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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

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에 계속 유입

됨에 따라서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도 빈발하고 있다. 그

리하여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간의 사회통합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의 2/2차년도 

연구과제로서, 농촌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1/2차년도 연구과제의 후속 

심화연구이며,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을 초점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농촌의 사회통합 문제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별로 없다. 더구나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는 없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경제·사회문화·정치·종합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

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

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에 좋은 참고가 되고, 사회통합 관련 연구자들에

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면접 설문조사를 대행한 리서치앤리서치, 협동연구

를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 관련 기관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드린다. 또한,  

면접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등에 참여해 주신 농촌 다문화가족, 귀농·귀

촌인, 일반 농촌주민, 기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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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본 연구는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의 2/2차년도 

연구과제로서, 농촌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1/2차년도 연구과제의 후

속 심화연구이며,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을 초점 연구대상으로 함.

○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

고 있으며, 최근 농촌사회 변화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농

촌의 사회통합 논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회집단이라고 판단되어 

심층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

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

을 마련하는 것임.

○ 연구의 세부목적은 ①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를 영역별로 파악하고, ②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③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

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④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

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심

층면접, 협동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임.

○ 문헌조사는 사회통합 관련 기관의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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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는 농촌 다문화가족 514명(여성 결혼이민자 302명, 남편 106

명, 시부모 106명)과 귀농·귀촌인 543명(귀농인 273명, 귀촌인 270명)

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는 SPSS와 STATA를 사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표 분석, 

평균차 검증(t-test, F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 초점집단면접(FGI)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2회(횡성, 

나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2회(고창, 거창)를 실시하였음.

○ 심층면접은 농촌 다문화가족은 22사례(베트남 8명, 중국 3명, 필리핀 3

명, 우즈베키스탄 2명, 기타 국가 6명)를 조사하였고, 귀농·귀촌인은 16

사례(거창 8명, 고창 4명, 강진 2명, 연천 1명, 평창 1명)를 조사하였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추진한 협동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기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실태의 도농 간 비

교 분석을 실시하고,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질적 분

석을 하였으며,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지역의 모범사례를 

소개하였음.

○ 이 밖에 농촌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농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와 문제

○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는 사회통합의 영역, 여성 결혼이민자

의 사회경제적 특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

냈음.

○ [경제적 측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43.0%는 농촌사회의 소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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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농촌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47.7%), ‘대농위주의 농업정

책’(18.1%)을 지목하였음.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박

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하는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는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22.5%나 되었음. 농촌 여

성 결혼이민자의 16.2%가 주된 경제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하였음.

○ [사회문화적 측면] 마을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15.6%, 시부모는 15.1%, 

남편은 13.2% 순이었음. 여성 결혼이민자가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외국

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

는 경우는 23.2%였음.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5점 척도기준 평

균 점수)은 말하기는 3.05점, 듣기는 2.99점, 읽기는 2.38점, 쓰기는 

2.19점으로 읽기와 쓰기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 측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20% 

대로 나타났으며, 투표권이 없었다는 응답도 23.2%였음. 정부의 다문화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이 39.1%, ‘불만족’이 6.6%, ‘보통’이 54.3%로 나타남.

○ [종합적 측면] 현재 삶의 질에 만족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48.3%였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현재 우리나라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은 부정적 응답(0~4점)은 33.1%, 긍정적 응답(6~10점)은 43.0%로 

나타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점수

는 10점 만점에 5.22점으로 대략 중간 수준이었음.

○ 다중회귀분석 결과,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특성으로는 학력, 가구소득, 읍·면 지역, 다문화

가족 관련 특성으로는 한국 거주기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정갈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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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사회통합 관련 특성으로는 주민갈등 경험, 경제적 박탈, 사회적 자

본(종합 척도)이었음.

○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현행 다문화가족정책의 문제점은 ① 다문화가족

에 대한 기본적 관점이 동화주의적임, ② 다문화가족정책 대상의 범위

가 협소함, ③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가 부족함, ④ 한국어교육의 제

한, ⑤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⑥ 농촌 다문화가족의 

정치참여 및 사회보장 기회의 제한을 들 수 있음.

귀농·귀 인의 사회통합 실태와 문제

○ [경제적 측면] 귀농·귀촌인의 60% 정도는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소득계

층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귀농·귀촌인들은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대농위주의 농업정책’(32.9%), ‘일

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32.4%)을 가장 많이 지목하였음. 귀농·귀

촌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박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하는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23.4%나 되었음.

○ [사회문화적 측면] 농촌에서 마을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귀농·귀촌인은 12.7%였음. 농촌에서 생활하

면서 귀농·귀촌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4.2%였음. 귀농·귀촌인의 마을공동체의식

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 기준, 평균 3.62점에서 3.86점으

로 나타나 마을공동체의식이 ‘중상’ 수준이었음.

○ [정치적 측면] 각종 선거 때 귀농·귀촌인의 투표율은 모두 95% 이상으

로 매우 높았음. 귀농·귀촌인의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에 대

해 조사한 결과, ‘정치 현안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의 활

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4 이상(77.4%)이었음.

○ [종합적 측면] 현재 삶의 질에 만족하는 귀농·귀촌인은 62.6%였음. 현



vii

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0~4점)은 

12.3%, 긍정적 응답(6~10점)은 60.8%로 나타남. 귀농귀촌인의 농촌 사

회통합인식 수준 점수는 10점 만점에 6.07점이었음.

○ 다중회귀분석 결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개인 특성으로는 학력, 귀농·귀촌 관련 특성으로는 귀농·

귀촌 기간, 사회통합 관련 특성으로는 양극화 인식, 주민갈등 경험, 사

회적 자본 종합척도, 지역적응도였음.

○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현행 귀농·귀촌정책의 문제점은 ① 귀농·귀촌정

책이 인구 유치에 집중되어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발전 관련 

정책이 부족함, ② 귀농·귀촌 관련 지원에 대하여 귀농·귀촌 준비자와 

지역사회 원주민의 오해가 많음, ③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가 부족함, 

④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의 상호이해교육 부족을 들 수 있음.

농  다문화가족과 귀농·귀 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한 정책 개선방안

○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으로는 ① 포용

적 농촌 다문화가족정책의 확대, ②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본 강

화, ③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정책 

추진을 설정하였음.

○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① 일자리 알선 및 직업교육 강화, ② 사회적 경제 관련 정

책의 적극적 활용, ③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 금

지를 제시하였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① 다문화가족과 일반 농촌주

민의 사회교류 확대, ② 한국어교육의 개선, ③ 가족교육 및 이중언어교

육의 강화, ④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및 진로지도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음.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① 다문화가족의 정치참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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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② 차별 예방 및 관리 강화를 강조하였음.

○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으로는 ① 포용적 귀

농·귀촌정책의 확대, ②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자본 강화, ③ 귀농·귀촌

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정책 추진을 설정하였음.

○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경제적 측면

에서는 ①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이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 활

성화, ② 주택 구입 및 임차 지원 개선, ③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및 

알선을 제시하였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①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의 사회교류 촉진, ② 마을공동체의식 함양과 상호 이해교육 강

화, ③ 마을에서의 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강조하였음. 그리고 정치적 측

면에서는 ① 민주적이고 투명한 마을운영 기반 구축, ② 갈등 중재 시

스템의 구축 및 사회갈등 예방·관리 강화, ③ 귀농·귀촌 관련 지원에 대

한 바르게 알리기 운동 전개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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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Situation of Rural Social Cohesion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Year 2 of 2): In-depth Study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and Urban-to-Rural Migrants

Background of Research
  This study is an in-depth study on the social cohesion of rural multi-cul-
tural families and urban-to-rural migrants.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nd 
urban-to-rural migrants have various socio-cultural backgrounds and they 
are becoming key factors in the change of Korean rural society in recent 
years. Therefore,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nd urban-to-rural migrants 
are very important groups in the discussion of rural social cohesio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social cohesion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nd urban-to-rural migrants and suggest policy im-
provement measures.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employed several surveys among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nd urban-to-rural migrants, focus group interviews, in-depth interviews, a 
collaborative research, and investigation of existing data.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514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nd 543 urban-to-rural 
migrants. Four focus group interview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social co-
hesion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nd urban-to-rural migrants were 
conducted.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mong 22 rural mul-
ti-cultural families and 16 urban-to-rural migrants. The collaborative 
in-depth research with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on the 
social cohesion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was conducted. Existing re-
lated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data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s and t-test, 
F-test and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to elucidate the curr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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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ocial cohesion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nd urban-to-rural 
migrants. Finally, multiple regression was employed to identify the influen-
tial factors for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cohesion.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Social cohesion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nd urban-to-rural mi-
grants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four aspects: economic aspect, so-
cio-cultural aspect, political aspect, and comprehensive aspect.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social cohesion of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re as follows: 1) in the economic aspect, ① strengthening job 
place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② actively using social economic pol-
icies, and ③ prohibiting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economic activities; 2) in the socio-cultural aspect, ① expanding social 
exchange between multi-cultural families and ordinary rural residents, ② 
improv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③ strengthening family education 
and bilingual education, and ④ strengthening learning support and career 
guidance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3) in the political aspect, 
① expand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② 
strengthening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crimination.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social cohesion of urban-to-rural mi-
grants are as follows: 1) in the economic aspect, ① activating the social 
economy with urban-to-rural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 in the com-
munity, ② improving housing purchase and lease support, and ③ provid-
ing and arranging job-related information; 2) in the socio-cultural aspect, 
① promoting the social exchange between urban-to-rural migrants and in-
digenous people in the community, ② cultivating community spirit and 
strengthening mutu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③ activating a mentor 
system; 3) in the political aspect, ① establishing the democratic and trans-
parent village operation base, ② establishing a conflict mediation system 
and strengthening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ocial conflict, and ③ 
promoting support for urban-to-rural migrants.

Researchers: Park Daeshik, An Sok, Kim Namhoon, Lim Jieun
Research period: 2018. 1. ～ 2018. 12.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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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농촌사회는 귀농·귀촌인의 급증,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회문화적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문화적

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에 계속 유입됨에 따라서 이주민들

과 원주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도 빈발하고 있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경우, 식습관, 가정의례, 자녀 양육방식 등에서 문화

적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농·귀촌인의 경우, 도시적 

생활양식의 고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등

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원주민들과 사회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농촌 지역사회 원주민의 경우,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편견, 귀농·귀촌 지

원정책에 대한 오해,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경쟁,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

하여 귀농·귀촌인들과 사회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더구나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사춘기 또는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정체성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관련된 지원 대책은 현재 크게 부

족한 실정이다.

  최근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념․지역․세대 간의 갈등이 확대됨

으로 인해서 사회통합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박대식·마상진 2007; 박대식·안석·임지은 2017). 나아가 사회통합은 행복

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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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을 주요 국정전략으로 채택하여 다

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과 농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 경우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통합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

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박대식·안석·임

지은 2017)의 2/2차년도 연구과제로서, 농촌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1/2

차년도 연구과제의 후속 심화연구이며,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을 초점 

연구대상으로 한다.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농촌사회 변화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촌 다문화가족은 우리 농촌사

회의 중요한 인력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사회문화적 변화의 폭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다문화가족의 여성 결혼이민자나 

자녀들은 피부색, 언어, 생활양식 등의 차이로 인해서 사회적 차별이나 무

시를 당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귀

농·귀촌인은 우리 농촌사회의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귀농·귀촌

을 한 이후에도 도시에서의 개인주의적 생활방식을 고수하다가 농촌의 공

동체적 생활방식과 충돌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은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

합 논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회집단이라고 판단되어 심층연구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더구나 1/2차년도 연구과제(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포용, 사회적 자본 수준 등

은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이 일반 농촌주민보다 대체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심층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

태는 물론,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①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

회통합 실태를 영역별로 파악하고, ②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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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통합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③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

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④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

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박대

식·안석·임지은 2017).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사회통합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일반적인 사회통합에 관한 것이

고 다문화가족이나 귀농·귀촌인에 특화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2.1.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

  이선주 외(2009)는 이주민 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의 기본방향과 협력

체계를 모색하였다. 이들은 통합을 사회적 통합,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 

언어적 통합, 문화적 통합, 정체성 통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① 이주민과 유입국 사회 간의 쌍방

향적 통합, ② 세대 간의 통합 준비, ③ 언어통합과 경제적 통합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으로 ① 

통합 거버넌스 구축, ②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박대식·마상진·권인혜(2011)는 농어촌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을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심리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단기적 정책과제로는 ①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영농교육 개선, ② 한국어교육 개선 및 방과 후 교육지원 강화, ③ 다

문화가족의 영농기반 구축을 제시하였고, 중장기적 정책과제로는 ① 농어

촌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②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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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③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 ④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를 제시

하였다(박대식·마상진·권인혜 2011).

  김남국 외(2012)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기존 성과를 정리하

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들은 “소수자의 정치적 대표의 보장과 다양

한 문화의 공존 속에서 민주적 개인성(democratic individuality)과 시민적 

책임성(civic responsibility)의 유지가 사회통합의 핵심 원칙”(김남국 외 

2012: 281)임을 강조하였다.

  정기선 외(2012)는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문

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이

주민이 유입국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참여를 통해 독립

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정기선 외 2012: 5)고 

보았다. 이들은 정책제언으로 ① 총괄행정조직과 협력체계 구축, ② 민·관·

학 협력 강화, ③ 이주민과 일반시민의 접촉기회 확대, ④ 이주민 대상 서

비스 정보 집결시스템 구축, ⑤ 전국 단위 협의회 활성화, ⑥ 웹을 통한 이

민행정자료 공유, ⑦ 공무원 교육을 제시하였다.

  양순미·박명순(2014)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갈등 

완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다문화가족 성인 구성원

이 경험하는 갈등의 범주를 경제적 갈등과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나누었으

며, 갈등 완화를 위한 5종의 교육 프로그램(결혼이민여성, 한국인 남편, 자

녀, 지역사회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개발하였다.

  문병기·라휘문·한승준(2015)은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정

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이민자 사

회통합정책 수단 개발방안으로 ①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국민인식 개선방

안, ② 이민자 사회적응도 개선방안, ③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기반 제도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이선·김영란·이해응(2016)은 다문화가족 구성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

여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정

책제언으로 ① 다문화가족 구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 기반 확립,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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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층 귀화자 가족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 ③ 젊은 층 귀화자 가족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④ 결혼이민자·귀화자 모두를 고려

한 정책 기반 정비, ⑤ 이민자-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⑥ 국적 미취득 이민자-한부모의 체류 및 복지 관련 제도 개

선, ⑦ 이민자-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자립을 위한 적극적 지원, ⑧ 

사각지대 이민자-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 ⑨ 다양한 성

격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다각화를 제시하였다.

2.2.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

  김철규 외(2011)는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과 재생산을 위한 사회․정책

적 과제를 규명하였다. 이들은 정책제언으로는 ① 농촌사회 발전 방안으로

서 귀농·귀촌정책의 적극적 추진, ② 지방자치단체, 지역 민간단체, 귀농·

귀촌인, 지역주민 간 협치 기구의 필요, ③ ‘성공적 귀농·귀촌’의 다차원성

에 주목하는 종합적인 정책, ④ 귀농·귀촌 초기 정착을 위한 소득 지원 정

책, ⑤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역사회 화합 프로그램의 개발, ⑥ 귀농·귀촌

에 대한 배우자 지지도 제고 방안 모색, ⑦ 귀농·귀촌인 관련 원주민·공무

원 교육 프로그램 실시, ⑧ 귀농·귀촌 집단별 맞춤형 정책의 수립, ⑨ 새로

운 농촌발전을 주도할 리더의 양성, ⑩ 귀농·귀촌인의 유입·정착·유출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 ⑪ 농업 중심의 귀농정책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귀촌정책으로 전환, ⑫ 귀농·귀촌인 사전 준비 교육 

강화, ⑬ 지역사회 통합적 귀농·귀촌인 정주 모델의 개발, ⑭ 귀농·귀촌인

과 원주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 

행사 시행, ⑮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통한 지역 창업 유도를 제시하였다.

  김백수(2013)는 귀농인의 생태체계적 변인들이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대적으로 중요한 체계와 변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그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귀농에 대

한 개인적인 준비, 귀농가족의 역량 강화, 농촌 환경 및 지역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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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 등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으

로 접근될 때 보다 더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았다.

  장민기 외(2014)는 성공적인 귀농․귀촌과 지역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농업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농촌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내 

조직적인 일자리 제공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 제도·체계의 보

완 측면에서는 ① 100일 인턴제, ② 마을간사제를 벤치마킹한 ‘이장도우

미’ 제도, ③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사랑방’ 역할 강화, ④ 전입신고 시 ‘귀

농․귀촌 정보키트’ 전달을 제안하였다.

  정솔(2014)은 귀농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험을 관계 경험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전략이나 조절행위들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이방성, 정체성, 

공동체성의 영역을 중심으로 귀농인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왕재억·김갑열(2016: 271)은 “귀촌인들과 농촌주민들 간 친 한 관계와 

귀촌인들의 커뮤니티 참여는 귀촌인들과 농촌원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주거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유영민·김용근·안민지(2017)는 농촌 원주민이 유발하는 갈등 요인으로

는 ① 농촌 원주민의 전통적·보수적 성향 및 귀농·귀촌인과의 문화 차이, 

② 농촌 원주민의 배타적 성향, ③ 농촌 원주민의 지나친 공동체 생활 특

성으로 분류하였고, 귀농·귀촌이 유발하는 갈등 요인은 ① 귀농·귀촌인의 

개인중심적 성향, ② 귀농·귀촌인의 기존 농촌문화에 대한 무시, ③ 농촌사

회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류하였다.

2.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농촌의 사회통합 문제를 직접적으로 조사·연구한 선행연구는 별로 없다. 

더구나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

룬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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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본 연구는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경제․
사회문화․정치적 측면 등에서 심층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포용(배제) 이론과 사회적 자본 이론의 결합에 

근거를 두고(박대식·안석·임지은 2017),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조사·분석한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들

과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문화주의, 

사회적응이론, 사회갈등관리론을 보완적 이론으로 추가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전략에 부응하여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관련 선행연

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농촌은 행정구역상의 읍․면 지역을 지칭한다. 농촌의 사회

통합 구성요인은 사회포용(경제적 포용, 사회문화적 포용, 정치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본다. 사회통합의 영역은 ① 경제

적 측면, ② 사회문화적 측면, ③ 정치적 측면, ④ 종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농촌의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

합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함은 물론,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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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의 주요 내용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의 

범위와 내용,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이론적 배경, 1/2차년도(2017년) 연구

의 요약을 다루었다.

  제1부(제2~4장)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

안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를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 종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현황과 문

제점을 파악하고,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을 기본방향과 정책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2부(제5~7장)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경제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 종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

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7

장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기본방향과 정책 개

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3부(제8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4.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FGI), 심층면접, 협동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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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문헌조사

  문헌조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정리하였고, 기타 

국내외의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관련 

문헌은 기존 자료를 정리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실시하여 참고하였다.

4.1.2. 설문조사

□ 설문지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지는 여성 결혼이민자용, 

남편용, 시부모용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설문지(3종)는 경제적 포용, 사회

문화적 포용, 정치적 포용, 사회적 자본과 사회참여, 사회통합인식, 가정생

활,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들의 기본적 특성 등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부록 1~3> 참조).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지는 경제적 포용, 사회문화적 

포용, 정치적 포용, 사회적 자본과 사회참여, 사회통합인식,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들의 기본적 특성 등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4> 참조).

□ 조사 방법  일정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농촌 다문화가

족 514명(여성 결혼이민자 302명, 남편 106명, 시부모 106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표는 연구진이 마련하였다. 설문조

사표는 전문가회의, 중간검토회의, 사전조사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완

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

관인 리서치앤리서치(Research & Research)에서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은 먼저 1단계로 통계청의 다문화 가구 통계를 활용하여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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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514명을 다문화 가구 인구비례로 할당하였다. 2단계로는 각 광

역 시·도별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군을 3~4개를 무작위

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광역 시·도별 다문화 가구의 분포와 다문화 가구가 

있는 농촌 지역의 분포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시·군을 추출하였다. 다만, 

경기도에는 다문화 가구의 40% 이상이 집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

도의 비율은 다소 하향 조정하였다.

  추출된 시·군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다문화 가구의 연

락처와 주소를 확보하여 각 마을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해당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다문화 가구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농번기임을 감안해 주로 늦은 오

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할 때에는 설문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공문을 제시하여 공신

력을 높이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조사 지역 및 조사 

완료 수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 대상 설문조사 

지역 및 조사 완료 수는 <부표 1>, <부표 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1-1>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 지역 및 조사 완료 수

권역 도 시·군(읍·면)
조사 완료

수(명)

경기·강원권

경기도

평택시(안중읍, 오성면, 고덕면, 현덕면)

114

화성시(우정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양평군(옥천면, 양동면)

김포시(통진읍)

광주시(오포읍, 남한산성면)

이천시(설성면, 신둔면)

강원도
양양군(서면)

강릉시(주문진읍, 강동면, 왕산면, 구정면)

충청권 충청남도

당진시(합덕읍, 신평면)

46

아산시(배방읍, 선장면)

공주시(유구읍)

예산군(삽교읍)

부여군(부여읍, 규암면, 장암면, 임천면)

금산군(금산읍)

논산시(강경읍, 성동면)

청양군(청양읍)



서론  11

(계속)

권역 도 시·군(읍·면)
조사 완료

수(명)

충청북도

제천시(백운면, 덕산면, 송학면)

음성군(금왕읍, 음성읍, 감곡면, 맹동면)

진천군(진천읍, 문백면)

옥천군(군북면)

호남·제주권

전라남도

함평군(함평읍, 해보면, 엄다면, 손불면)

66

해남군(해남읍, 북평면, 마산면, 산이면)

장흥군(장흥읍)

담양군(담양읍, 금성면, 대진면)

전라북도

임실군(오수면)

순창군(순창읍, 금과면)

완주군(삼례읍)

정읍시(감곡면)

제주도
제주시(조천읍)

서귀포시(표선면)

영남권

경상북도

청송군(현동면, 청송면)

76

봉화군(봉화읍)

영덕군(영덕읍, 강구면, 영해면, 지품면, 창수면)

안동시(풍산읍)

경상남도

남해군(이동면, 삼동면)

하동군(하동읍, 금남면)

밀양시(밀양읍, 삼랑진읍, 무안면, 부북면, 상동면)

함안군(가야읍, 군북면, 마천면, 서상면)

창녕군(창녕읍, 영산면, 이방면, 도천면)

의령군(정곡면, 유곡면)

사천시(곤양면, 용현면)

합 계 302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543명의 귀농·귀촌

인(귀농인 273명, 귀촌인 27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표는 연구진이 마련하였다. 설문조사표는 전문가회의, 중간검토회

의, 사전조사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면접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esearch & 

Research)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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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추출은 먼저 1단계로 통계청의 귀농인 통계를 활용하여 광역 시·도

별로 약 270명을 귀농인 인구비례로 할당하였다. 2단계로는 각 광역 시·도

별로 귀농인이 많이 거주하는 시·군 3~4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귀촌인

은 귀농인 조사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추출된 시·군청의 협조로 마을 이장들의 연락처를 제공받아서 각 마을을 

방문하였다. 해당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귀농·귀촌인들의 가구 위치를 확

인하였고, 농번기임을 감안해 주로 늦은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방문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를 할 때에는 설문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으

며, 공문을 제시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귀농·귀촌인 대

상 설문조사 지역 및 조사 완료 수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귀농·귀촌인 대상 설문조사 지역 및 조사 완료 수

권역 도 시·군(읍·면)
조사 완료 

수(명)

경기·강원권

인천광역시 강화군(불운면)

100
경기도

양평군(양평읍, 강하면, 옥천면, 양동면)

이천시(부발읍, 마장면, 백사면)

강원도
정선군(정선읍, 북평면)

홍천군(남면, 내촌면, 동면, 두촌면, 북방면, 서석면)

충청권

충청남도

서산시(대산읍, 고북면, 해미면)

105

홍성군(홍성읍, 구항면, 금마면)

청양군(청양읍, 정산면, 운곡면)

충청북도
영동군(영동읍, 양산면, 용산면, 황간면)

진천군(진천읍, 덕산면, 이월면, 초평면)

호남권

전라남도

함평군(함평읍, 해보면, 월야면)

170

보성군(보성읍, 문덕면, 미력면)

담양군(담양읍, 고서면, 대덕면)

전라북도
고창군(고창읍, 고수면, 상하면, 심화면)

임실군(임실읍, 적치면, 삼계면)

영남권

대구광역시 달성군(다사읍, 화원읍, 가창면)

168

경상북도

상주시(함창읍, 모동면, 모서면)

청도군(청도읍, 각남면, 각북면, 금천면, 매전면, 운문면, 이서면)

청송군(청송읍, 파천읍, 마천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경상남도

거창군(거창읍,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하동군(하동읍, 양보면, 진교면)

함안군(가야읍, 군북면, 법수면, 산인면)

합 계 543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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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응답자의 일반  특성

  설문 응답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의 경우, 거주 지역은 읍 지역이 

44.0%, 면 지역이 56.0%이며, 연령은 20대가 45.4%로 가장 많고, 다음이 30

대(40.1%), 40대 이상(14.5%) 순이었다. 농업인은 71.2%로 나타났고, 가구

소득은 ‘2,000만~4,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다. 결혼 전 

국적은 베트남(45.4%), 캄보디아(13.2%), 필리핀(10.3%), 중국 조선족(9.3%)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45.4%) 순이었다. 동거 가족 수(본인 포함)는 

‘4명’이 42.4%로 가장 많았고, 28.8%를 차지한 ‘3명’이 다음으로 많았다. 한

국 거주기간은 ‘6~9년’이 28.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10년 이

상’(26.8%), ‘4~5년’(24.2%), ‘1~3년’(20.9%) 순이었다<표 1-3>. <부표 3>과 

<부표 4>에는 설문 응답 남편과 시부모의 일반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표 1-3> 응답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거주 지역
읍 133 44.0

면 169 56.0

연령
20대 137 45.4

30대 121 40.1

농업인 여부
40대 이상 44 14.5

농업인 215 71.2

가구소득

비농업인 87 28.8

2,000만 원 미만 73 24.2

2,000만~4,000만 원 미만 144 47.7

결혼 전 국적

4,000만 원 이상 85 28.1

베트남 137 45.4

캄보디아 40 13.2

필리핀 31 10.3

중국(조선족) 28 9.3

중국 22 7.3

일본 20 6.6

7.9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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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 분 빈도 비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37 45.4

고등학교 졸업 144 47.7

전문대학 졸업 이상 21 6.9

동거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2 0.7

2명 27 8.9

3명 87 28.8

4명 58 42.4

5명 이상 69 19.2

한국 거주기간

1~3년 63 20.9

4~5년 73 24.2

6~9년 85 28.1

10년 이상 81 26.8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표 1-4>에는 설문 응답 귀농·귀촌인의 일반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거주 지역은 읍 지역이 37.4%, 면 지역이 62.6%이며, 연령은 50대가 

37.4%로 가장 많고, 다음이 60대(33.0%), 40대(15.5%) 순이었다. 그리고 

귀농인은 50.3%, 귀촌인은 49.7%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1,500만~3,000

만 원 미만’인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았고, 30.3%를 차지한 ‘3,000만 원 

이상’이 다음으로 많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1.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34.2%) 순이었다. 동거 가족 수(본인 포함)

는 ‘2명’이 61.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명’(12.7%), ‘1명’(11.8%) 

순이었다. 고향 여부는 고향이 51.0%, 타향이 49.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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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응답 귀농·귀촌인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거주 지역
읍 203 37.4

면 340 62.6

성별
남성 299 55.1

여성 244 44.9

연령

30대 이하 29 5.3

40대 84 15.5

50대 203 37.4

60대 278 33.0

70대 이상 48 8.8

귀농·귀촌 
귀농 273 50.3

귀촌 270 49.7

가구소득

1,500만 원 미만 104 19.2

1,500만~3,000만 원 미만 274 50.5

3,000만 원 이상 165 30.3

귀농·귀촌 기간

3년 미만 140 25.8

3~4년 143 26.3

5년 이상 260 47.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7 14.2

고등학교 졸업 280 51.6

전문대학 졸업 이상 186 34.2

동거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64 11.8

2명 334 61.5

3명 69 12.7

4명 56 10.3

5명 이상 20 3.7

고향 여부
고향 277 51.0

타향 266 49.0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16  서론

□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는 SPSS와 STATA를 사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표 분석, 

평균차 검증(t-test, F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4.1.3. 초점집단면접

  초점집단면접(FGI)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2회(횡성, 

나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2회(고창, 거창)를 실시하였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초점집단면접(FGI) 지역으로 횡성

과 나주를 선정한 이유는 두 지역이 농촌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모범적

으로 실시하고 있고, 횡성은 중·산간지역을, 나주는 도시근교지역을 대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초점집단면접(FGI) 지역으로 고창과 거창을 선정한 이유는 두 지역이 귀

농·귀촌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해당 군청에서 귀농·귀촌 관련 사업들

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기 때문이다. 초점집단

면접(FGI)의 지역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은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초점집단면접에서 주로 다루어

진 내용은 ① 농촌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일반주민과의 관계라는 측면에

서 볼 때 ‘사회통합’이란 무엇이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는 어떻다

고 생각하는가?, ②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에는 어

떤 것이 있는가?, ③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어

떤 것이 있는가?, ④ 다문화가족이 농촌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 또는 배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⑤ 농촌 다문화가족 내에

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는 어떠한가?, ⑥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녀문제에

는 어떤 것이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통합 모습은 무엇

인가?, ⑦ 농촌 지역사회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여성 결혼이민자)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⑧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주민, 농촌마을,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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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관련 조직, 기타 주민조직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⑨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촉진하

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

가?, ⑩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나주시의 성공사례 또는 실패사

례는? 등이다.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초점집단면접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

용은 ①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

회통합’이란 무엇이고, 현재의 사회통합 실태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②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③ 귀

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④ 귀농·

귀촌인이 농촌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 또는 배제에

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⑤ 지역사회 원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귀농·귀촌인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⑥ 귀농·

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주민, 농촌마을,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인 관련 조직, 기타 주민조직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⑦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⑧ 귀농·귀촌인의 사회

통합 관련 거창군의 성공사례 또는 실패사례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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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역 일시 및 장소 초점집단면접 대상자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강원도

횡성군

2018. 5. 24. 14:00~18:00

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의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명

∙ 종합사회복지관 2명

∙ 일반 농촌주민 2명

∙ 여성 결혼이민자 5명(필리핀 1명, 

카자흐스탄 1명, 캄보디아 2명, 베트남 

1명)

∙ 여성 결혼이민자의 남편 2명

(배우자의 출신 국가: 캄보디아, 일본)

(총 15명)

전라남도

나주시

2018. 9. 11. 14:00~18:00

나주문화센터 교육장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명

∙ 일반 농촌주민 2명

∙ 여성 결혼이민자 4명(필리핀 1명, 중국 1명, 

일본 1명, 베트남 1명)

∙ 여성 결혼이민자의 남편 2명

(배우자의 출신 국가: 우즈베키스탄, 중국)

(총 11명)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전라북도

고창군

2018. 5. 16. 14:00~18:00

고창군 커뮤니티센터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장 1명

∙ 귀농·귀촌 관련 단체 2명

∙ 일반 농촌주민 3명

∙ 귀농·귀촌인  3명

(총 9명)

경상남도

거창군

2018. 7. 25. 14:00~18:00

거창군농업회의소 회의실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 1명

∙ 농업회의소 2명

∙ 귀농·귀촌 관련 단체 2명

∙ 일반 농촌주민 2명

∙ 귀농·귀촌인 3명

(총 10명)

<표 1-5> 초점집단면접의 지역 및 대상

자료: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4.1.4. 심층면접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심층면접은 22사례(베트남 8명, 

중국 3명, 필리핀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기타 국가 6명)를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16사례는 위탁연구를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팀이 면접

조사를 하였고, 6사례는 연구진이 직접 면접조사를 하였다.

