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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considers the direct effects of familial support, social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parenting efficacy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South Korea. It also examines the indirect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which mediate famil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Methods: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198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Vietnam who 
resided in rural communities across 20 cities in 9 provinces of South Korea, and data were analyzed 
to examin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among variables using PROCESS MACRO methods.          
Results: Firstly, familial support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parenting efficacy. Secondly, familial 
support indirectly affected parenting efficacy by mediat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yielding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n social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an integrated approach when 
analyzing the parenting efficacy of specific communities that considers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s, familial relationships, and social relationships; this will lead to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nd implications for the parenting efficacy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who comprise the majority of rur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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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이하 MOGEF)의 

다문화가족 연도별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다문화 가족의 수

는 32만 가구이며, 가구원수는 9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

국인과 결혼하는 추이는 2011년 이후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7.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71.4%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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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MOGEF, 2018). 이들 중 외국인의 국적별 혼인률을 

보면 2016년부터 베트남 출신이 중국 출신보다 앞서기 시작

하여 2017년 현재 36.1%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8).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국

가의 이주여성에 비해 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낮고, 배우자와

의 나이 차이가 많으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친족, 이웃 간

의 교류와 자조집단 참여 등의 사회교류도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Seol & Yoon, 2008). 또한 이들은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양육효능감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 Kim, Oh, 

Yoon, & Lee, 2009; S. M. Lee & Lee, 2010; Oh & Oh, 2018). 한

편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남성들은 우리사회의 농촌지역이나 

도시주변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도시지역에 거

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보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문

화적 차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et al., 

2016).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다문화가족의 연구

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들

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농

촌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

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

움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를 호소하고 있다(Chung et al., 

2016). 특히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77.4%가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76.8%가 학부모로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Chung et 

al., 2016).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어려워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생활 적응과 자녀

양육이 같은 시기에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한국사회의 언

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심리적인 

혼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경험하기 때문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문화에서 적절한 양육 및 교육방

법을 모르고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며, 자녀와 의사

소통의 어려움, 학습지도와 관련된 어려움 등 다양한 영역에

서 어려움을 겪으며 스스로 자신이 전반적인 양육능력이 부족

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Bae, 2013; N.-Y. Choi, Woo, Jung, 

Park, & Yi, 2009; H.-K. Kim, 2009; Song, Shin, & Lee, 2009). 

최근 들어 결혼이주여성의 이러한 어려움이 알려지면서 전

국 시군구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과 부모교육 등을 제공해 이들의 자녀양육을 돕고 있으며, 인

터넷의 발달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언제

든지 모국어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는 여전히 결혼이주여성들의 고

충으로 작용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과 양육에 대한 자신

감 결여, 부모역할 혼란 및 심리적인 부적응, 자녀염려에서 오

는 적응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

H. Kim, 2008; E. Kim, 2010; S.-H. Kim, 2011; S. H. Kim & Noh, 

2018).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의 습득만으로 부족하며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과 관계된 양육효능감과 같은 요인이 실제 자녀를 양

육하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Coleman & Karraker, 2003). 부

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

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는 작

용을 하는 중요한 인지적 특성으로,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

는 양육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정

서적 혼란을 겪을 뿐 아니라 일관적인 양육을 수행하지 못한다

(Coleman & Karraker, 2003; Johnston & Mash, 1989). 실제로 결

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이 낮은 경우,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자기조

절능력, 유아교육기관의 적응 및 사회적 능력, 또래 유능성, 공

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양

육효능감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J. Kim et al., 2009; N.-H. Kim & Baek, 

2015; S. H. Kim & Noh, 2018; S.-O. Kim & Kim, 2016; Oh & 

Oh, 2018). 따라서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양육행

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 중의 하나로(Choe, 2010), 자녀양육

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긍정적

인 양육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

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은 가족 내에서 세대 간 전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수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사회문

화적 기반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사회에서 자녀를 출산함으

로써 자신이 습득한 내용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An, Hong, & Kim, 2017). 따라서 이 시기 결혼이주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편과 시댁을 

포함한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

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임신 · 출산 및 한국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남편에게서 얻기 때문에 남편지지는 결혼이주여

