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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Marriage Migrant Women's Gender Role Attitude and Perceptions of 
Domestic Violence

김혜숙*, 최은영**

Hye-Suk Kim*, Eun-Young Choi**

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19년 10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J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37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총점 4점 중 평균 2.05점으로 나타

났고, 대상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총점 4점 중 평균 2.0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는 국

내거주기간, 교육수준, 국적, 월평균소득,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이용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연령, 교육수준, 국적, 초혼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결혼이주여성, 성역할태도, 가정폭력, 인식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understand the degree of perception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domestic violence targeting marriage migrant wom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71 married 
migrant women residing in area J from October 4 to December 20, 2019. Data analysis was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WIN 24.0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ubject's gender role attitude was found 
to be an average of 2.05 points out of 4 points. The subject's perception of domestic violence was an average 
of 2.02 out of 4 poi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role attitud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terms of domestic residence period, education level, nationality, average 
monthly income, and the use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domestic viol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terms of age, 
education level, nationality, and whether they were married.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hoped that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and solving domestic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can be laid through awareness 
education and publicity on domestic violence. 

Key words :  Marriage Migrant Women, Gender role attitude, Domestic violence,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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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다문화 혼인은 23,600건이

며, 이는 전체 혼인에서 9.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결혼한

경우는 17.700건으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1], 국제

결혼은 한국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여성들의 이주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등장은

더 이상 한시적이고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

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한 흐름이며[3], 국제결

혼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유지는 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4].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이주하게된 여성들은 새로

운 꿈과 희망을 갖고 낯선 사회에서의 정착과 적응을

시도하지만 결혼 성사 때부터 경제적인 거래, 짧은 교

제기간,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다. 그리고 결혼 직후에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문화적 차이와 성역할 갈등으로 인해 한

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5].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여성의 경우,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비교적 성평등적인 가족구조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6].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통

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에서 부부간의 성역할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부부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고 결혼에 대

한 불만감을 고조함으로써 가족 붕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4].

성역할태도는 가족이나 사회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남

녀간의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남성우

위와 역할분리를 선호하는 보수적 태도와 남녀평등과

역할공유를 선호하는 평등적 태도로 구분되어 연구된

다. 기존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살

아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제비교적인 시각

에서 이루어졌고, 한국 사회내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살

아가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 혹은 다문화가족의 성역할

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기울어졌다[7].

국제결혼부부의 경우 이질적 문화배경에서의 성장으로

성역할태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

이 많으며, 우리나라의 대가족 구성체계는 이주여성들

에게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8]. 실

제로 국제결혼에서 국내결혼보다 역할불일치가 더 심

하고 불행한 결혼은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관련되

었으며[9], 한국 남성이 가부장의 특권으로 행사하는 권

위의식이나 폭력, 무능력이 결혼관계를 위협하는 요소

로 나타났다[10]. 그러므로 선행연구가 미비한 결혼이주

여성의 성역할태도에 대해 조사하고 그 관련변인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에

서 참여자들의 대처능력은 상당히 취약하고 무력하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5]. 가정폭력의 인식정도는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는 다르지만, 물리적인 힘에 의한

폭력이 행사되었을 때와 피해자의 인권과 결부될 때 가

정폭력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순히

하나의 유형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의 폭력유형이 함께

행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가

정폭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처방법

을 모색할 수 있다[11]. 한국 남자들이 외국 여성과 결

혼해서 다문화가정을 만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 문제를 일반 가정에서 보

통 일어날 수 있는 가정 내부 갈등쯤으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12]. 여성 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언어소

통의 한계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이

주여성들은 다른 일반 가정의 여성배우자보다 가정폭

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13].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가정 여성이 경험하는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주여성이 갖고 있는 복잡한 문제 중 가장 중요하

게 다루어야 할 것은 여성이 갖고 있는 개인적 요인(연

령, 교육수준, 국적)과 혼인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환경

적 요인(남편의 직업유형, 월평균 가구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이주여성의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

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이주여성의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2)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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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

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9년 10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J지

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분산분석을 위한 대상자 수를 유의

수준 α=.05, 검정력(1-β)=0.95, 효과크기= 0.25를 기준으

로 하였을 때 최소 210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자를 예상하여 총 4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이중 회수되지 못한 25부와 자료 활용이 부적절한 4부

를 제외한 총 371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5개 국

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보조원 동석

하에 대상자가 자기기입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자기

기입식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보조원 면

접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보조원 교육은 조사 원칙,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숙지와 설문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조사 상황별 대응교육을 실시하였고, 연구보

조원별 응답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시켰으며

일관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역할태도

본 연구에서는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14]에서 조사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

화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태

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이었다.

