhoven,1996). 인간

의 생활 만족도는 한 사회의 전반적인 질의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사회

적 지위나 능력, 성격적 기질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

로 삶의 질을 담보하는 외부적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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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삶의 질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관적

삶의 질”의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생활만족도”는 이를 측정하는 대표적

인 지표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Diener,1984).

외국인주민들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한국정착과정에서의 삶에 대한

연구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진

행한 생활만족도 관련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다른 외국인주민들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외국인주민 집단 간 생활만족도 차이 등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이다(Safi,2010; Bartram,2011). 외국인주민들은

자신이 익숙한 장소를 떠나, 한국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면서 언어, 음식,

문화, 가치관 등을 포함한 생활의 많은 방면에서 새롭고 낯선 경험을 하

게 된다. 외국인주민들의 현지생활에 대한 적응 또는 통합정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사회문화의 수용감, 사회스

트레스 등 변수를 사용하였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외국인주민들

의 현지에서의 생활만족도이다(Amit,2010; 이정환,2016).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그들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생활만족도

의 정의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정도’라

는 Dinner의 정의를 수용하여 정의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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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의

Neugarte

n

외(1961)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 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신

의 인생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 자신의 주요목표를 달

성하는데서 성공하였음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낙천적인 성격과 행복한 감정

Campbell

(1976)
지각된 삶과 열망하는 삶 사이의 차이의 정도

Meadow

(1992)

개인이 바라는 기준과 현실과의 차이에 대한 인지적인 비

교의 결과

Diener

(1984)

-행복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전체적인 삶에 대한 통합적인 판단에 주안점을 두며, 주

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정도를

의미

최성재

(1986)

생활만족은 정적인 측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서의

가치 인식에 대한 평가와 동적인 측면에서 과거, 현재, 미

래의 실제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

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

김면자

(1992)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이 기대하던 인생과 현재 자신이 살아

가는 생활과의 일치정도

권중돈

조주연

(2000)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만족은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태, 행복은 일시적

인 정서 상태

<표 1-5>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의

2. 외국인주민들의 적응과 생활만족도

외국인주민들이 새로운 나라와 환경으로 이주하면서 언어, 생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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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등 포함한 생활의 많은 부문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외부환경에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적응할 것이 요구된다(박윤숙,2006).

적응이란 대상 국가에서 접하는 여러 국면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

끼는 정도라고 정의된다(Black＆Gregersen,1991). 한편, Berry(1992)는 적

응을 환경의 요구와 태도 및 행동 사이에 적합성이 증가하고 갈등이 감

소하는 방향으로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그러므

로 광범위한 의미에게 적응은 새로운 환경조건에 대한 변화와 조정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환,2016). 적응은 크게 심리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이정환,2016). 심리적 적응의 의미는

개인적 행복, 만족감과 심리적 압박 같은 주관적인 감정적인 상태를 의

미하며, 사회문화적 적응은 현지문화에서 상호작용 능력을 의미한다

(Naumann,1993; 권종욱 외,2012; 이정환,2016). 외국인주민들의 적응이

심리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되지만 이들 두 측면 가운데 보

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는 심리적 측면이다. 그 이유는 적응은 결

국 개인 자신이 직접 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적응을 잘하

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Layard,

2005; 이정환,2016).

많은 분석가들은 단기적응이나 장기적응의 부침을 적응에 대한 U곡선

이론,W곡선 이론 등으로 설명한바가 있다(도신하,2011). 이러한 이론들

은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위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이주국

에서의 적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Black의 현지적응 모델은 기존에 적응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합하

여 제시한 모형이다. 이 Black et al(1991)은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적

응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사전적 적응과 현지적응으로 나우

어 설명하였다. 개인적 요인의 경우 Black은 사전적 적응단계에서는 훈

련과 경험을, 현지적응에서는 자기효능감, 관계개선능력, 지각능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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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업무관련 요인은 역할명료성, 역할재량권, 역할갈등, 역할생소

성 등이 포함된다. 조직적 요인으로는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지원이 포함

된다. 비업무적 요인은 가족의 적응과 문화적 생소성이 포함된다.

Black 모형은 해외파견직 근로자들의 적응을 주제로 진행된 연구이

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적용한다. 즉

본 연구는 외국인주민들이 서울시라는 공동체 속에서 주민으로서 삶을

누림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탐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1-4> Black 현지 적응모델

출처: Black, J. S., Mendenhall, M. and Oddou, G. (1991).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International Adjustment: A Integration of Multiple Theoretical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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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만족도의 접근방법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객관적 접근법, 주관적 접근법, 종

합적 접근법 등 3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첫째, 객관적 접근법은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리적 구성요소를 객관적인 사회지표를 통해 주민들의

삶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삶에 대해 판

단하는 것은 스웨덴 중심의 스칸디나비아적 접근이며 주로 경제학적 전

통을 따른다10)(한준,2013). 즉 이러한 접근 방법은 GDP와 같은 경제지표

와 수명, 문맹률, 범죄율, 문화시설, 의료보장, 등 지표화 할 수 있는 요

소들이 포함된다(이승철,2011; 이옥자,2017; 황종석,2015). 이러한 요소들

을 활용하여 주로 사회지표를 구축하는데UN의 인구사회통계체계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와 UNDP의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회지표는 개인의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방법이다.

둘째, 주관적 접근방법은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바탕을 두

는 것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등 주관적인 평가나 인지적인 방법

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객관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지적한다. 즉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좋아진다고 반드

시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할 수 없고 개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개인수

준에서의 경험적 접근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asterlin(1974)은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

면 경제규모나 절대적인 소득증가가 구성원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GDP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현송(2000)은

10) 객관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삶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주로 경제학적인 접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리주의 입장에 충실한 북유럽의 자

원(resource) 중심의 생활수준 접근(Erikson, 1974, 1993)과 자유주의 입장에

충실한 경제학자 센(Sen, 1985, 1993)의 역량(capability)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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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소득 수준이 어느 수준

을 넘어선 경우 소득과 삶의 만족의 관계는 매우 미미하다는 밝혔다. 미

국과 서구에서 주관적 만족을 중시하면서 조건과 과정의 최종결과로서

개인의 주관적 웰빙을 강조한다.

셋째,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종합하는 방법이다. 호주, 독일, 캐

나다 등 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삶의 조건을 측정한다(한

준,2014). 이달곤(1990)은 삶의 질은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성장, 쾌적한

환경과 같은 외적인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태까지 포괄하는 개

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임희섭(1994)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객관적 차원은 ‘특수한 사회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을,

주관적 차원은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내면적인 기준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종합적인 접근법은 삶

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요소보다는 주관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고 대체로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조건을 개인의 인지를 통해 주관적인 평가로 결

정한다(이승철,2011).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보다 잘 인식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들, 즉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환경 등이 연구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주민들의 서울생활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보통

의 경우, 개인적 수준의 삶의 질 만족감 연구는 주관적 자료를 사용하고,

지역수준에서의 삶의 만족감 연구는 객관적 자표를 사용한다(임보경·마

강래,2016). 이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모두 포함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지역주민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생활만

족도를 통해 표현되고 또한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

적 지표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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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인주민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주관적

인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것이다.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는 목적은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관적 및 요소를 밝혀 이를 정책적

으로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외국인정책을 실행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1. 생활만족도 선행연구

한국의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OECD국가들 보다 낮게 나타나

고 있는데11), 이러한 현상은 한국들에게 삶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인주민들의 삶을 주관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제한

하고자 한다. 즉 주관적 접근방법으로 진행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헌검

토를 진행한다.

