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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K-POP cover danc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analyzed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on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social relationships and promoting mental health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their 20s and 30s were recruited, and 25 people each were randomly assigned 

to a hig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group (HSS) and a low Self-esteem & social support group 

(LSS) according to th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the pre-test, a total of 3 surveys were 

conducted, pre-test, after 6 weeks, after 12 weeks. The Self-esteem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following K-POP cover dance(60 minutes, 3 times a week, for 12 weeks) participation improved as the 

participation period in both HSS and LSS groups increased, and the LSS group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6 weeks. Social support decreased after 6 weeks in HSS and 12 weeks in LSS, The acculturation 

stress continued to decrease after 6 weeks and after 12 weeks in both HSS and LSS, and the LSS 

group decreased more significantly. Depression in both HSS and LSS groups decreased as the 

participation period increased, and the LSS group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6 weeks. K-POP cover 

dance is thought to be an effective leisure activity program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to improv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nd to reduce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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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으로 K-POP 커버댄스를 실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관계 개선 및 정신건

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30대 여성결혼이민자를 모집, 사전검사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지지에 따라 정도가 높은 그룹 HSS(High Self-esteem & Social Support)와 낮은 그

룹 LSS(Low Self-esteem & Social Support)로 각 25명씩 임의배정하였고, 사전검사, 6주차, 12주차, 

총 3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K-POP 커버댄스(60분, 주 3회, 12주간) 참여에 따른 여성결혼이민

자의 자아존중감은 HSS, LSS 두 그룹 모두 참여 기간이 길수록 향상되었고, LSS 그룹이 6주후부

터 더 크게 향상되었다. 사회적지지는 HSS는 6주후부터, LSS는 12주 후부터 감소하였고, 문화적

응스트레스는 HSS, LSS 모두 6주후, 12주후 지속 감소, LSS 그룹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우울은 

HSS, LSS 두 그룹 모두 참여 기간이 길수록 감소, LSS 그룹이 6주후부터 더 크게 감소하였다. 따

라서 K-POP 커버댄스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향상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우울 감소에 효과적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여성결혼이민자, K-POP 커버댄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I. Introduction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된 2008년 당시 만해도 외국

인주민현황조사에서 나타난 국내 다문화가구 수는 14만 4

천명이었으나[1], 2021년에는 38만 5천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2].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우리나라 ‘국제결혼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0,835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8.9% 증가, 22,698건, 2019년에

는 23,543건으로 4.2%증가하여 2017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기 이전인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3], ‘결혼이민자 현황’에서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결혼이민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2021년 기준 결혼이민자 168,811명 중, 남

성은 31.943명으로 18.9%였으며, 여성이 136,600명으로 

전체의 81.1%로 나타나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는 여성이 절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한편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한국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생활방식, 관습 등 문

화차이로 지적한 이들이 23.6%로 가장 많았으며, 편견과 

차별(10.5%), 언어 문제(9.3%), 경제적 어려움(9.3%) 순으

로 나타났다. 모임이나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한 결혼이민자가 6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25.4%가 여가나 취미생활을 함께 할 상대가 없어 사회 활

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22.4%)이 

남성(10.5%)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5],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 중 문화 적응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생활을 하

다가 모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한국사회에

서 결혼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 가

는 사람들이기 때문에[6], 가정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

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

한 집단이다. 그러나 단일문화를 강조하는 한국인들의 국

제결혼에 대한 편견과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등은 여

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다

양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7],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과 같은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8-10].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로 인하여 여러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음에도 대부분

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11].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른 문화와의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울

은 단순히 적응상의 문제보다 적응 과정에서 유발된 스트

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내적ㆍ외적 지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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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조망하여야 한다[12].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결혼이

민자들은 이주 국가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외

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

하면서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

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13].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심

리적 자원인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

를 감소시킬 수 있고[14],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에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15], 다양한 선행연구에

서 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거나 조절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

다[16]. 하지만 대부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문화적

응스트레스, 우울 등에 미치는 영향 또는 변인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을 뿐,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실제적

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관련 변인들의 효과 및 차이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 정책 주무부서이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과 다문화가정의 안정

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가족교육지원, 상담지원, 문

화교육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에 따른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가족 

통합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또는 수동적 형태의 교육 위주

로 진행되고 있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에서 나타난 여성결

혼이민자의 사회관계 형성 및 여가활동 참여 등의 실제적

인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다문화 프로그

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운동 프로그램은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긍정적인 사

회관계 형성에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의 본능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나아가 지

역사회의 구성원들과 협동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가활동 중의 하나이다

[17].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 증세도 감소시킬 수 있어 우

울증 치료를 위한 중재전략으로써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18][19],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구팀에 따르면,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정신장애에 대한 대체치료 방안으로 신체활동

을 권장하고 있고 실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산

소 운동 프로그램에서 우울 감소 효과를 보고하였다[20]. 