성의 자녀양육에 가장 일차적인 지지체계가 되며, 양육효능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 H. Kim, 2013; S. H. Kim & 

Noh, 2018; S.-O. Kim & Kim, 2016).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에

게 시댁가족의 지지는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동거와 부양

의 과정에서 시부모로부터 육아와 가사노동 등의 협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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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지지하고 배려하는 고부관계를 형성하여 양육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2013; S.-O. Kim & Kim, 2016).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과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부족, 낯선 한국의 삶의 방식으로 인

해 실질적인 주도권을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빼앗기는 경우

가 많아 가족지지가 양육효능감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 Kim & Kim, 2016). 특히,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에 근

거한 육아방식을 주장하는 편이 많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간

섭적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등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 관

계에 있는 대상으로 보고되었다(H. Kim, 2010; J.-Y. Park, 2012; 

Yoon, 2005). 이렇듯 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지가 지나치

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양육에서 소외되거나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의 혼돈과 부모역할 수행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낮은 양육효능감을 갖기도 한다(J. Kim 

et al., 2009; S.-O. Kim & Kim, 2016; Kong & Yang, 2011).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지지로 남편과 시댁가족이 제시

되는 연구들과 달리 일부 연구에서는 친정가족도 사회적 지

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G. Lee, Park, Rho, & 

Rhee, 2012).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친정과 단절된 채

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친정의 지지는 사

회적 연결망으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에 함께 거주할 경우 가사지원이나 재정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남편과 시댁가족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H. Kim, 2010).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결혼이주여

성의 가족지지에서는 남편과 시댁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으며, 더구나 친정지지와 자녀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두 개의 사회문

화적 기반을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있어서 한국사

회의 남편 및 시댁가족의 지지와 모국기반인 친정가족의 지지

가 양육효능감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의미 있는 가족지

지의 차원으로 남편과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가족도 함께 고려

하여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족지지의 대상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활동참여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 사회활동참여는 사

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

체성을 갖게 하는 활동으로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사회

활동참여가 개인이 주류사회에서 고립되어 주변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핵심 기제이다(Berry, 1987; Palmore, 1981; Yang, 2010). 

우선 사회활동참여는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접

촉과 상호작용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적응의 밑거름이 된다. 한

국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은 학부모회, 부녀회의 회원

이라는 특정한 지위를 획득하기도 하며 이는 또 다른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발생시켜 더 다양하고 복잡해진 관계망 안에 놓이

게 된다. 이러한 사회활동참여가 잘 이루어질 때 결혼이주 여성

들은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갖게 되면서 이를 양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높은 수준의 효능감

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ng, Chang, & Yeum, 2015; A. M. 

Lee & Rhee, 2017; Rhee, 201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

관련 부모교육 참여 여부와 부모교육 참여량은 결혼이주여성

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 Kim et al., 

2009; Rhee, 2015). 또한 자녀양육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생님이나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

며, 학교 학부모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Rhee, 2015). 더불어 반드시 자녀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사적모임, 직장모임, 지역사회기관 등

에 결혼이주여성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 양육효능감이 높아

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 M. Lee & Rhee, 2017).

다음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들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

로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

재능력을 실현시키는 강한 동기를 가지며, 좋은 삶을 살고 사

회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를 의미한다(Ryff & Keyes, 

1995).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과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 간

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 H. Lee, 2016).

한편 위에서 살펴본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지지와 사회활동참여, 심리적 안녕감 간에도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가족의 지지는 사회

활동참여가 잘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녕감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 H. Choi, 2014; Ham, 

Jung, & Kwon, 2009; Hwang, Moon, Yang, & Jung, 2009). 결혼

이주여성들이 이주 초기의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경로는 남편을 통해서 가장 많이 확보되었으며

(Hwang et al., 2009), 시부모, 남편, 자녀와 동거가족일 경우 결

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과 자조모임 참여 경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남편과 시부모가 사회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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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K. H. Choi, 2014). 또한 가족구성원들의 지지가 높