성도경·이지영(2010)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

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나

이, 학력, 종교, 경제활동, 체류기간), 가족적 요인(남편과의 관계, 자녀와

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요인(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심리적 차원(긍정적 자아 존중감, 부정적 자아 존중감) 등 4개 요인과 12

개 하부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에서는

11) OECD는 2015년 삶의 질에 대한 보고서(How’s life?)를 발표하였다. 이 보

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5.8점(10점 만점)을 기록하면서

OECD의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하여 최하위 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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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이 유의한 차이가 있고 가족적 요인으로는 남편

과의 관계와 시부모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긍정

적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요인인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

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현주(2011)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

정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이주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찾고 이들의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를 경제적

수준,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 한국어능력, 정부지원 5개 요인으로 설정하

였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는 가족관계,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이 유의하였고 30대 가족관

계, 한국어능력, 경제적수준이 유의하고 40대 이상 가족관계만 유의하였

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 낮은 이주자, 가족관계, 정부로부터 지

원 등 물리적조건순으로 삶의 만족에 유의하고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이

주자, 가족관계 등 심리적 안정 등 순으로 삶의 만족에 유의하였다.

최말옥(2011)은 지방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

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인식하에 부산주민들의 행

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생활여건 요인 등 3개 요인으로 독립변수

를 구성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주거

유형과 월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인 요인으

로는 낙관주의와 우울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생활여건 요인 중

에서는 교육과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성·이유신(2013)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사회 특성과 사회적 차별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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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거주기간, 출신국, 교

육수준),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 한국어 능력, 사회적 연결망,

자가진단 건강상태, 남편과의 관계, 차별경험 등의 개인수준의 변수들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문형란(2016)은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 여성들이 사회통합에 이르

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의 질과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 신뢰수준, 언어능력, 배우자관계, 부모형제관계,

친구이웃지지 등을 삶의 질의 결정요인으로 설정하여 이런 요인들이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크기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삶

의 질에는 배우자관계 , 신뢰수준, 부모형제관계, 자아 존중감, 언어능력

사회적지지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정환(2016)은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만족도 및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려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국적, 차별인식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심리적 변수(차별경험)들이 경제적변수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객관적 변수(체류기간, 한국어, 사회적지지)

보다는 주관적 변수(차별경험)가 한국생활만족도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

이주실·전대성(2016)은 한국 국내 거주하고 있는 전문외국인력을 대상

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구조를 밝혔

다. 가치-기대이론에 기초하여 De Jong과 Fawcett(1981)이 제시한 이

민의사결정모델을 적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전문 인력의 삶의 만족도는 그들

의 사회적 지위, 소속감, 안락한 생활여건, 언어의 유창성,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예나(2017)는 전라북도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



- 30 -

연구자 연구주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김태룡

오승석

진기남

안희정

(2000)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

한 연구

의·식·주, 가치관, 사회관계, 교육, 안

전·보건·복지, 경제·노동, 여가, 행정과

참여, 사회제반시설, 환경

사회 배경적 변수: 성별, 연령, 교육,

소득, 결혼, 거주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박희봉

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

치는 영향요인

비교 분석

경제·사회적 배경(경제여건, 개인속성)

사회자본(신뢰, 참여, 네트워크)

삶의

만족

<표 1-6>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교육수준과 월 평등소득, 여가활동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고, 주택환경, 주민편의시설환경, 문화여가환경, 문화관

광 발전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 다문화가정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대폭증가하고

있다. 한국 내 유입된 외국인주민들이 저개발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과

저 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새로운 사회적 소수계층으로 편입되어 복

지의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주민들의 양적 증

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한국에서의 생활이나 삶에 대한 만족에 관한 연

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원인은 아직까지 외국인주민들이 주요 정책대상

집단으로 고려되지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김창일, 2016).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개인적 역량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부지원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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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경

이지영

(2010)

여성결혼이민자

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연구

개인적 요인(나이, 학력, 종교, 경제활

동, 체류기간), 가족적 요인(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

계), 사회적 요인(친구와의 관계, 이웃

과의 관계), 심리적 차원(긍정적 자아

존중감, 부정적 자아 존중감)

삶의 질

장현주

(2011)

다문화가정 이

주자의 합리적

선택과 현실

경제적 수준,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

한국어능력, 정부지원

삶의

만족도

최말옥

문유석

(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

인 분석

심리적 요인,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사회경제적 요인(성별, 나이, 교육정도,

종교여부, 종교유형,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자녀수, 월 소득, 부산거주기간)

행복감

김한성

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특성(다문화가구비율, 인구밀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삶의

만족도

이승철

(2014)

구미시 지역주

민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

인과 향상 방안

일반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

인, 환경적 요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문형란

(2016)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

인에 관한 연구

개인특성(언어능력, 자아 존중감, 신뢰

수준, 학력, 소득)

사회적 관계특성(배우자관계, 부모형제

관계, 사회관계)

삶의 질

이정환

(2016)

외국인 근로자

의 한국생활 만

족도

사회·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혼인

상태, 학력), 직장경험(임금, 근로시간,

직문만족, 조직헌신, 직장동료와 상사

관계), 일반 사회에서의 경험(한국어능

력, 체류기간, 사회적지지, 문화적 차

생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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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본국과 이 입국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국적)

이주실

전대성

(2016)

경로분석을 이

용한 전문 인력

의 장기체류 영

향요인들 간 인

과관계 연구

경제적 요인(월평균 소득), 사회적 지

위, 사회적소속감, 이웃/친구와의 친밀

감, 안락한 생활여건(직장근무여건, 지

역안전도), 한국어능력, 한국상황 인지

정도, 차별경험

삶의

만족도

2.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1) 개인적 역량

개인적 역량은 주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측면으로 검토하였다.

인적자본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기능을 의미하며 교

육과 훈련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삶을 영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더 좋은 도구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생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변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들

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이주자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Massey and Redston,2006, 이정환, 2016 재인용; Amit,2010).