  <표 1-6>에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심층면접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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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심층면접의 내용은 ① 성별, 연령, 학력, 출신 국가, 결혼, 이주시기, 

현 거주지, 현 거주지의 간략한 특성, 가족 사항 등 인적 사항 및 일반적 

특성, ②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결정하게 된 주요 이유, ③ 현재 하는 일과 

경제 상황, ④ 이주(결혼) 초기에는 어떠했으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

었는지?(배우자, 배우자 가족과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역할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⑤ 본인 및 가족의 적응 

정도(지금은 본인과 가족들이 마을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보는가?, 이주 

전 모국에서의 생활과 한국생활의 차이점 또는 삶의 변화에는 무엇이 있는

가?, 마을주민들이나 지도자들이 여성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아이들

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귀하는 마을에서 공

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⑥ 현재 귀하가 거주

하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마을주민, 마을지도자 등과 

교류가 많은 편인가?, 새로운 사람을 주로 어떤 경로로 사귀고 있는가?, 귀

하는 마을이나 지역사회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편인가?), ⑦ 현재 귀

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

면 무엇인가?, ⑧ 귀하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사회적 차별이나 

배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거리, 동네, 상점, 음식점, 은행,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병원, 학교, 직장, 일터, 가족 등에서 귀하가 경험한 사회적 차별이

나 배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⑨ 귀하나 귀하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가?(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가?, 갈등을 주로 어떻게 해결했는가?), ⑩ 귀하가 거주하는 지

역사회(마을)는 지역사회 일반주민과 다문화가족(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

통합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마을이 다문화가족에게 포용적인

지 아니면 배타적인지?), ⑪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나 정책이 있다면? 그리고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정책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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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심층면접 대상자의 주요 특성

사례
번호

구분 연령
거주
지역

출신
국가

학력
한국거주
기간(년)

농가
여부

1
여성

결혼이민자
41 군위 중국 고졸 13 농가

2 〃 35 군위 베트남 고졸 14 비농가

3 〃 31 군위 〃 중졸 9 농가

4 〃 37 순창 〃 고졸 14 농가

5 〃 47 순창 몽골 대졸 15 비농가

6
〃 38

순창 우즈베키스탄 고졸 14 농가
남편 52

7
여성

결혼이민자
42 진안 키르기스스탄 대졸 18 농가

8 〃 36 진안 베트남 대졸 13 비농가

9
〃 40

울진 베트남 초졸 8 농가
남편 59

10
여성

결혼이민자
40 울진 필리핀 전문대졸 13 비농가

11
〃 35

울진 필리핀 전문대졸 5 〃
남편 48

12
여성

결혼이민자
55 순창 일본 전문대졸 26 〃

13 〃 26 고창 중국 고졸 3 〃

14 〃 47 고창 중국 고졸 5 〃

15 〃 28 군위 베트남 초졸 1 〃

16 〃 26 군위 베트남 전문대졸 1 〃

17 남편 54 나주
우즈베키스탄

(부인)
고졸

15

(부인)
농가

18
여성

결혼이민자
34 횡성 베트남 고중퇴 12 농가

19 〃 29 횡성 네팔 고졸 8 농가

20 〃 47 횡성 필리핀 대졸 19 비농가

21 시어머니 89 횡성 필리핀 무학
10

(며느리)
비농가

22
여성

결혼이민자
50 나주 중국 고졸 19 농가

자료: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 대상 심층면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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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심층면접은 16사례 전부를 연구진이 

직접 조사하였다. <표 1-7>에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심층면

접 대상자의 주요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심층면접의 내용은 ① 성별, 연령, 이전 거주지, 귀농·귀촌 시기, 

현 거주지, 현 거주지의 간략한 특성, 가족 동반 이주 여부 등과 같은 인적 

사항과 일반적 특성, ② 귀농·귀촌을 결정하게 된 주요 이유, ③ 현재 하는 

일과 경제 상황(귀농·귀촌 전과 비교하여 귀농·귀촌 후 경제적 상황은 어

떠한가? 생활비 충당 방법은?), ④ 귀농·귀촌 초기에는 어떠했으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⑤ 본인 및 가족의 적응 및 정착 정도(지금은 

본인과 가족들이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보는가?, 도시생활과 비교할 때 농

촌생활의 차이점 또는 삶의 변화에는 무엇이 있는가?, 마을주민들이나 지

도자들이 귀농·귀촌인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현

재 본인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되

는가? 그 이유는?), ⑥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 관계는?(귀농·귀촌인, 기존 마을주민, 마을지도자 등과 교류가 많은 편

인가?, 귀농·귀촌을 한 후에 귀하는 새로운 사람을 주로 어떤 경로로 사귀

고 있는가?, 귀하는 지역사회(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편인가?), 

⑦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귀농·귀촌 준비, 현 마을 사람들의 도움 등 어떤 요

인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⑧ 도시와 다른 농촌의 생활양식으로 인

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이 있는가?, ⑨ 귀하나 가족들이 귀농·귀촌 후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가?(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주요 원

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⑩ 귀하가 거

주하는 지역사회(마을)는 지역사회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수준

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⑪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의 화합을 위

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이러한 프로그램이 사회통합과 관련

하여 실효성이 있는가? 기존 주민이나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의 교류·

화합을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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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심층면접 대상자의 주요 특성

사례
번호

구분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동거가족 수 

(명)
귀농·귀촌
기간(년)

고향
여부

1 귀농인 남 62 고창 고졸 2 4 고향

2 귀촌인 여 40 고창 대졸 4 1 타향

3 귀농인 여 43 거창 고졸 4 6 타향

4 귀촌인 남 44 고창 대졸 4 1 타향

5 기존 주민 남 52 거창 고졸 2 - 고향

6 귀농인 남 41 거창 대졸 3 3 고향

7 기존 주민 여 50 거창 대졸 3 - 고향

8 귀농인 남 34 거창 대졸 4 2 고향

9 귀촌인 남 58 거창 대졸 2 10 고향

10 귀농인 남 56 거창 대졸 3 12 고향

11 기존 주민 남 52 거창 대졸 2 - 고향

12 귀촌인 여 37 강진 대졸 2 3 타향

13 귀촌인 남 52 강진 고졸 2 7 고향

14 귀농인 여 63 연천 대졸 2 6 타향

15 귀농인 남 65 평창 고졸 2 16 타향

16 기존 주민 남 77 고창 중졸 2 - 고향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 대상 심층면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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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협동연구

  전국 단위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책

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다문화가족 관련 기존 실태조사 결과 등

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실태의 도농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관

련 심층면접(16사례)와 국내외의 관련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의 협동연구는 본 연구에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국내

외의 모범사례 등에 활용하였고, 자료집(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에 관한 심층조사)으로도 발간한다.

4.1.6.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농업인단체, 귀농·귀

촌인, 여성 결혼이민자, 귀농·귀촌 관련 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

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농촌복지 관련 교

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통합 관련 담당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였다. 또한, 관련 연구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과 관련 연구정보를 교류하였다.

4.2. 연구 추진 체계

  <그림 1-1>에는 본 연구의 추진체계가 도식화되어 있다. 그리고 <표 

1-8>에는 2/2차년도(2018) 연구에 있어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

틀이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사회통합의 영역, 사회통합의 세부영역, 지표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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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2/2차년도(2018년)>

<1/2차년도(2017년)>

사회통합 관련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

사회통합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농촌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

농촌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

문헌 고찰

문헌 고찰

통계자료조사·분석

통계자료조사·분석

초점집단면접

협동연구

농촌주민설문조사

전문가자문회의

농촌주민설문조사결과
통계분석

전문가자문회의

문헌 고찰

일본 출장조사

국내출장조사

협동연구

문헌 고찰

통계자료조사·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자료: 박대식·안석·임지은(20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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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구성요소

사회통합
영역

사회통합
세부영역

지표

다문화가족 귀농·귀촌인

사회포용

경제적
포용

소득계층인식 가구 소득계층 인식 가구 소득계층 인식

소득 양극화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

가구소득 만족도 가구소득 만족도 가구소득 만족도

경제적 박탈 경제적 박탈 수준(척도) 경제적 박탈 수준(척도)

경제활동 만족도 경제활동 만족도 -

경제활동에서 차별 경제활동에서 차별 경험 -

사회
문화적
포용

사회문화적
포용 수준

지역의 다문화가족 포용
수준

지역의 귀농·귀촌인 포용
수준

- 지역적응 수준

사회갈등

마을주민과 갈등 경험 마을주민과 갈등 경험

마을주민과 갈등 원인 마을주민과 갈등 원인

-
지역사회에서 사회갈등 유발 및 
사회통합 저해 요인

농촌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갈등 감소·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 감소·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가정갈등 경험 -

사회문화적 배제

농촌에서 외국인이라고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귀농·귀촌인으로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라고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

문화 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

문화적응 노력 -

사회서비스
수혜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귀농·귀촌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만족도가 높은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귀농·귀촌 
관련 사회서비스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이나
지원의 필요성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

<표 1-8> 농촌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틀(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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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회통합
구성요소

사회통합
영역

사회통합
세부영역

지표

다문화가족 귀농·귀촌인

사회포용

사회
문화적
포용

사회서비스
수혜

농촌 다문화가족 자녀 문제와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통합 모습

-

-
사회통합 또는 주민화합
관련 지원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의사소통

한국어 능력 지역 사투리 이해 수준

-
토박이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정치적
포용

정치참여

선거 참여 선거 참여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정치 참여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

- 귀농·귀촌정책 관련 정치참여

정책 만족도 및 
건의사항

정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

귀농·귀촌 관련 지원 수혜 경험

-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정착에 
중요한 정책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건의사항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건의사항

사회적 자본

신뢰

지역 신뢰도 지역 신뢰도

-
귀농·귀촌인 관련 지원조직
신뢰도

네트워크

지역사회 소속감 지역사회 소속감

마을공동체의식 마을공동체의식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역사회참여 활동에서
어려운 점

-

규범
지역사회의 규범 및 안전 지역사회의 규범 및 안전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

삶의 질 만족도 삶의 질 만족도

결혼생활 만족도 -

본인의 지역사회통합 수준 본인의 지역사회통합 수준

농촌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농촌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귀농·귀촌인의 농촌
사회통합인식 수준

향후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전망

향후 귀농·귀촌인의 농촌
사회통합 전망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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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론적 배경

5.1.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본 연구에 있어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은 “농촌 다문화가족과 

일반 농촌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배제를 축소하여 사회포용 수준을 확

대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에 신뢰와 

연대감을 갖도록 하여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있어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사회 원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배제를 축소하여 사회포용 수준을 확대

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에 신뢰와 연

대감을 갖도록 하여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였다.1

5.2.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배경

5.2.1. 사회적 배제와 포용

□ 사회  배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처음 사용되기 시

작한 것은 1960년대 프랑스에서 사회보장(특히, 사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김순양·고수정·강준혁 2016). 그러

다가 1970년대부터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가 빈곤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본

1 ‘사회통합’ 개념 관련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박대식·안석·임지은(2017)에 잘 

정리되어 있다.



28  서론

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럽 국가들의 주요 정책

의제가 되었다. 이후에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김

안나 외 2008; 지은구․김민주 2014; 김순양·고수정·강준혁 2016).

  사회적 배제 이론은 빈곤 문제의 경제 편향적 접근에 대한 반성으로 사

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실버(Silver 1994)는 사회적 배제를 사

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기회의 박탈로 파악하여 생계, 고용, 소득, 

교육과 문화적 자본, 사회서비스, 가족과 사회, 주류민족으로부터의 배제로 

구체화하였다. 라이머(Reimer 2004)와 컴민스(Commins 2004)는 사회적 

배제가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이며, 상호관계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강신욱 외(2005)는 사회적 배제를 8개 영역(경제, 실업, 근로, 주거, 교

육,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으로 구분하였다. 최혜지

(2012)는 사회적 배제를 4개 영역(경제적, 교육적, 사회참여로부터의, 민족

적)으로 구분하였다. 윤성호(2012)는 한국형 사회배제성 척도로 10개 영역

(소비 및 자산, 건강, 교육, 사회적 관계, 사회제도, 사회참여, 지역사회환

경, 지역사회시설, 자치단체, 노동), 56개 항목을 개발하였다. 김창기·이진

성(2013)은 사회적 배제를 6개 영역(관계적, 문화적, 사회적 참여, 지역사

회, 기본서비스, 경제적)으로 구분하였다. 최민정·권정호(2014)는 사회적 

배제를 6개 영역(경제, 주거, 고용, 건강, 사회참여, 가족관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학문 분야나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인

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박대식․마상진 2007: 

9)을 지칭한다.

□ 사회  포용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

기 위한 정책적 개념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 포용되는 능동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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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둔다(신유리 외 2013). 젠슨(Jenson 1998)은 사회적 포용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였다.

  사회적 포용은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한창근 2017). 포

용성장(inclusive growth)은 국제적 이슈가 되어 포용발전지수(inclusive 

development index)가 발표되고 있으며,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도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김지현 2015; World Economic Forum 2017). 세

계경제포럼은 포용성장 정책을 불평등의 증가, 사회 불안의 증폭, 지속되

는 빈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심 국정철학으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과 포용

국가(inclusive state)를 강조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그리하여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시하였다.

  김지현(2015)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은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보다 주목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성주(2014: 24)는 포용성장은 “모

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기회의 균등: equalizing opportunities), 이와 같은 경제성장으로부터의 물

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구성원에 걸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강조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우(2016: 16)는 “포용성장의 핵심 내용은 밑으로부터의 수요를 창출

하기 위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충하며,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

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김주훈 외

(2017: 26)는 “포용성장은 성장의 속도뿐 아니라 지속성을 중시하며, 지속

성을 위해 특정부문에 집중되지 않은 고른 성장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파악하였다. 즉, 이들은 포용성장이 저성장과 분배 악화에 대처하는 바람

직한 개념적 틀이라고 보았다.

  성경륭 외(2017: 67)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회경제적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을 증진시

키는 국가를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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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통합의 중요 구성요인이다(Berger-Schmitt 

2000). 그러나 사회적 자본은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학자들에 따

라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르디에(Bourdieu 1986)는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을 사용하였다(김민수·이현지 2017). 콜만(Coleman 1988)은 사

회적 자본을 개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사회적 구

조로 파악하였다. 푸트남(Putnam 1993)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이라고 보

았다. 또한, 포르테스(Portes 1998)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 네트워크 또는 

사회구조 내에서 구성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 네트워크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지칭한다(Ferlander 2007; Nyqvist et al. 

2006).

  집단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특성, 규범, 신

뢰, 시민 참여 등으로 측정된다(Bjornstrom et al. 2013; Harpham et al.  

2002; Kim & Kawachi 2006). 소진광(2004)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참여, 

연결망(네트워크),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로 분류하였다. 한상미(2007)는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본 결과, 사회적 자본

의 구성요소로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주로 적용하고 있었다.

5.2.3.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보완적 

이론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보완적 이론으로는 상

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사회적응이론, 그리고 사회갈등관리론을 들 

수 있다.



서론  31

□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문화나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다문

화주의는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지만 특수한 맥락에서 동화 또는 

자발적 배제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이지원 2018).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는 주류사회 구성원과 비주류사회 구성원

의 상호대화와 교류를 장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을 강조한다(전지혜 

2018). 또한, 상호문화주의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을 강조한다. 문화와 문화의 만남 속에서 문화 상호 간의 대화

와 교류를 강조한다(이지원 2018). 1990년대 후반, 유럽에서는 상호문화주

의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담론으로 제기되었다(김태원 2012).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통합을 강조한다(김정현 

2017). 다문화주의가 다문화사회에서의 차이 인정과 관용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상호문화주의는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다(김정현 2017; 김창근 2015). 

즉, 상호문화주의는 문화 간의 상호소통과 공공성에 주안점을 둔다(김창근 

2015).

  따라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

적인 관계라고 판단된다.

□ 사회 응이론

  사회적응이론으로는 오버거(Oberg 1960)의 U-곡선이론, 고든(Gordon 

1964)의 사회적응 6단계, 베리(Berry 1997)의 문화적응 과정을 들 수 있다. 

  오버거(Oberg 1960)의 U-곡선이론은 처음에는 적응이 쉽고 성공적으로 

느껴지던 것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런 느낌이 줄어들고 가끔 외로움

과 불행함을 느끼는 등 위기가 따르다가 끝으로 다시 적응이 한결 나아지

며 사회에 통합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고든(Gordon 1964)은 사회적응 과정을 6단계(문화적응 → 구조적 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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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 동일시 → 태도와 가치관의 동화 → 행동의 동화)로 설명하였다.

  베리(Berry 1997)는 문화적응 과정을 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로 구별하

였다. 통합은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와의 관계

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는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지

만 주류사회와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를 의미한다. 동화는 자신의 모국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지 않고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이

다. 주변화는 주류사회와 자신의 모국의 문화 모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 사회갈등 리론

  사회갈등관리론에는 협상이론, 환경조정이론, 게임이론, 참여적 의사결

정론 등이 있다.

  협상이론은 “공식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솔직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함

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상호의견을 통해 대안이 개발되도

록 하는 것”(나태준·박재희 2004: 25)을 의미한다.

  환경조정이론은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해

소하는 것이다(나태준·박재희 2004).

  게임이론은 갈등해결을 위해서 게임이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게임이론

은 협조적 게임과 비협조적 게임으로 구분한다. 협조적 게임이론은 장기적

인 관계에서 얻는 이익이 1회적 관계에서 얻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협력

의 유인이 있다는 것을 수리적으로 분석한다. 비협조적 게임은 게임에 참

여하는 경기자들 간에 아무런 대화나 협상의 여지가 없어서 구속력 있는 

협약을 미리 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김수석·마상진 2010; 김수석·한

혜성·허정회 2015).

  참여적 의사결정론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일반시민들을 포함시켜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

을 이루어내는 것”(김유환 외 2005: 140)을 지칭한다. 참여적 의사결정의 



서론  33

핵심적 구성요소는 ① 시민의 참여, ② 참여자의 학습과 숙의, ③ 참여자들

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다(은재호 외 2008).

5.3.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이론적 입장은 사회적 포용(배제) 이론과 사회적 자

본 이론의 결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을 

사회통합의 핵심 구성 요소로 파악한다. 사회포용을 통해서 사회적 배제를 

완화할 수 있고,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통해서 농촌의 사회통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박대식·안석·임지은 2017).2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증진시

키기 위해 농촌의 사회포용 수준을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포용은 경제적 포용, 사회문화적 포용, 정치적 포용으

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사회적 자본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

조되고 있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본다<그림 1-2>.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완적 이론으로는 상호문화주의(inter- 

culturalism), 사회적응이론, 그리고 사회갈등관리론을 적용하였다.

2 사회적 자본은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있다. 예를 들면, 박종화(2011)는 지

역혁신체계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성으로 네트워크 폐쇄, 집단사고, 과잉

동조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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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농촌의 사회통합 구성요인

자료: 박대식·안석·임지은(2017: 33).

6. 1/2차년도(2017년) 연구의 요약3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촌의 사

회통합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해외 출장조사, 협

동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었다.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응답자 810명), 농촌주

민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하였다.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이론적 입장은 사회적 포용

3 이 부분은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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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이론과 사회적 자본 이론의 결합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사회적 배

제 완화와 사회적 자본 강화가 사회통합 증진에 기여한다고 본다. 사회포

용은 경제·사회문화·정치적 포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사회적 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는 경제·사회문화·정치·종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농촌주민들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

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원인은 주로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 부

족에서 찾았다.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 

경제적 박탈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범죄 경력자에 대한 포용 수준이 낮았고 지역 

포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며, 진보집단과 보수집단 간의 이념 갈

등, 빈부 갈등, 고령층과 젊은 층 간의 갈등,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간

의 갈등,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지자체 선거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문화·여가활동 빈도

가 현저히 낮았다. 원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문화·여가활

동의 장애요인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이나 의료시설 이용 등에 있

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신뢰,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 부문에서는 인

식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일부 선거의 투표율이나 정치 참여도, 그리고 군 지

역의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났다.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노력으로는 지역공동체의식 조성, 지역 권력 분산, 핵심 역량 강화 등이 꼽

혔다.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촌 사회통합의 수준이나 향후 사회통합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보

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다문화가족이나 귀농·귀촌인의 경우 일반 

농촌주민에 비해 농촌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다.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박탈, 사회갈

등, 지역포용성,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소통으로 나타났다. 사회포용 지표

에 유의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 

가구소득이었다. 사회적 자본 지표에 유의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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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요인은 연령, 계층, 경제상태 만족도, 농가 여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문제점은 ① 국민대통합위원회

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경우 농업·농촌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했음, 

② 농업정책에서 소농이 소외됨, ③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하

고 있으며 사회적 농업 관련 논의·합의가 부족함, ④ 다문화가족 정책의 

경우 가족 통합이나 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측면이 부족함, 

⑤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 화합 증진 대책이 부족함, ⑥ 농촌 노

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서 농촌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

인 대책이 부족함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태파악을 토대로,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

향을 ① 포용적 농촌복지정책의 확대, ②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강

화, ③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 정책 추진으로 

설정하였다.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에서 제시한 정책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① 중·소농 맞춤형 영농 지원, ② 사회적 농

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③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 ④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농촌 사각지대 축소를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① 농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선, ② 농촌형 무장애시설 인증제도의 단계적 추진, ③ 농촌주민의 사회

공헌활동 지원, ④ 면 지역 청소년·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⑤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의 융화 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하였다.

  정치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사회갈등 조정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기초 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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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를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

적 측면, 정치적 측면, 그리고 종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경제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경제적 측면에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는 가구 소득계층 인

식, 소득 양극화, 가구소득 만족도, 경제적 박탈, 경제생활 만족도, 경제활

동에서의 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1. 가구 소득계층 인식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준에서 볼 때, 현재 

귀댁이 어느 소득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중간

층’(43.7%), ‘중하층’(36.1%), ‘중상층’(13.2%), ‘하층’(6.0%) 순으로 응답비

율이 높았다<그림 2-1>.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 

결과(‘중하층’ 41.0%, ‘중간층’ 38.4%, ‘하층’ 16.8%, ‘중상층’ 3.6%)와 비

교해 볼 때,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구 소득계층을 좀 더 높게 평가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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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과거 모국에서의 상황과 

비교할 때 현재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판

단된다. 소득계층 인식에서 ‘상층(중상층과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

성 결혼이민자(14.2%), 시부모(6.6%), 남편(5.7%) 순이었고, ‘하층(중하층

과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시부모(42.5%), 여성 결혼이민자(42.1%), 

남편(36.8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구 소득계층 인식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1.2. 소득 양극화

1.2.1.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아주 부유한 소

득계층과 아주 가난한 계층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

과,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43.0%)이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28.5%)보다 훨

씬 많았다<그림 2-2>.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 

결과(‘그렇다’ 40.0%, ‘그렇지 않다’ 33.8%)와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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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의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 정도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

부모(50.9%), 여성 결혼이민자(43.0%), 남편(42.5%) 순이었다.

<그림 2-2> 여성 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1.2.2.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소득계층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응답한 여성 결혼이

민자(n=216)를 대상으로,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47.7%),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18.1%), 

‘학력 및 교육 수준의 차이’(11.1%),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8.8%), ‘사

각지대가 많은 사회보장제도’(7.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3>.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 

결과(‘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 32.6%,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 

19.6%, ‘대농위주의 농업정책’ 17.0%, ‘사각지대가 많은 사회보장제도’ 

12.5% 순)와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일자리 및 돈벌이 기

회의 부족’과 ‘학력 및 교육 수준의 차이’를 농촌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

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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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1.2.3.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

  여성 결혼이민자(302명)를 대상으로,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를 완

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47.7%), ‘중·소농 육성정책’(2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 농업·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9.3%), ‘농촌형 기본소득제도의 도

입’(8.3%)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4>.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

접 등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를 타개할 수 있을만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 

결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 37.5%, ‘중·소농 육성정책’ 

17.0%, ‘농촌형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17.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

업·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 13.1% 순)와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

자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 농업·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이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더욱 

필요한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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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1.3. 가구소득 만족도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재의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는 응답(26.8%)이 ‘불만족한다’(‘대체로 불만

족’ + ‘매우 불만족’)는 응답(12.3%)보다 많았으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60.9%로 가장 많았다<그림 2-5>.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 

결과(‘만족한다’ 29.8%, ‘불만족한다’ 28.3%)와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 결

혼이민자는 가구소득에 만족하는 비율이 다소 낮았다. 현재 가구소득에 대

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편(27.4%), 여성 결혼이민자(26.8%), 시부모

(23.6%)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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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 만족도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1.4. 경제적 박탈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박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긍

정 응답(‘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비율은 ‘생활하는데 바빠서 취미

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22.5%), ‘생활비가 부족하여 외출이나 모

임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17.5%), ‘생활비가 부족하여 원하는 최소한

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가 없다’(17.2%) 순이었다<그림 2-6>.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

과와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는 경제적 박탈로 인해서 문화생활

이나 외출·모임에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읍·면 지역, 한국 거주기간, 

연령계층, 학력, 가구소득, 농업인 여부)로 경제적 박탈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5가지 경제적 박탈 문항을 더하여(25점 만점)4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t=-1.74, P < .05), 가구소

득이 낮을수록(F=33.68, P < .001), 농업인이 아닐수록(t=-4.01, P < .001)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박탈 인식 수준이 높았다.

4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93이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45

  경제적 박탈 점수(25점 만점)는 시부모(13.33점), 여성 결혼이민자(12.82

점), 남편(12.59점) 순으로 높아 가족 간에 경제적 박탈 인식 수준에 상당

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6>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박탈 실태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1.5. 경제활동 만족도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주된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

를 조사한 결과(만족도가 높다는 비율), ‘전반적 만족 정도’는 49.6%, ‘일

의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는 41.7%이며,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는 

39.0%로 나타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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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만족도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1.6. 경제활동에서의 차별 경험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현재 주된 경제활동에서의 차별 경험을 조

사한 결과, 응답자의 16.2%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여성 결혼

이민자는 비농업 부문에서의 취업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본급, 

호봉 승급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호  승 이 없는 등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경제활동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는 식당이나 

마트와 같은 서비스 직종이나 제조업에서 일할 때 많이 발생한다(베

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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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에서의 차별 경험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2. 사회문화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실태는 사회문화적 

포용에 관한 것으로는 사회문화적 포용 수준, 사회갈등, 사회문화적 배제, 

문화적응, 사회서비스 수혜, 의사소통을 살펴보았고, 사회적 자본에 관한 

것으로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1. 사회문화적 포용 수준

2.1.1. 지역의 다문화가족 포용 수준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이 다문화가족에게

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56.6%)이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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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7.3%)보다 훨씬 많았다. 즉, 응답자의 절반 이

상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다문화가족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림 2-9>.

<그림 2-9> 지역의 다문화가족 포용 수준(여성 결혼이민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지역의 다문화가족 포용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이 다문화가족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그렇다’) 응답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56.6%), 시부모(53.8%), 

남편(52.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0>.

<그림 2-10> 지역의 다문화가족 포용 수준(가족 구성원 간 비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남편(106명), 시부모(106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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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갈등

2.2.1. 마을주민과 갈등 경험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농촌에서 이주한 후에 마을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 결혼이민

자의 15.6%가 ‘있다’고 하였다. 마을주민과 갈등 경험은 여성 결혼이민자

(15.6%), 시부모(15.1%), 남편(13.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1>.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주민과 갈등 경험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한국거주 기간이 4~5년’ 집단일수록(²2 �=11.53, DF=3, P 

< .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²2 �=13.79, DF=2, P < .001) 갈등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마을주민과 갈등 경험(가족 구성원 간 비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남편(106명), 시부모(106명) 설문조사 결과.

2.2.2. 마을주민과 갈등 원인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주요 원인으로는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42.6%), ‘가치관 차이’(31.9%), ‘이해관계 상

충’(6.4%), ‘상대방의 참견·간섭’(6.4%), ‘상대방의 강압적인 태도’(6.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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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마을주민과 갈등 원인(여성 결혼이민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2.2.3. 농촌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갈등의 감소·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농촌 다문화가족 관련 갈등의 감소 및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족과 기존 주민의 교류 증

대 및 화합 프로그램 지원’(32.5%), ‘기존 주민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오해

와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30.1%),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의 문화

와 생활양식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27.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3>.

<그림 2-13> 농촌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갈등의 감소·해결에 필요한 정책

(여성 결혼이민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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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가정갈등 경험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갈등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자녀문제

로 인한 갈등’(24.2%),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23.8%), ‘남편 가족

과의 갈등’(22.2%),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21.9%)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그림 2-14>.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가정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식습 , 집안일, 제사, 자녀 양육방식 등과 련하여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가정갈등이 발생한다(베트남 출신 여성 결

혼이민자  한국인 남편, 캄보디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등).

남편이 한국 삶의 방식과 필리핀 삶의 방식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

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경우 서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참지 

못해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 자식 문제나 어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다(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언어에서 오는 가정갈등도 있다. 그냥 인사말인데 처음에는 왜 꼬치

꼬치 물어보나 하고 생각하 다(일본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언어 담당).

베트남에서는 계 이 늘 여름인데, 한국에서는 계 이 바 면 옷도 

바꾸어야 하고 이불도 바꾸어야 하는데 그런 걸 몰라서 어려움이 있

었다. 그리고 한국은 음식을 세 끼 먹는데, 베트남에서는 11시, 5

시에 두 끼를 먹는다. 그것도 응이 힘들었다(베트남 출신 여성 결

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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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갈등 경험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2.3. 사회문화적 배제

2.3.1. 농촌에서 외국인이라고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여성 결혼이민자가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

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2%가 ‘있다’고 하였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재분

석한 결과(김이선 외 2018)에 의하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이렇게 차별 경험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읍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비율의 차이로 인한 영향인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읍·면사무소나 시·군

청 방문 시 일부 공무원들이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무관심함’으로써 차별

이나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점 서빙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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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서 일을 할 때 역시 빠른 한국말이나 사투리 등을 잘 못 알아듣

는다고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손님들이 상당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필

요한 자격증을 갖추어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안정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 일을 천천히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좋은 도 있고 나쁜 도 있다고 생각한다(필

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센터의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고 다문화센터 

로그램 참여도 어렵다. 그래서 성차별이나 문화차별 등으로 어려

움을 겪는 분들이 공장에 집약되어 있는 것 같다. 2세 , 3세  여

성 결혼이민자들은 꽃다운 20 에 와서 쁘게 하고 다니고 싶어 한

다.당연히 쁜 치마를 입고 꾸미고 싶은 나이인데 시골 분들은 그

것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일반 농 주민).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

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거주기간이 4~9년’ 집

단일수록(²2 �=11.69, DF=3, P < .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²2 �=22.93, 

DF=2, P < .001)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

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여성 결혼이민자(23.2%), 시부모(19.8%), 남편

(17.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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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본인의 경험(가족 구성원 간 비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남편(106명), 시부모(106명) 설문조사 결과.