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Flood[15]이 개발한 도구를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16]에서 10문항으로

수정,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

로 점수화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2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24.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역할태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가정폭

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인 보호를 위해

연구자가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 설문의 중도 거

부 가능, 개인정보의 보호, 설문소요 시간 등을 대상자

에게 설명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20~29세가 26.7%, 30~39세가 43.4%, 40~49세가

19.7%, 50세 이상이 10.2%를 차지하였고, 국내 거주기

간은 5년 미만이 26.1%, 5~10년 미만은 29.4%, 10~15년

미만이 30.2%, 15년 이상은 14.3%로 나타났다. 교육수

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이 22.6%, 대학교 이상 졸업 19.7%, 초등학교 졸업

11.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적은 베트남 42.9%, 중

국 24.5%, 필리핀 15.1%, 캄보디아 10.5%, 태국 7.0%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취업상태는 54.4%가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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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고,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1.9%가 미취업 상태였

다.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취업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무/관

리/일반/서비스 종사자 29.4%, 농어업직 17.5%, 기타

8.4%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

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31.0%, 100만원~200만원 미

만 28.6%, 300만원~400만원 미만 18.6%, 100만원 미만

10.6%, 400만원 이상 11.3%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초혼 및 재혼 여부는 초혼이 86.3%로 나타났고, 결혼을

위해 58.0%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2. 대상자의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

도

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총점 4점 중 평균 2.05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2.36점, ‘집

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2.13점, ‘사회적으로 남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2.11점, ‘성관계는 남자가 주

도해야 한다’ 2.03점,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1.94점,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

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1.92점,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1.83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동의하는 응답 비율(‘약간 그렇다’ 또는 ‘매

우 그렇다’)을 기준으로 세부문항을 살펴보면, ‘사회에

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가 45.8%로 남자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한다

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

나,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보다 두드

러짐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34.5%,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32.7%,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29.1%,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Table 1. Gender Role Attitude and Perceptions of Domestic Violence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Gender role attitude Perceptions of domestic violence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Age
(year)

20~29a

30~39b

40~49c

≥50d

99(26.7)
161(43.4)
73(19.7)
38(10.2)

1.98±0.67
2.10±0.76
2.00±0.69
2.05±0.73

0.71 .546

2.05±0.50
1.93±0.53
2.09±0.57
2.15±0.58

2.69 .046
b<d

Domestic
period of
stay
(year)

< 5a

5~10b

10~15c

≥15d

97(26.1)
109(29.4)
112(30.2)
53(14.3)

1.96±0.70
2.09±0.75
2.20±0.72
1.78±0.65

4.53 .004
d<c

2.02±0.50
1.95±0.47
2.01±0.57
2.16±0.66

1.81 .145

Education

Elementary schoola

Middle schoolb

High schoolc

More college
diplomad

42(11.3)
80(22.6)
176(47.4)
73(19.7)

2.36±0.78
2.18±0.69
1.99±0.71
1.84±0.72

6.19
<.001
d<a,b
c,d<a

1.81±0.55
2.10±0.58
1.98±0.50
2.12±0.56

3.95 .009
a<b,d

Nationality

Cambodiaa

Chinab

Philippinesc

Thailandd

Vietname

39(10.5)
91(24.5)
56(15.1)
26(7.0)
159(42.9)

2.48±0.66
1.87±0.71
2.31±0.87
2.19±0.61
1.92±0.64

8.99

<.001
b<a,c
e<a

1.65±0.69
2.10±0.55
1.67±0.49
2.45±0.71
2.11±0.58

19.40
<.001
a,c<b,d,e
b,e<d

Husband’s
employment

Office/management/gene
ral/services
Simple Labor
Agriculture and fishing
Unemployed
Other

109(29.4)
159(42.9)
65(17.5)
7(1.9)
31(8.4)

2.05±0.75
2.02±0.73
2.12±0.74
2.29±0.73
1.95±0.62

0.52 .721

1.98±0.54
2.03±0.56
2.07±0.52
2.29±0.46
1.93±0.47

1.00 .409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100a

100~200b

200~300c

300~400d

>400e

39(10.6)
106(28.6)
115(31.0)
69(18.6)
42(11.3)

2.14±0.71
2.23±0.75
1.97±0.71
1.86±0.73
1.99±0.64

3.53 .008
a,b<e

2.00±0.67
1.93±0.56
2.07±0.51
2.06±0.48
2.06±0.53

1.17 .323

Marriage
type

First marriage
digamy

320(86.3)
51(13.7)

2.05±0.74
2.01±0.64 0.33 .743 1.99±0.55

2.17±0.46 -2.57 .012

Use of
marriage
companies

Used b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companies
Other

215(58.0)
156(42.0)

2.20±0.73
1.83±0.66 5.20 <.001 2.01±0.57

2.02±0.50 -0.21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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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되어야 한다’ 28.0%,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

이 가져야 한다’ 26.2%,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24.2% 순으로 나

타나, 다른 문항에 비하여 가족 내 남편과 아내로서 요

구되는 성역할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었다.

