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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관련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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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 108쌍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와 삶
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 및 희망은 남편의 희망 및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고, 부부갈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남편의 부부갈등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도사고와 남편의 삶의 만족으로 나타
났으며, 그 중에서 희망의 주도사고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희망, 그리고 부부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correlation of satisfaction with life and related variables, and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with life of women immigrants.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108 couple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omen immigrants’ satisfaction with life and
hop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husbands’ hope and satisfaction with life,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rital conflict.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marital conflict. Second,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redi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life of women immigrants were women immigrants’
agency thinking and husbands’ satisfaction with life.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Women Immigrants, Satisfaction with Life, Hope, Agency Thinking, Pathway
Thinking, Marital Conflict

그리고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1. 서론

만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삶의 만족이란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개인 자

최근 한국은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는 다인종, 다문

신이 인지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32]인 바 결혼,

화사회가 되었다. 과거에는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등

가족, 주거, 직업, 친구, 이웃, 건강과 같은 삶의 영역에

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 가족”으로 부르고

대하여 한 개인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 수준과 현재의 생

있는데 이는 정부와 이주노동운동진영이 “다문화”란 용

활조건과의 비교에 의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

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5년경부터이다. 이는 국제결혼

한다[24].

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게 된 것과 관련이

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종교, 경제적 수준과 같은 인구

있다[9].

사회학적 배경과 더불어 건강상태, 가족관계,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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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회적지지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3, 12, 20].

2. 이론적 배경

또한 삶의 본질인 희망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
요한 변인인데 이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는 과정[2]으로

2.1 다문화가정 개념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성장과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

다문화가정이란 통상적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그래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가정을 지칭한다. 다문화가정은 학술적 용어, 법률적 용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어나 정의는 아니다. 그 동안 이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지

어 온 국제결혼가정은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결합

만,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

된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문화

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며, 부정적인 정

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 내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

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한다[34]. 따라서 여성결혼이민

고 있는 이들 사이의 결합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보다 강

자의 희망은 이민의 동기이며, 이민 후 안정적인 정착과

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한국 국제결혼의 시초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인 남성과

이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성결

한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한

혼이민자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남편과의 갈등 부분이다.

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은 부정적 편견이 뿌리 깊게 인식

이는 삶의 만족은 물론 희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여성이 늘어나게

부부관계란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된 것은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남녀가 결혼이라는 의식으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므로

증대, 그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장 배경, 경험, 사고방식 등의 차이

면서 만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였

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만, 갈등,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

[22].

하는 교란 현상이 발생하여 결혼이민자들을 필요로 하게

이러한 갈등의 유형은 개인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 등

되어 증가하였다[19].

에 의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성향을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는 여성의 만혼화 현상이 두

가지고 있는 부부라면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

드러지면서 자신보다 나은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도시의

히, 긍정적인 사고성향 중에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청년들을 찾다보니 농촌의 청년들은 고연령이 되어도 결

가지고 있는 가정의 부부들은 부부갈등의 경험을 그렇지

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들과 결

않은 가정의 부부들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의해서 다문화가정 여성이

이처럼 희망, 부부갈등은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는 변

증가하였다.

인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여

또한 국내의 다문화가정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결혼이민자와 이의 남편인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

기존에는 결혼알선 업체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최

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근에는 유학이나, 여행 등을 통해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

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을 미치는 희망과 부부갈등의 관계를 파악하고, 남편 변
인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다문화 가정의 안정을 위한 기

2.2 삶의 만족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인간은 자신이 소속한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과 상호작
용하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궁

1.2 연구문제

극적으로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

연구의 필요성에 의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다. 삶의 만족스럽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 희망, 부부갈등과

목표를 정하고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남편의 삶의 만족, 희망, 부부갈등과의 상관관계는 어떠

삶의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avighurst

한가?

[31]는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여

회적 활동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

성결혼이민자 및 남편 변인은 무엇인가?

았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 결혼유무, 종교,
사회참여, 인종, 건강 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보고되었다[1,2,8]. 국내의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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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연구에서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유무, 주거형

등은 부부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부부관계에서의 갈

태, 소득 등의 요인이 삶의 만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등은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만나게 되

나타났다[11].

면서 생활하면서 서로 대립되면서 심화되기도 한다. 이러
한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가정도 발생하게 되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삶의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사회참여태도[3], 자신들의 모국문화 이해 노

것으로 나타난다.

력, 친정 방문 정도[5], 사회적 지지의 유무와 사회적 지

부부갈등을 3가지 측면에서 보다 세분하여 언급하였

지의 정도[33]에 따라서 삶의 만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다. 첫째, 구조적 측면은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두 사람

나타났다[17].

