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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정책대상자로 등장한 이주 외국인 여성의 인식

이 동질적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나라 이주 외국

인 여성 집단 내부에는 하위집단이 존재하고, 각각의 하위집단은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를 점하

고, 다른 위치는 다른 인식으로 이어지는 내부적 변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 여성을 거주목적, 거주기간, 혼인여부, 자녀유무, 출신국가. 한

국국적 취득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 집단이 느끼는 한

국에서의 자원스트레스, 한국인의 차별인식 및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 그리고 외국인 정책에 대

한 선호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국적이

있는 집단이 국적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자원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적이

있는 경우, 한국 및 한국에서의 (경제적)삶에 대한 기대가 높고, 자신의 삶을 다수집단인 ‘한국

여성’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자원스트레스와는 반대로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적이 있는 경우, 한국사회의 차별정도를

낮게 인식하였다. 이는 자신을 ‘준 한국인’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내집단 선호(ingroup

preference)와 기대감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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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한국과 한국에서의 차별에 더 민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기혼자로서 자녀가 있는 여성 및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외국인 정책 중 다

문화 모형과 차별 배제 모형을 동시에 선호하는 모순적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모순은 다른

이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러나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주 외국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정체성’(dual identity)이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이주 외국인 여성, 자원스트레스, 차별인식,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정책】

Ⅰ.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서구 이민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다인종･다문화적 인구 구성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의 무풍지대가 아니어서 인종, 민족, 문화적인 다양성이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다. 오랫동안 단일민족･단일문화를 당연시해 왔던, 그리고 ‘순혈’에 대한 집착

이 여전히 건재한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인종적 다양성’의 증가는 상당히 도전적인 현실이

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들은 ‘인종적 다양성’이라는 도전적인 흐름을 다수집단인 우리 국민

이 얼마나 수용하는지(황정미 외, 2007; 윤상우･김상돈, 2010; 송미영, 2010),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인태정, 2009; 서운석, 2011; 원숙연, 2011a), 이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경향성은 

어떠한지(김상학, 2004; 박수미 외, 2004; 김금미, 2010; 전영자･전예화. 2010, 윤인진･송영호, 

2011), 더 나아가 인종적 다양성의 수용범위를 넓히는 대안은 무엇인지(김남국, 2005; 황정미 

외, 2007; 김비환, 2007; 고숙희, 2008)등에 주목해 왔다. 그 대부분이 다수집단(내국인)의 관

점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조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다수집단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연구가 

갖는 의미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소수집단인 이주 외국인

의 관점에서 한국･한국인, 그리고 외국인 정책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이

다. 왜냐하면 다수집단의 인식과 소수집단의 인식 모두가 조망될 때, 보다 균형있는 현실인

식이 가능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소수집단인 ‘이주 외국인’ 그 중에서도 ‘외국인 여성’,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인식에 주목한다. 외국인 중 이들에게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 사실, 이주 외국인 집단 중 결혼이주여성(10.2%)은 외국

인 근로자(36.0%)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그 사회적 비중과 의미는 작지 않다.1) 먼저, 우

1) 여기서의 외국인 비율은 국적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입국하여 거주중인 외국인을 말한다. 또한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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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회에 건재하는 ‘피’에 대한 집착에 따라 순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

은‘준’한국인을 생산해내는‘결혼이주여성’은 다른 외국인 집단과는 다른 위치가 부여된다(설

동훈 외, 2006; 설동훈･윤홍식, 2008: 원서진･송인욱, 2011, 박순희, 2011). 이처럼 다른 위치

는 이주 외국인 관련 정책의 대부분이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적극적인 정책대상으로 

편입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원숙연, 2008; 김선미,2009; 박진경･원숙연, 2010 ; 원숙연, 

2012). 즉, 결혼이주여성은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부상하고 있

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정책대상의 부상은 관련 부처에게는 이들의 현실

과 인식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배가(倍加)한다. 왜냐하면 정책 대상에 대한 이해의 결여

는 정책의 형식주의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

이 제기된다. 새로운 정책대상인 결혼이주 여성은 어떤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들은 

한국인, 한국사회 그리고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러한 인

식은 집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단선적으로 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주 외국인 여

성을 집단화하여, 집단별로 이들이 한국을, 한국인을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과 자신들을 대

상으로 한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구성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한마디로, 

한국인 및 한국사회,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외국인 정책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이주 외국인 

여성 집단 간 내적변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러

한 구조화가 내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그들의 시각을 통해 조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이다. 

Ⅱ. 외국인의 유입 및 ‘외국인 여성’의 현실 

1993년에 도입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의 유입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대된 것은 소위 결혼이주여성으로 통칭되는 

외국인 여성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주자(남성, 여성 포함)의 자녀가 전체 외국인 중 13.2%를 차지하고 있어, 양자를 합할 경우 양적인 

비중 역시 적지 않다(안전행정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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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거주목적별,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성 수

자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행정안전부)을 근거로 연구자 재구성2)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여성 중 결혼이민자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외국인 여성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은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근로자의 수

는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들의 출신국가는 여전히 중국이 가장 많으며 

베트남과 필리핀, 일본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주의 여성화(feminized 

migration)로 논의된다. 이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성별 노동분업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 

출신의 여성이주를 통해 지속되거나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김민정 외, 2006:160, 김이선 

외, 2006:18에서 재인용). 현재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이주의 형태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제조업과 같은 공장노동, 성산업관련 및 결혼을 통한 이주이다(Macklin, 1999; 김경주, 

2010:147에서 재인용; cf. Hochschild, 2002; 김이선 외, 2006:18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

우, 노동이주가 남성노동자 중심의 제조업 등에서 시작되었고, 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안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결혼을 통한 이주가 주를 이루었다(김경주, 2010). 특

히,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기피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증적 처방으로 강화된 측면도 없

지 않다(원숙연, 2008).  