2.3.2.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라고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

녀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조

사한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23.2%가 ‘있다’고 하였다. 남편의 20.8%, 시

부모의 17.9% 또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차별이나 무시를 당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16>.

  초점집단면접에서 학교 교사들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은근히 차별하

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교사와 여성 결혼

이민자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교사가 자녀상담 등을 포

기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자녀가 다문화가족의 자

녀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읍 지역일수록(²2 �=15.93, DF=1, P < .001), ‘한국거주 기간이 

4~5년’ 집단일수록(²2 �=7.86, DF=3, P < .05), 연령이 ‘31~40세’ 집단일수

록(²2 �=6.65, DF=2, P < .05), 가구소득이 ‘2,000만~4,000만 원’ 계층일수록

(²2 �=21.82, DF=2, P < .001)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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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자녀·손자녀의 경험(가족 구성원 간 비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남편(106명), 시부모(106명) 설문조사 결과.

2.4. 문화적응

2.4.1. 문화적응 스트레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문항적응 

스트레스 10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비율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65.5%), 

‘나는 모국과 모국사람이 그립다’(59.9%),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모국에 

남겨두고 떠나와서 미안하게 생각한다’(49.7%), ‘나는 한국어로 말을 하려

면 긴장된다’(49.3%), ‘나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겁이 난다’(45.7%), ‘나

는 한국음식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43.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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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항을 더하여

(50점 만점)5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였다. 면 지역일수록

(t=-1.95, P < .05) 한국 거주기간이 ‘4~5년’일수록(F=3.85, P < .01), 연령

이 낮을수록(F=5.52, P < .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F=4.90, P < .01), 농

업인일수록(t=1.85, P < .05)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2.4.2. 문화적응 노력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노력에 관한 9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비율은 ‘나는 한국어를 배우

려고 노력한다’(78.8%), ‘나는 한국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한다’(68.5%), 

5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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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63.6%), ‘나는 시댁의 풍

습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57.6%), ‘나는 남편에게 나의 모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54.3%)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8>.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문화적응 노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9가지 문화적응 노력 문항을 더하여(45점 만

점)6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t=-2.45, P < 

.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F=6.95, P < .01) 문화적응 노력을 많이 하였다. 

문화적응 노력 점수(5점 만점 평균 기준)7는 여성 결혼이민자(3.57점), 남

편(3.53점), 시부모(3.42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8>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노력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6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3이다.
7 여성 결혼이민자와 남편은 9개 문항, 시부모는 10개 문항으로 문화적응 노력을 

측정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5점 만점 평균으로 계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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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서비스 수혜

2.5.1.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은 다문

화가족지원센터(97.0%), 주민센터(81.8%), 건강가정지원센터(61.3%), 사회

복지관(41.4%),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31.5%) 순으로 높았다<그림 2-19>.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서는 사회서비스 관련 정

보를 모르거나 이해가 부족해서 혜택(예를 들면, 여성농업인 복지카드)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필요한 정보를 잘 몰라서 어려움이 많았다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분들은 정보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다문화가족의 사

회통합을 개선하기 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정보 부족 측면을 보완

해 주어야 한다(일반 농 주민).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59

<그림 2-19>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2.5.2. 만족도가 높은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서비스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서비스 중에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도움을 많

이 받은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1·2·3 순위 합)

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34.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민센터

(21.7%), 건강가정지원센터(15.4%), 사회복지관(8.3%) 순이었다.

2.5.3.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이나 지원의 필요성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이

나 지원은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86.4%), 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

(82.5%),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교육(82.1%), 임신·출산 및 부모교육

(78.8%), 아이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78.5%), 일자리 교육 

및 일자리 소개(77.8%) 등의 순으로 높았다<그림 2-20>. 2015년 전국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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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김이선 외 2018)에 의하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요구가 높은 사회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

육’,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상당히 유사했다.

  남편은 일자리 교육 및 소개(91.5%), 임신·출산 및 부모교육(90.6%), 배

우자 및 가족교육(89.6%), 아이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

(89.6%), 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88.7%), 비자 및 국적 취득 관련 법률상담

(86.8%),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교육(86.8%),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86.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시부모는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92.5%), 아이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91.5%), 일자리 교육 

및 소개(89.6%),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교육(89.6%), 비자 및 국적 취

득 관련 법률상담(89.6%)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림 2-20>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이나 지원의 필요성(여성 결혼이민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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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녀 문제와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통합 

모습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

녀 문제와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통합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

었다.

이주 기에는 일본에 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일본사람의 아이라

고 학교에서 왕따가 있었다. 군 생활의 경우, 큰 아들은 힘들었던 

듯하다. 남한테 지시를 받고 무언가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

들었다고 하 다. 둘째랑 막내는 능숙하게 응을 했던 듯하다. 막

내는 ‘동기제’로 입 하여 조  나았다고 한다(일본 출신 여성 결

혼이민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언어 담당).

기에 자녀의 양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인 남편들은 자녀

들이 성장해서도 지속 으로 자녀교육에 무 심한 경우가 많다(여

성 결혼이민자).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필요한 정보를 잘 몰라서 어려움이 많았다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조사해보니, 이 언어를 할  아는 경우 취업

이 매우 빨랐다. 1세  이주여성이 주로 국, 일본, 필리핀에서 왔

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모두 이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2세 는 베트남, 캄보디아인데 최근에 베트남이 주목을 받

으면서 베트남어 이용 가능자 채용 공고가 매번 뜨고 있다. 베트남

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이면 채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많이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언어의 요성에 한 인식이 필요

하다. 이  언어를 할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큰 경쟁력이며, 

이 언어를 장려해야 한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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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뿐만 아니라 상담 등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

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일반 농 주민).

자녀교육과 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궁 한 사항이 있을 때 마땅

한 의논 상 가 없는 경우가 많다( 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2.6. 의사소통

2.6.1. 한국어 능력

  본 연구의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 결

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5점 척도기준 평균 점수)은 말하기는 3.05점, 듣기

는 2.99점, 읽기는 2.38점, 쓰기는 2.19점으로 나타나 읽기와 쓰기 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김이선 외 2018)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

력은 말하기는 3.49점, 듣기는 3.62점, 읽기는 3.48점, 쓰기는 3.22점으로 나

타났으며,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도시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서 전체

적으로 수준이 낮았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읽기와 쓰기 능력이 제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2.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남편과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1시간 

미만’(47.0%), ‘1~2시간’(21.2%), ‘2시간 이상’(20.2%) 순으로 나타났다. 남

편과의 대화시간이 전혀 없거나 하루에 30분 미만인 경우는 11.6%로 나타

났다<그림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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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여성 결혼이민자의 남편과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2.7. 신뢰

  지역 신뢰도 관련 3개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

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지역에서 주민들에

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웃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59.9%), ‘지

역 공공기관은 믿을 만하다’(59.6%), ‘나의 이웃들은 믿을 만하다’(46.7%) 

순으로 나타나 이웃들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낮았다.

2.8. 네트워크

2.8.1. 지역사회 소속감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지역 단위에 대하여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는

지 질문한 결과, ‘소속감이 있다’(‘소속감이 있는 편이다’ + ‘소속감이 강하

다’)는 응답비율은 내가 사는 마을(71.9%), 내가 사는 읍·면(53.0%), 내가 

사는 시·군(39.4%), 내가 사는 도(35.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22>. 1/2

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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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는 마을’ 81.4%, ‘내가 사는 읍·면’ 75.7%, ‘내가 사는 시·군’ 50.5%, 

‘내가 사는 도’ 45.8%)와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이 전체 농촌주민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2> 여성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소속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2.8.2. 마을공동체의식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마을공동체의식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3.31~3.53점으로 나타나 마을공동체의식이 전반적으로 중상 수준임

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우리 마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3.53점), ‘나는 우

리 마을 사람들을 좋아한다’(3.51점), ‘나는 우리 마을 구성원이라고 느낀

다’(3.48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

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과(10개 문항 중에서 9개 문항의 평

균 점수가 4점 이상)와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마을공동체

의식이 전체 농촌주민들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마을공동체의식 종합 점

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가지 마을공동체의식 문항을 더

하여(50점 만점)8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였다. 읍 지역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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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94, P < .05),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F=4.73, P < .01), 학력이 높을

수록(t=-2.41, P < .01) 여성 결혼이민자의 마을공동체의식 종합 점수가 더 

높았다. 마을공동체의식 종합 점수(50점 만점)는 남편(38.45점), 시부모

(37.47점), 여성 결혼이민자(34.48점) 순으로 높았다.

2.8.3. 지역사회 참여 활동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지역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참

여하는 편이다’ +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를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족 관

련 모임’(69.9%),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58.3%),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여가 문화 활동’(48.3%), ‘마을 회의나 행사’(34.4%) 등의 순으로 참여

도가 높았다<그림 2-23>.

<그림 2-23> 여성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8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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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서 어려운 점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지역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 어려운 점은 

‘한국어를 잘 못해서’(33.1%),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25.8%),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나 단체가 없어서’(12.3%), ‘일을 해야 하므로’(12.3%), ‘모임

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11.6%),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로’(10.3%) 순

으로 나타났다<그림 2-24>.

<그림 2-24>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서 어려운 점(여성 결혼이민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2.9. 규범

2.9.1. 지역사회의 규범 및 안전

  ‘우리 마을에는 자치규약이 있고, 주민들이 이를 잘 지킨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40.7%)이 부정적

인 응답(10.9%)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지역의 이웃들은 

공중질서나 법을 잘 지킨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43.1%)이 

부정적인 응답(7.9%)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우리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

전하다’라는 문항 역시 긍정적인 응답(46.3%)이 부정적인 응답(5.6%)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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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우리 지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없

다’라는 마지막 문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3.9%)보다는 긍정적인 응

답(48.3%)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표 2-1> 지역사회 규범 및 안전(여성 결혼이민자)

단위: %

사회적 규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우리 마을에는 자치규약이 있고, 주민들이 이를 잘 

지킨다.
0 10.9 48.3 35.1 5.6 100.0

우리 지역의 이웃들은 공중질서나 법을 잘 지킨다. 0 7.9 49.0 37.1 6.0 100.0

우리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0 5.6 48.0 44.0 2.3 100.0

우리 지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없다.
0.3 3.6 47.7 46.0 2.3 100.0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2.9.2. 자원봉사활동 참여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질문한 결과, ‘참여한다’(‘참여하는 편이다’ +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는 응답자는 21.2%였고, ‘참여하지 않는다’(‘참여하지 않는 편이

다’ +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2.9%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따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에서 사업으로 운영하는 ‘다문화나눔봉사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

은데 대부분의 활동이 요양원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거나 환경정리 

봉사를 하는 등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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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농촌 다문화가족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실태는 정치참여와 정

책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1. 정치참여

3.1.1. 선거 참여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지난 선거 때 투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21.2%,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는 24.8%, 

2018년 6월 지방선거는 24.5%가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권이 없

었다는 응답은 23.2%였다<그림 2-25>.

<그림 2-25> 여성 결혼이민자의 선거 참여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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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정치 참여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치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

과, ‘정치 현안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의 활동 경험이 있는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응답자가 40.1%로 나타났다. 이 밖에 ‘온라인상에 의견 올

리기’(8.6%), 서명운동 참여’(7.0%), ‘행정기관이나 언론 등에 의견 올리

기’(7.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26>.

<그림 2-26>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정치 참여(여성 결혼이민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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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책 만족도 및 건의사항

3.2.1. 정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정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에 대하여 얼마

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만족’(‘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이 39.1%,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 ‘매우 불만족’)이 6.6%, ‘보통’이 54.3%로 나타

났다<그림 2-27>.

<그림 2-27> 정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여성 결혼이민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3.2.2.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건의사항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

회통합 관련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편견 없는 시각’, ‘자녀들을 위한 학습

교육’, ‘자격증 교육’, ‘일자리 알선’, ‘언어교육에 대한 지원’, ‘사회활동 지

원’, ‘자조모임 활성화’, ‘치안관리에 대한 투자’, ‘취약계층 지원’ 등이 강

조되었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심층면접 등에서의 정책 건의사항으로

는 ①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정비, ② 농촌 마을버스제도의 도입, ③ 이중

언어교육의 강화, ④ 역량강화사업의 확대, ⑤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 지

원 및 진로 지도, ➅ 다문화가족 관련 정확한 실태 파악, ⑦ 1회성 행사 지

양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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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농촌 다문화가족의 종합적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실태는 삶의 질 만족도, 

결혼생활 만족도, 본인의 지역사회통합인식 수준, 농촌의 사회통합인식 수

준,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향후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1. 삶의 질 만족도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응답은 ‘만족’(‘대체

로 만족’ + ‘매우 만족’)이 48.3%, ‘보통’이 47.4%, ‘불만족’(‘대체로 불만

족’ + ‘매우 불만족’)이 4.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현재의 삶

의 질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28>. ‘만족’(‘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 비율은 남편은 50.0%, 시부모는 45.3%였다.

<그림 2-28>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만족도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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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결혼생활 만족도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현재 결혼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만족’(‘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이 59.6%, ‘불만족’(‘대체로 불만

족’ + ‘매우 불만족’)이 4.0%, ‘그저 그렇다’가 36.4%로 나타나 응답자의 

60% 정도가 현재의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그림 2-29>. 남편의 결혼

생활 만족 비율은 68.0%로 나타났다.

<그림 2-29>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만족도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4.3. 본인의 지역사회통합인식 수준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귀하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마을)에 통합 또

는 받아들여졌다고 느끼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긍정’(‘대체로 긍정’ + 

‘매우 긍정’)이 38.4%, ‘보통’이 57.6%, ‘부정’(‘대체로 부정’ + ‘전혀 부

정’)이 4.0%로 나타났다<그림 2-30>. 본인의 지역사회통합에 대하여 ‘긍

정’ 응답을 한 비율은 시부모(43.4%), 남편(39.6%), 여성 결혼이민자

(38.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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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본인의 지역사회통합인식 수준(여성 결혼이민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4.4. 농촌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이 얼

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

(0~4점)은 32.8%, 긍정적 응답(6~10점)은 46.4%로 나타나 농촌의 사회통

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

답(5점)은 20.9%였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농촌 사회통합 인식 수준 

점수는 10점 만점에 5.25점으로 대략 중간 수준이었다<그림 2-31>. 농촌의 

사회통합 수준에 대하여 ‘긍정’ 응답을 한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46.4%), 

시부모(45.3%), 남편(40.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1> 농촌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여성 결혼이민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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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

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0~4점)은 33.1%, 긍정적 응답(6~10점)은 43.0%로 나타

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5점)은 23.8%였다. 농촌 여성 결혼이

민자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점수는 10점 만점에 5.22점

으로 대략 중간 수준이었다<그림 2-32>.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수준

에 대하여 ‘긍정’ 응답을 한 비율은 시부모(45.3%), 여성 결혼이민자(43.0%), 

남편(34.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2>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여성 결혼이민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인식 수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였다. 읍 지역일수록(t=2.68, P < .01),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F=4.98, P < .051), 학력이 높을수록(t=-4.80, P < .001),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F=5.55, P < .01), 비농업인일수록(t=-2.80, P < .01) 농촌 다문화가족

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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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향후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전망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수준이 어

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라고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질문한 결과, 

부정적 응답(‘약간 나빠질 것이다’ + ‘매우 나빠질 것이다’)이 1.0%였고, 긍

정적 응답(‘약간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이 63.9%로 나타

났다. 향후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수준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거의 그대로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35.1%였다<그림 2-33>. 

향후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전망에 대하여 ‘긍정’ 응답을 한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63.9%), 남편(50.0%), 시부모(46.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3> 향후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전망(여성 결혼이민자)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5.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면접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심층면접, 기존 조사자료

의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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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영역,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측면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소득 양극

화의 경우,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43.0%가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양극화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재의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26.8%)이 ‘불만족한다’는 응답(12.3%)보다 많았다. 1/2차년도 연구(박

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구소득에 만족하는 비율은 다소 낮았다. 그리고 

현재 가구소득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편(27.4%), 여성 결혼이

민자(26.8%), 시부모(23.6%) 순으로 높았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박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긍

정 응답 비율은 ‘생활하는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

는 응답자가 22.5%나 되었다. 경제적 박탈 점수는 시부모(13.33점), 여성 

결혼이민자(12.82점), 남편(12.59점) 순으로 나타나 가족 간에 경제적 박탈 

인식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현

재 주된 경제활동에 있어서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2%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56.6%)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다문화가

족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갈등의 경우, 마을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

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15.6%, 시부모는 15.1%, 남편

은 13.2% 순이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농촌 다문화가족 관

련 갈등의 감소 및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족과 

기존 주민의 교류 증대 및 화합 프로그램 지원’(32.5%), ‘기존 주민의 다문

화가족과 관련된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30.1%), ‘다문화가

족이 농촌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27.5%) 순이었다. 

  사회문화적 배제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가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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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

우는 23.2%였다. ‘한국 거주기간이 4~9년’ 집단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

록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여성 결혼이민자(23.2%), 시부모(19.8%), 남편(17.0%) 순이었

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이유

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23.2%, 남편은 20.8%, 시부모는 17.9%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의 경우,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경

험하는 10개 항목의 문항적응 스트레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 

비율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65.5%), ‘나는 모국과 모

국사람이 그립다’(59.9%),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모국에 남겨두고 떠나와

서 미안하게 생각한다’(49.7%), ‘나는 한국어로 말을 하려면 긴장된

다’(49.3%) 순이었다. 문화적응 노력 점수(5점 만점 평균 기준)9는 여성 결

혼이민자(3.57점), 남편(3.53점) 시부모(3.42점)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은 다문

화가족지원센터(97.0%), 주민센터(81.8%), 건강가정지원센터(61.3%), 사회

복지관(41.4%),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31.5%) 순으로 높았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이나 지원은 가

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86.4%), 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82.5%), 임신·출

산 및 부모교육(78.8%), 아이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

(78.5%), 일자리 교육 및 일자리 소개(77.8%), 사회활동 지원(76.2%) 등의 

순이었다.

  의사소통의 경우, 본 연구의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 의하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5점 척도기준 평균 점수)

은 말하기는 3.05점, 듣기는 2.99점, 읽기는 2.38점, 쓰기는 2.19점으로 나

타나 읽기와 쓰기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여성 결혼이민자와 남편은 9개 문항, 시부모는 10개 문항으로 문화적응 노력을 

측정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5점 만점 평균으로 계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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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의 경우, 지역 신뢰도 관련 3개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웃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59.9%), ‘지역 공공기관은 믿을 만하

다’(59.6%), ‘나의 이웃들은 믿을 만하다’(46.7%) 순으로 나타나 이웃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네트워크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지역 단위에 대하여 얼마나 소속

감을 느끼는지 질문한 결과, ‘소속감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내가 사는 마을

(71.9%), 내가 사는 읍·면(53.0%), 내가 사는 시·군(39.4%), 내가 사는 도

(35.1%) 순이었다.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이 전체 농촌주민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마을공동체의식은 5점 만점 기준, 평균 

3.31~3.53점으로 나타나 중상 수준이었다. 읍 지역일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 결혼이민자의 마을공동체의식 종합 점수가 

높았다. 마을공동체의식 종합 점수(50점 만점)는 남편(38.45점), 시부모

(37.47점), 여성 결혼이민자(34.48점) 순이었다.

  규범의 경우, 지역사회 규범 및 안전에 관한 문항들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40%대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21.2%로 나타났다.

  정치적 측면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정치 참여

의 경우,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20%대로 나

타났으며, 투표권이 없었다는 응답도 23.2%였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치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치 현안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의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40.1%로 나타났으나 

이 밖의 활동에서의 참여도는 낮았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정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만족’이 

39.1%, ‘불만족’이 6.6%, ‘보통’이 54.3%로 나타났다.

  종합적 측면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

는 질문에 대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응답은 ‘만족’이 48.3%,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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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7.4%, ‘불만족’이 4.3%로 나타났다. ‘만족’ 비율은 남편은 50.0%, 시부

모는 45.3%였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

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0~4점)은 33.1%, 긍정적 응답(6~10점)은 43.0%로 나타

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수

준 점수는 10점 만점에 5.22점으로 대략 중간 수준이었다. 농촌 다문화가

족의 사회통합 수준에 대하여 ‘긍정’ 응답을 한 비율은 시부모(45.3%), 여

성 결혼이민자(43.0%), 남편(34.9%) 순이었다. 읍 지역일수록, 한국 거주기

간이 길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농업인일수록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았다.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수준이 어

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라고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질문한 결

과, 부정적 응답은 1.0%, 긍정적 응답은 63.9%로 나타났다. 향후 농촌 다

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전망에 대하여 ‘긍정’ 응답을 한 비율은 여성 결혼이

민자(63.9%), 남편(50.0%), 시부모(46.2%)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는 경제·사

회문화·정치·종합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

서의 사회통합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농촌 다

문화가족은 전체 농촌주민들보다 농촌사회가 소득 계층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과 경제적 박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

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살고 있

는 지역을 다문화가족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

촌 여성이민자들이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15.6%,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3.2%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촌 여

성 결혼이민자들은 정치참여 수준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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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삶의 질 만족도, 농촌에서

의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및 전망 등에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더 높

았다. 따라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사

회문화·정치·종합적 측면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은 특히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차별 대응,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

하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정치참여 수준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

적 특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농업인이 아닐수록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박탈 인식 수준이 높았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마을주민과 갈등 경험

은 ‘한국 거주기간이 4~5년’ 집단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고, ‘한국 

거주기간이 4~9년’ 집단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차별이나 무시를 당

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마을주민과의 갈등 예방이나 관리는 저소

득층의 여성 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두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현재 가구소득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율은 

남편, 여성 결혼이민자, 시부모 순이었고, 경제적 박탈 점수는 시부모, 여

성 결혼이민자, 남편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주민과 갈등 및 차별이나 무시  

경험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 시부모, 남편 순이었다. 문화적응 노력은 여

성 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순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화적응 노력의 경우에는 여성 결

혼이민자에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부모와 남편에게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

하여 먼저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10 다음에는 독립변인들과 종

속변인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촌 다문

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을 하였다.

1. 분석모형

  사회통합인식 관련 선행연구들(김미곤 외 2014; 김문길 2017)에 따르면,  

연령과 학력은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이다. 가구소

득은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읍 지

과 면 지역은 생활여건 및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많은 격차

를 나타내기 때문에 분석모형에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적 특성 관련 

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가구소득, 읍·면 지역을 채택하였다. 다문화가족 

관련 특성으로는 한국 거주기간, 문화적응 노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

어 능력, 결혼만족도, 남편과 대화시간, 가정갈등 등이 사회통합인식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회통합 관련 특성으로는 사회포용으로는 

10 이 장의 분석모형에서 사용한 자료는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  제3장



82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

차별 경험, 주민갈등 경험, 경제적 박탈을, 사회적 자본으로는 사회적 자본 

종합 척도가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회포용 및 

사회적 자본 관련 변인들(경제적 박탈, 사회갈등, 지역포용성, 신뢰, 네트워

크, 사회적 소통)은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에서 농촌주

민의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김

미곤 외 2014; 김문길 2017)에서 중요한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림 3-1>에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인은 개인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가구소득, 읍·면 지역을, 다문화가족 관련 특성으

로는 한국 거주기간, 문화적응 노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어 능력, 가

족 수, 결혼만족도, 남편과 대화시간, 가정갈등을, 사회통합 관련 특성으로

는 차별 경험, 갈등 경험, 경제적 박탈,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를 적용하였

다. 종속변인인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현

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

다고 보는지를 측정하였다(0~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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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모형

독립변인 종속변인

개인 특성

연령(30세 이하 기준)

⇒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 31~40세 미만 

￭ 40세 이상

학력(중졸 이하 기준)

￭ 고졸 이상

가구소득(2,000만 원 미만 기준)

￭ 2,000만~3,0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이상

읍·면 지역(면 기준)

다문화가
족 관련 
특성

한국 거주기간(3년 이하 기준)

￭ 4~10년 미만

￭ 10년 이상

문화적응 노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어 능력

가족 수

결혼만족도(만족 기준)

남편과 대화시간(1시간 미만 기준)

￭ 1~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가정갈등 경험

사회통합
관련 특성

사회포용

차별 경험(없음 기준)

주민갈등 경험
(없음 기준)

경제적 박탈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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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방법

2.1. 독립변인

2.1.1. 개인 특성

  개인 특성의 경우, 연령(30세 이하 준거기준, 31~39세, 40세 이상), 학력

(중졸 이하=0, 고졸 이상=1), 가구소득(2,000만 원 미만 준거기준, 2,000

만~4,000만 원 미만, 4,000만 원 이상), 농업인 여부(농업인=0, 비농업인

=1), 읍·면 지역(면 지역=0, 읍 지역=1)으로 측정하였다.

2.1.2. 다문화가족 관련 특성

  다문화가족 관련 특성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은 3년 이하 준거기준, 

4~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문화적응 노력은 여성 결혼

이민자의 문화적응 노력을 9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5점 척도, 45점 만점, 

척도 신뢰도 0.84).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5점 척도, 50점 만점, 척도 신뢰도 0.84). 한국어 

능력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실력 정도를 물어서 

측정하였다(5점 척도, 25점 만점, 척도 신뢰도 0.90).

  가족 수는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로 측정하였다. 결혼만족도는 

원래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응답 분포를 고려하여 ‘만족’과 ‘불만족’으

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남편과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준거기준, 1~2시간, 

2시간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가정갈등 경험은 부부, 자녀, 경제 등을 포함

한 가정갈등에 관한 8개 갈등 문항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있음’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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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사회통합 관련 특성

  사회통합 관련 특성의 경우, 차별 경험은 농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을 유무로 측정하였다(‘없다’ 기준). 갈등 경험은 

마을주민과 말다툼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로 측

정하였다(‘없다’ 기준). 경제적 박탈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사회, 문화, 

취미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한 정도를 묻는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5점 척

도, 25점 만점, 척도 신뢰도 0.92). 사회적 자본(종합 척도)은 지역주민 간 

신뢰 정도와 서로 협동하는 정도를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5점 척도, 

50점 만점, 척도 신뢰도 0.82).

2.2. 종속변인

  종속변인인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게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0~10점).

3.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

  <표 3-1>에는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

수, 공차한계, 분산팽창계수(VIF)를 점검한 결과 다중공선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공차한계는 모두 0.3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VIF)도 모두 

‘10’ 미만).

  <Model 1>은 개인 특성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

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Model 2>는 개인 특성과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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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족 관련 특성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Model 3>에서는 개인 특성, 다문

화가족 관련 특성과 함께 사회통합 관련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가구소득, 읍·면 지

역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상일수록(Beta=0.28), 가구소득이 ‘2,000만 ~3,000만 

원 미만’(Beta=0.25) 및 ‘3,000만 원 이상’(Beta=0.33) 계층일수록, 면 지역

에 거주할수록(Beta=-0.08)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인식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인 여부는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del 1>의 

설명력(R2)은 0.15로 나타났다.

  <Model 2>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

회통합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특성으로는 학력, 가구

소득, 읍·면 지역, 다문화가족 관련 특성으로는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결혼만족도, 남편과 대화시간, 가정갈등 경험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의 경

우, <Model 1>과 비슷하게 고졸 이상(Beta=0.25)일수록, 가구소득이 ‘2,000

만~3,000만 원 미만’(Beta=0.18) 및 ‘3,000만 원 이상’(Beta=0.27) 계층일수

록, 면 지역에 거주할수록(Beta=-0.11)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여부는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문화가족 관련 특성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일수록

(Beta=0.18),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Beta=0.16), 결혼만족도

가 높을수록(Beta=-0.11), 남편과의 대화시간이 ‘2시간 이상’일수록

(Beta=0.10), 가정갈등 경험이 없을수록(Beta=-0.27)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노력, 한

국어 실력, 가족 수는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del 2>의 설명력(R2)은 

0.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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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3>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인식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특성으로는 학력, 가구소득, 읍·면 

지역, 다문화가족 관련 특성으로는 한국 거주기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정갈등 경험, 사회통합 관련 특성으로는 주민갈등 경험, 경제적 박탈, 사회

적 자본(종합척도)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의 경우, <Model 1>과 <Model 

2>와 비슷하게 고졸 이상일수록(Beta=0.25), 가구소득이 ‘3,000만 원 이상’ 

계층일수록(Beta=0.14), 면 지역에 거주할수록(Beta=-0.10) 여성 결혼이민

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여부는 농

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문화가족 관련 특성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6~9년’(Beta=0.12) 및  ‘10

년 이상’일수록(Beta=0.18),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Beta=0.16),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Beta=-0.11), 가정갈등 경험이 없을수록(Beta=-0.20)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문화적응 노력, 한국어 실력, 가족 수, 결혼만족도, 남편과 대화시간은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del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혼만족도와 남편과의 대화시간이 <Model 3>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관련 특성의 경우, 갈등 경험이 있을수록(Beta=0.13), 경제적 

박탈 점수가 낮을수록(Beta=-0.20),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의 점수가 높을수

록(Beta=0.16)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은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

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del 3>의 

설명력(R2)은 0.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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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독립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t VIF Beta t VIF Beta t VIF

개인 특성

 학력(중졸 이하 기준)

  고졸 이상 .28*** 5.13 0.25*** 4.56 0.25*** 4.80 1.32

 가구소득
 (2,000만 원 미만 기준)

  2,000만~3,000만 원 미만 .25*** 3.61 0.18** 2.86 0.08 1.19 

  3,000만 원 이상 .33*** 4.87 0.27*** 3.81 0.14+ 1.93 

 농업인 여부(농업인 기준) .11 1.97 1.16 0.07 1.29 1.23 0.08 1.63 1.27

 읍·면 지역(면 기준) -.08+ -1.51 1.08 -0.11* -2.14 1.13 -0.10* -2.10 1.16

다문화가족 관련 특성

 한국 거주기간
 (3년 이하 기준)

   4~5년 0.04 0.63 0.05 0.86 

   6~9년 0.11 1.61 0.12+ 1.83 

   10년 이상 0.18* 2.43 0.19** 2.69 

 문화적응 노력 0.01 0.17 1.35 -0.09 -1.60 1.56

 문화적응 스트레스 0.16** 2.91 1.23 0.16** 2.99 1.36

 한국어 능력 0.10+ 1.72 1.62 0.08 1.42 1.73

 가족 수 0.03 0.49 1.20 0.03 0.59 1.21

 결혼만족도(만족 기준) -0.11* -2.03 1.18 -0.04 -0.76 1.27

 남편과 대화시간
 (1시간 미만 기준)

  1~2시간 -0.05 -1 0.00 0.02 

  2시간 이상 0.10+ 1.79 0.07 1.49 

 가정갈등 경험(없음 기준) -0.27*** -4.94 1.25 -0.20*** -3.77 1.34

사회통합 관련 특성

 차별 경험(없음 기준) 0.03 0.47 1.64

 주민갈등 경험(없음 기준) 0.13* 2.31 1.56

 경제적 박탈 -0.20*** -3.53 1.59

 사회적 자본(종합 척도) 0.16** 2.79 1.65

F 12.93*** 9.86*** 10.35***

R2 0.15 0.34 0.42

주: + p < 0.10, *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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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개인 특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이 높을수록, 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 제

고를 위한 노력이 저학력 집단, 저소득층, 그리고 읍 지역 거주자들에게 좀 

더 강조점이 두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 관련 특성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가정갈등 경험이 없을수록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

화가족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농

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은 농촌 여성 결

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 거주 초기 집

단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의식하

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좀 더 노력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가정

갈등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

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가정의 평화가 아주 중요하다

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초점

집단면접과 심층면접에서도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가정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사회통합 관련 특성의 경우, 주민갈등 경험이 있을수록, 경제적 박탈 점

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갈등 경

험이 있을수록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은 주민갈등을 겪으면

서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고 필요성

도 절감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경제적 박탈 점수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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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을수

록 사회통합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

이 높은 것은 사회적 자본 관련 선행연구들과 내용이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

제점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실태

1.1. 현황

1.1.1. 일반 다문화가족정책

  사회통합 관련 일반 다문화가족정책은 ① 인권강화, ② 가족생활 지원, 

③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④ 다문화 수용성 개선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 인권강화정책

  인권강화정책은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전문상담 체계 구축 사업11과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12을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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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자립·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

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 가족의 자립을 위해 주거 공간 지원하

는 것이며,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가족생활 지원

  가족생활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가족생활 지원과 다문화가

족 주택 특별공급 주거 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13

에서는 가족의 안정성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관련 사업으로는 ① 가족상담 및 교

육(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 ② 방문교육

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③ 한국어교육(1~4

단계), ④ 자녀 지원(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자녀성장 지

원사업 등), ⑤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나눔 봉사단 운영 등, ⑥ 사례관리 

사업(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적응과 사회참여를 위해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와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가 위기 사례관리, 센터 내부 자원 및 외부 

네트워크 연계, 멘토링 결연 등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

국사회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⑦ 멘토링(초기 결혼이민자

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새내기 부부교육으로 3년 이상 결혼이민

자 부부 멘토가 1년 미만 초기 결혼이민자 부부 멘티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제도)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 주거 지원제도14는 다문

화가족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다.