이 서로 관계하면서 갈등이 결과로 나타나는데 시댁관계,
경제 문제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기능적

2.3 여성결혼이만자의 삶의 만족과 관련 변인

측면은 개인이 그의 욕구에 일치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

2.2.1 희망

하는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의 욕구가 행동과 일치되
지 못할 때 갈등이 리어난다고 본다. 셋째, 발전적인 측면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희망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은 개인이 가족, 동료, 부부, 부모, 자녀 체계와의 관계가

시도해왔는데 우선 희망에 대한 인지적 접근으로 살펴볼

발전하지 못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6].

수 있다. 희망에 관한 인지적 접근에서 Erikson[30]은 우

국내의 부부갈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이미영, 박혜인

리가 태어나면서 희망한다고 가정하면서 희망이 건강한

[13], 최선희, 전명희[25] 등은 부부 관계적 갈등의 정의

인지 발달의 한 요소라고 제안하며, 희망은 개인이 목표

에 기초하고 있고, 이민식과 오경자[14]는 부부갈등을

를 향한 움직임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사고나 신념이라고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

할 수 있다. 또한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초기 연구자들은 희망을 ‘목표획득을 위한 긍정적 기대’

라고 했으며 ‘부부가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배우자

로 정의하였다[16].

와의 사이에서 겪는 긴장된 상호작용’이라고 하여, 주로

이러한 개인의 막연한 믿음과 바람의 뜻으로 사용되던

부부간의 불일치란 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18].

희망의 개념을 과학적인 연구와 측정 가능한 체계적인
개념으로 연구해온 학자는 Snyder와 그의 동료들이다.

이러한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Snyder 등[36]은 기존 학자들의 희망 개념이 모호한 인상

부부갈등의 연구는 일반 가정에 대해 많이 연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와 다

을 주며, 희망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통

문화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해서는 희망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희망

정이다.

의 인지적인 과정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희망이론을 제안
하였다. 그들은 희망을 목표지향성으로 보고 희망주도와
희망경로의 합을 통해서 희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

3. 연구방법

다.
희망과 삶의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희망이

3.1 조사대상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긍적적인 대처방식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에너지를 활성

본 연구는 충청남도 S시, D군, T군, H군 등 4개 시군

화하므로 긍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 정서적 불편감을

의 다문화 가정 부부 108쌍, 전체 216명을 대상으로 하였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24]

다.

는 결과가 있어 삶의 만족과 희망이 정적인 관계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출신국

것으로 추론은 되나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가는 동남아권 57.4%, 동북아권 31.5%, 유럽 및 기타권

부부갈등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는 없다. 특히 다문화

이 7.4%, 무응답이 3.7%였고, 연령은 25세 이하가 33.3%,
26～30세가 35.2%, 31세 이상이 31.5%였으며, 이들의 교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육수준은 고졸이 59.3%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불교가

2.2.2 부부갈등

가장 많은 44.4%였고, 힌두교, 유교 등의 기타 종교가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견해나 주장, 이해 등이 뒤엉킨

40.7%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모국에서의 직업은 관리,
사무직, 전문직, 무직이 53.7%로 가장 많았다.

복잡한 관계 혹은 정신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두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연령

가지 이상의 욕구가 충돌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갈

대가 41～50세 이하가 57.4%로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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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3.0%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무교가 48.1%로 가장

3.3.3 부부갈등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46.3%로 가장 많았다. 남편의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부부갈등척도를 김오남[7]

직업은 판매, 서비스, 생산직이 38.9%로 가장 많았고, 농

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적 특성에 대

림어업 27.8%, 관리, 사무직, 전문직, 무직이 18.5%, 자영

한 질문 3문항, 부부관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 3문항, 공

업이 14.8%순으로 나타났다.

동생활 특성에 대한 질문 3문항, 제삼자 영역 특성 질문

다문화가정 부부의 특성은 결혼 기간이 1년 이상 5년

3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

미만인 부부가 46.3%로 가장 많았고, 가족 구성은 부모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

와 자녀가 동거하는 가정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자

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녀수는 2명인 가정이 37.0%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은

의미하며, 부부갈등의 Cronbach’s α 값은 .969로 높게 나

80%이상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

타났다.

득수준은 57.4%의 가정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3.4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가족특성

3.2 자료수집방법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가족특성 문항으로 여성결혼이

자료는 S시, D군, T군, H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자는 출신국가, 연령, 교육수준, 종교, 모국직업 등의

직원을 통해 센터에 방문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남편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여성결혼이민

방문가정사의 도움으로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설문지를

자 남편은 연령, 종교, 교육수준, 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

배포, 즉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특성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특성은 결혼

조사는 2011년 5월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을 시작

기간, 가족구성, 자녀수, 거주 지역, 소득수준 등 5문항

하여 6월부터 8월까지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개월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에 걸쳐 진행하였다.