이처럼 확대일로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의 관심은 주로 다문화 가족의 갈등과 

이주여성의 언어･문화 등의 적응 방안(김현미, 2006; 김이선 외, 2006; 구차순, 2007; 설동훈 

2) 거주목적별 분류에서 혼인귀화자를 결혼이민자의 수에 포함시켰으며(국적미취득자는 거주목적별 분

리 통계 자료를 그대로 이용), 출신국가별 통계는 국적미취득자와 국적취득자 항목에서 국가별 통계

를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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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6: 설동훈･윤홍식, 2008), 인권보호(홍성필, 2007; 황미혜, 2011) 등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이주 초기 사회문화적으로 생경한 국가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다소 시혜적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심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견인한 측면도 인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본적 

문제의식은 이주의 역사가 지속될수록, 외국인 여성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시각을 통해 한국을, 한국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구

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함으로써, 이들의 선호나 인식과는 무관하게 하향식(top down)접근

을 하는 경향이 있다(cf. 김혜순, 2006; 원숙연, 2008; 차용호, 2009; 박진경･원숙연, 2010; 이

병렬･김희자, 2011). 그러나 외국인 여성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향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가

지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내용과 선호를 개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집단으로 규

정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을, 한국인을, 한국

에서의 삶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어떤 외국인 정책을 선호하는가를, 집단간 차이에 초

점을 맞추어 밝히고자 한다.  

Ⅲ. ‘외국인 여성’이 갖는 인식의 지형: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1. 연구의 개념틀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 여성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식은 일종의 태도로서, 태도는 인지와 감정으로 구성된다(Berkman & 

Neider, 1987). 인지는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근거한 타산적이고 도구적인 평가

를 의미하며, 감정은 호불호, 유쾌, 불쾌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Larzarus, 1984; Zajonc, 1984, 원숙연, 2012). 이처럼 인식은 다차원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수많은 요소 중 어떤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

존의 연구에서 인종적 소수자의 인식으로 중요하게 지목되는 몇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는데

(Espenshade, T et al., 1996; Esses, V.M et al., 2001; Breugeman & Vijver, 2004; 김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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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원숙연, 2011b) 첫째, 인지적 차원으로 자원스트레스와 한국인의 차별인식에 대한 평

가, 둘째, 감정적 차원으로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들 수 있다. 

먼저 자원스트레스의 경우, 이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겪어야 할 생활과 역

할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언어나 문화 등의 차이로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고 주

류사회의 차별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더욱이 여성이주자는 ‘여성’이라는 이유가 또 

다른 어려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특히 결혼으로 한국에 오는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로 한

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출신국에 비해 잘사는 나라 한국은 자신들과 가족들의 경제

적 지원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윤형숙, 2004). 이에 따라, 자원스트레스로 통칭되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 한국인으로부터 느끼는 차별인식과 거리감이다. 외국인은 인종적 소수자로서 사회

적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인종이라는 작위적인 차별의 분류체계가 말해주듯이 차별의 첫 

출발점은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를 가진 집단은 주류집단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유명기, 2004). 차별의 인지는 한국인에게 느끼는 거리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여성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경우 사회적 거리감이 커지는 

것처럼(전영자･전예화, 2010),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국사회가 차별이 있는 사회라고 느낄수

록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주 외국인 여성의 눈에 비친 한국

인의 차별인식과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어떤 선

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고자 한다. 기존의 외국인 정책 관련 연구는 우리

나라 사람이 외국인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황정미 외, 

2007; 윤상우･김상돈, 2010; 송미영, 2010; 윤인진･송영호, 2011; 원숙연, 2011a). 물론 그러한 

연구가 갖는 의미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들 논의의 대부분이 주류사회 구성원의 입장에

서 하향식(top-down)으로 제시된 것이지, 그러한 정책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외국인 

여성들의 요구나 선호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들이 선호하는 정책내용은 

무엇인지, 선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매

우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념틀을 기반으로, 외국인 여성의 인식

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특히, 외국인 여성 집단을 다양한 기준(결혼여부, 자녀유무, 출신국

가, 한국국적유무, 거주기간 및 목적)으로 범주화하여, 인식의 내적 변이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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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념틀 

2. 구성요소  

1) 자원스트레스 

자원스트레스란 ‘사회 안에서 원하는 자원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으로’(Esses 

et al.,2001), 경쟁적인 외부집단이 존재할 경우 자원스트레스는 높아진다. 사회의 모든 집단

이 자원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지만, 인종적 다양성과 관련하여서는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으

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주류집단은 인종적 소수자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적 자원을 공유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자신들에게 돌아갈 자원이 줄어든다는 불안감을 근거로 자원스트레스

를 느낀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Esses et al.,2001). 경제적･사회

적으로 주변화된 계층에서 이민자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지며 경제위

기 상황에서는 배타적 태도가 더욱 노골화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Espenshade, T & Hempsted, K, 1996; Esses et al., 2001; Jackson et al.,2001; 윤상우 외, 2010; 

원숙연, 2011b). 반면, 소수집단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제한된 자원에의 접근이 주를 

이룬다. 자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자원 등으로 다양하지만 소수집단

의 경우, 주류사회의 구성원이 받는 자원스트레스와 달리 주로 경제적인 자원(소득중심)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적인 자원에의 접근이 제한될수록, 소수집단의 경우, 주류 집단과의 

격차에서 오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이러한 자원스트레스는 소수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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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특히, 집단의 속성에 따라(출신국가, 체류목적 및 기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 한국사회의 차별인식과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

편견은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이며,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차별이라 한다(김혜숙, 1999).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이다.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차별상황에 대한 전형을 가지고 있어