대상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 및 인식은 총점 4

점 중 평균 2.0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간 수준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보다는 ‘별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웠

다.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 2.97

점, ‘대부분의 여성은 진정 원한다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2.66점, ‘왜 여성이 폭력행동을 하는 배

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28점, ‘가

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

2.11점,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 1.80점, ‘화가 너무 나서 순간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1.80점, ‘술을 많이

마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1.74점, ‘어

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용

서할 수 있다’ 1.67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가

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1.66점, ‘여성은 가정

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관계를 견뎌야 한다’ 1.49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동의하는 응답 비율(‘약간 그렇다’ 또는 ‘매

우 그렇다’)을 기준으로 세부문항을 살펴보면, ‘배우자

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

는 것이 맞다’ 항목은 역코딩하여 산출한 값이며, 배우

자가 집을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67.1%이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여성은 진정 원한다

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56.6%, ‘왜 여성

이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

기 어렵다’ 42.4%로 절반 내외의 응답자가 여성이 진정

으로 원한다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

각하고 있어, 여성이 가정폭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여성 개인의 의지의 문제

로 축소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도 38.3%로 3명 중 1명 정도는 동의하는 태도(‘약

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보였다. 또한 ‘화가 너

무 나서 순간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24.2%, ‘술을 많이 마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24.2%,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

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 22.7%,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22.1%,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용서할 수 있다’ 18.6%, ‘여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표 2. 성역할태도
Table 2. Gender Role Attitude

Categories Not at
all

Not so
much

Slightly
so

It really
is Mean(SD)

It is primarily the role of men to promote important things in society. 92
(24.8)

109
(29.4)

113
(30.5)

57
(15.4) 2.36(1.02)

Socially, men should be leaders. 117
(31.5)

133
(35.8)

86
(23.2)

35
(9.4) 2.11(0.96)

Sex should be led by a man. 121
(32.6)

139
(37.5)

91
(24.5)

20
(5.4) 2.03(0.89)

The housework is mainly done by the wife. 130
(35.0)

113
(30.5)

77
(20.8)

51
(13.7) 2.13(1.05)

The husband should have the right to make economic decisions in the family. 147
(39.6)

127
(34.2)

70
(18.9)

27
(7.3) 1.94(0.94)

Whether a wife will have a job or not should follow the husband's wishes. 172
(46.4)

107
(28.8)

75
(20.2)

17
(4.6) 1.83(0.91)

For important decisions about children, the opinion of the husband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opinion of the wife.

161
(43.4)

106
(28.6)

77
(20.8)

27
(7.3) 1.92(0.96)

Total 2.0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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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관계를 견뎌야 한다’ 13.2% 순으로 동의하는

태도(‘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보였다. 응답

자 5명 중 1명은 ‘화가 너무 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

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와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는 국내거

주기간(F=4.53, p=.004), 교육수준(F=6.19, p<.001), 국적

(F=8.99, p<.001), 월평균소득(F=3.53, p=.008),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이용 여부(t=5.2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태도는 국내거주기간이

10~15년 미만이 15년 이상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

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높게 나타났

다. 국적은 캄보디아와 필리핀 여성이 중국, 베트남 여

성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00

만원 이상보다, 결혼을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

한 대상자의 성역할태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은 연령(F=2.69, p=.046), 교육수준(F=3.95, p=.009), 국

적(F=19.40, p<.001), 초혼 여부(t=-2.57, p=.012)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

도 및 인식은 50세 이상이 30~39세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국적이 중국, 태국 및 베트남 여성이

캄보디아와 필리핀 여성보다, 재혼인 대상자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최근 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추세는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주여성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요 구성원으로 그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바, 결혼이주여성의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

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총점 4점 중 평균 2.05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결혼이주

표 3.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Table 3. Perceptions of Domestic Violence

Categories Not at
all

Not so
much

Slightly
so

It really
is Mean(SD)

If you become too angry and lose control for a moment, you may be violent against
your family.