3.4 자료분석
3.3 조사도구

자료는 Window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3.3.1 삶의 만족도

분석하였다. 부부간의 희망과 삶의 만족도, 부부갈등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Criffin[29]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이 개발하고 이은경[15]이 번안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

의 삶의 만족과 희망, 부부갈등, 남편의 희망, 부부갈등,

하였다. 이 척도는 조사대상자가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

삶의 만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활용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

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12로

4. 연구결과

높게 나타났다.

3.3.2 희망

4.1 주요변인의 일반적 경향

희망 척도는 Snyder[35]의 희망척도를 최유희, 이희경,

4.1.1 여성결혼이민자

이동귀[26]가 번안한 한국판 희망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도사고는 4점 만점에 2.57점, 경

척도는 희망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으로 주도사고 4문항,

로사고는 2.67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삶

경로사고 4문항, 허위 문항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

의 만족은 5점 만점에 2.98점,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삶에

성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희망

부부갈등은 2.67점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여 부부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도사고의 Cronbach’s α값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56이었고, 경로사고의 Cronbach’s α값은 .765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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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성결혼이민자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of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인 여성결혼이
민자의 희망, 부부갈등, 남편의 희망, 삶의 만족은 유의성

Women immigrants
최소값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족, 주도사고 및 경로사고와 남편의 주도사고, 경로사고
및 삶의 만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성결혼이민자

희

주도사고

1.50

4.00

2.57

.47

망

경로사고

1.67

3.75

2.67

.43

의 삶의 만족과 부부갈등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삶의 만족

1.50

5.00

2.98

.69

중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주도사고가 가장 높은

부부갈등

1.00

4.00

2.67

.74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4.3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

4.1.2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치는 변인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주도사고는 4점 만점에 2.58
점, 경로사고는 2.77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고, 삶의 만족은 5점 만점에 2.99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중다

으로 삶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이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파악하였

부부갈등은 2.64로 중간점수보다 높아 갈등을 겪고 있는

다. 잔차의 독립성을 파악하는 Durbin-watson 값은 1.891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주요 변인간

로 정상범위(0-2) 내의 값을 가지며, 극단치를 파악하는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다.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각각 .866-24.370, .000-.117,
그리고 중심화된 Leverage 값은 .008-.237로 정상범위 내
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파악하는

[표 2] 남편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of

공차한계는 .420-.775, 상승변량은 1.890-2.380으로 정상

husbands

희
망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가정이 충족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도사고

1.00

3.75

2.58

.47

상관분석을 통해 유의성이 없는 남편의 부부갈등을 제

경로사고

외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도사고, 경로사고, 부부갈등,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0

3.75

2.77

.47

삶의 만족

1.60

5.00

2.99

.64

남편의 주도사고, 경로사고, 삶의 만족을 독립변인으로

부부갈등

1.00

4.00

2.64

.83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투입된 변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
전체 설명변량은 64.2%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투입한

4.2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변인 중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도사고와 남편의 삶의 만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희망, 부부갈등, 남편

이 유의성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두 변인 모두 정적

의 삶의 만족, 희망, 부부갈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 기여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도사고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남편의 부부갈등은 유의

요약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은 주도사고가

[표 3] 상관분석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여성결혼
이민자 변인

남편 변인
*

p<.05,

삶의 만족
주도사고
경로사고
부부갈등
주도사고
경로사고
부부갈등
삶의 만족

삶의 만족
1
.705 **
**
.332
-.293**
.434 **
**
.394
-.169
.654 **

여성결혼이민자
주도사고
경로사고
1
**
.422
-.215 *
.588 **
**
.515
-.208 *
.484 **

1
-.096
.202 *
**
.423
-.103
.229 *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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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

주도사고

1
.144
.147
.706 **
-.195

1
**
.626
-.054
.449

남편
경로사고
부부갈등

1
.067
.276 **

1
-.156

삶의 만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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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높을수록, 남편의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으로 희망, 부부갈등만을 측정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표 4] 여성결혼이민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with Life

더욱 다양한 변인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결

of Women Immigrants
독립변인
여성결혼
이민자 변인

남편 변인

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희망, 그리고 부부갈등에 대해

***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

.720

경로사고

.011

.007

부부갈등

-.099

-.104

주도사고

-.122

-.084

경로사고

.101

.069

삶의 만족

.452

.410***

F
R

β

B

주도사고

.495

28.929

2

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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