서 특정 상황이 되면 차별을 강하게 지각하게 된다(Quinton & Major; 1997: 박수미 외; 

2004:17에서 재인용).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모든 사회 집단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예: 

지역, 성별, 학력 등등), 인종적 다양성의 확대에 따라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주 

외국인 여성이 한국사회가 갖는 편견 및 차별의 경향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편견이나 차별과 관련된 역동적인 차원이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이다(김혜숙, 1999). 개인과 집단사이에 친밀함의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거리감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감적 이해(sympathetic understanding)의 정도로 개념화된다(Bogardus, 

1933; 윤인진･송영호, 2007:863에서 재인용).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차별인지와 사회적 거리감

은 연결되어 있다. 차별을 느낄수록 거리감이 커지고, 거리감은 차별인지를 강화한다. 주류

집단의 사회적 거리감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

되며(김상학, 2004), 소수집단은 자신이 인지하는 차별이나 편견에 따라 주류집단에 대한 사

회적 거리감이 달라진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할 때, 차별인지와 사회적 거리감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가 주류집단으로서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갖는 편견이나 차별, 그리고 외국인 

집단에 따라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에 집중하였다면(김상학, 2004; 박수미 외, 2004; 

윤인진･송영호, 2007; 전영자･전예화, 2010), 본 연구는 그 방향을 달리한다. 즉 이주 외국인 

여성의 시각을 통해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갖는 편견과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외

국인 여성 스스로가 한국인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의 지형이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여성집단의 입장에서 주류집단으로서 한국인이 외국

인에 대해 갖는 차별의식을 역추적하고,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

감을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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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

인종적 다양성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외

국인 정책이라고 할 때(원숙연, 2012), 그 내용과 방향이 외국인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종적 다양성의 확대가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

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모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차별･배제모형으로 외국인을 

3D 업종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서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이나 국적･시민권, 선거권･피선

거권 등의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국가가 원하지 않는 이민자의 정

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유형이다(박진경･원숙연, 2010). 주류사회가 원하지 않는 이민

자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기간이나 특정집단에 따라 이 모형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Martiniello, 1997; 윤진 역, 2002; Castle & miller, 2003; 원숙연, 

2012:250에서 재인용).

두 번째는 동화모형이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문화가 아닌 

주류 사회의 핵심가치에 순응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Alexander,2001; Hartmann and 

Geteis, 2005; 한승준, 2008; 원숙연; 2012). 이러한 정책방향에 기반을 둔 정부는 이주 외국

인들의 주류 언어 습득을 돕고 이민자 자녀들의 정규 학교 취학을 지원한다. 또한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에서 인종차별금지 등을 제도화해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

원한다(Martiniello, 1997; 윤진 역, 2002; Castle & miller, 2003; 박진경･원숙연, 2010).

세 번째는 다문화 모형으로, 동화가 아닌 공존과 공생을 목적으로 한다(Martiniello, 1997; 

윤진 역, 2002; Castle & miller, 2003; 한승준, 2008; 원숙연, 2012). 이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

하며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 이민자의 다양한 배경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추

구한다. 더욱이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자원의 배분으로까지 그 지평

을 확대하는데, 장기거주자의 선거권 부여, 이중국적 허용 및 이민자 자녀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Ⅳ. 실증분석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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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조사시점인 2013년 기준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서울시민의 

3.9%), 출신국가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안전행정부, 2013). 

연구목적에 따라, 이주 외국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자원스트레스,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인식,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설문

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의 언어로 번역하여 작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를 서울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 여성과 그 지

인(知人)을 대상으로 한 ‘눈덩이 포집(snowballing)’ 방식으로 기관 23곳에 10부씩 배포하였

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기관의 속성상,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이들이 과대대표 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외국인 여성 집단의 다양성

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소재 대학 6곳에 20부씩 추가 설문을 배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총 350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80부가 수거되었으며(수거율:80%), 불성실 응답을 제외

한 22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이주 외국인 여성의 인식에 있어서 집단 내 다양성에 주목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예: 국적유무, 자녀유무, 거주기간, 출신국가, 한국에서 거주하게 

된 목적(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에 따라 하위집단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국적 

유무에 따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체류’

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여성과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를 

개연성이 높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한국에서의 삶이 자신의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심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집단과는 인식의 지형이 다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거주기간, 이주 전 출신국가, 거주목적(결혼, 취업, 유학 등)의 차이는 인식의 내

적변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집단구분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집단을 분리한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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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구성

구분 표본 수 구분 표본 수

연령

20대 112(50.9%)

한국거주
기간

1년미만 30(13.6%)

1년이상 3년미만 56(25.5%)
30대 73(33.2%)

3년이상 5년미만 57(25.9%)
40대 이상 35(15.9%)

5년이상10년미만 53(24.1%)

소득

100만원 미만 56(27.1%)
10년이상 24(10.9%)

101~300만원 120(58%)

출신국가

중국계 42(19.0%)

301만원 이상 31(14.9%) 몽골 56(25.3%)

학력

고졸이하 93(42.5%) 베트남 53(24.0%)

필리핀 61(27.6%)전문대졸 39(17.8%)

기타 8(4.1%)대졸 65(29.7%)

한국거주
목적

학업 53(24.1%)
대학원졸 이상 22(10.0%)

취업 22(10.0%)

결혼여부
기혼 167(78.4%)

결혼 128(58.2%)

미혼 46(21.6%) 기타 17(7.7%)

자녀
있음 147(66.8%)

한국국적
있음 71(32.3%)

없음 73(33.2%) 없음 149(67.7%)

*퍼센트는 유효 퍼센트임.