194
(52.3)

87
(23.5)

62
(16.7)

28
(7.5) 1.80

You can forgive if you truly regret after committing domestic violence. 138
(37.2)

91
(24.5)

105
(28.3)

37
(10.0) 2.11

If a person abused as a child commits domestic violence, it can be forgiven. 208
(56.1)

94
(25.3)

53
(14.3)

16
(4.3) 1.67

Too much stress can lead to violence against family members. 231
(62.3)

58
(15.6)

60
(16.2)

22
(5.9) 1.66

Drinking a lot of alcohol can lead to violence against family members. 226
(60.9)

55
(14.8)

51
(13.7)

39
(10.5) 1.74

If a spouse is acting violently, it is correct to have the spouse leave the house.* 46
(12.4)

76
(20.5)

92
(24.8)

157
(42.3) 2.97

It'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women don't leave their violent spouses. 119
(32.1)

95
(25.6)

90
(24.3)

67
(18.1) 2.28

Most women can escape violent relationships if they really want. 103
(27.8)

58
(15.6)

73
(19.7)

137
(36.9) 2.66

Domestic violence is a personal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in the home. 192
(51.8)

95
(25.6)

50
(13.5)

34
(9.2) 1.80

Women must endure violent relationships to protect their families. 256
(69.0)

66
(17.8)

32
(8.6)

17
(4.6) 1.49

Total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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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상으로 한 Seo와 Paik[4]의 연구에서의 평균

은 2.62점으로 나타났고, Choi[17]의 연구에서 농촌여성

들의 성역할태도는 4점 만점에 2.07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는 국내거

주기간, 교육수준, 국적, 월평균소득, 국제결혼중개업체

의 이용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태도는 국내거주기간이 15년 이상인 대상자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기간

이 길수록 이주여성의 성별분업에 관한 태도가 비정통

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연구[7]와 비슷한 결과로, 결혼

이주여성들이 모국에서 형성했던 성역할태도는 결혼이

주 후 살게 된 한국사회의 여러 환경 및 이들과 함께

사는 한국인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도 조금씩

영향을 받아 바뀌어 갔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성역할태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Kong과 Oh[6]의 연구와 같은 결

과이고, Choi[17]와 Eun[7]의 연구에서도 대학이라는 고

등교육을 받은 이주여성들이 낮은 학력의 이주여성들

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비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성역할태도는 중국, 베트남 국적을 갖은 여성이 캄보

디아와 필리핀 여성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출신 결혼이주 여성 가운데 중국 출신 여성들의

성역할태도가 비정통적이었다는 Eun[7]의 연구와 비슷

한 결과이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서 헌법에 이혼이

금지되어 있어 한번 결혼을 하면 평생 동안 남편과 자

식을 위하여 일부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관과 일치하고 있다[18]. 그러

나 중국출신 이주여성들은 1949년 신중국 건설이후의

양성평등 정책이 30년 이상 지속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

로, 중국의 양성평등정책이 여성들에게 가정 내 역할에

대해 남녀 구분을 전제하지 않고 동등하게 인식하는 태

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 또한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은 평균적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한국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남녀 간의 문화 차이 외에도 연령

차이에 의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12], 출신

국가에 따른 가족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여건 등의 차

이를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

다. 성역할태도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대상자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Choi[17]의 연구에서도

연소득이 3001만원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평등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대상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 및 인식은 총점 4

점 중 평균 2.0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간 수준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정폭력에 대해서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허용하

거나 묵인하는 경향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

으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의식교육

과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은 50세 이상이 30~39세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국적이 중국, 태국, 베트남 여성이 캄보디아, 필

리핀 여성보다, 재혼인 대상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서 비교는 어렵지만,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이 갖고 있던 고유한 개

인요인과 이주 후 경험하게 된 환경적·구조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12],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가정폭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처방

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11]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

근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

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갈등이나 폭력 등에 대한 질

적연구 및 이를 예방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

는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Kim[19]의

연구에서 이주여성은 자신의 성역할태도보다는 남편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부부갈등에 더 큰 영향을 주었

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성역할태도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이주여성의 특성만이 아니라 한국인 남성 배우

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함으로, 차후에는 이주여성과 결

혼한 한국남성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

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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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J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

주여성 37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의 성역할태도 도구, Flood의 가

정폭력에 대한 인식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

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총점 4점 중

평균 2.05점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총점 4점 중 평균 2.0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는 국내거주기간, 교

육수준, 국적, 월평균소득,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이용 여

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연령, 교육

수준, 국적, 초혼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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