11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2464910: 2018. 3. 22.).
12 복지로(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 

Sno=165: 2018. 3. 22.)
13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cs/mcf/cs_mcf_f001.do: 2018. 3. 22.).
14 다누리(https://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199&pageSeq=15: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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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은 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② 

다문화가족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③ 다문화가족 청소년 직업교육

훈련 서비스, ④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⑤ 다문화가족 청소년 

해외캠프 지원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15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

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는 다문화가

족 청소년들에게 기술 습득과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① 한국어교육서비스(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② 부모

교육서비스(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

생활지도, 생애 주기별 서비스 지원), ③ 자녀생활 서비스(독서 코칭, 발표 

토론, 숙제 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가 

있다(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

  다문화가족 청소년 해외캠프 지원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

성 확립 및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왕복 항공료, 숙박료,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 다문화 수용성 개선16

  다문화 수용성 개선 관련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

육(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일반국민 대상으로 다문

15 생활플러스(http://life.gov.kr/content/contentView.do?tlsSeq=181&svcId=WII000001250&menu 

Code=090000&menuCode2=090100: 2018. 3. 21.).
16 다누리배움터(https://danurischool.kr/study/guide.do: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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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한다.

1.1.2.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은 ①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

농교육과 농업참여 지원 정책, ② 다문화가족의 농촌 사회통합 지원 정책, 

③ 한글․생활교육 등을 통한 농촌 정착 지원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 여성 결혼이민자를 한 농교육과 농업참여 지원 정책

  이 정책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단계별 영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

산식품부에서는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역농

협을 통해 정착단계별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한다. 그 밖에도 1:1 멘토링 제

도(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과 지역의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를 운영하고 있다(농어업인 삶

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2018). 또한,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시․군 추천 시, 기존 여성 20%를 우선 추천하고 

여성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를 포함하도록 개편되었고, 다문화가족, 농어

업인 정보화 교육17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 접

근성 등으로 정보화 교육 기회가 적은 여성 결혼이민자와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같은 국가 출신의 강사

가 가정을 방문하여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및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준다.

17 생활플러스(http://life.gov.kr/content/contentView.do?tlsSeq=182&svcId=WII00000

1150&menuCode=090000&menuCode2=090100: 2018. 3. 22.).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95

□ 다문화가족의 농  사회통합 지원 정책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농촌정착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여성 결혼이민자와 남편, 자녀 및 부모 등 다문화가족 단위로 참여

하는 농촌정착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농촌진흥청의 다문화가족 상담사랑방을 여성가족부의 ‘다누리 포

털18’로 통합해서 다문화가족 관련 종합정보를 2016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종합정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생활정보(농촌생활, 의료, 임신출산/자녀교

육, 사회보장제도), ② 교육정보(이중언어, 양육 및 학교생활), ③ 취업·채

용정보, ④ 다문화 이해(다문화 이해교육, 나라별 문화소개, 요리), ⑤ 다문

화 소식과 자료실, 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개 등이 있다.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19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

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

득과 체류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교육과정에는 한국어 기초,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한국 사회 이해과정

이 있다. 프로그램 이수자 혜택으로는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

적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 거주자격(F-2) 변경 

시 가점(최대 26점) 부여, 일반 영주자격(F-5)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

제,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자격(F-5)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특정 활동(E-7)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자격(F-2)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중간평가 합격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KLCT) 합격증’ 발급, 종합평가 합격자 ‘한국이

민귀화적격시험(KINAT) 합격증’ 발급, 5단계 이수자를 대상으로 국적·체

류상담을 실시하며, 프로그램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교육과정 중에 다

18 다누리(http://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2018. 3. 23.).
19 다누리(http://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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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테마를 활용하여 다문화자녀 공동체 활동 프로그

램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5년에 우리 고유전통놀이

를 활용하여 다문화자녀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 프로그

램은 텃밭돌봄융합 패키지형, 창조융합 캠프형, 활동성격 및 단위형의 3가

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양순미 2015).

  또한, 농촌축제에 여성 결혼이민자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촌축제 지원 대상 선정 시에 다문화가족 참여 정

도 및 외국문화 이해 프로그램의 구성을 지원한다.

□ 한 ·생활교육 등을 통한 농  정착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누리 포털’을 통해 농업․농촌 관련 생활용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 증진 및 농촌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다문

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농협에서는 다문화가족 중심의 ‘다문화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

다.20 ‘다문화여성대학’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이해와 생활교

육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다문화

여성대학’이 전문 농업인력 육성에 관련하여 지원하는 교육으로는 유기농

업기능사, 원예기능사, 종자기능사 자격증 취득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지역

농협(법무부 위탁)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1~5단계로 나뉜, 전문 강사의 지

원을 받는 국가 공인 프로그램이다.

20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60#OAW3: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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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현행 다문화가족정책의 문제점

1.2.1.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적 관점이 동화주의임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제2

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등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에 대

한 기본적 관점은 ‘동화주의’이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를 한국인으로 동화

시키는데 주된 강조점이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나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상호문화주의’와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정책들도 ‘동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

국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빨리 습득하여 한국인으로서 적응을 잘하게 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

을 둔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서 이전의 관련 계획들

보다는 다소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

적인 관점은 여전히 ‘동화주의’이다.

1.2.2. 다문화가족정책 대상의 범위가 협소함

  다문화가족정책이 주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정책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최근 농촌에

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문화가족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중에서 여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서 남성 

결혼이민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여성 결혼이민자나 자녀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남편이나 시부

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

문화가족 단위의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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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가 부족함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2018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세부과제로는 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강화(가정폭력 예방 및 대

응체계 구축), ②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 ③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④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1.2.4. 한국어교육의 제한

  본 연구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위탁연구결과(김이선 외 

2018)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은 농

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도시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는 주로 읍이나 시청 소재지

에 위치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의 접근성이 열악하여 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방문 한글교육 역시 제한적이어

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많다.

1.2.5.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현행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들은 도시 중심적인 것이 많아서 농촌 실

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테면 현행 관련 프로그

램은 농촌의 농번기와 농한기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취약

지에 거주하는 농촌 다문화가족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또한 현저히 

낮은 상태이며, 대부분의 농촌 다문화가족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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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농촌 다문화가족의 정치참여 및 사회보장 기회의 제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3

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참정권이 제한되어 정치참여를 제대로 할 수 없

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없으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2.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2.1. 기본방향

2.1.1. 포용적 농촌 다문화가족정책의 확대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다

문화가족(여성 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은 전체 농촌주민들보다 농촌사회

의 소득계층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더구나 경제

적 박탈로 인해서 문화생활이나 외출·모임에 제약을 받는 비율도 농촌 다문

화가족(여성 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이 전체 농촌주민들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경제적 박탈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비율도 여성 결혼이민자는 

15.6%, 시부모는 15.1%, 남편은 13.2%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이라고 차

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도 여성 결혼이민자는 23.2%, 시부모는 19.8%, 

남편은 17.0%나 되었다. 또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여러 면에서 문

화적응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더구나 현행 다문화가족정책은 기본적 관점이 동화주의에 입각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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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적응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정책의 포용성이 크

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남편, 시부모, 가족 단위에 초점

을 두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남편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거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측면에서 포용적 농

촌 다문화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2.1.2.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본 강화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신뢰도에 있어서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마을공동체의식은 중상 수준

이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도 ‘다문화가족 관련 모임’(69.9%),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58.3%),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여가 문화 활동’(48.3%)을 

제외하면 참여도가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을 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21.2%였다.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 점수는 여성 결혼이민자

의 사회통합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적 자본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2.1.3.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정책 추진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초점집단면접, 심층면

접 등에 따르면, 농촌 다문화가족은 사회경제적 특성(읍·면 지역, 한국 거

주기간, 연령계층, 학력, 가구소득 등), 가족 구성원(여성 결혼이민자,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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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자녀 등)에 따라서 사회통합 실태 및 관련 사회서비스 욕구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박탈 점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농업인이 아닐수록 높았다. 또한 경제적 박탈 점수(5개 문항, 25점 만점)는 

시부모(13.33점), 여성 결혼이민자(12.82점), 남편(12.59점)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문화적응 노력 점수(5점 만점 평균 기준)는 여성 결혼이민자(3.57

점), 남편(3.53점), 시부모(3.42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

이나 지원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의 우선순

위가 달랐다. 따라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사

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2. 정책 개선방안

2.2.1. 경제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강화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

년도 가구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다문화가족은 53.0%로 나타났다. 다문

화가족 관련 교육이나 지원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일자리 교육 및 일자리 

소개’가 여성 결혼이민자(77.8%), 남편(91.5%), 시부모(89.6%)에게서 높은 

긍정 응답을 얻었다.

  일자리 알선의 경우 비농업 부문에서만 찾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 

부문에서도 영농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교육도 좀 더 체계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알선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관련 공공기관에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잘 연결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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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파

견 사업과 누룽지의 생산·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김이선 외 2018).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의 경우, 현재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임시직이

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금이나 처우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각종 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다양한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

으로써 이들이 향후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

다. 예를 들면, 횡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성 결혼이민

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다(횡

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

□ 사회  경제 련 정책의 극  활용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사

회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위

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들(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농

업, 농촌마을공동체회사, 자활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여성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만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을 성

공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원주민이나 귀농·귀촌인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올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

원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야호해남’의 경우, 귀농·귀촌인들이 설립하

였으며 지역의 다문화 여성들이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

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다. ‘야호해남’은 이주민과 원주민이 서로 돕는

다는 의미의 브랜드인 ‘일곱 빛깔 부뚜막’ 역시 추진하고 있는데, ‘일곱 빛

깔 부뚜막’은 민족, 세대, 문화 등은 다르지만 아름다운 이웃으로 지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해남신문 2018. 7. 24). 

  그런가 하면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또한 요구된다. 한 예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103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꾸려갈 수도 있

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횡성의 여성농민회에서는 ‘언니네 텃밭 꾸러미 

사업’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결혼이민자에 한 차별 지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주된 경제활동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비농업 부문의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경리업무를 오랫

동안 담당해온 여성 결혼이민자 A씨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비정규직의 정

규직화 과정에서 제외되고 자신보다 경력이나 능력이 못한 한국인 B씨는 

정규직이 되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기본급, 호봉 승급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관적 조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경제활동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법

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2.2.2. 사회문화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 다문화가족과 일반 농 주민의 사회교류 확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을주민과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15.6%), 시부모(15.1%), 남편

(13.2%)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주요 원인으로는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42.6%), ‘가치관 차이’(31.9%) 등이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과 일반 농촌주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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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귀농·귀촌정책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환

영회’사업을 농촌 다문화가족에게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 농촌에 처음으로 들어와 살게 된 여성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가 마

을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여성농업인 단체, 부녀회, 기타 마을 및 

지역의 관련 사회조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문

호를 개방하는 등,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익산시에 소재한 (사)농촌여

성이민센터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지역 원주민과 여성 결혼이민자 등이 모

여서 영어교실, 친목계, 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좋은 사례

라고 할 수 있다(김이선 외 2018).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결혼

이민자의 21.2%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일반 농촌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지역사

회에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노인 건강체조 지도사 교육을 실

시한 후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매월 경로당, 노인정 등을 순회하면서 건강체조

도 함께 하고 노인들의 말벗도 되어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다(김이선 외 2018).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심층면접 등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나 

한국인 남편들은 밴드, 카카오 톡과 같은 SNS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SNS 활동은 주로 모국의 가족 또

는 한국에 있는 모국친구와의 교류, 자조모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SNS 활동이 점차 다문화가족과 일반 농촌주민이 함께 하는 동호회 활동, 

친목모임 등에도 확대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불편해

해 각종 사회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는 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면허증 취득 준비반’도 각 

지역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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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육의 개선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5점 만점)은 말하기는 3.05점, 듣기는 2.99점, 

읽기는 2.38점, 쓰기는 2.19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고, 

특히 읽기와 쓰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체교육을 한국어 능력과 국적 

등을 감안하여 좀 더 세분화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방문 한국어교육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최대 10개월 동안 방문 

한국어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데 농촌 현장에서 10개월 만에 한국어를 상

당 수준으로 체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방

문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0개월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능력시험 등을 치르도록 하여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에는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한기를 활용한 집

체 및 방문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인터넷이나 방송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도 강화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 가족교육  이 언어교육 강화

  현행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은 여성 결혼이민자와 자녀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남편, 시부모, 가족 단위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이선 외(2018)에 따르면, 초기 자녀의 양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인 

남편들은 자녀들이 성장해서도 지속적으로 자녀교육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남편 또는 아버지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버지 교육 및 

부자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고 있었다. 문화적응 노력

의 경우는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의 순으로 많이 하고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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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다문화가족 단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소 및 노력 관련 프로그램

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중언어교육은 과거에는 자녀들의 한국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생각하여 다문화가족에서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의 이중언어가 사회생활(특히,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

다는 점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B씨는 자녀가 이중언

어교육을 잘 받아서 대학 졸업 후에 A항공에 승무원으로 취직을 했다고 

자랑한 바 있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진로지도 교육 강화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필요성 인지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82.5%, 남편은 88.7%, 시부모는 84.0%). 본 연구의 초

점집단면접, 심층면접 등에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필요한 정보를 잘 몰라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였으며, 자녀가 성장함

에 따라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더구나 자녀교육

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마땅한 의논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지도’가 

필요하고 인터넷이나 방송을 활용한 학습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에 있어서 한국인 아버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남편은 한국의 교육체

계와 대학입시제도,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후의 진로 계획 등에 대한 교

육을 사전에 받을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단계별 진로지도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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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정치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 다문화가족의 정치참여 확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각종 선거 투표율은 20% 초·중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선거 투표율이 낮은 것은 투표권이 없었다는 응답자(23.2%)와 투표권

이 있었지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자(27~28%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국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거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권 부여 제도는 다

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치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

과, ‘정치 현안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의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40.1%였고, 그다음이 ‘온라인상에 의견 올리기’(8.6%), 

‘서명운동 참여’(7.0%), ‘행정기관이나 언론 등에 의견 올리기’(7.0%) 순이

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치참여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경

우, 각종 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다문화가족을 포함시키게 의무화하여 지자체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 야마가타현 모가미( 上) 

지역의 사례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단순한 정책이나 제도의 수혜자가 아니

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지역주민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며 지역 사회에 참여할 때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제고되고”(이지영 

2017: 179), 지역사회의 여성 결혼이민자 및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부정적

이고 정형화된 기성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지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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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방  리 강화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가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여성 결혼

이민자(23.2%), 시부모(19.8%), 남편(17.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가 음식점 서빙

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일을 할 때 빠른 한국말이나 사투리 등을 잘 못 알

아듣는다고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손님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이나 무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 농촌주민과 서비스업 

및 제조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차별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차별을 당한 사후에는 적절한 상담을 받고서 향후  

합리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고용센터 등에 차별 당한 일을 신고하게 하여 처리

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가족 자녀

들의 경우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놀림이나 차별을 받는 일이 빈번하

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에서도 놀림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학

생들을 잘 교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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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 그리고 종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경제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실태는 가구 소득계층 인식, 

소득 양극화, 가구소득 만족도, 경제적 박탈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1. 가구 소득계층 인식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준에서 볼 때, 현재 귀댁이 어

느 소득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중간층’(52.1%), ‘중하

층’(28.7%), ‘중상층’(12.0%), ‘하층’(6.3%)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그

림 5-1>.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 결과(‘중하층’ 41.0%, ‘중간층’ 38.4%, ‘하층’ 16.8%, ‘중상층’ 3.6%)

와 비교해보면, 귀농·귀촌인들의 가구 소득계층 인식이 더 높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제5장



112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그림 5-1> 귀농·귀촌인의 가구 소득계층 인식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읍·면 지역, 성별, 귀농·귀촌, 연령계층, 귀농·귀촌기

간, 학력, 가구소득, 고향 여부)로 가구 소득계층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일수록(²2 �=7.90, DF=2, P < .05), 연령이 낮을수록(²2 �=22.19, DF=4, P 

< .001), 귀농·귀촌 기간이 짧을수록(²2 �=10.15, DF=4, P < .05), 학력이 낮

을수록(²2 �=13.19, DF=2, P < .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²2 �=65.31, DF=4, 

P < .001) 중·하층(중하층 및 하층) 응답 비율이 높았다.

1.2. 소득 양극화

1.2.1.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아주 부유한 소득계층과 아주 가난한 계층으로 양극

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

렇다’)는 응답(59.9%)이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21.0%)보다 훨씬 많았다<그림 5-2>.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

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에서는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0.0%,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

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3.8%였다. 이는 귀농·귀촌인이 전체 농촌주민에 

비해서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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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²2 �=9.41, DF=4, P < .05) 양극화 인식에 긍

정하는 응답(‘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비율이 높았다.

1.2.2.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소득계층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응답자(n=429)를 

대상으로,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농위주의 

농업정책’(32.9%),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32.4%),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10.0%), ‘사각지대가 많은 사회보장제도’(9.6%) 순으로 나타

났다. 귀농·귀촌인들이 ‘대농위주의 농업정책’을 소득 양극화의 가장 중요

한 원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귀농인의 대다수가 중소농인 것과 관련이 있다

고 판단된다<그림 5-3>.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에서는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32.6%), ‘농산

물 시장 개방의 확대’(19.6%), ‘대농위주의 농업정책’(17.0%), ‘사각지대가 

많은 사회보장제도’(12.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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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1.2.3.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소득계층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응답자(n=429)를 

대상으로,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29.0%), ‘농촌

형 기본소득제도의 도입’(22.7%), ‘중·소농 육성정책’(21.2%),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를 농업·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15.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4>.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

사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37.5%), ‘중·소농 육성정

책’(17.0%), ‘농촌형 기본소득제도의 도입’(17.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 농업·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13.1%)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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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1.3. 가구소득 만족도

  현재의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대체로 만족’ + ‘매우 만

족’)는 응답(35.4%)이 ‘불만족한다’(‘대체로 불만족’ + ‘매우 불만족’)는 응

답(21.2%)보다 다소 많았다<그림 5-5>.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

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에서는 ‘만족한다’(‘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는 응답이 29.8%, ‘불만족한다’(‘대체로 불만족’ + ‘매우 불만

족’)는 응답이 28.3%였다. 즉, 전체 농촌주민들에 비해서 귀농·귀촌인의 현

재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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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귀농·귀촌인의 가구소득 만족도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²2 �=10.17, DF=2, P < .001), 귀농인일수록(²2 �=6.59, DF=2, 

P < .05), 연령이 많을수록(²2 �=9.62, DF=4, P < .05) ‘그렇다’(‘대체로 그렇

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1.4. 경제적 박탈

  경제적 박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

다’)은 ‘생활하는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23.4%), 

‘생활비가 부족하여 원하는 최소한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가 없다’(8.5%), 

‘우리 지역에서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상대적으

로 소외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낀다’(8.1%)는 순으로 많았다<그림 

5-6>.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

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박탈 정도가 전체 농촌주민에 

비해서 약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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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박탈 실태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경제적 박탈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5

가지 경제적 박탈 문항을 더하여(25점 만점)21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

을 한 결과, 남자일수록(t=2.57, P < .05), (t= 2.57, P < .05), 젊을수록

(F=2.03, P < .01), 귀농·귀촌 기간이 짧을수록(F=2.24, P < .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F=3.90, P < .001) 경제적 박탈 인식 수준이 높았다.

2. 사회문화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귀농·귀촌인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실태는 사회문화적 포

용에 관한 것으로는 사회문화적 포용 수준, 사회갈등, 사회문화적 배제, 사

회서비스 수혜, 의사소통을 살펴보았고, 사회적 자본에 관한 것으로는 신

뢰, 네트워크,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1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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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문화적 포용 수준

2.1.1. 지역의 귀농·귀촌인 포용 수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은 귀농·귀촌인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

답(73.5%)이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6.3%)보다 훨씬 많았다<그림 5-7>. 응답자의 약 3/4 정도가 현재 살

고 있는 지역이 귀농·귀촌인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귀농·귀촌인을 환영하고 포용하려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러한 분위기는 연령층이나 지역사회에서 귀농·귀촌인이 차지하는 비

중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

<그림 5-7> 지역의 귀농·귀촌인 포용 수준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지역의 귀농·귀촌인 포용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면 지역일수록(²2 �=9.87, DF=2, P < .01), 연령이 많을수록

(²2 �=14.10, DF=4, P < .01), 고향일수록(²2 �=5.99, DF=2, P < .05) ‘그렇다’

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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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역적응 수준

  지역적응 실태(5개 문항)를 조사한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동의하는 편’ 

+ ‘매우 동의’)은 ‘나는 지역의 문화풍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68.0%), ‘나는 지역의 친구를 사귀는 데 관심이 많

다’(59.7%), ‘나는 지역주민과 어울리는 사회적 모임이 즐겁다’(59.5%), ‘나

는 지역주민과 일하는 것이 편하다’(55.6%) 순으로 높았다<그림 5-8>.

<그림 5-8> 귀농·귀촌인의 지역적응 수준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지역적응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5가

지 지역적응 문항을 더하여(25점 만점)22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

였다. 면 지역일수록(t=2.03, P < .05), (t= 2.87, P < .01), 귀농·귀촌 기간이 

길수록(F=2.71, P < .001), 학력이 낮을수록(t=2.19, P < .05), 고향일수록

(t=2.79, P < .01) 지역적응 수준이 높았다. 이는 초점집단면접, 심층면접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2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2이다.



120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2.2. 사회갈등

2.2.1. 마을주민과 갈등 경험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농촌으로 이주 후에 마을 주

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

과, 응답자의 12.7%가 ‘있다’고 하였다<그림 5-9>.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

접과 심층면접 등에서 조사된 귀농·귀촌인의 마을주민과의 갈등 사례로는 

① 이장 수고비, ② 쓰레기 소각, ③ 마을 모임이나 행사 참여, ④ 농지 및 

택지의 구입 및 측량, ⑤ 식수 및 농업용수 사용, ⑥ 생활방식이나 태도의 

차이, ⑦ 마을사업의 참여 및 이익 배분, ⑧ 마을기금이나 입회비 분담, ⑨ 

비민주적인 마을 운영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마을주민과 갈등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귀

농·귀촌 기간이 길수록(²2 �=6.05, DF=2, P < .05) 갈등 경험이 많았다. 이는 

귀농·귀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의 이해관계

가 복잡해지고, 귀농·귀촌인의 사회참여도 좀 더 적극성을 띄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5-9> 귀농·귀촌인의 마을주민과 갈등 경험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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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마을주민과 갈등 원인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마을주민과 갈등의 가장 큰 원

인으로는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27.5%), ‘이해관계 상충’(24.6%), ‘가치

관 차이’(18.8%), ‘배려의 부족’(10.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10>. 참고

로 귀농·귀촌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갤럽 

2016)에서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 간의 주된 갈등요인으로 ‘생활방식

에 대한 이해 충돌’,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등을 꼽았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에서 조사된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의 사례로는 귀농·귀촌인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을 거

라 오해한 지역주민들을 들 수 있으며, ‘이해관계 상충’의 사례로는 집터나 

마을안길 측량과 이용 관련 갈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

한 귀농·귀촌인에 반해 지역주민들의 높은 공동체주의적 성향은 ‘가치관의 

차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배려의 부족’의 사례로는 농

번기에 귀농·귀촌인이 양산을 쓰고 놀러 다니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경우

를 들 수 있다. 

<그림 5-10> 귀농·귀촌인의 마을주민과 갈등 원인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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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지역사회에서 사회갈등 유발 및 사회통합 저해 요인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해당 시·군)에

서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동의하는 비율)은 ‘빈

부격차 심화’(73.7%), ‘개인·집단 간의 상호이해와 포용 부족’(60.8%), ‘소

외계층 문제’(56.8%), ‘갈등 조정 기구 및 갈등 조정제도의 미비’(55.4%), 

‘대중교통 부족과 이동 불편 문제’(54.0%), ‘이념이나 가치관의 충

돌’(53.9%), ‘읍 지역과 면 지역 간의 자원 차이’(50.85%) 순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에서 조사된 주요 관련 사항으로는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갈등을 유발하거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① 소득을 창출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② 귀농·귀촌인이 마을주민들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잘난 체 하면서 너무 

나서거나 기존의 마을 관행을 따르지 않는 경우, ③ 귀농·귀촌인이 현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지나 토지 등을 구매하는 경우, ④ 마을주민이 

귀농·귀촌인에게 텃세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⑤ 쓰레기 처

리나 농법 관련 견해 차이가 심한 경우, ⑥ 상수도나 지하수 사용 관련 분

쟁, ⑦ 마을 중대사의 비민주적인 결정 등이 있었다. 이 밖의 관련 사례로

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옛날에 시골에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길거리에 땅도 많이 내놓고 

마을도 정비하는 등 지인들이 사실상 마을을 만들어 놨다.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귀농·귀 인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

(귀농·귀 인).

2.2.4.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 감소·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농촌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

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의 교류 증대 및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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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프로그램 지원’(38.3%), ‘기존 주민의 귀농·귀촌인과 관련된 오해와 편

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27.3%),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적응할 수 있는 사전교육’(23.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림 5-11>.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에서도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귀농·귀 인  련 지원 등에 한 기존 주민들의 오해나 편견을 

이기 해서는 기존 주민들에게 귀농·귀 정책에 하여 정확하

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귀농·귀 인들이 농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회경제  역할에 해서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귀농귀

의회 회장).

<그림 5-11>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 감소·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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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문화적 배제

2.3.1. 귀농·귀촌인으로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귀농·귀촌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

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4.2%로 나타났다<그림 5-12>.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에서 조사된 주요 관련 내용으로는 귀

농인일수록, 젊은 층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타향일수록 차별이나 무

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U턴하신 분들, 즉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은 차별이나 배제를 

받지 않는다. 차별과 배제를 받는 분들은 아무 연고 없이 내려오신 

분들이다(귀농·귀 인).

<그림 5-12> 귀농·귀촌인으로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귀농·귀촌인으로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향일수록(²2 �=9.13, DF=1, P < .01) 차별이나 무시

를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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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서비스 수혜

2.4.1.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과 만족도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은 보건의료서비스(56.7%), 교통서비스(21.2%), 교

육서비스(14.9%), 경제활동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13.1%), 주거 지원 서

비스(10.5%) 순으로 높았다<그림 5-13>. 사회서비스 만족도(‘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는 보건의료서비스(59.1%), 노인·장애인복지 지원 서비스

(56.6%), 주거 지원 서비스(56.1%), 교육서비스(50.6%)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사회서비스는 주거 지원 서비스(26.8%)

가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고, 그다음이 경제활동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

(25.2%), 교통서비스(10.0%), 보건의료서비스(7.7%) 순이었다.

<그림 5-13> 귀농·귀촌인의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2.4.2.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1·2·3순위 합)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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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25.7%), 경제활동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20.4%), 주거 지

원 서비스(19.0%), 교통서비스(11.9%), 교육서비스(8.3%) 순으로 나타났다.

2.4.3. 사회통합 또는 주민화합 관련 지원프로그램 참여 경험

  사회통합 또는 주민화합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

자는 50.5%로 나타났다<그림 5-14>.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에서 조사

된 주요 관련 내용으로는 마을환영회, 떡 돌리기, 집들이행사, 마을이나 지

역의 각종 모임에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 등이 귀농·

귀촌인의 농촌 사회통합 및 주민화합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

다. 이장단, 부녀회 등과 귀농·귀촌인의 융화 워크숍(간담회)도 많은 도움

이 되었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사회통합 또는 주민화합 관련 지원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면 지역일수록(²2 �=9.57, DF=1, P < .01), 남성

일수록(²2 �=5.13, DF=1, P < .05), 귀농·귀촌 기간이 길수록(²2 �=14.23, 

DF=2, P < .01)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4> 사회통합 또는 주민화합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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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사소통

2.5.1. 지역 사투리 익숙 정도

  현재 사는 지역의 말(사투리)에 얼마나 익숙한지 질문을 한 결과 ‘대체

로 익숙하다’가 56.2%, ‘매우 익숙하다’가 34.6%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

자(90.8%)가 지역 사투리에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지역 사투리 익숙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

자일수록(²2 �=18.41, DF=2, P < .001), 연령이 낮을수록(²2 �=10.47, DF=4, P 

< .05) ‘지역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2.5.2. 토박이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토박이 지역주민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 질문

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다’가 50.8%, ‘대체로 어렵지 않다’가 39.2%로 나

타나 대부분의 응답자(90.0%)가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에서 조사된 주요 관련 내용으로는 토박이 지

역주민의 거친 말투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라디오 소리를 일상 인 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틀어놓아  

힘들게 하고, 개를 풀어 놓아 아이들의 안 에 이 되기도 하며, 

이와 련하여 부탁을 드리려 화를 하면 욕부터 하는 이웃도 있다

(귀농·귀 인).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토박이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차

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일수록(²2 �=9.65, DF=2, P < .01), 학력이 낮을수록

(²2 �=9.81, DF=2, P < .01), 고향일수록(²2 �=12.08, DF=2, P < .01) ‘전혀 어

렵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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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뢰

2.6.1. 지역 신뢰도

  지역 신뢰도 관련 3개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

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지역 공공기관은 믿

을 만하다’(65.9%), ‘나의 이웃들은 믿을 만하다’(64.1%), ‘지역에서 주민

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웃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62.6%) 

순으로 나타났다.