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Ham 

et al., 2009).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활동참여 간에도 관련성이 

있었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은 높은 수준으로 사회활동참여를 

하였을 때 심리적 안녕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S. L. Kim, 

2010). 특히, 이주 후 불확실한 삶에서 출발하는 결혼이주여성

들은 사회활동참여를 통해 존재감을 찾고 삶의 활력소를 얻으

며 현실을 수용하고 타협점을 찾아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사회활동

참여의 완전매개를 통해서 완충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영

향을 주었다(Kwon, 2011; H.-H. Lee, 2010).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가족(남편, 시댁, 친정)지

지와 사회활동참여,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력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족(남편, 시댁, 친

정)지지와 양육효능감 사이에서 사회활동참여, 심리적 안녕

감이 순차적으로 직렬매개 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지지와 양육효능감

의 관계에서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이 직렬매개 하는가?

연구문제 2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시댁지지와 양육효능

감의 관계에서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이 직렬매개 하

는가?

연구문제 3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친정지지와 양육효능감

의 관계에서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이 직렬매개 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9개도 20개 시군에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국내 농촌에 체류

하게 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19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1.48 (SD = 4.68)세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도구

가족(남편, 시댁, 친정)지지

가족(남편, 시댁, 친정)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J.-W. Park (1985)

이 만든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를 근간으로 H. Yun (1993)이 

부분 수정·보완한 가족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가족(남편, 시댁, 친정)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

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항을 

남편, 시댁, 친정에 대해 각각 평정하도록 하여 각각 남편지지

와 시댁지지, 친정지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가족지지는 결혼

이주여성이 인지한 가족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는 도

움으로 문항의 예로는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

끼게 해준다.”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지지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남편지지 .98, 시댁가족지지 

.98, 친정가족지지 .96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참여

사회활동참여는 본 연구자가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의 사회활동참여를 관찰한 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참여

를 8개 영역(학부모 모임 또는 교육, 모국인 친구 모임, 마을 

읍·면행사와 같은 주민 모임, 종교 활동 모임,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모임 또는 교육, 농촌 여성기관·단체 활동, 취미 여가활

동모임, 작목반 모임 또는 영농교육 등의 직업 관련 모임)으로 

나누어 농촌지역사회의 모임이나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거의 안함(1점)에

서 거의 참여(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활동참여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활

동참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Ryff와 Keyes (1995)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M.-S. Kim, Kim과 Cha (2001)가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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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척도는 총 46문항으로 긍정적인 내용 24문항과 부정적인 

내용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내

용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

재의 결과에 만족한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들은 4점 척도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심리적 자원에 대

해 각각 그 일치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4점)까지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심

리적 안녕감의 Cronbach’s α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band-Wallston

과 Wandersman (1978)이 제작한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SOC])’를 Shin (1997)이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역할에서의 유능감

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기대를 측정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H. J. Kim, 2014), 

문항의 예로는 “나는 자녀를 돌보는 것에 유능하다고 생각한

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

의 Cronbach’s α 계수는 .70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8년 3월 6일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목적 및 연구참여자가 알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Variables n (%) Variables n (%)
Age Educational level

20s 62 (31.8) Uneducated 1 (  0.5)
30s 124 (63.6) Elementary school graduate  30 (14.7)
40s 9 (  4.6) Middle school graduate  61 (29.9)

Nationality High school graduate  83 (40.7)
Republic of Korea 130 (66.3) College graduate 13 (  6.4)
Vietnam 66 (33.7)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6 (  2.9)

Monthly income (KRW) Region
Below 1 million 47 (24.2) Gyeongi-do 14 (  6.9)
1-2 million 86 (44.3) Gangwon-do 32 (15.7)
2-3 million 42 (21.6) Chungcheongnam-do 20 (  9.8)
Over 3 million 19 (  9.8) Jeollabuk-do  39 (19.1)

Numbers of children Jeollanam-do  24 (11.8)
1 kid 75 (38.1) Gyeongsangbuk-do  22 (10.8)
2 kids 99 (50.3) Gyeongsangnam-do  22 (10.8)
3 kids or over 23 (11.7) Jeju-do  25 (12.3)