고은주(2011)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원졸업이상인 경우에서 삶의 질이 가

장 높았던 반면, 초등학교 이하의 경우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인 경

우보다 삶의 질 정도가 높았고 대학교 졸업인 경우와 유사한 수준임을

보였다. 이정환(2016)은 외국인주민들의 학력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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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주민들이 새로운 정착한 이주지에서 학력

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어렵다고 짐작된다.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생활을 보다 잘 누리기 위한 중요한 역량은 바로

한국어수준이다.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 입국 후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

움은 언어문제라고 판단된다. 많은 이주민 관련된 연구결과들은 외국인

들의 적응에 정착한 국가의 언어 활용능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문형란,2015). 김진희·박옥임(2008)은 이주자들의 의사소통효

율성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고 장은애(2010)는

한국어능력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였

다. 장현주(2011), 권종욱 외(2012)등의 연구에서도 언어능력이 외국인주

민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

였다,

2) 경제적 요인

경제력은 기본적인 삶의 유지에 필수적이며,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 발전수준이 낮은 나라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비전문직 외국

인근로자들이 한국 국내 외국인주민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원인으로 이주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요인

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요인에서 대표적인 지표인 소득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

본다면,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은 행복과 생활만족감을 높여주지만(김연

수, 2007; 이주성,2011), 외국이주민의 경우, 소득, 학력이나 같은 객관적

인 요소들이 항상 성공적인 적응과 더 나은 건강상태로 이어지지는 않는

다(권오정·김석호,2016) 초기 연구에서는 소득과 행복과는 강한 상관관계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ener(1985)의 연구에서는 최고 부유층

사람들은 보통 수준의 사람들 보다 약간 더 행복하다고 응답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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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의 37%는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이수애,2004). 이현송(2001) 연구에 따르면, 실질 소득과 삶의

만족도와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소득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

도 간에는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정환(2016) 연구에서는 소득과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Layard(2003)는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상대적인 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다(박희봉·이희창,2005). 즉 사람

들이 다른 사람보다 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실질적 소득(absolute income)액수 보다는 상대적인 소득

(relative income)이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Obucian,2013; 권오정·김석호,2016 재인용). 김이수(2016)은 사회경제

적 지위인식도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지위가 하위 층의 이주자 집단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가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다소 높은 경제적 지위를 가진 이주자 집단

에서는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고

하였다(권오정·김석호,2016).

3) 사회적 요인

이주민들은 언어, 생활방식, 피부 등이 다름으로 인해 느끼는 차별감은

현지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종국적으로 이들의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김한성·이유신,2013; 이정환,2016). Safi(2010)는

European Social Survey(ESS)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주자가 경험하는 차

별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김연수(2012)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인도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지

역사회에서 지각된 차별감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주민들의 지각된 차별감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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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김한성·이유

신,2011; 이주성,2011; 권종욱 외,2012; 김주희,2012;,). 김한성·이유신

(2011)에 의하면, 차별경험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은 그렇지 않은 결혼이

주여성에 비해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31% 낮았다.

김태룡 등(2000)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사회관계이 삶

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속한 사

회, 지역 등에 대한 소속감 등이 개인의 이주를 가로막고 정주를 유도하

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발견하였다(Lansing &

Mueller,1967). 이주국에의 강한 소속감은 내국인과 사회 경제적 영역에

서의 강한 연결망과 유대에 의해 강해질 수 있다(권오정·김석호, 2016).

독일 이주민들에 관한 한 연구는 독일에 대한 친밀성과 독일어 능력으로

측정한 이주자의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가 노동시장에서의 위

치나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기질적 특성들, 혹은 이주지역의 문화나 제도

의 특성 등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 만족감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Angelini et al.,2015). 권오정·김석호(2016)의 연구에 따르

면,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크기가 여성 이주자들의 생활만족감에 영

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4) 정부지원 요인

정부 지원이 정책 대상자 삶의 만족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이 없는

편이며, 주로 전에 많이 이루어진 연구는 중앙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다

문화지원 정책사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

에 따른 삶의 만족 영향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주민이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해당 중앙정부가 주거와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때 이

주민의 삶 만족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부지원은 양적인

것 못지않게 수혜자에게 어떻게 인수되고 체감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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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Fernandez-Baleesteros, 2002, 정순둘 외 1명,2014 재인용). 이

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행한 ‘탈북자정부정책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분석 연구’에서는 한국정부 탈북자에 지원에 대한 수혜자에

인식은 삶의 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정순둘 외 1

명 2014). 장현주(2011)는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

다고 언급하였다. Sirgy(2000)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정부나

상업, 비영리 기관 서비스의 만족도와 연광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배영·

한은지(2012)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들의 지리적 위치의 비

적절성으로 하여 체류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제약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영출(2014)은 지역참여 지원제도, 행정서비스 등 정책적 요인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조직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이들의 현지생활 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는 연구결과도 있고(박용석·장기홍,2008; 김

종석,2006; 권종욱 외,2012), 조직적지원이 현지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

지 못했다는 결과도 있다(도신하,2011).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현재 한국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이 외국인들을 위한 서

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도 확보하지 못하여

외국인들의 접근을 저애한다고 밝혔다(장임숙 외,2008). 외국인주민들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가 농촌 거주자들보다 높다고 언급하였다(김한성·이유신,

2011).

5)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살

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이입국에서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편이다(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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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2016). 한편, 여성들이 남성보다 우울감에 더 쉽게 빠진다는 연구결

과도 존재한다. 한국 국민을 상대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연령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젊은 층이 노년층보다 더 행복해하

는 것으로 보고 되어있으며(이수애,2004), 30대를 중심으로 U자 곡선을

그린다는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김새봄, 2013).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진

행한 연구에서는 연령과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성도경·이지영,2010).

체류기간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정환(2016)체류기간은

유의미 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김한성·이유신(2011)에 의하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거주기간이 같다면 연령이 높을

수록 생활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체류자격은 외국인주민들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연구가 아주 적다. 외국인주민들은 한국으로 입국할 때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체류자격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한다. 따

라서 부여 받은 활동범위에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

이라고 예상된다. 신성자(2012)는 ‘직업만족’, ‘사회적지지’ 그리고 ‘희망’

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희망’의 매개효과 그리고 ‘체류자격’(불법,

합법)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고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합법

체류자의 삶의 질이 불법 체류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권오정·김

석호(2016)는 이주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이주여성들의 생활만족도가 높

아졌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에서는 외국인주민의 특성

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류유형별(근로자, 유학생, 혼인귀화자, 자녀 등)

맞춤형 생활정착 지원제도를 개발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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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본 연구의 차별성

첫째, 다수 연구들은 특정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인주민들은 한국으로 입국할 때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체류자격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주민들과 가족의 결합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입국

한 외국인주민 두 집단에 대해 동시에 연구를 진행한다. 두 집단을 선정

한 이유는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가족결합 목적으로 이주

한 결혼이주민이 한국 내 외국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체류

자격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외

국인주민 유형별 생활정착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

둘째, 서울시는 외국인주민들의 증가하는 현실을 인지하면서 서울시

외국인밀집구역에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을 설립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기관의 이용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아주 제

한적이다. 특히 서울시에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의 삶의 증진‘이

라는 목표로 서울시 외국인밀집지역에 글로벌센터와 글로벌빌리지 등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에서 설립한 외국인 지원기관이 과연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토한 연구는 아주 제

한적이다. 이 연구는 서베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센터와 글로벌

빌리지 등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여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셋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동적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차별경험이 이들

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별 경험을 지역사회에 경험한 차별과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

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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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가설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토하였

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외국인주민이라는 특성과 생활만족도라는 주관성을 고려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히고

자 한다. 이에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Black

(1991)의 해외적응모형과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개인적 역량, 경

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부지원요인 등 네 개의 요인을 선정하고 각

요인별로 9개 하위변수(학력수준, 한국어수준, 소득수준, 경제적 지위, 공

공기관 차별경험, 지역사회 차별경험, 사회적소속감, 정부지원기관 접근

성, 정부지원기관 이용여부)를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는 다수의 연구에

서 활용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 연령, 한국 거주기간, 체

류자격을 설정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체류자격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무엇인가?