2.6.2. 귀농·귀촌 관련 지원조직 신뢰도

  귀농·귀촌 관련 지원조직에 대해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 질문

한 결과, ‘높다’(‘높은 편이다’ + ‘매우 높다’)는 응답비율은 농협(59.1%), 

지역 농업기술센터(57.3%), 지방정부(53.2%), 귀농귀촌지원센터(50.6%), 

중앙정부(43.1%), 지역 귀농귀촌협의회(38.3%)로 나타났다<그림 5-15>. 지

역 귀농귀촌협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조직의 대표성 문제와 젊은 

귀농·귀촌인의 소외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5> 귀농·귀촌 관련 지원조직 신뢰도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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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귀농·귀촌 관련 지원조직 신뢰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6가지 신뢰도 문항을 더하여(30점 만점)23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였다. 면 지역일수록(t=2.62, P < .01), 귀농·귀촌 기간이 

길수록(F=3.00, P < .0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F=1.48, P < .05), 고향일수

록(t=2.03, P < .05) 귀농·귀촌 관련 지원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2.7. 네트워크

2.7.1. 지역사회 소속감

  지역 단위에 대하여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는지 질문한 결과, ‘소속감이 

있다’(‘높은 편이다’ + ‘매우 높다’)는 응답비율은 내가 사는 마을(88.8%), 

내가 사는 읍·면(82.3%), 내가 사는 시·군(72.2%), 내가 사는 도(66.9%) 순

으로 나타났다<그림 5-16>.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과(‘내가 사는 마을’ 81.4%, ‘내가 사는 읍·면’ 

75.7%, ‘내가 사는 시·군’ 50.5%, ‘내가 사는 도’ 45.8%)와 비교해보면, 귀

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소속감이 전반적으로 전체 농촌주민들에 비해서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지역사회 소속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서 4가지 문항을 더하여(16점 만점)24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

였다. 면 지역일수록(t=2.59, P < .01), 귀농인일수록(t=2.10, P < .05), 귀

농·귀촌기간이 길수록(F=1.81, P < .05), 학력이 낮을수록(t=4.18, P < 

.001), 고향일수록(t=2.76, P < .01)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았다.

23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6이다.
24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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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소속감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2.7.2. 마을공동체의식

  마을공동체의식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3.62~3.86점으로 나

타나 마을공동체의식이 중상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우리 마을이 살

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3.86점), ‘나는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3.85점), ‘나는 우리 마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3.80점), ‘우리 마을

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3.78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1/2

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귀농·귀촌인의 마을공동체의식은 전체 농촌주민(거의 대부분

의 문항에서 5점 만점 기준, 평균 4점 이상이었음)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마을공동체의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 10가지 문항을 더하여(50점 만점)25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

였다. 면 지역일수록(t=2.85, P < .01), 남성일수록(t=2.18, P < .05), 귀농인

일수록(t=2.03, P < .05), 귀농·귀촌기간이 길수록(F=2.10, P < .001), 고향

일수록(t=2.88, P < .01)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았다.

25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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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역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지역사회참

여도)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 기준, 평균 2.15~2.90점으로 나타나 지역사

회참여도가 중간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마을 회의나 행사’(2.90점), ‘지

역 축제나 문화행사’(2.88점), ‘동창 모임이나 향우회’(2.63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지역사회참여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 11가지 문항을 더하여(44점 만점)26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

였다. 면 지역일수록(t=3.65, P < .001), 귀농인일수록(t=3.97, P < .001), 귀

농·귀촌기간이 길수록(F=1.75, P < .05), 고향일수록(t=2.62, P < .01) 지역

사회참여도가 높았다.

2.8. 규범

2.8.1. 지역사회의 규범 및 안전

  ‘우리 마을에는 자치규약이 있고, 주민들이 이를 잘 지킨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52.0%)이 부정적

인 응답(8.5%)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지역의 이웃들은 공

중질서나 법을 잘 지킨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57.6%)이 

부정적인 응답(6.2%)보다 월등히 많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은 범죄로

부터 안전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64.8%)이 부정적인 응

답(3.5%)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우리 지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싸움

이 없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61.1%)이 부정적인 응답

(5.2%)보다 훨씬 더 많았다<표 5-1>.

26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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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지역사회 규범 및 안전(귀농·귀촌인)

단위: %

사회적 규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우리 마을에는 자치규약이 있고, 주민들이 이를 
잘 지킨다.

0.9 7.6 39.6 44.4 7.6 100.0

우리 지역의 이웃들은 공중질서나 법을 잘 
지킨다.

0.7 5.5 36.1 48.6 9.0 100.0

우리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0.7 2.8 31.7 51.9 12.9 100.0

우리 지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없다.

1.1 4.1 33.7 51.7 9.4 100.0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2.8.2.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원봉사 활동 단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질문한 결과, ‘참

여한다’(‘참여하는 편이다’ +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는 32.1%였

고, ‘참여하지 않는다’(‘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는 응답자는 53.9%였다.

3. 정치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귀농·귀촌인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실태는 정치참여와 관련 지

원 수혜 경험 및 건의사항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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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치참여

3.1.1. 선거 참여

  지난 선거 때 투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95.6%,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는 97.8%, 2018년 6월 지방선거는 95.6%

가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7>.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

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귀농·귀촌인

의 선거 참여도가 전체 농촌주민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7> 귀농·귀촌인의 선거 참여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3.1.2.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치 현안에 대

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응답

자가 3/4 이상(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서명운동 참여’(14.7%), 

‘온라인상에 의견 올리기’(12.2%), ‘행정기관이나 언론 등에 의견 올리

기’(11.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그림 5-18>. 1/2차년도 연구(박대

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와 비교해보면, 귀농·귀촌

인의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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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귀농·귀촌인의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의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5가지 문항(역 코딩)을 더하여(20점 만점)27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였다. 면 지역일수록(t=2.26, P < .05), 남성일수록

(t=2.63, P < .01), 귀농인일수록(t=3.24, P < .01), 연령이 낮을수록(F=3.00, 

P < .001), 귀농·귀촌 기간이 길수록(F=1.88, P < .05), 학력이 높을수록

(t=-6.35, P < .0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F=2.38, P < .01)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 점수가 높았다.

3.1.3. 귀농·귀촌정책 관련 정치 참여

  귀농·귀촌정책 관련 정치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귀농·귀촌정책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응답

자가 3/4 이상(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온라인상에 의견 올리

기’(15.1%),  ‘행정기관이나 언론 등에 의견 올리기’(12.9%), ‘서명운동 참

여’(12.7%)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그림 5-19>.

27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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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귀농·귀촌인의 귀농·귀촌정책 관련 정치 참여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의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6가지 문항(역 코딩)을 더하여(24점 만점)28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였다. 면 지역일수록(t=2.55, P < .05), 남성일수록

(t=3.00, P < .01), 귀농인일수록(t=4.29, P < .001), 연령이 낮을수록

(F=3.92, P < .001), 학력이 높을수록(t=-5.84, P < .001),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F=1.73, P < .05) 귀농·귀촌정책 관련 정치 참여 점수가 높았다.

3.2. 관련 지원 수혜 경험 및 정책 건의사항

3.2.1. 귀농·귀촌 관련 지원 수혜 경험

  귀농·귀촌 관련 지원 수혜 경험은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이 59.1%

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농지·주택·일자리 등 관련 정보 제공’(26.7%), 

‘농촌주민과 관계 형성 및 주민화합 지원’(26.7%), ‘농촌 생활·문화 교

육’(23.6%),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16.8%), ‘상담 및 컨

설팅 제공’(16.2%) 등의 순이었다.

28 척도의 신뢰도계수(α 값)는 0.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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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정착에 중요한 정책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지원 분야를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한 응

답 결과(1·2·3순위 합),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19.8%), ‘농지·주택·일

자리 등 관련 정보 제공’(12.1%),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계 지

원’(11.4%), ‘주택 구입·임차 지원’(9.5%), ‘농지 지원’(7.9%), ‘농촌주민과 

관계 형성 및 주민화합 지원(7.5%) 순으로 나타났다.

3.2.3.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건의사항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귀농·귀촌 관련 사

전정보 제공’(18명), ‘주택 및 주택자금 지원’(15명), ‘소통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11명), ‘주민통합정책’(10명), ‘농지 지원’(8명), ‘편의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8명), ‘더욱 실질적인 지원 정책’(8명), ‘농자재 및 기계 지원’(7

명), ‘귀농·귀촌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7명)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심층면접 등에서 파악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

합 관련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① 마을회관을 노인 요양시설로 활용, ② 귀

농·귀촌인을 마을사무장으로 활용, ③ 빈부 격차 완화, ④ 귀농·귀촌 관련 

지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장 홍보 지양), ⑤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 

⑥ 마을 내에서의 멘토링 제도, ⑦ 마을에서의 임대주택, ⑧ 소농에 대한 

지원 확대, ⑨ 귀농·귀촌인의 올바른 정신 정립, ⑩ 멘토에 대한 적절한 대

우, ⑪ 귀촌정책의 유형화, ⑫ 청년층의 주택 및 농지 구입 지원, ⑬ 민주

적인 마을경영, ⑭ 귀촌인 대상의 농촌 이해교육, ⑮ 주민화합 프로그램 확

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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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적 측면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귀농·귀촌인의 종합적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실태는 삶의 질 만족도, 결

혼생활 만족도, 본인의 지역사회통합인식 수준, 농촌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향후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1. 삶의 질 만족도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만족’이 59.5%, ‘보통’이 33.0%,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 ‘매우 불만족’)이 4.4%, ‘매우 만족’이 3.1%로 

나타났다<그림 5-20>. 귀농·귀촌인의 62.6%가 현재의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0> 귀농·귀촌인의 삶의 질 만족도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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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삶의 질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면 지역일

수록(²2 �=8.98, DF=2, P < .05), 귀농인일수록(²2 �=9.04, DF=2, P < .05), 연

령이 ‘55~65세 미만’ 집단일수록(²2 �=14.18, DF=2, P < .01), 귀농·귀촌 기

간이 길수록(²2 �=13.33, DF=4, P < .01), 가구소득이 많을수록(²2 �=20.45, 

DF=4, P < .001)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4.2. 본인의 지역사회통합인식 수준

  ‘귀하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마을)에 통합 또는 받아들여졌다고 느끼십

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긍정’(‘대체로 긍정’ + ‘매우 긍정’)이 

56.7%, ‘보통’이 39.8%, ‘부정’(‘대체로 부정’ + ‘전혀 부정’)이 3.5%로 나

타났다<그림 5-21>.

<그림 5-21> 귀농·귀촌인 본인의 지역사회통합인식 수준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본인의 지역사회통합인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면 지역일수록(²2 �=20.91, DF=2, P < .001), 귀농·귀촌 기간이 길수록

(²2 �=19.63, DF=2, P < .01), 고향일수록(²2 �=8.86, DF=2, P < .05) 긍정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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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촌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0~4점)은 11.1%, 긍정적 응답(6~10

점)은 66.6%로 나타나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5점)은 22.3%였다<그림 5-22>. 

농촌의 사회통합 수준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6.46점이었다.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과(‘긍정’ 

62.3%, ‘보통’ 25.4%, ‘부정’ 12.2%)와 비교해보면, ‘긍정’의 비율이 더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22> 농촌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농촌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서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였다. 귀농·귀촌기간이 길

수록(F=4.08, P < .005), 학력이 낮을수록(t=4.16, P < .001), 가구소득이 

‘1,500만~3,000만 원 미만’ 계층일수록(F=2.26, P < .05), 고향일수록(t=5.16, 

P < .001) 농촌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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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귀농·귀촌인의 농촌 사회통합인식 수준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0~4점)은 12.3%, 

긍정적 응답(6~10점)은 60.8%로 나타나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5점)은 

26.9%였다<그림 5-23>. 귀농·귀촌인의 농촌 사회통합인식 수준 점수는 10

점 만점에 6.07점이었다.

<그림 5-23>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 차 검증(t 또는 F 검증)을 하였다. 면 지역일수

록(t=1.94, P < .05), 귀농·귀촌 기간이 길수록(F=4.02, P < .001), 학력이 

낮을수록(t=3.87, P < .001), 가구소득이 ‘1,500만~3,000만 원 미만’ 계층일

수록(F=2.20, P < .05), 고향일수록(t=4.45, P < .001) 귀농·귀촌인의 농촌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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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향후 귀농·귀촌인의 농촌 사회통합 전망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수준이 어

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부정적 

응답(‘약간 나빠질 것이다’ + ‘매우 나빠질 것이다’)이 8.3%였고, 긍정적 

응답(‘약간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은 61.8%로 나타났다

<그림 5-24>. 향후 우리나라 농촌에서의 귀농·귀촌인 사회통합 수준을 긍

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보다 훨씬 많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24> 향후 귀농·귀촌인의 농촌 사회통합 전망

자료: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향후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전망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귀농일수록(²2 �=6.91, DF=2, P < .05), 가구소득이 많을수록(²2 �

=9.56, DF=4, P < .05) 긍정적인 전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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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 대상 면접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심층면

접, 기존 조사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귀농·귀촌인의 사회

통합 실태는 사회통합의 영역, 귀농·귀촌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경제적 측면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소득 양극화의 

경우 귀농·귀촌인의 59.9%가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귀농·귀촌인의 현재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

(35.4%)이 ‘불만족한다’는 응답(21.2%)보다 다소 많았다. 1/2차년도 연구

(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

면, 귀농·귀촌인이 전체 농촌주민들에 비해서 현재의 가구소득에 대한 만

족도가 약간 더 높았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박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하는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의 긍정 응답 비율은 23.4%

나 되었다. 그러나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

주민 대상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박탈 정도가 전

체 농촌주민에 비해서 약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문화

적 포용 수준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귀농·귀촌인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3.5%였다. 즉, 귀농·귀촌인의 약 3/4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귀농·귀촌인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갈등의 경우, 농촌에서 마을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귀농·귀촌인은 12.7%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27.5%), 

‘이해관계 상충’(24.6%), ‘가치관 차이’(18.8%), ‘배려의 부족’(10.1%) 순이

었다. 농촌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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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의 교류 증대 

및 화합 프로그램 지원’(38.3%), ‘기존 주민의 귀농·귀촌인과 관련된 오해

와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27.3%),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의 문

화와 생활양식에 적응할 수 있는 사전교육’(23.4%) 순이었다.

  사회문화적 배제의 경우,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귀농·귀촌인이라는 이유

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4.2%

로 나타났다. 타향일수록 귀농·귀촌인이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사회서비스는 주거 지원 서비스

(26.8%)가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고, 그다음이 경제활동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25.2%), 교통서비스(10.0%), 보건의료서비스(7.7%) 순이었다. 귀농·

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보건의

료서비스(25.7%), 경제활동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20.4%), 주거 지원 서

비스(19.0%), 교통서비스(11.9%) 순이었다. 사회통합 또는 주민화합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귀농·귀촌인은 50.5%로 나타났다.

  신뢰의 경우, 지역 신뢰도 관련 3개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모두 60%대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관련 지

원조직에 대해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높다’는 응

답비율은 농협(59.1%), 지역 농업기술센터(57.3%), 지방정부(53.3%), 귀농

귀촌지원센터(50.6%), 중앙정부(43.1%), 지역 귀농귀촌협의회(38.3%) 순으

로 높았다.

  네트워크의 경우, 귀농·귀촌인에게 지역 단위에 대하여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는지 질문한 결과, ‘소속감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내가 사는 마을

(88.8%), 내가 사는 읍·면(82.3%), 내가 사는 시·군(72.2%), 내가 사는 도

(66.9%) 순으로 나타났다.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

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소속감

이 전반적으로 전체 농촌주민들에 비해서 높았다.

  귀농·귀촌인의 마을공동체의식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3.62~3.86점으로 나타나 마을공동체의식이 중상 수준이었다. 1/2차년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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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과와 비교해보

면, 귀농·귀촌인의 마을공동체의식은 전체 농촌주민 비해서 다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이 지역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 기준, 평균 2.15~2.90점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참여도가 중간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규범의 경우, 지역사회 규범 및 안전에 관한 문항들에 대한 귀농·귀촌인

의 긍정 응답비율이 50~60%대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32.1%로 나타났다.

  정치적 측면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정치 참여의 

경우, 귀농·귀촌인의 각종 선거 투표율은 모두 95% 이상으로 높았다. 1/2

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귀농·귀촌인의 선거 참여도가 전체 농촌주민들보다 훨씬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치 현안에 대

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의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4 이상

(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서명운동 참여’(14.8%), ‘온라인상에 

의견 올리기’(12.2%), ‘행정기관이나 언론 등에 의견 올리기’(11.2%) 순으

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와 비교해보면, 귀농·귀촌인의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 수준이 더 높았다.

  귀농·귀촌정책 관련 정치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귀농·귀촌정책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의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4 이

상(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온라인상에 의견 올리기’(15.1%),  

‘행정기관이나 언론 등에 의견 올리기’(12.9%), ‘서명운동 참여’(12.7%) 순

이었다.

  귀농·귀촌 관련 지원 수혜 경험은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59.1%), 

‘농지·주택·일자리 등 관련 정보 제공’(26.7%), ‘농촌주민과 관계형성 및 주

민화합 지원’(26.7%), ‘농촌 생활·문화 교육’(23.6%), ‘다양한 일자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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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및 연계 지원’(16.8%), ‘상담 및 컨설팅 제공’(16.2%) 등의 순으로 많

았다.

  종합적 측면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생활을 전반

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

문에 대하여 귀농·귀촌인의 62.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면 지역일수

록, 귀농일수록, 연령이 ‘55~65세 미만’ 집단일수록, 귀농·귀촌 기간이 길수

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0~4점)은 12.3%, 

긍정적 응답(6~10점)은 60.8%로 나타나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농촌 사회통

합인식 수준 점수는 10점 만점에 6.07점이었다. 면 지역일수록, 귀농·귀촌 

기간이 길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1,500만~3,000만 원 미만’ 

계층일수록, 고향일수록 귀농·귀촌인의 농촌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았다.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수준이 어

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부정적 

응답이 8.3%였고, 긍정적 응답이 61.8%로 나타났다. 귀농일수록, 가구소득

이 많을수록 향후 귀농·귀촌인의 농촌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는 경제·사회문화·정

치·종합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수준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귀농·귀촌인은 전체 농

촌주민들에 비해서 현재의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더 높았으며, 

경제적 박탈 인식 수준도 약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측면에

서는 귀농·귀촌인이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12.7%,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비율은 14.2%로 나타났다.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귀농·

귀촌인의 정치 참여 수준이 전체 농촌주민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종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촌에서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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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전망 등에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정치·종합적 측면에서 차

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는 귀농·귀촌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젊을수록, 귀농·귀촌 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박탈 인식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면 지역일수록, 남성일수록, 귀농·귀촌 기간이 길수록 사회통합 또는 주민

화합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 

지역일수록,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귀농·귀촌정책 관련 정치 참여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귀농·귀촌

인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29 다음에는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

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을 하였다.

1. 분석모형

  개인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가족 수 등은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인들이다(김미곤 외 2014; 김문길 2017). 가구소득은 경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읍 지역과 면 

지역은 생활여건 및 귀농·귀촌인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많은 격차를 나

타내기 때문에 분석모형에 추가하였다. 또한, 개인적 특성 관련 변인으로

는 성별, 연령, 동거가족, 학력, 가구소득, 읍·면 지역을 채택하였다. 귀농·

귀촌 관련 특성으로는 귀농·귀촌(귀농 또는 귀촌), 귀농·귀촌 기간, 고향 

여부(고향 또는 타향) 등이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가정하였다. 사회통합 관련 특성으로는 사회포용 관련 변인으로 양극

29 이 장의 분석모형에서 사용한 자료는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543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이다.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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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인식, 경제적 박탈, 주민갈등 경험, 지역의 포용성, 차별 경험을, 사회적 

자본으로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와 지역적응도가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회포용 및 사회적 자본 관련 변인들(경제적 박

탈, 사회갈등, 지역포용성,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소통)은 1/2차년도 연구

(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에서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

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

합인식 영향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김미곤 외 2014; 김문길 2017)에서 

중요한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에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인은 개인 특성으로는 성

별, 연령, 동거가족, 학력, 가구소득, 읍·면 지역을, 귀농·귀촌 관련 특성으

로는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기간, 고향 여부를, 사회통합 관련 특성으

로는 양극화 인식, 경제적 박탈, 주민갈등 경험, 지역의 포용성, 차별 경험, 

사회적 자본 종합 척도, 지역적응도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은 귀

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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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모형

독립 변인 종속변인

개인 특성

성별(남자 기준)

 ⇒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연령(45세 미만 기준)

￭ 45~65세 미만

￭ 65세 이상

동거가족(없음 기준)

학력(고등학교 졸업 기준)

￭ 전문대 졸업 이상

가구소득(1,500만 원 미만 기준)

￭ 1,500만~2,999만 원

￭ 3,000만 원 이상

읍·면 지역(면 기준)

귀농·귀촌

관련 특성

귀촌·귀농(귀농 기준)

귀농·귀촌 기간(3년 이하 기준)

￭ 3~5년 미만

￭ 5년 이상

고향 여부(고향 기준)

사회통합

관련 특성

사회포용

양극화 인식

경제적 박탈

주민갈등 경험
(없음 기준)

지역의 포용성

차별 경험(없음 기준)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

지역적응도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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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방법

2.1. 독립변인

2.1.1. 개인 특성

  개인 특성은 성별(남=0, 여=1), 연령(40대 이하 준거기준, 45~65세 미만, 

65세 이상), 동거가족(없음=0, 있음=1), 학력(고졸 이하=0, 전문대졸 이상

=1), 가구소득(1,500만 원 미만 준거기준, 1,500만~3,000만 원 미만, 3,000

만 원 이상), 읍·면 지역(면 지역=0, 읍 지역=1)으로 측정하였다.

2.1.2. 귀농·귀촌 관련 특성

  귀농·귀촌 관련 특성은 귀농·귀촌(귀농=0, 귀촌=1), 귀농·귀촌 기간(3년 

이하 준거 기준, 3~5년, 5년 이상), 고향 여부(고향=0, 타향=1)로 측정하였다.

2.1.3. 사회통합 관련 특성

  사회통합 관련 특성의 경우, 양극화 인식은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를 사용하였다. 경제적 박탈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사회, 문화, 취미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한 정도를 묻는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5점 척도, 

25점 만점, 척도 신뢰도 0.89).

  주민갈등 경험은 마을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없음=0, 있음=1)으로 측정하였다. 지역의 포용성은 

현 거주지역이 귀농·귀촌인에게 살기 좋은 곳인지 묻는 질문으로 5점 리커

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차별 경험은 

귀농·귀촌인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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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없음=0, 있음=1)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는 사회적 자본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주민 간 신

뢰 정도와 서로 협동하는 정도 등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5점 

척도, 50점 만점, 척도 신뢰도 0.87). 지역적응도는 지역민과의 교류와 지

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관련된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5점 척도, 25점 

만점, 척도 신뢰도 0.83).

2.2. 종속변인

  종속변인인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은 귀농·귀촌인들에게 현재 우

리나라 농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0~10점).

3.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 분석

  <표 6-1>에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 공차

한계, 분산팽창계수(VIF)를 점검한 결과 다중공선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

었다(공차한계는 모두 0.3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VIF)도 모두 10 미만).

  <Model 1>은 개인 특성이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Model 2>는 개인 특성과 귀농·귀촌 관련 특성이 귀

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Model 3>에서는 개인 특성, 귀농·귀촌 관련 특성과 함께 사회통합 관련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가구소득, 읍·면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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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이상이 아닐수록(Beta=-0.41), 가구소득이 ‘1,500만~3,000만 원 미만’ 

계층일수록(Beta=0.53), 면 지역에 거주할수록(Beta=-0.29)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 동거가족은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Model 1>의 설명력(R2)은 0.06으로 나타났다.

  <Model 2>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 특성으로는 학력과 가구소득, 귀

농·귀촌 관련 특성으로는 귀농·귀촌 기간, 고향 여부로 나타났다. 개인 특

성의 경우, <Model 1>과 마찬가지로 학력(전문대졸 이상)과 가구소득

(1,500만~3,000만 원 미만)은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읍·면 지역은 <Model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Model 2>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성별, 연령, 동거가족도 귀농·귀촌인의 사

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관련 특성의 경우, 귀농·귀촌 기간이 ‘4~5년 미만’(Beta=0.51) 

또는 ‘5년 이상’(Beta=0.58)일수록, 고향일수록(Beta=-0.44)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귀농·귀촌(귀농 또는 귀촌)은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

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del 2>의 설명력(R2)은 0.11로 

나타났다.

  <Model 3>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특성으로는 학력, 귀농·귀촌 관련 특성으로

는 귀농·귀촌 기간, 사회통합 관련 특성으로는 양극화 인식, 주민갈등 경

험,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 지역적응도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의 경우, 

<Model 1>과 <Model 2>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낮을수록(고졸 이하일

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odel 1>과 <Model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가구소득’은 <Model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Model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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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읍·면 지역도 <Model 3>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사회

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통합 관련 특

성의 경우, 양극화 인식이 낮을수록(Beta=-0.25), 주민갈등 경험이 없을수록

(Beta=-0.49),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 점수가 높을수록(Beta=0.10), 지역적응

도가 높을수록(Beta=0.08)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박탈, 지역의 포용성, 차별 경험은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del 3>의 

설명력(R2)은 0.36으로 나타났다.

<표 6-1>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t VIF Beta t VIF Beta t VIF

개인 특성

 성별(남자 기준) 0.14 1.04 1.06 0.24 1.82 1.14 0.18 1.63 1.17

 연령(45세 미만 기준)

45세 이상 65세 미만 0.28 1.25 0.22 0.90 0.09 0.44

   65세 이상 0.21 0.81 0.16 0.59 -0.11 -0.45

 동거가족(없음 기준) 0.12 0.58 1.11 0.09 0.41 1.14 0.09 0.47 1.15

 학력(고졸 이하 기준)

  전문대졸 이상 -0.41* -2.76 1.18 -0.31* -1.98 1.21 -0.27* -2.02 1.22

 가구소득

 (1,500만 원 미만 기준)

  1,500만~3,000만 원 미만 0.53** 2.91 0.42** 2.40 0.22 1.39

  3,000만 원 이상 0.17 0.85 0.11 0.54 -0.06 -0.31

읍·면 지역(면 기준) -0.29* -2.10 1.02 -0.20 -1.45 1.07 -0.02 -0.21 1.09

귀농·귀촌 관련 특성

 귀촌·귀농(귀농기준) -0.13 -0.96 1.19 -0.03 -0.23 1.22

 귀농귀촌 기간

 (3년 이하 기준)

  4~5년 미만 0.51** 3.01 0.22 1.42

  5년 이상 0.58** 3.73 0.33**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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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독립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t VIF Beta t VIF Beta t VIF

 고향 여부(고향 기준) -0.44** -3.22 1.09 -0.23 -1.96 1.13

사회통합 관련 특성

 양극화 인식 -0.25** -2.3 1.05

 경제적 박탈 -0.01 -0.37 1.34

 주민갈등 경험(없음 기준) -0.49** -2.52 1.47

 지역의 포용성 0.29 2.06 1.26

 차별 경험(없음 기준) 0.13 0.69 1.56

 사회적 자본 종합 척도 0.10** 6.05 1.65

 지역적응도 0.08** 3.05 1.55

F 4.45 6.15 18.14

R2 0.06 0.11 0.36

주: * p < 0.05, **p < 0.01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4. 소결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개인 특성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에 비해서 고

졸 이하의 저학력자들이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더 높았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고학력자들의 경우 농촌 

원주민들을 깔보거나 자신이 잘난 체 하는 경우가 저학력자들보다 많은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고학력자들의 사회통합인

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고학력 집단에 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귀농·귀촌 관련 특성의 경우, <Model 2>와 <Model 3> 모두에서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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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기간이 길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초

기 집단에 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Model 2>에서는 고향일수록 귀

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

접과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고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지역사회 적

응, 경제활동, 사회활동 등에서 타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타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 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관련 특성의 경우, 농촌사회의 양극화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

주민과의 갈등 경험이 없을수록,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의 점수가 높을수

록, 지역적응도가 높을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양극화 인식이 낮을수록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은 양극화를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과의 갈등 

경험이 없을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은 것은 최근 빈발

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심각한 갈등 사례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귀농·

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은 것은 사회적 자본 관련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지역적응도가 높을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은 것도 관련 선행연구들과 결과가 일치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

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실태

1.1. 현황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과 

귀농·귀촌인의 지역 융화를 위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1.1.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

  농촌 지역사회에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귀

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

한 단계별 지원체계는 2009년과 2012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거치면서 

틀을 갖췄다(김정섭 외 2016: 83).30

30 자세한 귀농·귀촌 정착 관련 지원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http://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7장



158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은 관심단계, 실행(결심)단계, 정착단계

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2015; 김귀영 

2018a, 2018b). 관심 단계에는 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박람회,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한 교육 및 상담, 청년귀농장기교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 결

심을 하고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귀농·귀촌교

육은 전문교육기관을 공모하여 연령별, 유형별,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며, 국고 70~80%, 교육생 자부담 20~30%로 운영한다. 귀농·귀촌박

람회는 귀농·귀촌의 사회적 붐 유지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여 농업·농촌의 신규인력을 확보하고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1회씩 개최되고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귀농·귀

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멘토링, 교육지원 등

을 하고 있다. 청년귀농장기교육은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층(40세 미만)

을 대상으로 6개월의 장기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김귀영 

2018a, 2018b). 

  귀농·귀촌 실행(결심)단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임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

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생활을 체험한 후에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말한

다. 귀농인의 집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 98개 시·군에서 381곳이 운영

되었다(김귀영 2018a, 2018b).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귀농 희망자가 일정 기간(1년) 동안 농

촌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으므로 귀농인의 초기 

대규모 투자에 따른 실패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정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현재 충남 금산, 충북 제천, 경북 영주 및 

www.returnfarm.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며 귀농·귀촌 종합상담 및 정보 서비

스 제공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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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강원 홍천, 전남 구례, 전북 고창, 경남 함양에서 운영되고 있다(김귀

영 2018a; 농민신문 2018. 5. 28.).31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 목적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군의 도시민 유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조성하는 것

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투어, 귀농교육, 상담실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5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김귀영 

2018a).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 지원 자금은 도시민 농촌유치 전담기구 

활동 경비, 일부 하드웨어 구축비,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귀농·귀

촌 지원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도시민 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역주민 대상 교육, 도시민 초청 행사, 고용 정보 제공, 멘토

링, 자녀교육 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실시한다(김정섭 외 2016: 93).

  정착단계에서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도농가 실습지원 등

이 추진된다.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융자 지원의 한도는 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의 

구입 및 신축은 7,500만 원이다(김귀영 2018a).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귀농·귀촌인이 선도농업인의 농장에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선도농업인에게는 매월 40만 원, 교육생

에게는 80만 원을 지원한다(김귀영 2018a).