Occupation Duration of settlement in Korea
Housewife 68 (33.3) Less than a year 5 (  2.5)
General office work 6 (  2.9) 1-3 years 16 (  8.1)
Sales and service 8 (  3.9) 3-5 years 23 (11.6)
Farming industry 48 (23.5) 5-8 years 36 (18.2)
Labour work 57 (27.9) 8-10 years 48 (24.2)
Professional 2 (  1.0) 10-15 years 66 (33.3)
Other 8 (  3.9) More than 15 years 4 (  2.0)

Korean proficiency Religion  
Very fluent 4 (  2.0) None 63 (32.1)
Fluent 26 (13.2) Christianity 12 (  6.1)
Average 138 (70.1) Buddhism 110 (56.1)
Poor 22 (11.2) Catholic 7 (  3.6)
Very poor 7 (  3.6) Others 4 (  2.0)

Note. N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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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게

재하고 참여자에게 연구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한국어로 된 질문지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이

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역번역 과정을 거쳐 2018년 3월 6

일에서 10일까지 경북 안동시 길안면과 전북 부안군 하서면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을 이해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그대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3월 15

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각 도에서 분포되어있는 여성농업

인센터의 대표자들의 도움을 받아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자가 상담과 교육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여성농업인센터 대표

자들을 사전에 만나 교육을 실시하고, 본 조사가 실시될 때 다

시 한 번 문서를 통해 조사내용을 전달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

다. 그 결과 전국 9개도 20개 시군에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국내 농촌에 거주

하게 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배포하였다. 총 204부가 수집되었고(회수율 97.6%) 수거한 

설문지 중에서 자녀가 없는 응답자 5부와 불성실한 응답자 1

부를 제외한 198부의 응답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은 SPSS 22.0 (IBM Co., Armonk, 

NY)을 이용하여 자료에 대한 빈도분석과 신뢰도를 산출 하

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결혼이

주여성의 가족(남편, 시댁, 친정)의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

계에서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안녕감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

해 SPSS PROCESS MACRO (Hayes, 2013) model 6을 사용하

여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또한 PROCESS MACRO의 결과의 모든 효과는 비표준

화 계수(B)가 자료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Hayes (2013)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든 효과를 비표준화 계수(B)로 

보고하였다.

Results

기초분석

먼저 Kolmogorov-Smirnov와 Shapiro-Wilk 검증을 통해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자료의 점수가 정

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지지와 시댁지지, 친정지지, 사회활

동참여, 심리적 안녕감,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편지지는 사회활동참여

와 심리적 안녕감, 양육효능감 사이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s = .297∼.432, p < .001). 또한 시댁지지도 사회활동

참여와 심리적 안녕감, 양육효능감 사이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rs = .145∼.317, p < .05). 그리고 친정지지는 사

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 = .155, p < .05), 양육효능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1. Husband support —     
2. Family-in-law support .713*** —    
3. Family of origin support .586*** .615*** —   
4. Social participation .297*** .267*** .155* —  
5. Psychological wellbeing .432*** .317*** .219*** .353*** —
6. Parenting efficacy .275*** .145* .130 .270*** .425*** —
M 3.230 2.861 3.299 2.288 2.843 3.024
SD .676 .702 .570 .658 .248 .424
Skewness -.839 -.470 -.646 .368 .111 .054
Kurtosis .237 -.158 .314 -.270  .353 -.228

Note. N = 198.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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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다(rs = .130∼.219, ns; Table 2).

즉,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높은 수준의 가

족지지(남편, 시댁, 친정)는 사회활동참여를 많이 하는 것과 

심리적 안녕감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남편지지와 시댁지지는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으나 친정지지는 관련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남편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활동참여
와 심리적 안녕감의 직렬매개 효과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지지가 사회활동

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양육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6 model

을 활용하여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지

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후 사회활동참여를 제 1 

매개변인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제 2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

다. 그 결과 남편지지는 양육효능감(B = .173, p < .001)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활동참

여와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변인을 투입한 결과 남편지지는 양

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B = .082, ns), 

남편지지가 사회활동참여(B = .288, p < .001)에, 사회활동 참

여가 심리적 안녕감(B = .088, p < .001)에, 심리적 안녕감은 양

육효능감에(B = .616, p < .001)에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지

지가 직접적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

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양육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에 사회활

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을 더하면 총 설명량은 21.2%로 나타

났다(F = 17.292 [3, 1109], p < .001; Table 3, Figure 1). 