2. 측정도구 및 평가 

본 연구는 서울 거주 외국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원스트레스, 한국인의 차별인식, 한국

인에 대한 거리감,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한 설문지는 사회

적 다양성을 먼저 경험한 국가에서 개발되어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척도와 국내의 관련 연

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자원스트레스는 Espenshade & Hempstead(1996), Esses, et. al.(2001) 및 원숙연(2012)

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식 인식과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난 5년 동안의 경제적 여건> 을 ‘매우 나빴다-

매우 좋았다’의 5점 척도로, <한국가정의 평균 소득에 비해 자신의 가정의 소득 수준>을 

‘매우 낮다-매우 높다’의 5점 척도로,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 매

우 만족’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차별인지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GS)에서 오랜 기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활용한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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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 맞게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기회, 승진이나 승급에서의 차별, 법의 평

등한 적용, 소득의 공정한 분배, 지역･출신 등에서의 차별정도를 <직장에서의 차별>, <소득 

차별>, <지역･출신에 따른 차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가장 대표적인 척도인 보가더스 척도 7개 중 가장 먼 거

리인 같은 동네에 사는 것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인 자신이나 자녀의 배우자까지 허용하는 

것까지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같은 동네에 사는 것>, <직장에서 동료로 일하는 

것>, <직장 상사로 있는 것>, <친척이 결혼하는 것>, <자신이나 자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

한 감정을 ‘매우 싫다-매우 좋다’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한편, 외국인정책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2차외국인 기본계획(2012)｣을 바탕

으로, 차별배제-동화-다문화 모형에 따라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각각의 정책수단에 대한 선호 

및 필요성을 ‘전혀 필요하지 않다-매우 필요하다’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먼저, 차별･배
제는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입국 전 외국인 근로자 

교육강화>, <외국인에 대한 정보관리>, <국적취득 자격 강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동화는 

<한국어 교육 등 사회교육지원>,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 사회 내의 

다문화 교육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모형은 <이민자 자녀에 대한 이중

언어 교육 및 재정지원>,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이중국적 허용>, <고용에 있

어서의 외국인력에 대한 우대조치>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척도가 내적일관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 α값을 기

준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차별인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내

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내적일관성을 확보하

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에도, 기준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사회의 차별인식의 경우, .58로 기준치에 다소 미치는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구성되어 외국인으로서 이해가 

용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분석을 진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및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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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도구 및 신뢰도 

변수 조사항목 cronbach α

자원스트레스

지난 5년동안 귀댁의 경제적 사정

.642한국 가정에 비해 귀댁의 평균소득

귀댁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한국사회의  
차별인식 

한국사회는 승진이나 승급 시 평등한 기회 보장 

.580한국사회에서 법은 평등하게 적용됨 

한국사회에서 지역, 출신에 따른 차별 존재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

같은 동네에 사는 것

.737

직장에서 동료로 일하는 것

직장의 상사로 있는 것

친척이 결혼하는 것

자신이나 자녀가 결혼하는 것

외
국
인
정
책

차별 및 
배제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및 본국 즉각 소환

  .806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입국전 외국인 근로자 교육 강화

외국인에 대한 정보관리 강화

외국인 국적취득시 자격 강화

동화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 지원

  .83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 사회내의 다문화 교육 확대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다문화

이민자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및 재정지원

  .794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이중국적 허용

고용에 있어 외국인력에 대한 우대조치

Ⅴ. 실증결과 및 논의 : 집단 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1. 자원스트레스 

외국인 여성집단이 경험하는 자원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척도는 가계소

득일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의 가계소득이 어떠했는지, 한국 가정의 평

균소득에 비해 소득수준이 어떠한지, 그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표 3>참고). 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원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원스트레스의 집단별 차이이다. <표 3>에 따르면, 다른 변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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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자원스트레스의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데 반해, 국적유무와 출신국가에 따라 자원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몇 가지 흥미로운 논제를 제공한다. 

<표 3> 자원스트레스의 집단별 차이 

구분
자원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F-value

연령

20대 3.1339 .58631

 .34030대 3.0548 .67303

40대 이상 3.1048 .71753

소득

100만원 미만   2.9851 a)  .53208

7.530**101~300만원   3.0042 a) .64548

300만원 초과   3.4570 b) .58368

학력

고졸이하 3.0179 .66597

1.500
전문대졸 3.0470 .54471

대졸 3.1974 .62144

대학원졸 이상 3.2424 .66014

한국
거주기간

1년미만 3.2611 .55997

2.281

1년이상 3년미만 3.1548 .48394

3년이상 5년미만 3.1930 .63682

5년이상10년미만 2.9277 .75214

10년이상 2.9444 .67864

출신국가

중국계   2.9365 a) .79031

6.720***

몽골    3.1131 b) .55515

베트남    2.8679 a) .52943

필리핀   3.3443  b) .53651

기타    3.5926 b) .74120

한국
거주목적

학업 3.0880 .55702

 .460
취업 3.0100 .69510

결혼 3.1720 .67157

3.0641기타 .51051

결혼여부
미혼 3.1522 .52918

1.653
기혼 3.0729 .66252

자녀
있음 3.0816 .65960

 .658
없음 3.1416 .58444

한국국적
있음 2.9249 .70474

2.942**
없음 3.1902 .58382

*p<.05, **p<.01, ***p<.001(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스트레스가 낮은것임) 사후분석(Scheffé):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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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원스트레스가 미취득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3) 첫째, 기대이론의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 자원스트레스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댓값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가용자원이 많음에도 불

구하고, 주관적인 자원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고, 반대로 객관적으로 가용자원이 부족함에도 

주관적인 자원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이 

미취득자보다 자원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을 한국에 대한 기대와 연결해 볼 수 있

다. 국적취득절차와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고,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조건이 많기 때문에 국

적취득자 중 상당수가 결혼이주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상

당수가 저개발국에서 일종의 ‘코리안드림’을 가지고 온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국적미취득자는 체류목적이 방문이

나 학업일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결혼이주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결국, 국적취득자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현실적인 삶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만큼 주관적 자원스트레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 여성의 상당수가 경제

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윤형숙, 2004; 한건수･설동훈, 2006; 전기택 외. 