1.1.2. 귀농·귀촌인의 지역 융화를 위한 지원

  농촌지역에서의 구성원 간 갈등을 적정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화합을 이

루어야 신뢰와 연대감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

는 귀농·귀촌 5개년 종합계획(2017~2021년)32에도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

31 영천은 2019년 3월에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다.
32 종합계획의 비전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이며, 전략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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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개편’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는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교류 기회 증

대, 이해 제고 및 인식 교육, 갈등 해결 지원 등이 있다.

1.2.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현행 귀농·귀촌정책의 문제점

1.2.1. 귀농·귀촌정책이 인구 유치에 집중되어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발전 관련 정책이 부족함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을 지역의 인구감소를 완화하거나 

인구증대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

방자치단체들이 귀농·귀촌인을 끌어들이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이들의 지

역사회 정착과 발전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의 2018년도 귀농·귀촌 예산에서도 드러난다. 정부의 

2018년도 귀농·귀촌 관련 주요 예산 사업은 ① 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② 

귀농·귀촌교육, ③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④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⑤ 도시민유치지원사업, ⑥ 귀농인의 집, ⑦ 선도농가실습지원 등으로 대

부분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서도 정부가 사람들에게 농촌

으로 오라고 열을 올려놓고 막상 농촌에 들어온 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많았다.

청년층 농업창업 중점지원, ②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③ 일자리, 주거 등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 ④ 귀농·귀촌 저변 확대, ⑤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

계 개편 등 다섯 가지이다(김귀영 2018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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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귀농·귀촌 관련 지원에 대하여 귀농·귀촌 준비자와 지역사회 

원주민의 오해가 많음

  귀농·귀촌 준비자들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귀촌

인을 유치하기 위해 제작한, 과장된 선전이나 광고 등에 현혹되어 귀농·귀

촌 관련 지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정부

의 지원도 융자인 것이 많고, 융자 지원도 상당한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지역사회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들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초점집단면접에서 K군 귀농귀촌협의회

장은 “지역사회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올 것을 싹 가져가버린다는 인식이 

아직도 주가 되어 있다. 군청에 수없이 요구했던 부분이 있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지원과나 군의 행정조직 중에서 힘이 

있는 부서에서, 연례적으로 면 단위를 돌아다니면서 기관 단체장들에게 사

실이 이렇다고 설명해야 한다. ‘귀농·귀촌인이 농기계를 다 가져가버렸

다!’, ‘자금 나오는 거 다 타가 버렸다!’, ‘우리가 할 거 하나도 못한다’는 

인식이 사실과 다름에도 팽배해 있다”라고 하였다.

1.2.3.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가 부족함

  주요 귀농·귀촌정책 중에서 사회통합 관련 과제는 소수에 불과하다. 현

재는 귀농·귀촌교육이나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에 사회통합 관련 프로그

램이 몇 가지 있는 정도로,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 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정책과제가 크게 부

족한 실정이다.

1.2.4.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의 상호이해교육 부족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에서는 지역사회 원주민의 문화, 생활양식, 풍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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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역사 등에 대한 이해교육이 부족하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개인

주의·합리주의적인 성향에 대한 지역사회 원주민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현재의 귀농·귀촌교육은 귀농·귀촌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지역사

회 원주민 대상의 교육은 별로 없다. 지역사회 원주민을 대상으로 귀농·귀

촌의 사회경제적 역할, 귀농·귀촌인의 특성, 귀농·귀촌정책 등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 별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2.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2.1. 기본방향

2.1.1. 포용적 귀농·귀촌정책 확대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들이 전체 농촌주민들(박대식·안석·임지은 2017)보다 농촌사회의 소득 

계층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마을주민들과 말다

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비율도 12.7%나 되었다. 마을주민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27.5%)가 있었고, 

그다음으로 ‘이해관계 상충’(24.6%), ‘가치관 차이’(18.8%), ‘배려의 부

족’(10.1%) 순이었다.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주민갈등 경험은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

답자가 14.2%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에

서는 귀농인일수록, 젊은 층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타향일수록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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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현행 귀농·귀촌

정책은 귀농·귀촌인을 지역에 유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사회 포용

이나 통합 관련 정책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측면에서 포용적 귀농·귀촌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2.1.2.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자본 강화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 

관련 조직에 대한 귀농·귀촌인의 신뢰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역 귀농귀

촌협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

의 마을공동체의식은 전체 농촌주민들보다 다소 낮았으며(박대식 외 

2017), 지역사회참여도도 중간 수준이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

는 귀농·귀촌인은 32.1%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에 대해 10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 기

준, 평균 2.87~3.76점으로 나타나 중간 이상 수준이었다. 귀농·귀촌인의 사

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 점수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이들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1.3. 귀농·귀촌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정책 

추진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초점집단면접, 심층면접 

등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은 사회경제적 특성(읍·면 지역, 성별, 귀농·귀촌, 

연령계층, 귀농·귀촌 기간, 학력, 가구소득, 고향 여부)에 따라서 사회통합 

실태와 관련 사회서비스 욕구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가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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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인식의 경우, 남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

득이 낮을수록 중·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경제적 

박탈 인식 수준(5개 문항, 25점 만점)은 남자일수록, 젊을수록, 귀농·귀촌 

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또는 주민화합 관련 지원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면 지역일수록, 

남성일수록, 귀농·귀촌 기간이 길수록 많았다. 마을공동체의식(10개 문항, 

50점 만점)은 면 지역일수록, 남성일수록, 귀농일수록, 귀농·귀촌 기간이 

길수록, 고향일수록 높았다. 따라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은 귀

농·귀촌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2. 정책 개선방안

2.2.1. 경제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 귀농·귀 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이 함께 하는 사회  경제 활성화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

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해서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이 함께 하

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부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농촌공동체회사

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촌공동체회사의 경우 내년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인건

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할 경우에는 

창업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33 

3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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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이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관

련한 마을기업 부문의 귀농·귀촌 성공사례로는 일본의 유한회사 벽산원을 

들 수 있다. 유한회사 벽산원(가나가와현 아이카와정 아이코군)의 사례자

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다가 2003년에 귀농하였다. 두충차를 활용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두충차를 가공하여 두충차

의 기능성을 최대한 끌어냈다. 유한회사 벽산원의 주요 성공요인으로는 주

민과의 소통 및 협력,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꼽

을 수 있다(박대식 외 2017).

  이와 관련한 자활기업 부문의 귀농·귀촌 성공사례로는 일본의 사회복지

법인 구리노미엔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구리노미엔(나가노현 오부세

정)의 사례자는 출향하여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가 귀촌하였다. 

지역의 장애인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일자리를 갖게 하자는 생각에서였다. 

사회적 경제 관련 활동으로는 장애인이 생활력을 갖추기 위한 복지와 농업

을 융합시킨 6차산업화를 시도하였다. 사회복지법인 구리노미엔의 주요 성

공요인으로는 마을주민과의 신뢰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들 수 있다(박대식 외 2017).

□ 주택 구입  임차 지원 개선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실태조사, 초점집단면

접,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귀농·귀촌인의 주택 마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여성들을 위한 안

전주택 문제도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살고 싶은 마을이 있어도 거주할 만한 마땅한 주택이 없어서 다른 마을

이나 마을 변두리에서 거주하기도 하고 심지어 읍이나 군청 소재지에서 주

택을 마련해놓고 마을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 귀농·귀촌인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마을에 빈집이 많이 있어도 집주인들이 팔지 않으려 하며, 

심지어 폐가도 집주인들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매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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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빈집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제시한 후에도 그대로 빈집 상태가 지

속이 될 경우에 임대나 매도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마을에 임

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빈집의 리모델링을 실시, 귀농·귀촌인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증가하는 귀농·귀촌 여성들

을 위한 안전주택 관련 모범사례로는 홍성여성농업인센터의 관련 사업을 

들 수 있다. 홍성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2018년 4월부터 홍성으로 귀농·귀

촌하는 20~4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안전주택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홍동면에 소재하는 에코빌하우스 3채에는 총 

9명의 귀농·귀촌 여성들이 입주해 있다(한국농어민신문 2018. 5. 4.). 

□ 일자리 련 정보 제공  알선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실태조사, 초점집단면

접,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일자리 관련 정보 및 알선은 귀농·귀촌인의 농

촌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

구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 

따르면, 초 고령화된 농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법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귀농·귀촌 관련 단체나 고용센터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일할 사람을 구하는 구인자를 잘 연결만 해주어도 귀농·귀촌인들

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2.2. 사회문화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 귀농·귀 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의 사회교류 진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귀농·귀

촌인과 기존 주민의 교류 증대 및 화합 프로그램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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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또는 주민화합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귀농·

귀촌인도 절반 정도였다. 마을환영회, 집들이행사,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이 함께 하는 조직 활동 등이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의 교류 증대 

및 화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사회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교

류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귀농·귀촌인 마을 환영회 지원, 귀농·귀촌

인 집들이(주민 초청) 행사 지원,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개최 등이 있

다.34 나주시에서는 귀농·귀촌인, 수도권의 예비 귀농·귀촌인, 시민 등이 참

여하는 귀농·귀촌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여 체육행사, 공연, 추억의 콩쿠

르 대회, 귀농·귀촌인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 바자회 등을 통해 소통과 화

합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였다.35

  따라서 마을환영회나 집들이행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귀농·귀촌인

의 마을이나 지역의 사회집단 및 조직에의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도 조직화할 필

요가 있다. 기존의 농업·농촌 및 귀농·귀촌 관련 단체에서는 청년 귀농·귀

촌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마을공동체의식의 함양  지역사회  상호 이해교육 강화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

면, 귀농·귀촌인의 마을공동체의식은 전체 농촌주민들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귀촌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

해서 사회갈등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경우도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마을기금, 마을재산, 마을안길, 마을 상수도 사

34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귀농·귀촌인이 봉사팀을 꾸려 자발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기회를 넓혀 가는 경우도 있다. 거창군 귀농·귀촌인연합회 회원 20명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뉴스경남 2017. 12. 17). 
3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7529: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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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마을풍습 등에 대한 귀농·귀촌인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와 상호 간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지역사회 및 상호 이

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및 상호 이해교육’은 신규 귀농·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읍·면이나 생활권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인 이해교육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귀농·귀촌인들 또는 지역사회 원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해에서 비롯되

는 마찰을 방지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는 강진군의 경우 지역민의 화합과 

귀농·귀촌인 유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장단과 귀농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강진군은 지역주민과 융화 및 갈등해결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7 귀농귀촌 지역사회 발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

상하였다(프레시안 2018. 1. 22.).

□ 마을에서의 멘토링제도 활성화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초점집단면접, 심층면접 

등에 따르면, 농업인단체나 선도농가 등과 귀농·귀촌인 간의 멘토링은 잘 

시행이 되어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나 거리 등의 제약

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자주 만날 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귀농·귀촌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적절한 멘토를 찾아서 수시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창의 어떤 젊은 귀농·귀촌인은 마을의 이장님을 멘토로 삼아서 여

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멘토링에 대하여 무척 만족하

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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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정치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 민주 이고 투명한 마을운  기반 구축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초점집단면접, 심층면접 

등에 따르면, 마을의 중대사를 몇몇 마을 유지 중심으로 비민주적으로 운

영하는 경우에 마을주민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심지어 법적 분쟁에 이르기

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을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즉, 그에 알맞은 마을의 규약을 만들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D군이 거주하는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약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각종 예산의 운용도 민주적으

로 투명하게 실시함으로써 주민 간의 화합과 마을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 갈등 재시스템의 구축  사회갈등의 방  리 강화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농촌으로 이주 후에 마을 주

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경우는 12.7%로 나타났

다. 마을주민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가 

있었고, 그다음이 ‘이해관계 상충’, ‘가치관 차이’ 등의 순이었다.

  지난 8월 발생한 ‘봉화 엽총 살인 사건’은 상수도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70대 귀농·귀촌인이 이웃주민과 면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총을 쏘아 공

무원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사례자에게는 폭염이 심해지자 상수도 사용 

문제를 두고 고지대에 사는 이웃주민(사찰 승려)과 마찰을 빚었고, 관할 면

사무소에 찾아가 상수도 사용을 두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중재를 제대로 받

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국민일보 2018. 8. 22; 한겨레신문 2018. 8. 23.).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읍·면 및 시·군 단위로 갈등중재시스

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읍·면 단위의 경우에는 귀농·귀촌

인 대표, 마을이장, 마을운영위원장, 농업인단체, 귀농·귀촌인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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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민원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 갈등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

을 대상으로 한 갈등 예방 및 관리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지자체의 갈등 해결 지원 사례로 강원도에서는 귀농·귀촌인 

안정정착 화합프로그램으로 마을별 여건에 따라 갈등 해소 전문 강사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 2. 21.). 충청북도에서도 2019년부터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 행복공동체’(20개

소)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충청북도 공보관실 2018. 7. 25.). 또한 충청

북도는 도내 귀농·귀촌인 및 해당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갈등관

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홍천군은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정서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장·전담 해결 팀’과 ‘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해에 ‘귀농·귀촌 상생대책 추진단’도 출범하였다(홍천인터넷신문. 

2018. 3. 1.). 충청북도 단양군의 경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디자인

단36 운영을 통해서 마을 공동상수도 이용, 귀농·귀촌 위주의 지원 등 갈등 

사례를 발굴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해결책을 찾으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 6. 9.). 충남 서천군에서는 농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웃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주민자율조정 전문가 교육’

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지역에 대하여 잘 아는 지역주민을 갈등 중재자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서울YMCA가 맡았으며, 서천군 

주민 20명이 기초교육 과정을 마치고 10월부터는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하

여 2019년에 개원하는 ‘이웃·지역분쟁 주민자율조정센터’에서 갈등 조정자

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한다(세계일보 2018. 9. 27.).37

36 국민디자인단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정책 공급자

인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필요 

공공 서비스를 디자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

디자인진흥원 2017: 10).
37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서

울 YMCA에서는 호주 퀸즈랜드주 분쟁해결센터에서 발간한 이웃분쟁 조정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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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  련 지원에 해 바르게 알리기 운동 개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초점집단면접, 심층면접 

등에 따르면, 귀농·귀촌 준비자들의 경우 귀농·귀촌 관련 지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원주민들도 귀

농·귀촌인들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이유로 기존의 귀농·귀촌인들은 정부로부터 별로 지원을 받은 것도 없는데 

귀농·귀촌인들이 자신들의 몫까지도 싹쓸이해간다는 식의 지역사회 원주

민들의 오해까지 받는 경우가 많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귀농·귀촌 관련 지원에 대한 상호 간의 오해로 인해서 주민들 간

의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귀농·귀촌 관련 지원에 대한 정

확한 정보를 예비 및 기존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원주민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제작한 과

장광고는 마땅히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지역사회 원주민을 대상으

로는 이장단회의, 마을회의, 농업인교육 등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관련 지

원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시·군청에

서는 해당 시·군에 귀농·귀촌인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경제적 영

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명서(Neighbourhood Mediation Kit)를 한글로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제3부 요약 및 결론





1. 요약

1.1.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의 2/2차년도 과

제로서, 농촌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1/2차년도 과제의 후속 심화 연구이

며,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을 초점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

악하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①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

합 실태를 영역별로 파악하고, ②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

합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③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

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④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
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FGI), 심층면접, 협동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다. 문헌조사는 사회통합 

관련 기관의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농촌 

다문화가족 514명(여성 결혼이민자 302명, 남편 106명, 시부모 106명)과 귀

농·귀촌인 543명(귀농인 273명, 귀촌인 27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와 STATA를 사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

요약 및 결론  제8장



176  요약 및 결론

표 분석, 평균 차 검증(t-test, F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FGI)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2회(횡성, 

나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2회(고창, 거창)를 실시하였다. 농

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심층면접은 22사례(베트남 8명, 중국 

3명, 필리핀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기타 국가 6명)를 조사하였다. 한국여

성정책연구원과 추진한 협동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기존 실태조사 결

과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실태의 도농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

고,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질적 분석을 하였으며,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지역의 모범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밖에 농촌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이론적 입장은 사회적 포용(배제) 이론과 사회적 자

본 이론의 결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을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핵심 구성 요소로 파악하였다. 즉, 사회포용을 

통해서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통해서 농촌의 사

회통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박대식·안석·임지은 2017). 따라서 본 연

구는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의 사회포용 수준을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포용은 경제·사회문화·정치적 포용으로 구분

하여 파악하고, 사회적 자본은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완적 이론으로는 상

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사회적응이론, 사회갈등관리론을 적용하였다.

1.2.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와 문제점

  본 연구의 면접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심층면접, 기존 조사자료

의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는 사회

통합의 영역,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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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측면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43.0%는 농촌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

며,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47.7%), ‘대농위주의 농업정책’(18.1%)을 지목하였다. 농촌 여성 결

혼이민자들에게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47.7%), 

‘중·소농 육성정책’(23.2%)을 강조하였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박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

활하는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의 긍정 응답 비율

이 22.5%나 되었다. 경제적 박탈 점수는 시부모(13.33점), 여성 결혼이민자

(12.82점), 남편(12.5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가족 간에 경제적 박탈 인식 

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현재 

주된 경제활동에 있어서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2%가 차별

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56.6%)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다문화가

족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갈등의 경우, 마을 주민들

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여성 결혼

이민자가 15.6%, 시부모가 5.1%, 남편이 13.2%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 결

혼이민자가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주요 원인은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42.6%), ‘가치관 차이’(31.9%) 등이었다.

  사회문화적 배제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가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외국

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23.2%

로 나타났다.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여성 결혼이민자(23.2%), 시부

모(19.8%), 남편(17.0%) 순으로 많았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농촌에서 생

활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

시를 당한 경험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23.2%, 남편이 20.8%, 시부모가 

17.9%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의 경우,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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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10개 항목의 문항적응 스트레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 

비율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65.5%), ‘나는 모국과 모

국사람이 그립다’(59.9%),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모국에 남겨두고 떠나와

서 미안하게 생각한다’(49.7%), ‘나는 한국어로 말을 하려면 긴장된다’(49.3%) 

순으로 높았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이

나 지원은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86.4%), 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

(82.5%), 임신·출산 및 부모교육(78.8%), 아이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78.5%), 일자리 교육 및 일자리 소개(77.8%), 사회활동 지원

(76.2%) 등의 순이었다.

  의사소통의 경우, 본 연구의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5점 척도기준 평균 점수)은 말

하기는 3.05점, 듣기는 2.99점, 읽기는 2.38점, 쓰기는 2.19점으로 나타나 

읽기와 쓰기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마을공동체의식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3.31~3.53점으로 나타나 마을공동체의식이 중상 수준이었다. 마을공동체의

식 종합 점수(50점 만점)는 남편(38.45점), 시부모(37.47점), 여성 결혼이민

자(34.48점) 순으로 높았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에 대해 10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3.29~3.63점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본 수준이 중상 수

준이었다. 사회적 자본 종합 점수(50점 만점)는 시부모(36.19점), 남편

(35.04점), 여성 결혼이민자(34.44점) 순으로 높았다.

  정치적 측면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정치 참여

의 경우,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20%대로 나

타났으며, 투표권이 없었다는 응답도 23.2%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정

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만

족’이 39.1%, ‘불만족’이 6.6%, ‘보통’이 54.3%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

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편견 없는 시각이 필요함’, ‘자녀들을 위한 학습교육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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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자격증 교육이 필요함’, ‘일자리 알선이 필요함’ 등이 강조되었다.

  종합적 측면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

는 질문에 대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응답은 ‘만족’이 48.3%, ‘보통’이 

47.4%, ‘불만족’이 4.3%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0~4

점)은 32.8%, 긍정적 응답(6~10점)은 46.4%로 나타나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

의 농촌 사회통합인식 수준 점수는 10점 만점에 5.25점으로 대략 중간 수

준이었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

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0~4점)은 33.1%, 긍정적 응답(6~10점)은 43.0%로 나타나 농

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점

수는 10점 만점에 5.22점으로 대략 중간 수준이었다. 향후 농촌 다문화가

족의 사회통합 전망에 대하여 ‘긍정’ 응답을 한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

(63.9%), 남편(50.0%), 시부모(46.2%) 순으로 많았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개인 특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

득이 높을수록, 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관련 특성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가정갈등 경험이 없을수록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

화가족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관련 특성의 경우, 주민갈등 경험이 있을수록, 경제적 박탈 점

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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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현행 다문화가족정책의 문제점은 ① 다문화가족

에 대한 기본적 관점이 ‘동화주의’적임, ② 다문화가족정책 대상의 범위가 

협소함, ③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가 부족함, ④ 한국어교육의 제한, ⑤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⑥ 농촌 다문화가족의 정치참여 

및 사회보장 기회의 제한을 들 수 있다.

1.3.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와 문제점

  본 연구의 귀농·귀촌인 대상 면접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심층면

접, 기존 조사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귀농·귀촌인의 사회

통합 실태는 사회통합의 영역, 귀농·귀촌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경제적 측면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귀농·귀촌인의 

60% 정도가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귀

농·귀촌인들은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대농위주의 

농업정책’(32.9%),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32.4%)을 가장 많이 지

목하였다.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29.0%), ‘농촌형 기본소득제도의 도입’(22.7%), ‘중·소농 육성정

책’(21.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많았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박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하는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23.4%나 되

었다. 젊을수록, 귀농·귀촌 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박탈 인식 수준이 높았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귀농·귀촌인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3.5%였다. 사회갈등의 경우, 농촌에서 마을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

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귀농·귀촌인은 12.7%로 나타났다.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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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

해’(27.5%)였고, 그다음으로 ‘이해관계 상충’(24.6%), ‘가치관 차이’(18.8%), 

‘배려의 부족’(10.1%) 순이었다. 농촌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의 교류 증대 및 화합 프로그램 지원’(38.3%)가 있었고, 다음으

로는 ‘기존 주민의 귀농·귀촌인과 관련된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

보·교육’(27.3%),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적응할 

수 있는 사전교육’(23.4%) 등의 순이었다. 사회문화적 배제의 경우, 농촌에

서 생활하면서 귀농·귀촌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

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4.2%로 나타났다.

  과거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사회서비스는 주거 지원 서비스

(26.8%)가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고, 그다음이 경제활동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25.2%), 교통서비스(10.0%), 보건의료서비스(7.7%) 순이었다. 사회

통합 또는 주민화합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귀농·귀촌

인은 50.5%로 나타났다.

  신뢰의 경우, 지역 신뢰도 관련 3개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모두 60%대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마

을공동체의식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3.62~3.86점으로 나타나 

마을공동체의식이 중상 수준이었다.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귀농·귀촌인의 마을

공동체의식은 전체 농촌주민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이 지역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 기준, 평균 2.15~2.90점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참여도가 중간 수준이었다.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자본에 대해 10개 문항

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2.87~3.76점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본 

수준 역시 중간 이상이었다.

  정치적 측면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정치 참여의 

경우, 귀농·귀촌인의 각종 선거 때 투표율은 모두 95% 이상으로 높았다.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치 현안에 대해 



182  요약 및 결론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의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4 이상

(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서명운동 참여’(14.8%), ‘온라인상에 

의견 올리기’(12.2%), ‘행정기관이나 언론 등에 의견 올리기’(11.2%) 순으

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귀농·귀촌정책 관련 정치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귀농·귀촌정책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의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4 이

상(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온라인상에 의견 올리기’(15.1%),  

‘행정기관이나 언론 등에 의견 올리기’(12.9%), ‘서명운동 참여’(12.7%) 순

이었다.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귀농·귀촌 관련 사

전정보 제공’(18명), ‘주택 및 주택자금 지원’(15명), ‘소통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11명), ‘주민통합정책’(10명) 등이 있었다.

  종합적 측면의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살펴보면, ‘생활을 전반

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

문에 대하여 귀농·귀촌인의 62.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귀농·귀촌인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0~4점)은 11.1%, 긍

정적 응답(6~10점)은 66.6%로 나타나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0~4점)은 12.3%, 

긍정적 응답(6~10점)은 60.8%로 나타나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농촌 사회통

합인식 수준 점수는 10점 만점에 6.07점이었다.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수준이 어

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부정적 

응답이 8.3%이고, 긍정적 응답이 61.7%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개인 특성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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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관련 특성의 경우, <Model 2>와 

<Model 3> 모두에서 귀농·귀촌 기간이 길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

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제

고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초기 집단에 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Model 2>에서는 고향일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타

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 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관련 특성의 경우, 농촌사회의 양극화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주민과의 갈

등 경험이 없을수록,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적응

도가 높을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현행 귀농·귀촌정책의 문제점은 ① 귀농·귀촌정책

이 인구 유치에 집중되어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발전 관련 정책

이 부족함, ② 귀농·귀촌 관련 지원에 대하여 귀농·귀촌 준비자와 지역사

회 원주민의 오해가 많음, ③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가 부족함, ④ 귀농·

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의 상호이해교육 부족을 들 수 있다.

2. 결론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본 연구의 주요 조사결과에 대하여 다문화

가족과 귀농·귀촌인을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측면의 사회통

합에 있어서는 농촌사회의 소득 양극화에 대한 인식은 귀농·귀촌인(60.0%)

이 농촌 다문화가족(여성 결혼이민자: 40.0%)보다 훨씬 높았으나 경제적 

박탈 실태는 두 집단이 모두 20% 내외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

화적 측면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는 마을주민과의 갈등 경험은 농촌 다문화

가족(여성 결혼이민자: 15.6%)이 귀농·귀촌인(12.7%)보다 약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농촌 다문화가족(여성 

결혼이민자: 23.2%)이 귀농·귀촌인(14.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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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적 측면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는 선거 참여율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20% 수준에 불과한 데 비해서 귀농·귀촌인은 95%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는 생활 만족도와 현재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은 귀농·귀촌인이 다문화가족(여성 결혼이민자)보다 높았다. 그러나 

향후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다문화가족(여성 결혼이민자: 

63.9%)이 귀농·귀촌인(61.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

촌의 사회통합 증진에 있어서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은 차별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

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과 개선방안을 나누어서 다

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으로는 ① 포용

적 농촌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의 확대, ②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본 

강화, ③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정책 

추진으로 설정하였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① 일자리 알선 및 직업교육 강화, ②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의 적극적 활용, ③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① 다문화가족과 일반 농촌주민의 사

회교류 확대, ② 한국어교육의 개선, ③ 가족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의 강

화, ④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및 진로지도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① 다문화가족의 정치참여 확대, ② 차별 예방 

및 관리 강화를 강조하였다.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으로는 ① 포용적 귀

농·귀촌정책 확대, ②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자본 강화, ③ 귀농·귀촌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정책 추진으로 설정하였다.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경제적 측면

에서는 ①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이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

화, ② 주택 구입 및 임차 지원 개선, ③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및 알선을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①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의 



요약 및 결론  185

사회교류 촉진, ② 마을공동체의식 함양과 상호 이해교육 강화, ③ 마을에

서의 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① 민

주적이고 투명한 마을운영 기반 구축, ② 갈등중재시스템의 구축 및 사회

갈등 예방 및 관리 강화, ③ 귀농·귀촌 관련 지원에 대한 바르게 알리기 운

동 전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로는 첫째, 이 연구가 다양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있다. 더구나 심층연구의 

대상이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 두 집단이 되다보니까 조사 내용이 

방대하여 질적 방법으로 조사한 내용은 가급적 요약하거나 사례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면접 설문조사의 응답자 수가 농촌 다문화가족의 경

우는 514명(여성 결혼이민자 302명, 남편 106명, 시부모 106), 귀농·귀촌인 

543명(귀농인 273명, 귀촌인 270명)이어서 조사 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농촌의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

인을 확실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표집을 통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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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지
(여성 결혼이민자)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일환으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예를 들면, 소득 양극
화 완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 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
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21조(개
인정보의 파기)에 의거하여 조사 종료 후에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
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대행하고 있으므로 
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9월

문의

사항

설문 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061-820-2345)

안석 부연구위원  (061-820-2214)

조사 문의 ㈜리서치앤리서치 김보라 대리  (02-3484-3090)

SQ1 귀하의 가족은 다문화가족입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조사 중단

SQ2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1) 경기/인천권 2) 강원권      3) 충청권
4) 호남권 5) 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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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 우리나라 전체 기준에서 볼 때, 귀하께서는 현재 귀댁이 다음 중 어느 

소득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하층     2) 중하층     3) 중간층     4) 중상층     5) 상층

A0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아주 부유한 소득계층과 아주 가난

한 소득계층으로 양극화 되어(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 이하 A02-2번으로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이하 A02-2번으로

3) 보통이다 ☞ 이하 A02-1번으로

4) 대체로 그렇다 ☞ 이하 A02-1번으로

5) 매우 그렇다 ☞ 이하 A02-1번으로

A02-1. <문항 A02 ③~⑤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1)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

2) 대농(큰 규모 농업인) 위주의 농업정책 

3)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

4) 사각지대가 많은 사회보장제도

5) 학력 및 교육 수준의 차이

6) 건강문제로 인한 경제활동의 차이

7) 귀농·귀촌인의 증가

8) 기타(무엇:                            )

A02-2. <모두 응답>,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1)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

2) 기초연금의 확대

Part A. 경제적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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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농 육성정책

4)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확충

5) 농촌형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업·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

7) 기타(무엇:                       )

A03. 귀하께서는 현재 가구소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A04. 현재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A05. 귀하는 현재 직업(주된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A06. 귀하는 현재 직업(주된 경제활동)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생활비가 부족하여 외출이나 모임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1 2 3 4 5

(2)
생활비가 부족하여 원하는 최소한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가 없다 

1 2 3 4 5

(3)
생활하는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

1 2 3 4 5

(4) 형편이 어려워 필요한 옷을 사지 못한다 1 2 3 4 5

(5)
우리 지역에서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로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낀다

1 2 3 4 5

문 항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전반적 만족 정도 1 2 3 4

(2)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 1 2 3 4

(3)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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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은 다문화가족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B02. 귀하께서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

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B03. 귀하의 자녀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자녀 없음

B04. 귀하는 마을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B04-1번으로         2) 없다  ☞ B05번으로

B04-1. (문항 B04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

이었습니까? (1개만 선택)

1) 정치 성향 차이 

2) 가치관 차이(환경에 대한 생각 등)

3) 이해관계 상충        

4) 상대방의 참견·간섭

5) 상대방의 강압적 태도        

6)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

7) 인간적인 섭섭함

8) 기회의 불평등, 불합리함

9) 배려의 부족        

10) 기타(무엇: )

Part B. 사회문화적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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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5. 농촌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갈등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1) 다문화가족과 기존 주민의 교류 증대 및 화합 프로그램 지원

2) 기존 주민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

한 홍보·교육

3)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4) 문제 발생 시 또는 갈등 초기 단계의 상담 또는 조언 

5)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관·조정기구 마련

6) 기타(무엇: )

B06. 귀하는 농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보기

1) 외로움                      2) 가족 간의 갈등

3) 자녀양육 및 교육            4) 은행, 시군구청 등 기관이용

5) 경제적 어려움               6) 언어문제

7) 생활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차이 

8) 마을 사람들과 관계          9) 농사일이 힘들다  

10) 농촌사회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11) 농촌사회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12) 어려운 점 없음             13) 기타(무엇:                    ) 