가설 1. 개인적 역량은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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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1: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학력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어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경제적 요인은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2-1: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경제적 지위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소득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적 요인은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3-1: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일반사회에서의 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에서의 집단소속감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정부지원요인은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4-1: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정부지원기관 접근정도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정부지원기관 이용경험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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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 개인적 역량,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부지원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제2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Black (1991)의 해외적응모형과 기존의 선행연구를 활용하

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개인적 역량,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부지원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지역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서울서베이 도시정

책지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관련된 문헌검토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다(그

림 2).



- 42 -

<독립변수>

-개인적 역량: 학력, 한국어수준

-경제적 요인: 경제적 지위, 소

득수준

-사회적 요인: 차별경험(지역사

회, 공공기관), 사회적소속감

-정부지원 요인: 정부지원기관

접근성, 정부지원기관 이용여부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통제변수>

성별, 나이, 거주기간, 체류자격

<그림 2> 분석틀

제3절 연구설계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에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서울서베이 자료12)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 자료의 일부로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

상, 가치관, 가치관, 주거여건 등 서울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파악하고, 시

12) http://data.seoul.go.kr/openinf/fileview.jsp?infId=OA-1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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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

사자료이며, 2007년부터는 외국인대상 조사도 포함되어 진행되었다(서울

서베이, 2016).

「2015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중 외국인조사는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500명의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상 모집단은 2015년 10월 1일 한국 국내 91일

이상 체류 중인 만 2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외국인으로 서울시에서 제공

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 DB’ 표본틀로 사용한다. 표본할당은

모국이 소속된 권역, 성별, 체류기간, 체류코드 등 체류형태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합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동반거주 체류

자격자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전문직취업자

와 비전문직 취업자)이 분석의 대상이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외국인주민들이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이다. 서베이조사 자료 중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

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산출하였다. 매우 만족스러움 10점부터 매우 불

만족스러움 0점까지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표시하며 이에

대한 자기기입식 측정치를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로 조작 화하였다. 따

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2) 독립변수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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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Black현지적응모형과 기존의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개인적 역량,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부지원 요인 등 추정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 변수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각 요인을 아래와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1) 개인적 역량

개인적 역량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일상적인 소통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학력과 한국어수준 두 변수를 선정하였다. 학력은

①중졸이하, ②고졸이하, ③전문대졸 이하, ④대졸 이하, ⑤대학원 이상으

로 구분하였다.

한국어수준은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 하위 문항은 쓰기, 일기, 말하기, 듣기로 구성되고 각 문

항은 매우 잘함 5점, 잘하는 편 4점, 보통1점, 서툰 편 2점, 서툼 1점의

점수를 갖는 5점 Likert 척도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경제적 지위와 월평균 소득 2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경제적 지위는 「2015년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인 34번째 문

항, 즉 ‘한국사회에서 귀하가 처한 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귀하의 지위

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활용했다. 경제적 지

위는 10점 척도의 연속변수로 구성되었고 1점인 최하층부터 10점인 최상

층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 지위가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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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함을 의미한다.

소득수준은 33번째 문항을 활용한다. 월평균소득을 ①100만원 미만,

②100∼200만원, ③200∼300만원, ④300∼400만원, ⑤400만 원 이상으로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한다.

(3)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차별경험과 사회적소속감 2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차별

경험은 「2015년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25번째 문항, 즉

“귀하께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류로 다음의 장소에서 차

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한다. 세부적으로 거리

나 동네에서,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집주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서, 직장/일터에서에서의 차별경험을 지역사회차별경험으로 설정하고, 공

공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등)에서의 차별경험을 공공기관 차별경험으로

분류하여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차별 받지 않음 1점, 별로 차별 받

지 않음 2점, 조금 차별 받음 3점, 심한 차별 받음 4점을 갖는 4점

Likert 척도이다.

사회적소속감 13번째 문항, 즉 ‘나는 내 직장, 지역사회(소속집단)에 대

해 만족한다’를 활용한다. 이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을

것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럴 것이다 4점, 매우 그럴 것이다 5점의 점

수를 갖는 5점 Likert 척도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소속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정부지원 요인

정부지원 요인은 외국인주민들이 서울에서 정부지원기관 접근성과 정

부지원기관 이용여부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정부지원기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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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측정방법 비고

종속 생활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귀하 0=매우 불만족 스러

<표 2> 변수들의 구성 및 측정방법

성은 ‘정부지원 기관을 통한 문제 제기 및 해결에 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한다. 이 문항은 전혀 어렵지 않음 1

점, 별로 어렵지 않음 2점, 보통 3점, 약간 어려움 4점, 매우 어려움 5점

의 점수를 갖는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점수를 역-코

딩하여 새로운 5점 척도(매우 어려움 1점, 약간 어려움 2점, 보통 3점,

별로 어렵지 않음 4점, 전혀 어렵지 않음 5점)로 재구성한다. 따라서 점

수가 높을수록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지원기관 이용여부는 「2015년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은

24번 문항을 활용한다. 즉 어려움을 처했을 때 서울시 외국인 지원기관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비즈니스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따라서 이용하지 않음 기준변수로(=0), 이용 하였다

는 응답은 1로 하였다.

3) 통제변수의 선정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위에서 선정한 요인 외에 생활만족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한국거주기간, 체류자격 등 선정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기준변수(=0)로 측정하였다. 연령은 응답자의 나이를 ①20대, ②

30대, ③40대, ④50대, ⑤50대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한국거주기간은 한

국에 거주한 기간을 개월 수로 표시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체류목적은

동반거주 체류자격을 기준변수로(=0), 취업 체류자격은 1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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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만족

도

는 현재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움 – 10=매우 만족

스러움

독

립

변

수

개인

적

역량

한국어능력

1=매우 서툼

2=서툰 편

3=보통

4=잘하는 편

5=매우 잘함

학력

1=중졸이하

2=고졸이하

3=전문대졸 이하

4=대학졸 이하

5=대학원 이상

경제

적

요인

경제적지위
1=최하층 – 10=최

상층

소득수준
1=100만원미만 –

5=400만 원 이상

사회

적

요인

차별

경험

공공기관 차별 경험

1=심한 차별 받음

2=별로 차별 받지

않음

3=조금 차별 받음

4=전혀 차별 받지

않음

지역사회 차별 경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1=매우 그럴 것이다

- 5=매우 어려움

정부

지원

요인

정부지원

기관

접근성

공공행정 기관을 통한

문제 제기 및 해결에

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1=매우 어려움

2=약간 어려움

3=보통 3점,

4=별로 어렵지 않음

5=전혀 어렵지 않음

정부지원

기관

이용여부

서울시 외국인지원기관

(서울글로벌센터, 글로

벌빌리지센터, 비즈니스

센터) 이용여부

0=이용경험 없음

1=이용경험 있음

통제

변수
성별

0=여자

1=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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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1=20대

2=30대

3=40대

4=50대 이상

한국거주기간 개월 수

체류자격
0=동반거주 비자

1=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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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결과

제1절 기술 통계분석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이다.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

균 6.28점으로 평균적으로는 약간 만족한 수준인 것으로 여겨진다. 빈도

분석 결과, 총 응답자의 10%를 넘는 점수대는 5점(18.1%), 6점(35.6%), 7

점(25.2%), 8점(12.1%)이며, 6점대는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

아 35.6%를 차지한다.