2013), 이해 가능한 결과이다. 두 번째, 비슷한 맥락에서 준거집단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준거집단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태도나 행동을 형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집단을 

말한다(박경구‧오하라, 2008). 이들 준거집단은 개인의 행동이나 믿음의 기준을 제공하는 규

범적인 역할과 함께 타인(의 상황)과 자신을 대비시키는 비교기준으로 기능한다(Dodd, 1982; 

박경구‧오하라, 2008). 이를 적용할 때 국적을 취득한 이주 외국인 여성은 자신의 준거집단

을 다른 외국인 여성이 아닌 한국여성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이는 자신이 사용가능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주관적인 생각

으로 이어질 수 있다(cf. Espenshade, T & Hempsted, K, 1996; Esses et al., 2001; Jackson et 

al.,2001). 세 번째, 체류기간도 일정부분 작용할 수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취득의 조

건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되어있다(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체류 초반에는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고 정착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5년 이상 체류하고 국적을 취득할 정

도라면 한국 및 한국에서의 (경제적)삶에 대한 기대가 국적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정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자신들의 (경제적)삶과 한국인들의 (경제적)삶을 비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 박탈감은 높은 수준의 자원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 

3) 국적취득자와 국적미취득자간 인식차이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의 심사자 중 한 분의 조언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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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주목되는 결과는 출신국에 따른 자원스트레스이다. <표 3>에 따르면 베트남과 

중국 출신이 다른 집단보다 자원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축적되어야 하나, 한 가지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베트남은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한국을 일시적으로 다녀가는 

방문자로서보다는 정주민으로서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주관적 기

대도 높고, 자신들의 삶을 한국인들의 삶에 투영해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집단 간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회주의적 배분에 보

다 익숙해져 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삶에

서 오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일정부분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cf. 김현미, 2010).4) 

2. 한국사회에서의 차별인지와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

1) 한국사회의 차별정도 

차별적 대우란 한 개인이 특정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전영평, 2010). 저개발국에서 온 여성들은 그들이 가진 개인적 특성이 모두 

무시된 채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싼 임금으로 한국에 노동

력을 제공해주는 외국인’ 등의 집단으로 묶여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은 개인적인 성향에서도 기인하겠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특정 사회가 차별에 대해 어

떠한 경향성을 갖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편견과 차별을 비교

적 많이 경험하게 될 소수자로서 외국인 여성이 한국사회의 차별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력, 결혼여부, 자녀유무, 한국국적 유무, 출신국가, 한국거주 

목적에 따라 한국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학력의 경우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 한국사회가 차별적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고, 

평등과 같은 진보적 이념에 대한 노출정도가 높기 때문에(원숙연, 2011a), 학력과 차별인식

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이해가능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변수는 이들이 이주 외

국인 여성이라는 점이다. 학력이 높다는 것은 이들이 본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

4) 심사자 중 한 분이 지적한 것처럼, 몽골도 베트남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0년 3월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를 탈피한 대통령중심제의 중립･비동맹국가로 전환하였

다. 또한 2000년에 들어와 의회와 내각의 권력을 대폭 강화한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등 정

치체제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따라서 중국과 베트남과는 상이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http:// 
terms.naver.com/entry.nhn?docId=1177521&mobile&cid=40942&categoryId=33371; 2014.2월 2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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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점했을 개연성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 이들이 한국으로 ‘이주’함으로써, 자신들이 본국

에서 누렸던(또는 누릴 가능성이 있었던) 사회적 지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수 있다. 

즉, 학력이 낮은 경우는 본국에서나 한국으로 이주했을 때나 사회적인 차별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학력이 높은 경우는 본국에서의 위치와 한국에서의 위치 간 격차가 더 크

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cf. 김화순, 2010). 결국,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비판의식 및 

평등이념에 대한 노출이 많다는 점과 이주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하락정도가 높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표 4> 한국사회 차별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  

구분
차별인지

평균 표준편차 F값

연령
20대 3.1488 .71006

 .00330대 3.1416 .78157
40대 이상 3.1524 .61220

소득
100만원 미만 3.0774 .70494

 .084101~300만원 3.1250 .69285
300만원 초과 3.1075 .84058

학력

고졸이하    3.2832 c) .07005

6.222*** 
전문대졸    3.3846 c) .11906
대졸    2.9487 b) .08373
대학원졸 이상    2.8030 a) .16362

한국
거주기간

1년미만 3.0889 .59328

 .500
1년이상 3년미만 3.0536 .76218
3년이상 5년미만 3.1871 .75071
5년이상10년미만 3.2138 .79015
10년이상 3.2222 .55313

출신국가

중국계    2.8254 a) .79031

6.698***
몽골    2.9464 a) .73244
베트남    3.3522 b) .65833
필리핀    3.3989 b) .62009
기타    3.1481 b) .44444

한국
거주목적

학업    2.8742 a) .62780

5.016**
취업    2.9848 a) .83873
결혼    3.2943 b) .71800

   3.0980 a) 기타 .53703

결혼여부
미혼 2.8623 .57339

2.085**
기혼 3.2216 .74321

자녀
있음 3.2857 .71407

-4.225***
없음 2.8676 .64248

한국국적
있음 3.3052 .59294

-2.352*
없음 3.0828 .77101

*p<.05, **p<.01, ***p<.001(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인지가 낮은것임) 사후분석(Scheffé):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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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에서의 정주 가능성과 연관된 혼인, 자녀, 한국국적, 한국거주목적 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혼을 목적으로 이민 온 여성, 자녀가 있는 기혼자, 한국국적 취득자