Table 3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t
95% CI

F (df ) R2LL UL
Social participation Husband support .288 .066 4.341***  .157 .419 18.845*** (1, 196) .088
Psychological wellbeing Husband support .131 .024 5.518***  .084 .178 30.125*** (2, 195) .237

Social participation .088 .025 3.575***  .039 .136
Parenting efficacy Husband support .053 .045 1.171 -.036 .142 17.292*** (3, 194) .212 

Social participation .082 .045 1.837 -.006 .171
Psychological wellbeing .616 .127 4.845***  .365 .867

Parenting efficacy Husband support .173 .043 3.997***  .088 .258 15.974*** (1, 196) .076
Note. N = 198.
***p < .001.

Table 4
Testing Indirect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B SE t
95% CI

LL UL
Total effect .173 .043   3.997*** .088 .258
Direct effect .053 .045 1.171 -.036 .142
Indirect effect
Total .120 .028 .069 .179

X → M1 → Y .024 .015 -.004 .057
X → M2 → Y .081 .022 .042 .128
X → M1 → M2 → Y .016 .008 .005 .033

Note. N = 198.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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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통해 총효과와 간접효과의 신뢰

구간을 추정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 여성의 남편지지와 사회활동참여, 심리적 안녕감이 양

육효능감에 미치는 총효과는 B = .173 (t = 3.997, p < .001, 95% 

CI [.088, .258])로 신뢰구간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지지가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

을 통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 = .016, 95% 

CI [.005, .033])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시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활동참여
와 심리적 안녕감의 직렬매개 효과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시댁지지와 양육효능

감의 관계에서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댁지지는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B = .087, p < .05). 그러나 사회활동참여와 심

리적 안녕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결과 시댁지지는 양육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08, ns). 한편 시댁지지는 사회활동참여(B = .250, p < .001)에, 

사회활동참여는 심리적 안녕감(B = .109, p < .001)에, 심리적 안

녕감은 양육효능감(B = .648, p < .001)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댁의 지지는 양육효능감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

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댁의 지지와 사회활동참여,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효능감을 

19.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Figure 2).

Table 6를 보면 이러한 총효과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검

증한 결과 총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신뢰구간 0을 포함하고 있

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시댁지지, 사회활동참여,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는 B = .087 (t = 2.048, p < 

.05, 95% CI [.003, .172])로 나타났으며 시댁지지가 사회활동

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직렬매개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18, 

95% CI [.006, .037]).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활동참여
와 심리적 안녕감의 직렬매개 효과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지지와 양육효능

감의 관계에서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이 순차적으

로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7과 Figure 3를 보면. 친정지지는 양육효능감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96, ns). 그러나 

친정지지는 사회활동참여(B = .179, p < .05)에, 사회활동참여

는 심리적 안녕감(B = .123, p < .001)에,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

효능감(B = .634, p < .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정의 지지는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

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친정의 지지와 사회활동참여,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효능감을 

19.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총효과와 간접효과

의 신뢰구간을 검증한 결과 총효과는 신뢰구간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96, t = 1.829, ns, 

Figure 1. Diagram of paths from husband support to parenting efficacy.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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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In-Law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t

95% CI

F (df ) R2LL UL

Social participation Family-in-law support .250 .065 3.884*** .123 .377 15.085*** (1, 196) .072

Psychological wellbeing Family-in-law support .085 .024 3.554*** .038 .131 21.090*** (2, 195) .178

Social participation .109 .025 4.288*** .059 .159

Parenting efficacy Family-in-law support -.008 .042 -.186 -.090 .074 15.864*** (3, 194) .197

Social participation .090 .045 2.006* .002 .179

Psychological wellbeing .648 .121 5.344*** .409 .888

Parenting efficacy Family-in-law support .087 .043 2.048* .003 .172  4.193*    (1, 196) .021
Note. N = 198.
*p < .05. ***p < .001.