　 관측치 최솟값 최댓값 최빈값 평균 표준편차

서울 생활
만족도

1350 0 10 6 6.28 1.252

유효N
(목록별)

1350 　 　 　 　

<표 3-1> 생활만족도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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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
효

0 1 .1 .1

2 5 .4 .4
3 23 1.7 2.1
4 46 3.4 5.6
5 245 18.1 23.7
6 481 35.6 59.3
7 340 25.2 84.5

8 164 12.1 96.7
9 35 2.6 99.3
10 10 .7 100.0
합계 1350 100.0

<표 3-2> 생활만족도 빈도분석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과 빈도분석 결과는 <표 3-3>, <표

3-4>와 같다.

외국인주민들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평균값은 2.83점이다.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13.7%, 고졸이하는 31.3%, 전문대졸 이하

는 17.9%, 대학교 졸업이하는 33%, 대학원이상은 4.1%를 차지한다. 한국

어수준을 살펴보면, 매우 잘함은 9%, 잘하는 편은 18.4%, 보통은 40.7%,

서툰 편은 25.6%, 매우 서툰 편은 6.2%를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수준은 보통 수준이며, 서툴 다고 대답한 비율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면, 평균값은 5.28로 이는 대부분이 자신의 경제

적 지위를 중류층이라고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최하층이라고 인지하는 비중은 1.4%, 중하층이라고 인지하는

비중은 28.7%, 중류층이라고 인지하는 비중은 50.7%, 중상층이라고 인지

하는 비중은 18.8%, 최상층이라고 인지하는 비중은 0.4%이다. 소득수준

을 살펴보면.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이 13.6%, 100∼2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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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200∼300만원이 18.6%, 300∼400만원이 5.3%, 400만 원 이상이

7.8%를 차지한다.

차별경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 평균값은

2.31점이고,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은 2.06점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의 차별경험이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보다 평균점이 높게 나타났다.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차별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차

별 받지 않음이 24.3%, 별로 차별 받지 않음이 38.4%, 조금 차별 받음이

32.2%, 심한 차별 받음이 5.1%를 차지한다. 공공기관에서 차별경험을 살

펴보면, 전혀 차별 받지 않음이 33.9%, 별로 차별 받지 않음이 32.6%,

조금 차별 받음이 26.7%, 심한 차별 받음이 6.8%를 차지한다. 한국에서

의 사회적 소속감을 살펴보면, 평균 3.39점이다. 빈도분석결과를 보면, 매

우 그렇지 않음이 1.9%, 그렇지 않을 것이 7.2%, 보통이 47.8%, 매우 그

럴 것임이 47.8%, 매우 그럴 것임이 7.2%를 차지한다.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상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면, 전혀 어렵지

않음이 4.4%, 별로 어렵지 않음이 24.8%, 보통이 39.7%, 약간 어려움이

28.6%, 매우 어려움이 2.4%를 차지한다. 정부지원기관 이용여부를 살펴

보면, 정부지원기관을 이용경험이 있는 비중은 22.1%, 이용경험 없음이

77.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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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비율 합계

학력

중졸이하 185 13.7

1350

(100%)

고졸이하 422 31.3

전문대졸 이하 242 17.9

대학졸 이하 446 33.0

대학원 이상 55 4.1

한국어능
력

매우 잘함 122 9.0

1350

(100%)

잘하는 편 249 18.4

보통 549 40.7

서툰 편 346 25.6

매우 서툼 84 6.2

경제적
지위

최하층 19 1.4
1350

(100%)
중하층 387 28.7

중류층 684 50.7

<표 3-4> 독립변수의 빈도분석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학력 1350 1 5 2.83 1.15

한국어능력 1350 1.00 5.00 3.02 1.025

경제적 지위 1350 1 9 5.28 1.38

소득수준 1350 1.00 5.00 2.39 1.04

일상생활경험상수 1350 1.00 4.00 2.31 .791

공공기관차별 1350 1 4.00 2.06 .934

사회소속감 1350 1.00 5 3.39 .798

정부지원기관
접근성

1350 1 5 3.00 .898

정부지원기관
이용여부 1350 0 1 .22 .415

<표 3-3>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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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층 254 18.8

최상층 6 .4

소득수준

100만 미만 184 13.6

1350

(100%)

100-200만원 738 54.7

200-300만원 251 18.6

300-400만원 72 5.3

400만 원 이상 105 7.8

지역사회
차별경험

전혀 차별 받지 않음 328 24.3

1350

(100%)

별로 차별 받지 않음 518 38.4

조금 차별 받음 435 32.2

심한 차별 받음 69 5.1

공공기관
차별경험

전혀 차별 받지 않음 458 33.9

1350

(100%)

별로 차별 받지 않음 440 32.6

조금 차별 받음 360 26.7

심한 차별 받음 92 6.8

사회적
소속감

매우 그렇지 않다 25 1.9

1350

(100%)

그렇지 않을 것이다 97 7.2

보통이다 645 47.8

그럴 것이다 486 36.0

매우 그럴 것이다 97 7.2

정부지원
기관
접근성

전혀 어렵지 않음 60 4.4

1350

(100%)

별로 어렵지 않음 335 24.8

보통 536 39.7

약간 어려움 386 28.6

매우 어려움 33 2.4

정부지원
기관이용
여부

이용경험 없음 1051 77.9 1350

(100%)이용경험 있음 299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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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3-5>과 같다. 성별은 남성, 632명, 여성

이 718명으로 각각 46.8%, 53.2%를 차지한다. 연령은 20대가 18.8%, 30

대가 38.6%, 40대가 20.7%, 50대 이상은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주민들이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은 20.3%, 1∼2년은

39.3%, 2∼3년은 9.6%, 3년 이상은 30.9%로 집계되었다. 체류목적으로

동반거주의 목적인 외국인주민이 29.7%, 취업 체류자격의 외국인 주민이

70.3%를 차지한다.

항목 구분 빈도 비율(%) 합계

성별
여성 718 53.2 1350

(100%)남성 632 46.8

연령

20대 254 18.8
1350

(100%)

30대 521 38.6

40대 280 20.7

50대 이상 295 21.9

거주기간

1년 미만 274 20.3

1350

(100%)

1-2년 530 39.3

2-3년 129 9.6

3년 이상 417 30.9

체류목적
동반거주체류자격 401 29.7 1350

(100%)취업체류자격 949 70.3

<표 3-5>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2. 주요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분석

본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조작화한 변수는 한

국어능력과 차별경험 두 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경험과 한국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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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개념이 각 측정항목에 의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타

당성을 측정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통한 요인추출 및 베리막스(varimax)회전을 통

해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세부 측정도구들에 대한 신뢰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계수를 통

해 내적 일관성을 분석한다.