는 차별인지가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여성, 

자녀가 없는 미혼자, 한국국적 미취득자는 차별인지가 높았다. 전자는 한국에서의 거주가 

장기적이고 자신을 비롯한 자녀까지 모두 한국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후자는 

한국에서의 거주가 일시적 혹은 단기적이어서 한국사회의 외집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차

별에 대해 보다 민감할 개연성이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설명요인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 여

성,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적이 있는 여성은 자신들을 ‘준 한국인’으로 자리매김

(positioning)할 가능성이 있다(cf. 원숙연, 2008). 이 경우, 자신을 외국인으로서가 아닌 내국

인으로 생각하려는 무의식이 작용하게 되고, 내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내집단 선호

'(in-group preference)가 일정부분 개입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외국인 관련 정책이 모

든 외국인 집단을 같은 정도로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 여성과 그 자녀와 국적취득

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때문에, 정책혜택의 경험이 일정부분 작용할 수 있다(원숙연, 

2008; 2011a, 2012). 

이러한 설명은 출신국가별로 차별인지에서 나타난 차이도 어느 정도 설명한다. <표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과 필리핀의 차별인지가 낮았고, 중국과 몽골의 차별인지가 상대

적으로 높았다. 이는 출신국가별 설문대상자의 분포와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

자 중 베트남과 필리핀이 결혼이민자가 많았고, 중국계와 몽골의 경우는 학생이나 근로자가 

많았다.5) 이러한 표본의 차이를 감안할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차별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

혼자, 유자녀, 한국국적 취득자가 베트남과 필리핀계에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집단별 특성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 전반적인 거리감   

외국인 여성집단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았다. 사실, 기

존의 연구는 한국인이 외국인 집단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주로 측정하였다면(cf. 김상학, 

2004; 전영자･전예화, 2009),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거리

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5)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의 출신국가 분포에 따르면 베트남과 필리핀에 결혼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실제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중이 중국(39.4%), 베트남(30.6%), 일본

(8.4%), 필리핀(7.6%)의 순인 것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출입국 통계연보, 2013). 이러한 차이는 외국

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이나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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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 : 출신국가 별 

먼저, 전반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한국인에게 느끼는 거리감의 지형

을 파악해보았다. <그림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관여하는 정도가 

적은, 그래서 쉽게 수용가능한 이웃이나 직장동료에 대한 거리감이 결혼상대자(자신 또는 

친척의)보다는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 양상은 출신국가별로 다양하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분포가 많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이다. 본 연구 대상의 

분포를 보면, 중국계나 몽골출신은 학생 및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웃이나 직장

에서의 동료로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결혼대상으로서는 상당한 거리감을 갖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반해 필리핀은 조사대상자 중 결혼 이민자가 많아 친척,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웃이나 직장 동료로 지내는 것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

신들의 현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

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둘째, 주목을 끄는 결과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의 차이이다. 모두 결혼 이주 여성의 비

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여성이 베트남 여성에 비해 결혼에 있어서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는 결혼이민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경

우, 경제적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국가차원으로 장려된 이주는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에 

대한 저항감을 줄였다(Odine de Guzman, 2008). 또한, 한국 결혼이주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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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국에 대한 적응이 상대적으로 쉬워진 측면, 성당을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 등이 한국에

서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김민정, 2011). 이에 반해 베트남의 경우, 한국인

과의 결혼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일천하고, 악덕 중개업자를 통한 잘못된 결혼의 예나 불행

한 결말 등 결혼 이주를 둘러싼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

인다(김현미, 2009). 몽골출신 여성이 자신이나 자녀의 결혼상대로 한국인에 대해 갖는 높은 

거리감도 일정부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결과는 <기타>로 분류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에게 보이는 거리감

의 지형이다. 같은 동네에 살거나 직장동료로서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다른 외국인 여성

집단에 비해 월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대부분이 주로 선진국 출신으로 구

성되어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편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 특히 영어권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용인의 범위가 넓고 상대적으로 친절

한 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원숙연, 2011a), 이들이 비록 결혼상대자로 한국인을 생각하

지는 않아도, 가까운 이웃이나 동료로서 한국인을 받아들이는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집단별 차이  

이상의 전반적인 거리감의 차이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의 집단별 차이는 차별인지의 측정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의 차별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는 대학원 졸 이상의 고학력집단이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

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차별인지가 높을수록 거리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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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집단별 차이

구분
사회적 거리감

평균 표준편차 F값

연령
20대 3.3286 .61210

1.90730대 3.4877 .71413
40대 이상 3.5200 .61968

소득
100만원 미만 3.3393 .52282

1.064101~300만원 3.4400 .71507
300만원 초과 3.2710 .53802

학력

고졸이하   3.5312 b) .65375

4.142**
전문대졸   3.4462 b) .54765
대졸   3.3323 b) .70203
대학원졸 이상  3.0273 a) .47528

한국
거주기간

1년미만 3.2133 .55069

 2.780
1년이상 3년미만 3.2679 .59486
3년이상 5년미만 3.4105 .70652
5년이상10년미만 3.5887 .65779
10년이상 3.5500 .56337

출신국가

중국계 3.2952 a) .61245

 7.996***

몽골 3.0786 a) .57040

베트남 3.5283 a) .62646

필리핀 3.6754 b) .61228

기타 3.5778 b) .77746

한국
거주목적

학업 3.0755 a) .05500

9.859***
취업 3.2636 a) .15141

결혼 3.5969 b) .05742

3.2706 b)기타 .18466

결혼여부
미혼 3.0826 .42285

16.806***
기혼 3.4946 .67905

자녀
있음 3.5156 .66659

-3.043**
없음 3.2055 .57055

한국국적
있음 3.6592 .60700

-3.975***
없음 3.2980 .64078

*05, **p<.01, ***p<.001(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낮음) 사후분석(Scheffe):a<b  

또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한국국적 취득자가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즉 이들

은 다른 이주 여성에 비해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에 보다 가깝게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 집단이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비교적 덜 느낀다

고 하는 것이 한국인 및 한국사회에 대한 만족과 등가(等價)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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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들은 자녀나 국적 등을 가짐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려고 노력하

는 것이지, 긍정적인 기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긍

정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던 집단보다 더 부정적

인 집단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외국인 정책 수용에 있어서 집단별 차이

다음은 차별(배제)-동화-다문화 모형으로 구성된 외국인 정책을 수용하는데 있어 이주 여

성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6>참고). 