B07. 다음은 귀하의 문화적응 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의

견을 해당란에 체크(√)표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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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8. 다음은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

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
나는 남편에게 나의 모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1 2 3 4 5

(4)
나는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5) 나는 시댁의 풍습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나는 남편에게 나의 모국어를 잘 가르
쳐 준다

1 2 3 4 5

(7) 
나는 남편에게 나의 모국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1 2 3 4 5

(8) 
나는 남편에게 나의 모국 풍습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준다

1 2 3 4 5

(9) 
나는 남편에게 모국의 예절에 대해 자
주 이야기해준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 1 2 3 4 5

(2) 나는 한국음식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1 2 3 4 5

(3) 나는 한국어로 말을 하려면 긴장된다 1 2 3 4 5

(4) 나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겁난다 1 2 3 4 5

(5)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모국에 남겨두고 
떠나와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7) 
나는 한국사람들이 나의 모국문화의 가
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1 2 3 4 5

(8) 
나는 한국에서 내가 대접받아야 할 만
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모국과 모국사람들이 그립다 1 2 3 4 5

(10) 나는 한국문화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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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기관(단체)을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실제 1년에 몇 번이나 이용하셨습니까? 또한 실제 

귀하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중 도움이 큰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B10. 귀하는 다음과 같은 교육이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관(단체)
모른

다

알지

만

이용 

경험 

없다

알며, 이용 경험 있다(이용 횟수)
도움을 

많이 

받은 

순위

1년

에

1~2

회

1년

에

3~4

회

1년

에

5~6

회

1년

에

7~1

0회

월 

1회 

이

상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 1 2 3 4 5 6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2) 건강가정지원센터 0 1 2 3 4 5 6

(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
-1366)

0 1 2 3 4 5 6

(4)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0 1 2 3 4 5 6

(5) 정부지원여성센터 0 1 2 3 4 5 6

(6) 고용센터 0 1 2 3 4 5 6

(7) 사회복지관 0 1 2 3 4 5 6

(8)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 0 1 2 3 4 5 6

(9)
중앙정부(농식품부, 여성가
족부, 보건복지부 등)

0 1 2 3 4 5 6

(10)
지방정부(도청 또는 시군의 
농정, 사회복지 관련 부서 등)

0 1 2 3 4 5 6

(11) 농업기술센터 0 1 2 3 4 5 6

(12) 농협(지역문화복지센터 등) 0 1 2 3 4 5 6

(13) 여성농업인센터 0 1 2 3 4 5 6

교육이나 지원 종류

전혀 

필요하

지 않다

별로 

필요하

지 않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

다

(1)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 교육, 자녀 지도 등)

1 2 3 4

(2)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교육 1 2 3 4

(3) 통/번역 서비스 지원 1 2 3 4

(4) 임신/출산 지원, 부모교육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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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C0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교육이나 지원 종류

전혀 

필요하

지 않다

별로 

필요하

지 않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

다

(5)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 1 2 3 4

(6) 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 1 2 3 4

(7) 사회활동 지원(자조모임 등) 1 2 3 4

(8) 가족관계 상담 1 2 3 4

(9) 비자 및 국적 취득 관련 법률상담 1 2 3 4

(10)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1 2 3 4

(11) 아이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 1 2 3 4

구분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1) 말하기 1 2 3 4 5

(2) 듣기 1 2 3 4 5

(3) 읽기 1 2 3 4 5

(4) 쓰기 1 2 3 4 5

Part C. 정치적 포용

선거 종류 투표했다

투표권이 

있었지만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다

(1)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1 2 3 4

(2)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1 2 3 4

(3)
2018년 6월 시장, 군수, 도지사 
등을 뽑는 지방선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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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 귀하께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관한 다음 활동들

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C03. 귀하께서는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D01. 귀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다문화가족 관련 정치 현안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활동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1)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

1 2 3 4

(2)
블로그/온라인게시판 등 온라인
상에 의견 올리기

1 2 3 4

(3)
시・군청 등 행정기관이나, 언
론(신문사, 방송국 등)에 의견 
제시하기

1 2 3 4

(4) 서명운동 참여(온라인 서명 포함) 1 2 3 4

(5) 정당 활동 1 2 3 4

(6) 기타(무엇:               ) 1 2 3 4

Part D. 사회적 자본과 사회참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
을 때 이웃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1 2 3 4 5

(2) 나의 이웃들은 믿을 만하다 1 2 3 4 5

(3)
지역 공공기관(읍·면사무소, 시·군청, 보
건소, 경찰서 등)은 믿을 만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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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2. 귀하께서는 다음 지역 단위에 대하여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D03. 다음은 귀하의 마을공동체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에 대하

여 귀하가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상담해 줄 사람
들이 주변에 많다

1 2 3 4 5

(5)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
람들이 주변에 많다

1 2 3 4 5

(6)
우리 지역은 주민들 모임이나 조직이 
활발하다

1 2 3 4 5

(7)
우리 마을에는 자치규약이 있고, 주민
들이 이를 잘 지킨다

1 2 3 4 5

(8)
우리 지역의 이웃들은 공중질서나 법
을 잘 지킨다

1 2 3 4 5

(9) 우리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5

(10)
우리 지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싸
움이 없다

1 2 3 4 5

지역 단위
소속감이

전혀 없다

소속감이

없는 편이다

소속감이

있는 편이다

소속감이

강하다

(1) 내가 사는 마을(행정리) 1 2 3 4

(2) 내가 사는 읍·면 1 2 3 4

(3) 내가 사는 시·군 1 2 3 4

(4) 내가 사는 도 1 2 3 4

공동체의식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마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우리 마을의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3)
우리 마을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
하다

1 2 3 4 5

(4)
우리 마을에는 나를 걱정해 주는 이웃
들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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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4.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

로 참여하십니까?

D05. 귀하가 지역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

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선택)

1) 한국어를 잘 못해서          

공동체의식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좋아한다 1 2 3 4 5

(6)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1 2 3 4 5

(7) 나는 우리 마을을 좋아한다 1 2 3 4 5

(8)
나는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
다

1 2 3 4 5

(10)
나는 우리 마을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
낀다

1 2 3 4 5

지역 모임 · 단체활동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으

로 

참여한다

우리 

지역에는 

해당 

단체·활동

이 없다

(1)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여가 문화 활동

1 2 3 4 9

(2)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 1 2 3 4 9
(3) 동창 모임이나 향우회 1 2 3 4 9
(4) 종교 활동 단체 1 2 3 4 9
(5) 자원봉사 활동 단체 1 2 3 4 9

(6)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
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 2 3 4 9

(7)
마을 회의나 행사(대동계, 반
상회 등)

1 2 3 4 9

(8)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영농조합, 작목반 등)

1 2 3 4 9

(9) 농민단체(농민회, 한농연 등) 1 2 3 4 9

(10) 귀농·귀촌인 모임 1 2 3 4 9

(11) 마을 공동개발활동(마을사업) 1 2 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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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로

3) 주위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4)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5) 일을 해야 하므로                         

6) 모임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7)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나 단체가 없어서      

8) 모임에 비슷한 나이 또래가 없어서

9) 교통이 불편해서                           

10) 어려움 없음

11) 기타(무엇:                            )

D06.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E01.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문항

있다
4)

없다

5)

해당

없음
1) 

모국인

2) 

한국인

3)

기타 

외국인

(1)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
논하는 사람

1 2 3 4

(2)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1 2 3 4 5

(3)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1 2 3 4 5

(4)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 1 2 3 4

(5)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1 2 3 4

Part E. 사회통합 인식 및 정부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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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 귀하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마을)에 통합 또는 받아들여졌다고 느끼십

니까?

1) 전혀 부정        2) 대체로 부정      3) 보통

4) 대체로 긍정      5) 매우 긍정

E03.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점  

E04.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 잘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점 

E05.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 매우 나빠질 것이다 2) 약간 나빠질 것이다

3) 거의 그대로일 것이다          4) 약간 좋아질 것이다

5) 매우 좋아질 것이다

전혀 

이뤄

지지 

못하

고 

있다

보통

이다

매우 잘 

이뤄지

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이뤄
지지 
못하
고 

있다

보통
이다

매우 잘 
이뤄지
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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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 귀하께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하여 하고 싶

은 말씀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F. 가정생활

F01. 
귀하의 결혼 전 국적은 
어디입니까?

1) 중국(한족)    2) 중국(조선족)  3) 일본

4) 베트남       5) 필리핀       6) 캄보디아

7) 카자흐스탄   8) 러시아        9) 파키스탄

10) 몽골        11) 태국       12) 인도네시아

13) 네팔        14) 우즈베키스탄

15) 기타(국가명:                    )

F02. 
이 결혼은 초혼입니까? 
재혼입니까?

1) 초혼            2) 재혼

F03. 귀하의 종교는?

1) 무교(없음)  2) 기독교(개신교) 3) 가톨릭

4) 불교       5) 힌두교         6) 이슬람교

7)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8) 기타(무엇:                  )

F04. 
귀하가 한국에서 거주
한 기간은? 

총 (            )년

F05. 
귀하는 현재 한국 국적
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F06. 
귀하는 결혼 전에 농사
일을 해 본적이 있습니 
까?

1) 전혀 해 본 적이 없다

2) 해 본 경험이 약간 있다

3) 상당히 많이 해 보았다

F07. 
귀하가 현재의 남편과 
결혼한지는 얼마나 되
었습니까?

(            )년

※ 결혼식,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남편과 실제로 
같이 살기 시작한 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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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8. 
귀하는 한국에 오기 전
에 어떤 일에 종사 하셨
습니까?

1) 농림수산업         2) 자영업/사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공무원

5) 사무/기술/전문직 6) 교사

7) 학생         8) 무직

9) 기타(무엇:                  )

F09. 
귀하는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1) 농림수산업         2) 자영업/사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공무원

5) 사무/기술/전문직 6) 교사

7) 학생         8) 무직

9) 기타(무엇:                  )

F10. 
귀하의 남편은 현재 어
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
니까?

1) 농림수산업         2) 자영업/사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공무원

5) 사무/기술/전문직 6) 교사

7) 학생         8) 무직

9) 기타(무엇:                  )

F11. 
귀하는 현재 결혼생활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F12. 
귀하는 현재 남편과 같
이 살고 있습니까?

1) 예 ☞ F13번으로

2) 아니오 ☞ F12-1번으로

F12-1. 
귀하는 결혼 후 얼마 만
에 이혼 또는 별거를 
 하셨습니까?

______________년 ____________개월

F12-2.
이혼 또는 별거를 한 가
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
까? (1개만 선택)

1) 외도 등의 애정문제     

2) 성격 차이       

3)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4) 경제적 문제            

5) 자녀문제         

6) 학대와 폭력

7) 음주 및 도박           

8) 배우자의 가출    

9)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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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3. 귀하는 남편과 하루 평균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1)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2) 30분 미만  3) 30분 ~ 1시간 미만

4) 1~2시간                5) 2시간 이상

F14. 귀하와 남편은 부모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14. 귀하께서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보기

1) 언어(의사) 소통 곤란 2) 문화적 차이(가치관 등)

3) 남편의 비협조적 태도 4) 시부모님의 간섭

5) 생활비의 부족(경제적 어려움) 6) 외로움

7) 자녀 양육 및 교육 8) 편견과 차별

9) 힘든 점 없음 10) 기타 (무엇:            )

F15.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나는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

1 2 3 4 5 6

(2)
남편은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

1 2 3 4 5 6

경험 내용 있다 없다

(1) 남편의 외도 등 애정문제 1 0

(2)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 1 0

(3) 남편 가족과의 갈등 1 0

(4)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1 0

(5) 자녀문제로 인한 갈등 1 0

(6) 학대와 가정폭력 1 0

(7) 남편의 음주 및 도박으로 인한 갈등 1 0

(8) 남편의 가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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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G0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G02.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G03. 귀댁에서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을 모두 체크(표시)해 주

십시오. (현재 거주자만)

1) 본인           2) 남편           3) 자녀

4) 조부모         5) 손자녀         6) 형제·자매·친척

7) 기타(누구: )

 

G04. 귀댁에서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

입니까? 총   명 

 

G05.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 포함)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  졸업

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G06. 귀댁 가구원 전체의 2017년도 총 가구소득은 대략 얼마 정도였습니까?

1) 500만 원 미만  2) 500만 원∼1,000만원 미만

3) 1,000만 원∼1,500만원 미만    4) 1,500만 원∼2,000만 원 미만

5) 2,000만 원∼3,000만 원 미만   6) 3,000만 원∼4,000만 원 미만

7) 4,000만 원∼5,000만 원 미만   8) 5,000만 원∼6,000만 원 미만

9) 6,000만 원∼7,000만 원 미만 10) 7,000만 원∼8,000만 원 미만

11) 8,000만 원∼1억 원 미만  12) 1억 원 이상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Part G.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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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지
(남편)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일환으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예를 들면, 소득 양극
화 완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 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
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21조(개
인정보의 파기)에 의거하여 조사 종료 후에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
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대행하고 있으므로 
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9월

문의

사항

설문 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061-820-2345)

안석 부연구위원  (061-820-2214)

조사 문의 ㈜리서치앤리서치 김보라 대리  (02-3484-3090)

SQ1 귀하의 가족은 다문화가족입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조사 중단

SQ2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1) 경기/인천권 2) 강원권 3) 충청권
4) 호남권 5) 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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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 우리나라 전체 기준에서 볼 때, 귀하께서는 현재 귀댁이 다음 중 어느 

소득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하층     2) 중하층     3) 중간층     4) 중상층     5) 상층

A0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아주 부유한 소득계층과 아주 가난

한 소득계층으로 양극화 되어(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 이하 A02-2번으로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이하 A02-2번으로

3) 보통이다 ☞ 이하 A02-1번으로

4) 대체로 그렇다 ☞ 이하 A02-1번으로

5) 매우 그렇다 ☞ 이하 A02-1번으로

A02-1. <문항 A02 ③~⑤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1)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

2) 대농(큰 규모 농업인) 위주의 농업정책 

3)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

4) 사각지대가 많은 사회보장제도

5) 학력 및 교육 수준의 차이

6) 건강문제로 인한 경제활동의 차이

7) 귀농·귀촌인의 증가

8) 기타(무엇:                            )

A02-2. <모두 응답>,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1)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

2) 기초연금의 확대

3) 중・소농 육성정책

Part A. 경제적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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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확충

5) 농촌형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업·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

7) 기타(무엇:                       )

A03. 귀하께서는 현재 가구소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A04. 현재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A05. 귀하는 현재 직업(주된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A06. 귀하는 현재 직업(주된 경제활동)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생활비가 부족하여 외출이나 모임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1 2 3 4 5

(2)
생활비가 부족하여 원하는 최소한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가 없다 

1 2 3 4 5

(3)
생활하는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

1 2 3 4 5

(4)
형편이 어려워 필요한 옷을 사지 못한
다 

1 2 3 4 5

(5)
우리 지역에서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로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낀다

1 2 3 4 5

문 항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전반적 만족 정도 1 2 3 4

(2)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 1 2 3 4

(3)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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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은 다문화가족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B02. 귀하께서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B03. 귀하의 자녀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자녀 없음

B04. 귀하는 마을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B04-1번으로         2) 없다  ☞ B05번으로

B04-1. (문항 B04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

이었습니까? (1개만 선택)

1) 정치 성향 차이 

2) 가치관 차이(환경에 대한 생각 등)

3) 이해관계 상충        

4) 상대방의 참견·간섭

5) 상대방의 강압적 태도        

6)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

7) 인간적인 섭섭함

8) 기회의 불평등, 불합리함

9) 배려의 부족        

10) 기타(무엇: )

Part B. 사회문화적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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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5. 농촌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갈등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1) 다문화가족과 기존 주민의 교류 증대 및 화합 프로그램 지원

2) 기존 주민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

한 홍보·교육

3)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4) 문제 발생 시 또는 갈등 초기 단계의 상담 또는 조언 

5)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관·조정기구 마련

6) 기타(무엇: )

B06. 다음은 귀하의 문화적응 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의

견을 해당란에 체크(√)표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내의 모국음식을 맛있게 먹으
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
나는 아내의 모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아내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
한다

1 2 3 4 5

(4)
나는 아내와 아내의 모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1 2 3 4 5

(5)
나는 아내 모국의 생활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아내의 고향에 대해 잘 알고 있
다

1 2 3 4 5

(7) 
나는 아내에게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

1 2 3 4 5

(8) 
나는 아내에게 한국음식 만드는 법을 
잘 알려준다

1 2 3 4 5

(9) 
나는 아내에게 한국의 풍습과 예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준다

1 2 3 4 5

(10)
나는 아내에게 TV를 같이 보며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잘 설명해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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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7. 귀하는 다음과 같은 기관(단체)을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

까?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실제 1년에 몇 번이나 이용하셨습니까? 또

한 실제 귀하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중 도움이 

큰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B08. 귀하는 다음과 같은 교육이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관(단체)
모른

다

알지

만

이용 

경험 

없다

알며, 이용 경험 있다(이용 횟수)
도움을 

많이 

받은 

순위

1년

에

1~2

회

1년

에

3~4

회

1년

에

5~6

회

1년

에

7~1

0회

월 

1회 

이

상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 1 2 3 4 5 6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2) 건강가정지원센터 0 1 2 3 4 5 6

(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
-1366)

0 1 2 3 4 5 6

(4)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0 1 2 3 4 5 6

(5) 정부지원여성센터 0 1 2 3 4 5 6

(6) 고용센터 0 1 2 3 4 5 6

(7) 사회복지관 0 1 2 3 4 5 6

(8)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 0 1 2 3 4 5 6

(9)
중앙정부(농식품부, 여성가
족부, 보건복지부 등)

0 1 2 3 4 5 6

(10)
지방정부(도청 또는 시군의 
농정, 사회복지 관련 부서 등)

0 1 2 3 4 5 6

(11) 농업기술센터 0 1 2 3 4 5 6

(12) 농협(지역문화복지센터 등) 0 1 2 3 4 5 6

(13) 여성농업인센터 0 1 2 3 4 5 6

교육이나 지원 종류

전혀 

필요하

지 않다

별로 

필요하

지 않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

다

(1)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 교육, 자녀 지도 등)

1 2 3 4

(2)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교육 1 2 3 4

(3) 통/번역 서비스 지원 1 2 3 4

(4) 임신/출산 지원, 부모교육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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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C02. 귀하께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관한 다음 활동들

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이나 지원 종류

전혀 

필요하

지 않다

별로 

필요하

지 않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

다

(5)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 1 2 3 4

(6) 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 1 2 3 4

(7) 사회활동 지원(자조모임 등) 1 2 3 4

(8) 가족관계 상담 1 2 3 4

(9) 비자 및 국적 취득 관련 법률상담 1 2 3 4

(10)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1 2 3 4

(11) 아이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 1 2 3 4

Part C. 정치적 포용

선거 종류 투표했다

투표권이 
있었지만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다

(1)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1 2 3 4

(2)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1 2 3 4

(3)
2018년 6월 시장, 군수, 도지사 
등을 뽑는 지방선거

1 2 3 4

다문화가족 관련 정치 현안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활동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1)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

1 2 3 4

(2)
블로그/온라인게시판 등 온라인
상에 의견 올리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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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 귀하께서는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D01. 귀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다문화가족 관련 정치 현안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활동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3)
시・군청 등 행정기관이나, 언론
(신문사, 방송국 등)에 의견 제시
하기

1 2 3 4

(4) 서명운동 참여(온라인 서명 포함) 1 2 3 4

(5) 정당 활동 1 2 3 4

(6) 기타(무엇:               ) 1 2 3 4

Part D. 사회적 자본과 사회참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
했을 때 이웃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
진다.

1 2 3 4 5

(2) 나의 이웃들은 믿을 만하다 1 2 3 4 5

(3)
지역 공공기관(읍·면사무소, 시·군청, 보
건소, 경찰서 등)은 믿을 만하다

1 2 3 4 5

(4)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상담해 줄 사람
들이 주변에 많다

1 2 3 4 5

(5)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
람들이 주변에 많다

1 2 3 4 5

(6)
우리 지역은 주민들 모임이나 조직이 
활발하다

1 2 3 4 5

(7)
우리 마을에는 자치규약이 있고, 주민
들이 이를 잘 지킨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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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2. 귀하께서는 다음 지역 단위에 대하여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D03. 다음은 귀하의 마을공동체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에 대하

여 귀하가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우리 지역의 이웃들은 공중질서나 법
을 잘 지킨다

1 2 3 4 5

(9) 우리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5

(10)
우리 지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싸
움이 없다

1 2 3 4 5

지역 단위
소속감이

전혀 없다

소속감이

없는 편이다

소속감이

있는 편이다

소속감이

강하다

(1) 내가 사는 마을(행정리) 1 2 3 4

(2) 내가 사는 읍·면 1 2 3 4

(3) 내가 사는 시·군 1 2 3 4

(4) 내가 사는 도 1 2 3 4

마을공동체의식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마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우리 마을의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3)
 우리 마을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
하다

1 2 3 4 5

(4)
 우리 마을에는 나를 걱정해 주는 이웃
들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좋아한다 1 2 3 4 5

(6)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1 2 3 4 5

(7)  나는 우리 마을을 좋아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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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4.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

로 참여하십니까?

마을공동체의식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 1 2 3 4 5

(10)
 나는 우리 마을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
낀다

1 2 3 4 5

지역 모임 · 단체 활동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으

로 

참여한다

우리 

지역에는 

해당 

단체·활동

이 없다

(1)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여가 문화 활동

1 2 3 4 9

(2)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 1 2 3 4 9

(3) 동창 모임이나 향우회 1 2 3 4 9

(4) 종교 활동 단체 1 2 3 4 9

(5) 자원봉사 활동 단체 1 2 3 4 9

(6)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
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 2 3 4 9

(7)
마을 회의나 행사(대동계, 반
상회 등)

1 2 3 4 9

(8)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영농조합, 작목반 등)

1 2 3 4 9

(9) 농민단체(농민회, 한농연 등) 1 2 3 4 9

(10) 귀농·귀촌인 모임 1 2 3 4 9

(11) 마을 공동개발활동(마을사업) 1 2 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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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1.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E02. 귀하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마을)에 통합 또는 받아들여졌다고 느끼십

니까?

1) 전혀 부정        2) 대체로 부정      3) 보통

4) 대체로 긍정      5) 매우 긍정

E03.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점

E04.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 잘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점 

Part E. 사회통합 인식 및 정부 건의사항

전혀 

이뤄

지지 

못하

고 

있다

보통

이다

매우 잘 

이뤄지

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이뤄

지지 

못하

고 

있다

보통

이다

매우 잘 

이뤄지

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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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 매우 나빠질 것이다 2) 약간 나빠질 것이다

3) 거의 그대로일 것이다          4) 약간 좋아질 것이다

5) 매우 좋아질 것이다

E06. 귀하께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하여 하고 싶

은 말씀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F. 가정생활

F01. 
아내의 결혼 전 국적은

어디입니까?

1) 중국(한족)    2) 중국(조선족)  3) 일본

4) 베트남       5) 필리핀       6) 캄보디아

7) 카자흐스탄   8) 러시아        9) 파키스탄

10) 몽골        11) 태국       12) 인도네시아

13) 네팔        14) 우즈베키스탄

15) 기타(국가명:                    )

F02. 
이 결혼은 초혼입니까?

재혼입니까?
1) 초혼            2) 재혼

F03. 귀하의 종교는?

1) 무교(없음)  2) 기독교(개신교) 3) 가톨릭

4) 불교       5) 힌두교         6) 이슬람교

7)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8)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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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4. 
아내가 한국에서 거주

한 기간은? 
총 (            )년

F05. 
아내는 현재 한국 국적

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F06. 

아내는 결혼 전에 농사 

일을 해 본적이 있습니

까?

1) 전혀 해 본 적이 없다

2) 해 본 경험이 약간 있다

3) 상당히 많이 해 보았다

F07. 

귀하가 현재의 아내와

결혼한지는 얼마나 되

었습니까?

(            )년

※ 결혼식,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남편과 실제로 
같이 살기 시작한 때 기준

F08. 

아내는 한국에 오기 전

에 어떤 일에 종사 하셨

습니까?

1) 농림수산업         2) 자영업/사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공무원

5) 사무/기술/전문직 6) 교사

7) 학생         8) 무직

9) 기타(무엇:                  )

F09. 
귀하는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1) 농림수산업         2) 자영업/사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공무원

5) 사무/기술/전문직 6) 교사

7) 학생         8) 무직

9) 기타(무엇:                  )

F10. 

귀하의 아내는 현재 어

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

니까?

1) 농림수산업         2) 자영업/사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공무원

5) 사무/기술/전문직 6) 교사

7) 학생         8) 무직

9)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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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3. 귀하는 아내와 하루 평균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1)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2) 30분 미만   3) 30분 ~ 1시간 미만

4) 1~2시간               5) 2시간 이상

F14. 귀하와 아내는 부모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11. 

귀하는 현재 결혼생활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F12. 
귀하는 현재 아내와 같

이 살고 있습니까?

1) 예 ☞ F13번으로

2) 아니오 ☞ F12-1번으로

F12-1. 

귀하는 결혼 후 얼마 만

에 이혼 또는 별거를

하셨습니까?

______________년 ____________개월

F12-2.

이혼 또는 별거를 한 가

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

까? (1개만 선택)

1) 외도 등의 애정문제     

2) 성격 차이       

3)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4) 경제적 문제            

5) 자녀문제         

6) 학대와 폭력

7) 음주 및 도박           

8) 배우자의 가출    

9) 기타(무엇: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나는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

1 2 3 4 5 6

(2)
아내는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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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귀하께서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어

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G0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G02.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G03. 귀댁에서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을 모두 체크(표시)해 주

십시오. (현재 거주자만)

1) 본인           2) 남편           3) 자녀

4) 조부모         5) 손자녀         6) 형제·자매·친척

7) 기타(누구: )

교육이나 지원 종류
매우 

어렵다

대체로 

어렵다

별로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1) 언어(의사) 소통 곤란 1 2 3 4

(2) 문화적 차이(가치관, 생활습관 등) 1 2 3 4

(3) 아내의 비협조적 태도 1 2 3 4

(4) 생활비 부족(경제적 어려움) 1 2 3 4

(5) 자녀 양육 및 교육 어려움 1 2 3 4

(6)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 1 2 3 4

Part G.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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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4. 귀댁에서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

입니까? 총   명

G05.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 포함)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  졸업

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G06. 귀댁 가구원 전체의 2017년도 총 가구소득은 대략 얼마 정도였습니

까?

1) 500만 원 미만  2) 500만 원∼1,000만원 미만

3) 1,000만 원∼1,500만원 미만  4) 1,500만 원∼2,000만 원 미만

5) 2,000만 원∼3,000만 원 미만  6) 3,000만 원∼4,000만 원 미만

7) 4,000만 원∼5,000만 원 미만  8) 5,000만 원∼6,000만 원 미만

9) 6,000만 원∼7,000만 원 미만 10) 7,000만 원∼8,000만 원 미만

11) 8,000만 원∼1억 원 미만  12) 1억 원 이상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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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지
(시부모)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일환으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예를 들면, 소득 양극
화 완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 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
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21조(개
인정보의 파기)에 의거하여 조사 종료 후에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
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대행하고 있으므로 
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9월

문의

사항

설문 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061-820-2345)

안석 부연구위원  (061-820-2214)

조사 문의 ㈜리서치앤리서치 김보라 대리  (02-3484-3090)

SQ1 귀하의 가족은 다문화가족입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조사 중단

SQ2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1) 경기/인천권 2) 강원권 3) 충청권
4) 호남권 5) 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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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 우리나라 전체 기준에서 볼 때, 귀하께서는 현재 귀댁이 다음 중 어느 

소득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하층     2) 중하층     3) 중간층     4) 중상층     5) 상층

A0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아주 부유한 소득계층과 아주 가난

한 소득계층으로 양극화 되어(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 이하 A02-2번으로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이하 A02-2번으로

3) 보통이다 ☞ 이하 A02-1번으로

4) 대체로 그렇다 ☞ 이하 A02-1번으로

5) 매우 그렇다 ☞ 이하 A02-1번으로

A02-1. <문항 A02 ③~⑤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1)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

2) 대농(큰 규모 농업인) 위주의 농업정책 

3)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

4) 사각지대가 많은 사회보장제도

5) 학력 및 교육 수준의 차이

6) 건강문제로 인한 경제활동의 차이

7) 귀농·귀촌인의 증가

8) 기타(무엇:                            )

A02-2. <모두 응답>,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1)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

2) 기초연금의 확대

Part A. 경제적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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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농 육성정책

4)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확충

5) 농촌형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업·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

7) 기타(무엇:                       )

A03. 귀하께서는 현재 가구소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A04. 현재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B01.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은 다문화가족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생활비가 부족하여 외출이나 모임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1 2 3 4 5

(2)
생활비가 부족하여 원하는 최소한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가 없다 

1 2 3 4 5

(3)
생활하는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

1 2 3 4 5

(4) 형편이 어려워 필요한 옷을 사지 못한다 1 2 3 4 5

(5)
우리 지역에서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로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낀다

1 2 3 4 5

Part B. 사회문화적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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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 귀하께서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

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B03. 귀하의 손자녀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자녀 없음

B04. 귀하는 마을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B04-1번으로         2) 없다  ☞ B05번으로

B04-1. (문항 B04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

이었습니까? (1개만 선택)

1) 정치 성향 차이 

2) 가치관 차이(환경에 대한 생각 등)

3) 이해관계 상충        

4) 상대방의 참견·간섭

5) 상대방의 강압적 태도        

6)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

7) 인간적인 섭섭함

8) 기회의 불평등, 불합리함

9) 배려의 부족        

10) 기타(무엇: )

B05. 농촌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갈등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1) 다문화가족과 기존 주민의 교류 증대 및 화합 프로그램 지원

2) 기존 주민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

한 홍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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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4) 문제 발생 시 또는 갈등 초기 단계의 상담 또는 조언 

5)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관·조정기구 마련

6) 기타(무엇: )

B06. 다음은 귀하의 문화적응 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의

견을 해당란에 체크(√)표를 해주십시오.