<표 3-6> 은 본 연구 변수들의 세부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

도를 확인한 결과이다. 한국어능력의 경우, 요인적재값 0.6을 기준으로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각 측정항목의 요인적재값은 모두 0.6을 초과하여

기준치를 만족하였고 신뢰는 0.904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지역사회 차별경험은 각 측정항목의 요인적재값 모두 0.6을

초과하고 신뢰는 0.719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요인 측정항목 요인적재값 Cronbach‘s α

통제

변수

한국

어

수준

말하기 .777

.904
듣기 .810

읽기 .741

쓰기 .782

독립

변수

지역
사회
차별
경험

거리나 동네에서 .886

.719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871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

.726

<표 3-6> 주요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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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1.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외국인주민들의 연령에 따라 생활만족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만족도의 t값은 –1.466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생활만족도
여자 718 6.24 1.248

-1.466 .143
남자 632 6.34 1.256

<표 3-7>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2. 연령에 따른 차이검증

외국인주민들의 연령에 따라 생활만족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

하여 연령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분류하여 생활만족도에 대

한 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값 Scheffe

생
활
만
족
도

20대 254 6.54 1.419

7.294 .000

a

30대 521 6.34 1.305 ab

40대 280 6.10 1.215 b

50대 이상 295 6.13 .966 b

<표 3-8>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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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3-8>와 같이,

F=7.294, p=0.000으로 네 개의 그룹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그룹에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대가 6.56점, 30대가 6.36

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40대가 6.11점, 50대 이상

이 6.1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생활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정에서도 20·30대

와 40대, 50대 이상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검증

외국인주민들의 학력에 따라 생활만족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력수준을 초등·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

교 졸업, 대학원 및 그 이상으로 분류하여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Scheffe

생
활
만
족
도

중졸이하 185 6.42 1.262

3.10

0
.016

b

고졸이하 422 6.19 1.072 b

전문대졸이하 242 6.19 1.206 b

대학졸 이하 446 6.33 1.422 ab

대학원 이상 55 6.64 1.144 a

<표 3-9>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학력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3-9>와 같이,

F=3.100. p=0.016으로 5개의 그룹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그룹에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원이상 그룹은 6.64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대학원졸업자 그룹이 평균 6.39점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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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이 두 집단은 사후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초

등·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이 동일 집단

으로 나타났으나 생활만족도에 대한 점수가 대학원 졸업그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검증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생활만족도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거주시간을 1년 미만, 1-2년, 2-3년, 3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3-10>와

같이, 거주기간은 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나 차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

거주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Scheffe

생
활
만
족
도

1년 미만 274 6.22 1.185

.626 .598 -
1-2년 530 6.34 1.215

2-3년 129 6.27 1.171

3년 이상 417 6.25 1.363

<표 3-10> 거주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제3절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독립변수인 개인적

역량(학력수준, 한국어능력), 경제적 요인(소득, 경제적 지위), 사회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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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역사회 차별경험, 공공기관 차별경험, 사회적 소속감), 정부지원요인

(정부지원기관 접근성, 정부지원 기관 이용여부), 그리고 통제변수(성별,

나이, 체류목적, 체류기간)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

며 대부분의 사회과학 관련 자료는 피어슨(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사

용하였다. 따라서 Pearson 상관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16>과 같

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에서는 유의도 보다는 상관의 크기가 실제적으

로 더 중요하다(황종석,2016).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한국어수준, 경제적 지위, 소득수준, 지역사회 차별경험, 공공기

관 차별경험, 정부지원기관 접근성, 연령 등이 p<.05, p<0.01 유의수준에

서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제적 지위(r=.264, p<0.01), 한국어수준(r=.120, p<0.01), 소득수준

(r=.096, p<0.01) 순으로 외국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r=-.119, p<0,01), 공공기관 차별경

험(r=-.115, p<0.01), 지역사회 차별경험(r=-.077, p<0.01), 행정서비스 접

근정도(r=-.064, p<0.05) 순으로 생활만족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회귀식에

포함될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설명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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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생활만족

도 1

2.학력 .025 1
3.한국어능

력 .120** -.034 1
4.경제적지

위 .096** .294** .120** 1

5.소득수준 .264** .303** .157** .291** 1
6.지역사회 
차별경험 -.088** .193** -.170** -.094** .077** 1

7.공공기관
차별경험 .115** -.176** .214** .085** -.049 -.633** 1

8.사회적
소속감 .331** -.046 .088** -.040 .161** -.022 .031 1

9.정부지원
기관 접근성 -.064* -.088** .097** .106** .008 -.037 .062* -.014 1

10.정부지원
기관 

이용여부
-.045 -.130** -.064* -.043 -.139** .030 -.075** -.056* -.071** 1

11.성별 -.040 -.132** .014 -.116** -.066* -.044 .048 -.019 .022 -.025 1
12.연령 -.119* -.239** .065* -.048 -.205** .013 -.020 -.069* .042 .126** .068* 1

13.체류기간 -.052 -.069* .361** .051 .075** .027 -.007 -.028 .072** -.035 .081** .278** 1

14.체류자격 -.017 .218** -.159** .024 -.015 .059* -.049 .021 -.044 .023 -.249** -.087** -.456** 1
 **p=0.01수준에서 유의(양측), *p=0.05수준에서 유의(양측)

<표 3-12> 주요변수 간 상광관계(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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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다중회귀분석

1.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주민들의 서울 생활에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적 역량, 경제적 요인, 사회

적 요인, 정부지원 요인 4개요인 및 9개 하부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또한 성별, 나이, 거주기간, 체류자격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

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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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Y = α + (β1X1 +β2X2 ) + (β3X3 +β4X4 ) + (β5X5 + β6X6+ β7X7

)+ (β8X8 + β9X9 ) + (β10X10 + β11X11 + β12X12 + β13X13 )+ ε

모형2: Yi = α + (β1X1 +β2X2 ) + (β3X3 +β4X4 ) + (β5X5 + β6X6+ β7X7

) + (β8X8 + β9X9 ) + (β10X10 + β11X11 + β12X12 )+ ε

<종속변수(Y)>

Y= 생활만족도

Y1= 동반거주 체류자격 생활만족도

Y2 = 취업 체류자격 생활만족도

<독립변수(Xi)>

X1 =학력, X2 =한국어수준,

X3 =소득수준, X4=경제적 지위,

X5=지역사회 차별경험, X6=공공기관 차별경험, X7 =사회적 소속감,

X8=정부지원기관 접근성, X9=정부지부기관 이용여부

<통제변수>

X10 =성별, X11=연령, X12=거주기간, X13 =체류자격

<그림 3> 다중회귀방정식

2. 다중회귀분석 결과 및 가설 검증

 
1)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들이 인식한 전반적인 서울에서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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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적 역량( 학력수준, 한국어능력), 경제적 요인(소득, 경제적 지위),

사회·환경적 요인(지역사회 차별경험, 공공기관 차별경험, 문화적 차이),

정책적 요인(행정서비스 접근정도, 정부지원 단체 이용여부) 등 5개 요인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성별, 연령, 거주기간, 체류자격을 통

제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의 수정된 R은 .180로,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기초적인 설명

력은 1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검정 값을 통해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R)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

인하기 위하여 VIF값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역량을 살펴보면, 한

국어수준(β= .071)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반면, 학력수

준(β=-.032)은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이주민들의 한국에서의 의사소통 즉 한국어수준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

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다. 한편, 이주민들

의 학력수준과 생활만족도는 일치한 결론이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

력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주를 경험하면서, 모국에서의 학력이 한국에서 인정이 되지 않거나 학력

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여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다고 짐작된다.