Table 6
Testing Indirect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In-Law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B SE t

95% CI

LL UL

Total effect .087 .043 2.048* .003 .172

Direct effect -.008 .042 -.186 -.090 .074

Indirect effect

Total .095 .024 .053 .148

X → M1 → Y .023 .013 -.001 .051

X → M2 → Y .055 .018 .024 .095

X → M1 → M2 → Y .018 .008 .006 .037

Note. N = 198.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p < .05.

Figure 2. Diagram of paths from family-in-law support to parenting efficacy.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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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of Origin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t

95% CI

F (df ) R2LL UL
Social participation Family of origin support .179 .081 2.201* .019 .340 4.843*    (1, 196) .024

Psychological wellbeing Family of origin support .073 .029 2.526* .016 .131 17.521*** (2, 195) .15

Social participation .123 .025 4.896*** .074 .173

Parenting efficacy Family of origin support .020 .050 0.411 -.077 .117 15.920*** (3, 194) .198  

Social participation .087 .045 1.962 -.000 .175

Psychological wellbeing .634 .120 5.308*** .399 .870

Parenting efficacy Family of origin support .096 .053 1.829 -.008 .200  3.346      (1, 196) .017

Note. N = 198.
*p < .05. ***p < .001.

Table 8
Testing Indirect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of Origin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B SE t

95% CI

LL UL
Total effect .096 .053 1.829 -.008 .200

Direct effect .020 .049 .411 -.077 .117

Indirect effect

Total .076 .026 .029 .129

X → M1 → Y .016 .012 -.003 .042

X → M2 → Y .047 .019 .013 .088

X → M1 → M2 → Y .014 .008 .001 .033

Note. N = 198.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Figure 3. Diagram of paths from family of origin support to parenting efficacy.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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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008, .200]). 그러나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친정지지가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양

육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렬매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14, 95% CI [.001, .033]; Table 8). 이처

럼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효과

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Hayes, 2013).

Discussion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족(남편, 시댁, 친정)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활

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이 직렬 매개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남편, 시댁, 친정의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에 거주하는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지

지와 양육효능감 사이에서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의 

직렬매개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남편의 지지는 결혼이

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긍정

적인 양육효능감을 갖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Choe, 2010; H. Choi, 2017; H. J. Kim, 2014; S. H. Kim & Noh, 

2018; S.-O. Kim & Kim, 2016). 즉, 결혼생활에서 남편은 가장 

중요한 가족지지의 원천으로, 남편의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에

게 위안을 주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일차

적 지지체계로 작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을 높인

다는 것을 의미하다. 다음으로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

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남편지지는 양육효능감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직렬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경로를 살펴본 연구

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지지를 통해 사회적 관

계 및 지지망을 형성한다는 Hwang 등(2009)과 H. Choi (2017)

의 연구와, 사회활동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형

성한다는 S. L. Kim (2010)의 연구, 심리적 안녕감을 갖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갖는다는 S. H. Lee (2016)의 연구를 부

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우울도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친다는 선행연구(M.-A. Lee, 2010)에

서 나아가 결혼이주여성들이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사회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될 때 역시 심리

적 안녕감을 갖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들을 통합해서 살펴볼 때 결국, 농촌에 거주하는 베트

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남편의 지지가 일차적 지지체계

로서 사회활동참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고립감을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 심리적 안녕감을 갖고 비

로소 양육효능감을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농촌에 거주하는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시댁지

지와 양육효능감 사이에서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의 

직렬매개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농촌지역 베트남 출

신 결혼이주여성의 시댁지지는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댁지지가 육아와 가사

노동 등의 협력을 받음으로써 지지하고 배려하는 고부관계를 

형성하여 양육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을 지지하

는 결과이다(Hong, 2013; S.-O. Kim & Kim, 2016). 즉, 시댁의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은 양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

낼 수 있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

로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결

과 남편지지와 마찬가지로 시댁지지 역시 직접적인 효과가 사

라지면서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을 순차적으로 매개

하여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렬매개 효

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 남편 다음으로 시어머니 순으

로 나타나 출신국 친구나 한국인 지인보다 시댁가족이 더 중

요하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K.-S. Choi, 

2006). 즉, 사회활동 참여를 할 때 시댁의 지지가 중요한 변인

이며 이를 통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가질 때 심리적 안녕감을 갖고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몇 몇 연구에서는 결혼이