먼저, 동화와 다문화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차별/배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후술하게 

될 결혼이나 자녀유무와 무관하지 않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학생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체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선호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다

시 말해 어떤 정책이든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의 유자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책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모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최병두･김영경, 2011; 

원숙연, 2012).  

비슷한 맥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아이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다

문화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원숙연, 2012). 사실, 이주여성에게 있어서 혼인이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현실의 기반구조이고, 이는 단순한 체류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인 정책개입을 필요로 한다. 특히 다문화정책의 경우, 차별/배제나 동화에 비해 훨씬 전향적

이고 외국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즉 동화는 이주 외국인이 한국

에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문화는 이주 외국인의 다양성이나 권익의 보호라는 보

다 적극적인 부분이 반영된 정책내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이가 있는 경우, 자녀의 

미래에 대한 심정적 고려가 불가피하다. 현재 자신은 소수자로서 차별을 감수하고 있지만, 

자신의 아이는 ‘준 한국인’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권익

이 개입된 다문화 모델에 대한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한편, 동화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동화에 대해서는 집

단과 상관없이 일정한 요구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동화모형의 정책내용이 한국에의 적응

을 주로 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습득과 적응은 결혼유무나 국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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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절대절명의 요구로서 특정한 선호의 차이가 반영될 필요가 없는 영역임을 재확인

해준다.  본 연구결과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기혼자로서 자녀가 있는 여

성 및 한국국적 취득한 여성은 다문화 모형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차별･배제 모형에 대한 

선호도 높다는 점이다. 사실 이 두 모형은 상호배타적인 측면이 있어서 한 쪽이 높으면 다

른 쪽이 낮은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의 자녀가 있고 국

적이 있는 외국인 여성의 경우는 이 두 모형에 대한 선호가 동시에 높은 모순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모순적인 결과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하나의 설명은 이중적 정체성

(dual identity)이다. 즉 기혼의 자녀가 있거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은 내국인으로

서의 정체성과 외국인으로서 정체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자신이 이주자이

지만, ‘한국인의 피를 받은’ 자녀를 생산하였고, 국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외국인과

는 별도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설동훈 외, 2006). 결혼이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 여성의 경우 자신이 한국국민(32.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신이 출신국가 국민(25.5%)

이라는 비율보다 높고 ,자녀에 대해서는 이 비율이 67%로 압도적으로 높다. 즉, 자신을 한

국인으로 집단화하여 다른 외국인과는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별/배제의 정책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러나 동시에 ‘한국인’과 비교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차별받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인으로서의 권익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외국인의 권익이 중시되는 다

문화 모형에 대한 선호 또한 높게 형성되는 이중성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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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외국인 정책 수용에 대한 집단별 차이

구분
차별배제 동화 다문화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연령

20대 3.4402

1.288

3.8653 a)

6.431**

3.7210 a)
7.214**

30대 3.6829 4.2340 b) 4.1313 b)

40대 이상 3.6119 4.0357 b) 3.9571 b)

소득

100만원 미만 3.4464

.506

3.9554

1.179

3.8482

2.212101~300만원 3.6164 4.1132 4.0188

300만원 초과 3.5790 4.0161 3.7581

학력

고졸이하 3.5946

1.105

3.9597

.511

3.8889

.955
전문대졸 3.6487 4.0833 4.0684

대졸 3.5433 4.0615 3.8577

대학원졸 이상 3.1818 4.0947 3.7841

한국
거주
기간

1년미만 3.2600

1.165

3.8472

1.896

3.6750

2.169

1년이상 3년미만 3.4598 3.9018 3.7292

3년이상 5년미만 3.6132 4.1579 4.0132

5년이상10년미만 3.5748 4.1195 4.0047

10년이상 3.8229 3.8958 4.0000

출신
국가

중국계 3.6619 b)

4.709**

4.1369 b)

8.684***

3.8869a)

5.127**
몽골 3.0619 a) 4.084  b) 3.8393a)

베트남 3.8443 b) 4.2170 b) 4.2154 b)

필리핀 3.6205 b) 3.6216 a) 3.6339 a) 

기타 3.7167 b) 4.5370 b) 4.1944 b)

한국
거주
목적

학업 3.3000

4.379

4.0283

.858

3.8066

1.059
취업 3.0667 3.9886 3.8068

결혼 3.7465 4.0020 3.9805

기타 3.4941 4.2794 3.7843

결혼
여부

미혼 3.3130
-2.330*

3.9891
-.458

3.6196
-3.190**

기혼 3.6115 4.0419 4.0020

자녀
있음 3.6675

-2.385*
4.0578

-.909
4.0221

-3.416**
없음 3.3178 3.9692 3.6724

한국
국적

있음 3.7514
-2.106*

4.0714
-.778

4.0704
-2.377*

없음 3.4387 3.9916 3.8177

*p<.05, **p<.01, ***p<.001 사후분석(Scheffé):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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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연구의 함의 

한국에서 인종적 다양성이 확대되기 시작한 역사는 일천(日淺)하지만, 그 속도와 정도의 

압축성은 역사의 일천함을 무색하게 할 정도이다. 그러한 압축성의 중심에 외국인 이주 여

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인 외국인 정책 또한 이

주 여성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즉 이들은 과거에는 없던‘새로운’

정책대상자인 것이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정책대상자로서 이주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삶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는 동질적인가? 본 연

구는 새로운 정책대상인 외국인 여성 집단 그 안에 또 다른 하위집단이 존재하고, 각각의 

하위집단은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를 점하게 되고, 그 다른 위치는 다른 삶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인식의 지형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내적인 다

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이주 외국인 여성’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논의할 경

우,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정책대상자

로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 여성의 배경을 구성하는 다양

한 기준(변수)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 집단이 한국인을, 한국사회를 어

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내용에 대한 선호의 지형이 어떻게 형

성되어 있는지를 220명의 이주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있는 논제를 발견하였다. 