B07. 귀하는 다음과 같은 기관(단체)을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

까?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실제 1년에 몇 번이나 이용하셨습니까? 또

한 실제 귀하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중 도움이 큰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며느리의 모국음식을 맛있게 먹
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
나는 며느리의 모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며느리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
력한다

1 2 3 4 5

(4)
나는 며느리와 며느리의 모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1 2 3 4 5

(5)
나는 며느리 모국의 생활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며느리의 고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며느리에게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

1 2 3 4 5

(8) 
나는 며느리에게 한국음식 만드는 법
을 잘 알려준다

1 2 3 4 5

(9) 
나는 며느리에게 한국의 풍습과 예절
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준다

1 2 3 4 5

(10)
나는 며느리에게 TV를 같이 보며 한국
에 대해 여러 가지를 잘 설명해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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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귀하는 다음과 같은 교육이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관(단체)
모른

다

알지

만

이용 

경험 

없다

알며, 이용 경험 있다(이용 횟수) 도움을 

많이 

받은 

순위

1년
에
1~2
회

1년
에
3~4
회

1년
에
5~6
회

1년
에
7~1
0회

월 
1회 
이
상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 1 2 3 4 5 6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2) 건강가정지원센터 0 1 2 3 4 5 6

(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
-1366)

0 1 2 3 4 5 6

(4)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0 1 2 3 4 5 6

(5) 정부지원여성센터 0 1 2 3 4 5 6

(6) 고용센터 0 1 2 3 4 5 6

(7) 사회복지관 0 1 2 3 4 5 6

(8)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 0 1 2 3 4 5 6

(9)
중앙정부(농식품부, 여성가
족부, 보건복지부 등)

0 1 2 3 4 5 6

(10)
지방정부(도청 또는 시군의 
농정, 사회복지 관련 부서 등)

0 1 2 3 4 5 6

(11) 농업기술센터 0 1 2 3 4 5 6

(12) 농협(지역문화복지센터 등) 0 1 2 3 4 5 6

(13) 여성농업인센터 0 1 2 3 4 5 6

교육이나 지원 종류
전혀 

필요하
지 않다

별로 
필요하
지 않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

다

(1)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 교육, 자녀 지도 등)

1 2 3 4

(2)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교육 1 2 3 4

(3) 통/번역 서비스 지원 1 2 3 4

(4) 임신/출산 지원, 부모교육 1 2 3 4

(5)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 1 2 3 4

(6) 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 1 2 3 4

(7) 사회활동 지원(자조모임 등) 1 2 3 4

(8) 가족관계 상담 1 2 3 4

(9) 비자 및 국적 취득 관련 법률상담 1 2 3 4

(10)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1 2 3 4

(11) 아이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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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C02. 귀하께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관한 다음 활동들

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C03. 귀하께서는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Part C. 정치적 포용

선거 종류 투표했다

투표권이 

있었지만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다

(1)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1 2 3 4

(2)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1 2 3 4

(3)
2018년 6월 시장, 군수, 도지사 
등을 뽑는 지방선거

1 2 3 4

다문화가족 관련 정치 현안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활동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1)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

1 2 3 4

(2)
블로그/온라인게시판 등 온라인
상에 의견 올리기

1 2 3 4

(3)
시・군청 등 행정기관이나, 언
론(신문사, 방송국 등)에 의견 
제시하기

1 2 3 4

(4) 서명운동 참여(온라인 서명 포함) 1 2 3 4

(5) 정당 활동 1 2 3 4

(6) 기타(무엇: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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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 귀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D02. 귀하께서는 다음 지역 단위에 대하여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Part D. 사회적 자본과 사회참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
을 때 이웃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1 2 3 4 5

(2) 나의 이웃들은 믿을 만하다 1 2 3 4 5

(3)
지역 공공기관(읍·면사무소, 시·군청, 보
건소, 경찰서 등)은 믿을 만하다

1 2 3 4 5

(4)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상담해 줄 사람
들이 주변에 많다

1 2 3 4 5

(5)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
람들이 주변에 많다

1 2 3 4 5

(6)
우리 지역은 주민들 모임이나 조직이 
활발하다

1 2 3 4 5

(7)
우리 마을에는 자치규약이 있고, 주민
들이 이를 잘 지킨다

1 2 3 4 5

(8)
우리 지역의 이웃들은 공중질서나 법
을 잘 지킨다

1 2 3 4 5

(9) 우리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5

(10)
우리 지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싸
움이 없다

1 2 3 4 5

지역 단위
소속감이

전혀 없다

소속감이

없는 편이다

소속감이

있는 편이다

소속감이

강하다

(1) 내가 사는 마을(행정리) 1 2 3 4

(2) 내가 사는 읍·면 1 2 3 4

(3) 내가 사는 시·군 1 2 3 4

(4) 내가 사는 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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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3. 다음은 귀하의 마을공동체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에 대하

여 귀하가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D04.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

로 참여하십니까?

마을공동체의식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마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우리 마을의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3)
우리 마을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
하다

1 2 3 4 5

(4)
우리 마을에는 나를 걱정해 주는 이웃
들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좋아한다 1 2 3 4 5

(6)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1 2 3 4 5

(7) 나는 우리 마을을 좋아한다 1 2 3 4 5

(8)
나는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 1 2 3 4 5

(10)
나는 우리 마을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
낀다

1 2 3 4 5

지역 모임 · 단체 활동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으
로 

참여한다

우리 
지역에는 

해당 
단체·활동
이 없다

(1)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여가 문화 활동

1 2 3 4 9

(2)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 1 2 3 4 9
(3) 동창 모임이나 향우회 1 2 3 4 9

(4) 종교 활동 단체 1 2 3 4 9

(5) 자원봉사 활동 단체 1 2 3 4 9

(6)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
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 2 3 4 9

(7)
마을 회의나 행사(대동계, 반
상회 등)

1 2 3 4 9

(8)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영농조합, 작목반 등)

1 2 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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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1.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E02. 귀하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마을)에 통합 또는 받아들여졌다고 느끼십

니까?

1) 전혀 부정        2) 대체로 부정      3) 보통

4) 대체로 긍정      5) 매우 긍정

E03.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점  

지역 모임 · 단체 활동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으
로 

참여한다

우리 
지역에는 

해당 
단체·활동
이 없다

(9) 농민단체(농민회, 한농연 등) 1 2 3 4 9

(10) 귀농·귀촌인 모임 1 2 3 4 9

(11) 마을 공동개발활동(마을사업) 1 2 3 4 9

Part E. 사회통합 인식 및 정부 건의사항

전혀 

이뤄

지지 

못하

고 

있다

보통

이다

매우 잘 

이뤄지

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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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 잘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점 

E05.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 매우 나빠질 것이다 2) 약간 나빠질 것이다

3) 거의 그대로일 것이다       4) 약간 좋아질 것이다

5) 매우 좋아질 것이다

E06. 귀하께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하여 하고 싶

은 말씀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뤄
지지 
못하
고 

있다

보통
이다

매우 잘 
이뤄지
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Part F. 가정생활

F01. 
며느리의 결혼 전 국적
은 어디입니까?

1) 중국(한족)    2) 중국(조선족)  3) 일본

4) 베트남       5) 필리핀       6) 캄보디아

7) 카자흐스탄   8) 러시아        9) 파키스탄

10) 몽골        11) 태국       12) 인도네시아

13) 네팔        14) 우즈베키스탄

15) 기타(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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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 
아들의 결혼은 초혼입
니까? 재혼입니까?

1) 초혼            2) 재혼

F03. 귀하의 종교는?

1) 무교(없음)  2) 기독교(개신교) 3) 가톨릭

4) 불교       5) 힌두교         6) 이슬람교

7)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8) 기타(무엇:                  )

F04. 
며느리가 한국에서 거
주한 기간은? 

총 (            )년

F05. 
며느리는 현재 한국 국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F06. 
며느리는 결혼 전에 농
사일을 해 본적이 있습
니까?

1) 전혀 해 본 적이 없다

2) 해 본 경험이 약간 있다

3) 상당히 많이 해 보았다

F07. 
아들이 현재의 며느리
와 결혼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 결혼식,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남편과 실제로 
같이 살기 시작한 때 기준

F08. 
며느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떤 일에 종사하
셨습니까?

1) 농림수산업        2) 자영업/사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공무원

5) 사무/기술/전문직 6) 교사

7) 학생         8) 무직

9) 기타(무엇:                  )

F09. 
귀하는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1) 농림수산업         2) 자영업/사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공무원

5) 사무/기술/전문직 6) 교사

7) 학생         8) 무직

9) 기타(무엇:                  )

F10. 
귀하의 며느리는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1) 농림수산업         2) 자영업/사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공무원

5) 사무/기술/전문직 6) 교사

7) 학생         8) 무직

9) 기타(무엇:                  )

F11. 
귀하는 현재의 가정생
활  에 대해 얼마나 만
족하  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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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 귀하는 며느리와 하루 평균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1)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2) 30분 미만  3) 30분 ~ 1시간 미만

4) 1~2시간               5) 2시간 이상

F15. 귀하께서는 현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어

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G0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G02.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G03. 귀댁에서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을 모두 체크(표시)해 주
십시오. (현재 거주자만)
1) 본인           2) 남편           3) 자녀
4) 조부모         5) 손자녀         6) 형제·자매·친척
7) 기타(누구: )

문항
매우 

어렵다

대체로 

어렵다

별로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1) 언어(의사) 소통 곤란 1 2 3 4

(2) 문화적 차이(가치관, 생활습관 등) 1 2 3 4

(3) 아들의 비협조적 태도 1 2 3 4

(4) 며느리의 비협조적 태도 1 2 3 4

(5) 생활비 부족(경제적 어려움) 1 2 3 4

(6) 손자녀 양육 및 교육 어려움 1 2 3 4

Part G.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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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4. 귀댁에서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

입니까? 총   명 

G05.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 포함)
1) 초등(소‧국민)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  졸업
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G06. 귀댁 가구원 전체의 2017년도 총 가구소득은 대략 얼마 정도였습니
까?
1) 500만 원 미만  2) 500만 원∼1,000만원 미만
3) 1,000만 원∼1,500만원 미만    4) 1,500만 원∼2,000만 원 미만
5) 2,000만 원∼3,000만 원 미만   6) 3,000만 원∼4,000만 원 미만
7) 4,000만 원∼5,000만 원 미만   8) 5,000만 원∼6,000만 원 미만
9) 6,000만 원∼7,000만 원 미만 10) 7,000만 원∼8,000만 원 미만
11) 8,000만 원∼1억 원 미만    12) 1억 원 이상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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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
로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서는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며, 이 연구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예를 들면, 사회갈등 완
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
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 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
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21조(개인정보의 파
기)에 의거하여 조사 종료 후에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대행하고 있으므로 
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8~9월

문의

사항

설문 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061-820-2345)

안석 부연구위원  (061-820-2214)

조사 문의 ㈜리서치앤리서치 조선미 부장         (02-3484-3053)

SQ1
귀하께서는 
귀농하셨습니까, 
귀촌하셨습니까? 

1) 귀농 2) 귀촌
3) 귀농·귀촌 모두 아니다 ☞ 조사 중단

* 귀농: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귀촌: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 농촌 지역 : 읍, 면 지역

SQ2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1) 경기/인천권 2) 강원권 3) 충청권
4) 호남권 5) 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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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 우리나라 전체 기준에서 볼 때, 귀하께서는 현재 귀댁이 다음 중 어느 

소득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하층     2) 중하층     3) 중간층     4) 중상층     5) 상층

A0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아주 부유한 소득계층과 아주 가난

한 소득계층으로 양극화 되어(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 이하 Q02-2번으로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이하 Q02-2번으로

3) 보통이다 ☞ 이하 Q02-1번으로

4) 대체로 그렇다 ☞ 이하 Q02-1번으로

5) 매우 그렇다 ☞ 이하 Q02-1번으로

  A02-1. <문항 A02 ③~⑤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1)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

2) 대농(큰 규모 농업인) 위주의 농업정책 

3)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

4) 사각지대가 많은 사회보장제도

5) 학력 및 교육 수준의 차이

6) 건강문제로 인한 경제활동의 차이

7) 귀농·귀촌인의 증가

8) 기타(무엇:                            )

  A02-2. (모두 응답)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사회 소득양극화를 완화하

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1)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

2) 기초연금의 확대

Part A. 경제적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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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농 육성정책

4)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확충

5) 농촌형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업·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

7) 기타(무엇:                       )

A03. 귀하께서는 현재 가구소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A04. 현재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B01.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은 귀농・귀촌인에게도 살기 좋

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생활비가 부족하여 외출이나 모임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1 2 3 4 5

(2)
생활비가 부족하여 원하는 최소한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가 없다 

1 2 3 4 5

(3)
생활하는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

1 2 3 4 5

(4)
형편이 어려워 필요한 옷을 사지 못한
다 

1 2 3 4 5

(5)
우리 지역에서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로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낀다

1 2 3 4 5

Part B. 사회문화적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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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 귀하께서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귀농·귀촌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

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B03. 귀하께서는 지역적응 관련 다음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B04. 귀하께서는 농촌으로 이주 후에 마을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

는 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B04-1번으로 2) 없다 ☞ B05번으로

B04-1. (문항 B04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마을주민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정치 성향 차이

2) 가치관 차이(환경에 대한 생각 등)

3) 이해관계 상충

4) 상대방의 참견·간섭

5) 상대방의 강압적 태도     

6)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

7) 인간적인 섭섭함

8) 기회의 불평등, 불합리함

9) 배려의 부족

10) 기타(무엇: )

문 항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하는 

편

보통
동의하

는 편

매우

동의

(1)
나는 지역주민과 어울리는 사회적 모임
이 즐겁다

1 2 3 4 5

(2) 나는 지역주민과 일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5

(3)
나는 전형적인 지역주민처럼 행동하는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4)
나는 지역의 문화풍습을 유지하고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지역의 친구를 사귀는 데 관심이 
많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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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5.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이 지역사회(해당 시・군)에서 사회갈등을 일으

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06. 귀하께서는 농촌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문제를 줄이

거나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의 교류 증대 및 화합 프로그램 지원

2) 기존 주민의 귀농·귀촌인과 관련된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

3)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적응할 수 있

는 사전교육

4) 문제 발생 시 또는 갈등 초기 단계의 상담 또는 조언 

5)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관·조정기구 마련

6) 기타(무엇: )

문 항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하는 

편

동의하

는 편

매우

동의

(1) 빈부격차 심화(소득 양극화) 1 2 3 4

(2) 장애인,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문제 1 2 3 4

(3) 복지·의료서비스의 수급 불균형 문제 1 2 3 4

(4) 대중교통 부족과 이동 불편 문제 1 2 3 4

(5) 개인·집단 간의 상호이해와 포용 부족 1 2 3 4

(6) 이념이나 가치관의 충돌 1 2 3 4

(7) 이해 당사자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 1 2 3 4

(8) 갈등 조정 기구 및 갈등 조정 제도의 미비 1 2 3 4

(9) 읍지역과 면지역 간의 자원(예산, 인력 등) 차이 1 2 3 4

(10) 정치 성향(지지 정당 또는 정치인)의 차이 1 2 3 4

(11) 시장・군수, 시・군 의원 선거후보의 정당공천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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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7.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B08.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있는지를 응답

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은 

정도에 따라 각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하는 

편

동의하

는 편

매우

동의

(1)
토박이 지역주민들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2)
토박이 지역주민들에 비해 귀농·귀촌인은 각종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 2 3 4

이용 경험 여부 사회서비스 만족도 (이용 경험 있는 경우)

없다 있다

매우

불만

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

로

만족

매우

만족

(1)
보건의료서비스
(진료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1 2 1 2 3 4 5

(2)
보육 지원 서비스
(영유아 보육 지원 등)

1 2 1 2 3 4 5

(3)
노인·장애인복지 지원 서
비스

1 2 1 2 3 4 5

(4)
교육서비스
(초･중학교, 사교육, 평생
교육 여건)

1 2 1 2 3 4 5

(5)
교통서비스
(교통 수단 지원 등)

1 2 1 2 3 4 5

(6)
경제활동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 상담·알선)

1 2 1 2 3 4 5

(7) 주거 지원 서비스 1 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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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9. 다음 사회서비스 중에서 귀하께서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가 

있으면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보건의료서비스                  2) 보육 지원 서비스

3) 노인·장애인복지 지원 서비스    4) 교육서비스

5) 교통서비스

6) 경제활동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

7) 주거 지원 서비스           8) 기타(무엇:            )

B10.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

시는 사회서비스를 다음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보건의료서비스                   2) 보육 지원 서비스

3) 노인·장애인복지 지원 서비스     4) 교육서비스

5) 교통서비스

6) 경제활동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

7) 주거 지원 서비스                 8) 기타(무엇:           ) 

B11. 귀하께서는 사회통합 또는 주민화합 관련 지원 프로그램(동아리·모

임, 집들이 행사, 기타 주민화합 지원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B11-1번으로 2) 없다 ☞ B12번으로

B11-1. <문항 B1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사회통합 또는 주민화합 관

련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귀하의 만족도는 어떠했

습니까? 

1)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2) 대체로 만족하지 못했다

3) 대체로 만족했다           4) 매우 만족했다

B12. 귀하께서는 현재 사시는 지역의 말(사투리)에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1) 전혀 익숙하지 않다 2) 대체로 익숙하지 않다

3) 대체로 익숙하다 4) 매우 익숙하다



부록  241

B13. 귀하께서는 토박이 지역주민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1) 전혀 어렵지 않다 2) 대체로 어렵지 않다  

3) 대체로 어렵다 4) 매우 어렵다

B14. 귀하께서는 농촌생활의 어떤 점에서 곤란을 겪으십니까? 다음 중에서 

곤란의 정도가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힘든 노동

2) 가족과의 문제(이해·협력 부족, 갈등)

3) 마을 사람과의 관계

4) 마을의 관행

5) 자녀 교육

6) 사생활 확보의 어려움

7) 교통, 의료, 문화 등 생활 여건 불편

8) 마을 사람들과 지향하는 생활방식의 차이

9) 원할 때 휴식(휴가)을 취할 수 없음

10) 지역에 친구가 적음

11) 가족이 지역, 농촌 생활에 어울리지 못함

12) 부모·형제와의 관계

13) 결혼할 사람이 없음

14) 귀농·귀촌인에 대한 편견·차별

15) 생활 기반 마련(주거지 마련 등)

16) 기타(무엇: ) 



242  부록

C01. 귀하께서는 지난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C02. 귀하께서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치 현안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Part C. 정치적 포용

선거 종류 투표했다

투표권이 

있었지만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다

(1)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1 2 3 4

(2)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1 2 3 4

(3)
2018년 6월 시장, 군수, 도지사 
등을 뽑는 지방선거

1 2 3 4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치 현안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활동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1)
정치 현안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

1 2 3 4

(2)
블로그/온라인게시판/댓글 등 
온라인상에 의견 올리기

1 2 3 4

(3)
시・군청 등 행정기관이나  언
론(신문사, 방송국 등)에 의견 
제시하기

1 2 3 4

(4)
서명운동 참여(온라인 서명 포
함)

1 2 3 4

(5) 정당 활동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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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 귀하께서는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

습니까?

C04. 다음 중 귀하께서 귀농·귀촌하기 전후로 받은 경험이 있는 정책 서비

스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지

원 받은 경험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만족도 평가) 

귀농‧귀촌 정책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활동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1)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과 이야기하기

1 2 3 4

(2)
블로그/온라인게시판/댓글 등 온라
인상에 의견 올리기

1 2 3 4

(3)
시・군청 등 행정기관이나  언론
(신문사, 방송국 등)에 의견 제시
하기

1 2 3 4

(4) 서명운동 참여(온라인 서명 포함) 1 2 3 4

(5) 시위(데모), 집회 등에 참여하기 1 2 3 4

(6) 정당 활동 1 2 3 4

구 분

지원 받은

경험 여부

지원 만족도

(지원 경험 있는 경우)

없다 있다

매우

불만

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 1 2 1 2 3 4

(2) 농지 지원 1 2 1 2 3 4

(3) 주택 구입·임차 지원 1 2 1 2 3 4

(4) 농업·창업 투자자금 융자 1 2 1 2 3 4

(5) 농촌 생활·문화 교육 1 2 1 2 3 4

(6) 인턴십(선도농가실습 등) 1 2 1 2 3 4

(7) 농지/주택/일자리 등 관련 정보 제공 1 2 1 2 3 4

(8) 상담 및 컨설팅 제공(귀농닥터 등) 1 2 1 2 3 4

(9)
다양한 일자리(소득활동)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1 2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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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5.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원 분야를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

2) 농지 지원 3) 주택 구입·임차 지원

4) 농업·창업 투자자금 융자

5) 농촌 생활·문화 교육

6) 인턴십(선도농가실습 등)

7) 농지/주택/일자리 등 관련 정보 제공

8) 상담 및 컨설팅 제공(귀농닥터 등)

9) 다양한 일자리(소득활동)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10) 농산물 가공/판매/유통 지원

11)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귀농인의 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센터 등)

12) 농촌주민과 관계형성 및 주민화합 지원(동아리·모임, 집들

이 행사, 기타 주민화합 지원 등)

13) 생활비 관련 지원(교육/양육비, 출산장려금 등)

14) 기타(무엇:                                      )   

구 분

지원 받은

경험 여부

지원 만족도

(지원 경험 있는 경우)

없다 있다

매우

불만

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0) 농산물 가공/판매/유통 지원 1 2 1 2 3 4

(11)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귀농인의 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1 2 1 2 3 4

(12)
농촌주민과 관계형성 및 주민화합 지
원(동아리·모임, 집들이 행사, 기타 주
민화합 지원 등)

1 2 1 2 3 4

(13)
생활비 관련 지원
(교육/양육비, 출산장려금 등)   

1 2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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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 귀하께서 귀농·귀촌인 관련 정책 또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에 관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D01. 귀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Part D. 사회적 자본과 사회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
했을 때 이웃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
진다.

1 2 3 4 5

(2) 나의 이웃들은 믿을 만하다 1 2 3 4 5

(3)
지역 공공기관(읍·면사무소, 시·군청, 보
건소, 경찰서 등)은 믿을 만하다

1 2 3 4 5

(4)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상담해 줄 사람
들이 주변에 많다

1 2 3 4 5

(5)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
람들이 주변에 많다

1 2 3 4 5

(6)
우리 지역은 주민들 모임이나 조직이 
활발하다

1 2 3 4 5

(7)
우리 마을에는 자치규약이 있고, 주민
들이 이를 잘 지킨다

1 2 3 4 5

(8)
우리 지역의 이웃들은 공중질서나 법
을 잘 지킨다

1 2 3 4 5

(9) 우리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5

(10)
우리 지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싸
움이 없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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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2. 귀하께서는 다음의 귀농·귀촌 관련 지원조직에 대해 얼마만큼의 신

뢰도를 갖고 계십니까?

D03. 귀하께서는 다음 지역 단위에 대하여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D04. 다음은 귀하의 마을공동체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에 대하

며 귀하가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

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잘 

모르겠

다

(1) 귀농귀촌지원센터 1 2 3 4 5 9

(2) 지역 농업기술센터 1 2 3 4 5 9

(3) 지역 귀농귀촌인협의회 1 2 3 4 5 9

(4) 농협 1 2 3 4 5 9

(5) 중앙정부 1 2 3 4 5 9

(6)
지방정부(도청, 시·군청, 읍·면
사무소)

1 2 3 4 5 9

지역 단위
소속감이

전혀 없다

소속감이

없는 편이다

소속감이

있는 편이다

소속감이

강하다

(1) 내가 사는 마을(행정리) 1 2 3 4

(2) 내가 사는 읍·면 1 2 3 4

(3) 내가 사는 시·군 1 2 3 4

(4) 내가 사는 도 1 2 3 4

마을공동체의식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마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우리 마을의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3)
우리 마을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
하다

1 2 3 4 5

(4)
우리 마을에는 나를 걱정해 주는 이웃
들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좋아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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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지역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

여하십니까?

마을공동체의식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1 2 3 4 5

(7) 나는 우리 마을을 좋아한다 1 2 3 4 5

(8)
나는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 1 2 3 4 5

(10)
나는 우리 마을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
낀다

1 2 3 4 5

지역 모임 · 단체 활동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우리 
지역에는 

해당 
단체·활
동이 
없다

(1)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여가 문화 활동

1 2 3 4 9

(2)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 1 2 3 4 9

(3) 동창 모임이나 향우회 1 2 3 4 9

(4) 종교 활동 단체 1 2 3 4 9

(5) 자원봉사 활동 단체 1 2 3 4 9

(6)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
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 2 3 4 9

(7)
마을 회의나 행사(대동계, 반
상회 등)

1 2 3 4 9

(8)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영농조합, 작목반 등)

1 2 3 4 9

(9) 농민단체(농민회, 한농연 등) 1 2 3 4 9

(10) 귀농·귀촌인 모임 1 2 3 4 9

(11) 마을 공동개발활동(마을사업) 1 2 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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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1.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E02. 귀하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마을)에 통합 또는 받아들여졌다고 느끼십

니까?

1) 전혀 부정       2) 대체로 부정 3) 보통

4) 대체로 긍정   5) 매우 긍정

E03.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점

E04.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점 

Part E. 사회통합 인식 및 정부 건의사항

전혀 
이뤄
지지 
못하
고 

있다

보통
이다

매우 잘 
이뤄지
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이뤄
지지 
못하
고 

있다

보통
이다

매우 잘 
이뤄지
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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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 매우 나빠질 것이다      2) 약간 나빠질 것이다

3) 거의 그대로일 것이다    4) 약간 좋아질 것이다

5) 매우 좋아질 것이다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D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DQ2.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DQ3. 귀하께서 귀농·귀촌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현재 거주자만)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조부모     

5) 손자녀  6) 형제·자매·친척  7) 기타(누구:               )

DQ4. 귀댁에서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

입니까?  총 (      ) 명

DQ5.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 포함)

1) 초등(소‧국민)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 졸업

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Part F. 통계 처리를 위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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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6. 현재 귀하의 주된 경제활동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영농활동에만 전념(전업농)

2) 영농활동과 농외소득활동을 겸업

3) 농업 외 분야 경제활동 전념

4) 전원생활(취미농 포함)

5) 기타(무엇: )

DQ7. 귀댁 가구원 전체의 2017년도 총 가구소득은 대략 얼마 정도였습니

까?

1) 500만 원 미만 2) 500만 원∼1,000만원 미만

3) 1,000만 원∼1,500만원 미만    4) 1,500만 원∼2,000만 원 미만

5) 2,000만 원∼3,000만 원 미만   6) 3,000만 원∼4,000만 원 미만

7) 4,000만 원∼5,000만 원 미만   8) 5,000만 원∼6,000만 원 미만

9) 6,000만 원∼7,000만 원 미만 10) 7,000만 원∼8,000만 원 미만

11) 8,000만 원∼1억 원 미만    12) 1억 원 이상

DQ8. 귀하의 귀농・귀촌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농촌 출생 → 도시 생활 → 고향 귀농・귀촌

2) 농촌 출생 → 도시 생활 → 타 지역 귀농・귀촌

3) 도시 출생 → 도시 생활 → 귀농・귀촌

4) 기타(무엇:                                  ) 

DQ9. 귀하께서 현재 거주지(시·군)로 귀농·귀촌한 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년

DQ10 귀하께서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다음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도시에서는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

2) 실업 또는 사업 실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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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부모 등)이나 친지의 영농 승계를 위해서

4) 농사일(농업노동)이 좋아서

5)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6)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7)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8) 생태, 공동체 등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9)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해보려고

10) 기타(무엇:                                      ) 

DQ11. 귀하께서 거주하는 마을(행정리)의 전체 가구와 10년 이내 귀농·

귀촌한 가구 수는 각각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 전체 가구 수: 약 (         )호

(2) 10년 이내 귀농·귀촌한 가구 수: 약 (         )호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52  부록

<부표 1> 남편 대상 면접 설문조사 지역 및 조사 완료 수

권역 도 시·군(읍·면) 조사 완료 수(명)

경기·강원권

경기도

평택시(포승읍, 안중읍, 오성면, 현덕면)

41

화성시(남양읍, 양감면, 오정읍, 비봉면)

양평군(옥천면)

연천군(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강원도
양양군(서면)

강릉시(왕산면, 구정면)

충청권

충청남도

당진시(합덕읍, 신평면)

16

아산시(선장면)

부여군(부여읍, 임천면, 충화면, 규암면)

논산시(성동면)

충청북도
음성군(금왕읍)

단양군(단양읍)

호남·제주권

전라남도

함평군(함평읍, 해보면, 엄다면, 손불면)

25

해남군(해남읍)

담양군(금성면)

전라북도
순창군(순창읍, 구림면, 금과면, 동계면)

정읍시(감곡면)

제주도
제주시(조천읍)

서귀포시(표선면)

영남권

경상북도
봉화군(물야면)

24

영덕군(영덕읍, 강구면, 병곡면)

경상남도

남해군(이동면, 삼동면)

하동군(금남면)

밀양시(산내면,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청포면)

함안군(가야읍)

창녕군(창녕읍, 이방면, 영산면)

사천시(곤명면)

합 계 106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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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시부모 대상 설문조사 지역 및 조사 완료 수

권역 도 시·군(읍·면) 조사 완료 수(명)

경기·강원권
경기도

평택시(포승읍, 안중읍, 오성면)

41

화성시(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양평군(옥천면, 양동면, 단월면)

연천군(전곡읍, 군남면)

강원도 강릉시(주문진읍)

충청권

충청남도

당진시(합덕읍, 신평면)

16

아산시(선장면)

부여군(부여읍, 충화면, 양화면)

논산시(성동면, 상월면)

충청북도

음성군(삼성면, 감곡면)

증평군(증평읍)

제천시(봉양읍)

단양군(단양읍)

진천군(이월면, 광혜원면)

호남·제주권

전라남도

함평군(함평읍, 해보면, 엄다면, 손불면)

25

해남군(해남읍)

담양군(금성면)

전라북도
순창군(순창읍, 구림면, 금과면, 동계면)

정읍시(감곡면)

제주도
제주시(조천읍)

서귀포시(표선면)

영남권

경상북도
봉화군(봉화읍)

24

영덕군(영덕읍, 남정면, 축산면, 병곡면, 지품면)

경상남도

남해군(이동면, 삼동면)

하동군(금남면)

밀양시(삼랑진읍, 무안면, 부북면, 산내면)

함안군(가야읍)

창녕군(이방면, 영산면)

사천시(곤명면)

합 계 106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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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응답 남편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거주 지역
읍 41 38.7

면 65 61.3

연령
60대 이하 33 31.1

70대 이상 73 68.9

농업인 여부
농업인 83 78.3

비 농업인 23 21.7

가구소득

2,000만 원 미만 21 19.8

2,000만~4,000만 원 미만 55 51.9

4,000만 원 이상 30 28.3

며느리의 결혼 전 국적

베트남 50 47.2

중국(조선족) 14 13.2

필리핀 12 11.3

중국 9 8.5

일본 7 6.6

캄보디아 5 4.7

인도네시아 4 3.8

기타 5 4.7

학력

초등(소·국민)학교 졸업 이하 60 56.6

중학교 졸업 27 25.5

고등학교 졸업 이상 19 17.9

동거 가족 수

(본인 포함)

2명 20 18.9

3명 4 3.8

4명 35 33.0

5명 이상 47 44.3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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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응답 시부모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거주 지역
읍 41 38.7

면 65 61.3

연령
60대 이하 33 31.1

70대 이상 73 68.9

농업인 여부
농업인 83 78.3

비 농업인 23 21.7

가구소득

2,000만 원 미만 21 19.8

2,000만~4,000만 원 미만 55 51.9

4,000만 원 이상 30 28.3

며느리의 결혼 전 국적

베트남 50 47.2

중국(조선족) 14 13.2

필리핀 12 11.3

중국 9 8.5

일본 7 6.6

캄보디아 5 4.7

인도네시아 4 3.8

기타 5 4.7

학력

초등(소·국민)학교 졸업 이하 60 56.6

중학교 졸업 27 25.5

고등학교 졸업 이상 19 17.9

동거 가족 수

(본인 포함)

2명 20 18.9

3명 4 3.8

4명 35 33.0

5명 이상 47 44.3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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