주여성에게 시댁가족 특히, 시어머니의 지지는 오히려 양육

효능감과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J. Kim et 

al., 2009; Kong & Yang, 2011). 즉, 지나친 시어머니의 지지는 

오히려 자신의 양육방식을 고수하고 양육의 주도권을 차지하

여 결혼이주여성을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이처럼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양육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시댁의 지지가 이루어질 때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함으로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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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형성하여 시댁지지 역시 양육효

능감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농촌에 거주하는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지

지와 양육효능감 사이에서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의 

직렬매개 효과에 대해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친정가족

의 지지는 농촌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

어 친정가족이 한국에 와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SNS의 발달로 친정가족과의 연락이 매우 용이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의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

어서 이주여성 자신의 원가족의 지지보다 현재가족인 남편의 

지지와 농촌 특성상 생활 속에 밀착되어있는 시댁이 친정보다 

더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활동참여와 심

리적 안녕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사회활동참여와 심

리적 안녕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양육

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활동참여를 높일 수 있

는 지지의 자원으로 친정의 지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한국에서 친정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라 여전히 그들에게 친정의 지지는 사회적 연결망으로써 작용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S.-G. Lee 등(2012)의 연구를 일부 지지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가족지지 체계와 마찬가지

로 친정지지 역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존재감을 찾고 삶의 

활력소를 얻으며 현실을 수용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이

를 통해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지지가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을 직렬매개하여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총 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남

편지지, 친정지지, 시댁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

들이 시댁지지와 친정지지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비일관

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반면에 남편의 지지는 일관적으로 

긍정적 영향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다(Choe, 

2010; H. Choi, 2017; S. H. Kim, 2013; S. H. Kim & Noh, 2018; 

S.-O. Kim & Kim, 2016). 즉, 남편의 지지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사회적 참여와 적응에 매우 중요한 일차원적 

지지체계로써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 만큼 남편지

지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는 농촌에 거주하는 베

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남편, 시댁, 친정)지지

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러한 가족(남편, 시댁, 친정)의 지지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심리적 안녕감을 갖는 것을 순차적으로 매개하

여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음이 검증된 것

이다. 즉, 농촌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이 긍정

적인 양육효능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활동참여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언어와 문화차

이의 어려움을 안고 새로운 사회에 들어온 결혼이주여성이 불

안한 사회적 자아 정체성으로 한국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지

만(Jang et al., 2015; A. M. Lee & Rhee, 2017; Rhee, 2015), 그럼

에도 이들이 사회활동참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 사회적 정

체성을 찾게 된다면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이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편과 시댁, 친정을 포함한 가족

의 지지가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즉,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베

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남편과 시댁, 친정의 지지가 높을

수록 이들의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 심리적 안녕감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자녀를 양육함

에 있어 효능감을 높게 갖게 되는 이중매개의 간접적 경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및 중

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서 대상자를 다문화 

가정의 가족 전체로 확대하여 가족 간의 지지방법이나 지지

기술을 습득하는 집단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결혼이주여

성의 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안녕감,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기

능하며 좋은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안녕감과 같

은 개인 심리적 요인을 다루는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보

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긍정적

인 변화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높은 사회활동참여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가져서 양육효능감을 높게 하므로 읍·면단위의 많은 지

역기관에서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정리한 제한점과 후속연

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베트남

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

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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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자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전문

가의 내용 검토의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활동참여에 관한 설문지가 농촌지역에 맞는 척

도가 없어 연구자가 사회활동 영역을 구성하였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자녀들의 나이가 영아기부터 청소

년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연구대상의 수가 적어 이

를 나누어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과 

동시에 자녀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참여와 양육효능감,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가운데 특별히 본 연구는 농촌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

신 결혼이주여성의 개인 심리적 변인, 가족 사회 관계변인과 

양육효능감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가족지지를 사회적 지지 차원에서 주

로 하나의 변인으로 연구한 데 반하여 본 연구는 가족지지를 

남편지지, 시댁가족지지, 친정가족지지의 하위변인으로 탐구

하여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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