첫째,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국적이 있는 집단이, 국적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자원스트레스

를 더 높게 인식한다. 원래 자원스트레스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와 연결되

어 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더 높게 인식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

는 가볍지 않다. 결국, 국적이 있는 이주 여성의 경우, 국적이 없는 여성과 비교해 한국 및 

한국에서의 (경제적)삶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 자신들의 삶을 다른 외

국인 여성이 아닌 다수집단인‘한국여성’과 비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불가피하게 상

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높은 수준의 자원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악순환은 국적회득을 통해 한국

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집단이 될 수 있는 여

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여성 중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적이 있는 

경우, 한국의 차별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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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차별정도를 낮게 인식한 것의 함의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기대와 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혼을 목적으로 한 여성,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적이 있는 여성의 경우

는 자신들을 ‘준 한국인’으로 자리매김(positioning)함으로써, 내집단 선호(ingroup preference)

가 발동한 결과 한국사회의 차별정도를 낮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내집단 선호

는 일종의 기대감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갖는 차별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기대감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라는 점, 그리고 동시에 주관적 기대가 현실의 

차별정도가 낮다는 것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

다. 이는 자원스트레스에서 본 것처럼, 이들의 기대에 우리사회가 부응하지 못할 경우, 더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한

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사회가 왜 이

주 외국인(여성)을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하는 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

유이기도 하다.  

셋째, 본 연구결과가 던지는 특히 의미있는 논제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수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기혼자로서 자녀가 있는 여성 및 한국국적 취득한 여성은 다문

화 모형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차별･배제 모형을 선호하는 역설적 경향성을 보인다. 상호배

타적인 두 모형에 대한 선호가 동시에 높은 것은 이들 외국인 여성집단이 다른 외국인 여

성집단과는 달리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다른 이주 외

국인에 대해서는 ‘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러나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주 외국인’으

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모순적인 정책선호를 동시에 갖는 역설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흥미롭게도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기혼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자신

의 출신국보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보다 강하게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 역시 그러한 가

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사실, 이중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주로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요소이나(설동훈 외, 2006; 설동훈･윤홍식, 2008; 김혜미 외; 2011), 

본 연구를 통해 이를 이주여성에 대한 논의에도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인종적 다양성에 근거한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이주 외국인 여

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한 연구가 우리사회에

서 ‘이주’와 ‘여성’이라는 쟁점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이론적인 천착과 실천적 대안의 

모색에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주류집단 대 소수집

단, 내국인 대 외국인, 또는 이주여성 대 이주 남성이라는 집단 간(between groups) 차이라는 

양자구도를 벗어나, 이주여성집단 내(within a group) 차이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길 바란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정책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새로운’정책대상자로서 이주 외국인 여성의 인식 지형: 한국사회, 한국인,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329

이러한 이해에 기반한 적실성있는 정책형성에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바

람이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의 현실적 어려움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설문대상자의 출신국가가 한정적이고, 체류목

적에 있어서 결혼, 취업, 학업 등의 분포가 고르지 못한 부분도 분명 한계이다. 또한, 실증

적 연구를 뒷받침하고, 결과의 해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심층인터뷰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

기된다. 향후 보다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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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migrant Women as a 'New' Policy Target Group and 

Their Perception of Koreans and Korean Society: A Focus 

on Perceptual Differences 

Sook-yeon Won and Hana Jeong

Considering the multi-cultural trend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asks whether the 
perception of immigrant women in Korea, as a 'new' policy target group, is 
homogeneous towards reality. This question brings the issue to the focal point, given 
that there are internal variations among immigrant women, facing different realities 
and experiences that lead to different perceptions. Bearing this context in mind, this 
study classifies immigrant women into subgroups based on various standards such as 
purpose of immigration, length of stay, marital status, number of children, and home 
country. Perceptual differences regarding resource stress, social discrimination, social 
distance toward Koreans and Korean society, and preference for immigrant policies are 
empirically elucidated by subgroup, with several findings. First of all, immigrant 
women within naturalized groups show a high level of resource stress in comparison 
to those who within non-naturalized groups. This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relatively high expectations of naturalized women. In other words, naturalized 
immigrant women have higher expectations for (economic) life in Korea, comparing 
themselves to majority Korean women. This comparison leads to a perception of 
relative deprivation of available resources. Second, contrary to resource stress, 
naturalized as well as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children show lower level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by Koreans. This is partly related to in-group preference. That 
is, they locate themselves as 'quasi-Koreans.' Next, regarding public policy preference, 
naturalized married women exhibit the contradictory tendency of preferring both the 
multicultural model and the discriminatory/exclusive model immigrant policy models 
at the same time. This contradiction seems to be driven by the 'dual identity' these 
women have, with a 'quasi-Korean' identity compared to other immigrants and, at the 
same time, an identity as 'immigrant foreigners' compared to Korean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depth.

【Keywords: Immigrant Women. Resource Stress,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Social Distance, Immigration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