다음. 경제적 요인 중 경제적 지위(β= .206)와 소득수준(β= .048) 모두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결과는 객

관적인 경제수준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생활만족도이 결정되는 경

향이 강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삶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실질적 소득(absolute income)액수 보다는 상대적인 소득(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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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

과를 반추(김이수, 2016)해보면, 경제적 원인인 이주가 대부분이지만 절대

적인 소득보다는 상대적인 경제적수준이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80). 반면, 지역사회에서의

차별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의 차별경험이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보다시피,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

험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또한 지역사회에 경험한 일반

적인 차별경험보다 공공기관에 경험한 차별경험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사회적소속감은 생활만족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되었고 그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지원 요인을 살펴보면, 정부지원기관의 접근성은 생활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076). 이는 정부지원기관 이

용에 어려움을 덜 느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지원 기관의 이용여부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생활만족

도에 대한 사회적 소속감( .284)의 영향력이 제일 크고, 경제적 지위(

.206)의 영향력도 강하며, 그 다음 순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

.080), 행정서비스 접근정도( .076), 한국어능력( .071), 소득수준( .048) 순

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지할수록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공공기

관에서의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한국에서의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렵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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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지할수록 한국어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t VIF
B

표준오

차
β

독

립

변

수

개인적

역량

학력 -.034 .032 -.032 -1.086 1.389

한국어수준 .086 .034 .071** 2.547 1.268

경제적

요인

소득수준 .024 .014 .048* 1.769 1.237

경제적지위 .187 .025 .206*** 7.363 1.286

사회적

요인

차

별

경

험

사회

생활
-.033 .048 -.022 -.693 1.723

공공

기관
-.107 .044 -.080** -2.453 1.734

사회적소속감 .445 .040 .284*** 11.186 1.058

정부

지원

요인

정부지원기관

접근성
.105 .035 .076** 2.999 1.043

정부지원기관

이용여부
.018 .077 .006 .230 1.061

통

제

변

수

성별 -.067 .065 -.027 -1.031 1.090
연령 -.004 .003 -.040 -1.466 1.214

거주기간 -.003 .001 -.094** -3.055 1.571

체류자격 -.148 .080 -.054* -1.843 1.410
수정된R제곱 .180

F 23.769
***p<0.001 **p<0.05   *p<0.1

<표 3-13>외국인주민 생활만족도 다중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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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검정과 해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

여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표 3-14>는 가설검증 결과이다.

개인적 역량 요인 중, 학력수준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어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1>은 기각되고 가

설<1-2>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

도가 높다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이주자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의 습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과이다.

경제적 요인 중 소득수준과 경제적 지위는 모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

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1>와 가설

<2-2>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런 결과는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

도가 증가된다는 것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외국인주민이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주민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지위도 생

활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나타내, 따라서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

향력 측면으로 보면, 경제적 지위(β=.206)가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소득수준(β=.048)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절대적인 소득보

다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감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의 차별경

험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와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이 심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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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이 적은 외국인주민일수록 그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을 한 개

범주로 진행하여 연구하여, 이러한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와 부(-)의 관

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에서 보다시피,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적인 차별경험보다, 공식적인 기관인 공공기관에서 경험한 차별이 생

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

집단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수용이나 친절정도를 증가하여야 함

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설 <3-1>는 기각되고, 가설 <3-2>은 채

택되었다.

사회적 요인 중 다른 한 변수인 사회적 소속감은 생활만족도와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소속감이 높

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소속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주민들

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져, 한국사회 적응이 어렵고 사회적인 마찰과

갈등도 증가 할 것이라고 짐작된다.

정부지원 요인 중 정부지원 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생활만족도와 정(+)

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원 기관을 이용하기 쉽다고 생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

인주민들이 이러한 정부 지원기관에 쉽게 다가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정부지원기관 이용여부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주민들이 정부지

원기관의 혜택을 받은 여부는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설 <4-1>은 채택되었고 가설 <4-2>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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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증

가설 1-1: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학력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2 :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어수준은 생활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1: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경제적 지위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2: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소득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1: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일반사회에서의 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2 :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

은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3: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에서의 집단소속감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1: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정부지원기관 접근정도는 생

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2: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의 정부지원기관 이용경험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 3-14> 가설검증결과

3) 체류자격별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체류지격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

하고자 한다. 외국인주민들을 동반거주 체류자격과 취업체류자격으로 구

분한 후, 체류자격별로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3-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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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수들의 동반거주 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

족도의 설명력은 15.4%이고,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

설명력은 18.8%이다. 그러므로 두 체류자격의 개인적 역량,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적 지원 요인들의 설명력은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주민

들의 생활만족도를 좀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에 따른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

인적 역량요인의 경우,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의 학력수준은 생활만

족도와 음(-)의 관계를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그러

나 한국어수준(β= .089)이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반거주 체류자격인 외국인주민들

은 학력수준과 한국어수준이 모두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취업체류자격 외국인주민인 경우 한국에서 경제활동

을 종사하기에 학력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짐작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기에 학력수준

이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된다. 동반거주 체

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은 결혼이나 가족과 결합 목적으로 이주를 한 외국인

주민들이기에 학력수준이나 소통의 중요한 매개인 한국어 수준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다음. 경제적 요인을 살펴본다. 취업체류자격인 외국인주민들은 경제적

지위(β= .208)와 소득수준(β= .078)이 모두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반거주 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은

경제적 지위(β= .192)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소득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은 동반거주 체류자

격과 취업체류자격의 생활만족도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이 두 가지 체류자격에 있어

서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이 동반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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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력(β= -.102)은 취업체류자격 외국인주민에게 미

치는 영향력(β= -.063)보다 강하다. 지역사회에서의 차별경험은 두 가지

체류자격 외국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소속감음 두 체류자격 외국인주민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지원 요인을 살펴보면, 정부지원기관의 접근성이 취업 체류자격외

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β= -.078) 취업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한편, 정부지원 기관의 이용여부는 2가지 체류자격에 있어서 생활만

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동반거주 체류자격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성별과 연령

이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류기간은 이들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체류기간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음(-)의 영향

력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동반거주 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을 보면, 여성

이 남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고, 연령이 작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취

업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을 보면,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

다.

종합하여 보면, 취업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는 사회적

소속감의 영향력(.295)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지위

( .267), 한국어수준(.089), 정부지원기관 접근성(.078), 소득수준( .078),공공

기관에서의 차별경험(-.063),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동반거주 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는 사회적 소속감의 영향력(.295)이 가장 크

게 나타났으며 , 다음으로는 경제적 지위(.192),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

(-.102)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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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거주 취업자격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B
표준오

차 β B
표준오

차 β

독
립
변
수

개인
적

역량

학력 -.053 .060 -.044 -.026 .038 -.024

한국어수준 .067 .072 .047 .102 .040 .089**

경제
적

요인
　

소득수준 .003 .029 .005 .036 .016 .078**

경제적지위 .186 .048 .192*** .183 .030 .208***

사회
적

요인

차
별
경
험

지역
사회 -.026 .103 -.016 -.029 .055 -.020

공공
기관 -.153 .090 -.102* .080 .050 -.063*

사회적
소속감 .430 .078 .263*** .452 .046 .295***

정부
지원
요인

정부지원
기관  

접근성
.117 .077 .071 .100 .039 .078**

정부지원
기관

이용여부
.041 .165 .012 .004 .085 .001

통
제
변
수
　

성별 -.234 .147 -.075 -.016 .071 -.007

연령 -.009 .007 -.072 -.003 .003 -.026

거주기간 -.002 .001 -.088 -.004 .002 -.073**

수정된R제곱 .154 .188
F 7.054 19.294

***p<0.001 **p<0.05 *p<0.1　

<표 3-15> 체류자격별 생활만족도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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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이들의 체류자격에 따라 생활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Jones(2011)의 주장처럼,

외국인이주자들 대다수가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사실

을 토대로 하여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고 「2015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

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결합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동반거주 체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주민과 취업 체류자격 소지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한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SPSS

Statistics 22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첫째, 개인적 역량요인 중 한국어실력은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생

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학력수준은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

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

로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어능력이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체류자격별로 봤을 때, 동반

거주 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는 한국어수준과 학력수준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어 능력은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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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이 크다고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요인 중 경제적 지위와 소득수준은 모두 서울시 거주 외

국인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

류자격별로 봤을 때, 동반거주 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은 경제적 지위 요

인만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 체

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의 경우, 경제적 지위와 소득수준 모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권(2010)은 외국인들은 월평균소득보

다는 현재 경제생활에 수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도 김승권(2010)이 제시한

결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셋째, 사회적 요인 중 차별경험을 지역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차별경험과

공공기관에서 차별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지역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차별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공공기관에서의 차

별경험은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외국인주민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소속감은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

민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차별경험, 특히는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은 외국이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강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체

류자격별로 봤을 때, 사회적 요인 중 각 변수가 거주 체류자격과 취업 체

류자격 외국인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방향은 동일하였다. 다만, 그

영향력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 변수의 경우,

동반거주 취업자격에 대한 영향력(β=-.102)은 취업 체류자격에 대한 영향

력(β=-.063)보다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소속감인 경우, 취업 체류자격에

대한 영향력(β=.295)은 동반거주 체류자격에 대한 영향력(β=.26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는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와 공무원들을 대

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는 교육이나 캠페인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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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운영하여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

다. 또한 서울시는 한국인과 외국인들의 만남을 확대하고 같이 참여할 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반주민과 외국인주민들이 같이 협력하는 다양

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고 외국인들의 사회적

소속감을 증진하여 외국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 지원요인 중 정부 지원기관 접근성은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

민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정부

지원기관 이용여부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류자격별로 봤을 때, 동반거주

체류자격 외국인주민들에게 정부지원기관접근성과 이용여부는 이들의 생

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 체

류자격 외국인주민들의 경우, 정부 지원기관 접근성은 이들의 생활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부지원기관이용여부는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외국인밀집

지역에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서베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

러한 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률이 아주 낮았다. 김창일(2016)은 이러한 원

인은 서울시 외국인정책이 외국인들의 실질적인 생활만족도를 증진하는

정책의 틀과 맞지 않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밝혔고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외국인구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생활만족도에는

사회적소속감, 경제적 지위,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 정부지원기관 접근

성, 한국어수준, 소득수준, 한국거주기간, 체류자격 등 변수들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동반거주 체류자격 외국인주

민들은 사회적 소속감과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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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적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며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여부는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취업 체류

자격 외국인주민들은 사회적 소속감, 경제적 지위, 소득수준, 정부기관 접

근성, 한국거주기간, 공공기관 차별경험 순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체류자격별로 생활만족도의 구성요소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체류

자격은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으로 유입할 때 목적과 직접적인 연광성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증징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들의 특성별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변수를 도출할 수 있

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 외국인주민들은 경

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지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

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경제생활은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체류자

격을 막론하고, 경제수준과 물질이 생활만족도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경제적 이주자 비율이 높은 한국 내 외국인

들에게 경제적 요인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경제상황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개인적 역량으로서, 한국어수준은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 76 -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어 수준을

높여 한국에서의 소통과 교류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

다. 반면, 학력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한국으로 유입된 많은 외국인들이 본국에서의 학력을 막론하고

3D 업종을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 즉 3D업종

은 단순노무이므로 학력 등 인적자본에 대한 요구가 적다. 앞에서 빈도분

석에 따르면, 고졸이상이 80%를 차지하고, 전문대 이상이 50%를 차지하

며, 대학교 졸업이 3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력을 살펴보면,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주민들의 학력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주민들의 인적자본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

다.

둘째, 서울시에서는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과 삶의 만족을 증

진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외국인밀집구역에

지원기관을 설립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 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

과 지원기관 이용여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접근하기 쉬울수록 생

활만족도가 높았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을 이용하고 지원정책의 수

혜를 받은 경험이 정책대상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했으나, 연구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절대대부분의 외국인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러

한 기관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하였기에, 이러한 기관은 외

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는 정책의 틀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

다고 생각된다. 한편, 외국인지원 기관에서는 외국인주민들이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외국인지원기관들에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외국인 밀집된 지역에서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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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기존 외국이주민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을 단일 차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을 지역사회에서의 차별경험

과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 두 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지역사회에서의 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않는 반면,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차별경험을 감소시킬 경우 외국인 삶의 만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거주 외

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없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와 같

이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삶의 동반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나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교육이나 캠페인을 우선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외국인주민들을 분류하여, 이들의 체류 자

격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분

석결과, 체류자격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과

구성은 차이가 존재한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관리·통제하는 가장 직접

적인 활동은 사증제도를 통한 출입국관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앞

으로 체류자격별 외국인주민들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

를 제공한다.

2. 연구의 한계

1) 체류자격별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토

하였다. 즉 외국인주민들이 한국 입국 시 부여 받은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의 입국은 사증에 기재된 목적과 활동범위에서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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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에서 보았을 때, 결혼이주민들도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의 실제적인 한국 이입목적을 파악하여 그것을 토대로 이들의

생활만족도 구성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제안한다.

2) 본 연구는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측면의 변

수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서울연구원의 서울서베이 데이

터라는 상이한 목적으로 조사된 기존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함에 따

라, 보다 객관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3) 본 연구는 단일시점의 횡단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

나,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

양한 시점을 거친 패널데이터를 토대로 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

구대상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확장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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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of

the life satisfaction for

foreign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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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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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umber of foreigners in South Korea is soaring. According to
2015 statistic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has exceeded one

million. In order for foreign residents to better adapt to life and live a

satisfactory life, they need institutional suppo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foreign residents. This paper uses data from the Seoul

survey. The study was conducted by foreign residents living in Seoul.

There are four factors in this paper, which are personal factors,

economic factors, social factors and government suppor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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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analysis

shows that korean skills positively effects life satisfaction of foreign

residents and the educational background did no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foreign residents. Secondly, research analysis shows that

both economic position and income level positively effects life

satisfaction of foreign residents. Thirdly, discrimina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a nega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and discrimination in

daily life did no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foreign residents. Sense

of belonging positively effects life satisfaction of foreign residents.

Fourthly, public service accessibility positively effects life satisfaction

of foreign residents and using public institution did no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foreign residents.

From this result, this paper further and subdivid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foreign residents and tried to suggest the

policy priority of Foreign Policy in Korea.

key words: foreign residents, life satisfaction, life adaptation,

vis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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