음악에 맞춰 다양한 동작이 빠르게 연결되는 댄스는 전

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고, 일정 강도를 일정 시간 유지

한다는 점에서 유산소 운동의 조건을 충족한다[21].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언어 장벽과 문화의 차이로 소극적이고 

침체되어 있던 중, 댄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을 되찾고 일상 스트레스가 부분적으로 해소

되었으며, 댄스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고립감

을 해소한 것으로 보고하여[22], 댄스를 통한 운동 프로그

램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증진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민자의 이주 전 다문화 경험과 이주국 언어능력, 

이주 전 이주국과의 접촉 및 문화 경험이 문화적응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23], 문화 콘텐츠 활용이 이

민자들의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 중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

기를 끌고 있는 한류 문화, K-POP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주 전 모국에서도 접할 기회가 많아 문화적인 이질감이 

낮으며, K-POP 가수들의 댄스 안무를 모방하여 추는 춤

인 K-POP 커버댄스(Cover Dance)는 춤과 스포츠, 그리

고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신체적, 정신적 조화와 균형적 

발달에 효과가 있는 운동적 가치가 있으며[24][25], 다양한 

음악을 통하여 여러 장르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신체 활

동 중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한국어 가사는 여성결혼이

민자들에게 언어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능동적인 신체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한국 문화 적응을 위

한 적합한 여가 활동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을 실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

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여

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개선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

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변인간의 구체적인 차

이 검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II. Method

1. Subjects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No. 

P01-202112-23-003) 후, B시 S구와 H구의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에 승인 받은 모집 공고문을 공고하여 연구에 참여

하기를 원하는 20~30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표집추출(Judgment Sampling)하였다. 

연구대상의 표본 산출은 G-Power 3.1 program을 이

용, ANOVA: Repeated measures, within-between 

interaction 기준으로 Effect size F=0.25(Medium size), 

α=.05, Power=0.95, Number of groups=2, Number of 

measurements=3, Corr among rep measure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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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ample size=44였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50

명을 모집하였고, 제외 기준은 기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개선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 

참가자, 최근 3개월 약물 복용이나 수술을 한 경우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총 36회기 

중 2회 이상 불참 2명, 소통 불능 1명을 제외한 47명으로, 

자아존중감(29.49±6.00)과 사회적지지(64.17±9.21)의 평

균값을 기준으로 자아존중감ㆍ사회적지지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2. Investigation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6]가 개

발한 척도를 전병재[27]가 표준화하고, 이숙경[28]이 수정

ㆍ보완한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을 포함한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는 Cronbach’s α=.92이었다.

사회적지지는 박지원[29]이 개발한 척도를 김현숙[30]과 

한수연, 설염추, 성춘향, 박용한[31]이 재구성하고 박은정

[32]이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1 문항으로, 

‘주위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고 보살펴 준다’ 등의 

정서적지지 5문항, ‘주위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

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충고를 해준다’ 등 정

보적지지 6문항, ‘주위 사람들은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아끼지 않고 칭찬을 해준다’ 등의 평가적지지 5문항,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언제나 그것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등을 포함한 도구적지지 5문항

으로 구성,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Sandhu와 Asrabadi[33]가 개발한 

ASSIS(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권명희[34]가 수정ㆍ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의사소통문제, 사회적 편견, 문화충격, 적대

감, 향수병 등으로 구성,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세상에 대

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없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

다’, ‘한국생활에서 이곳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 받는다’, 

‘한국의 낮선 생활방식 때문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이

곳 사람들은 직접 말로 하지는 않으나 나에게 적대감을 보

인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들다’ 등을 포함한 총 

35 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α=.86이었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각 문항은 5

점 리쿼트 척도를 이용,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우울은 Radloff[35]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36]이 한국판으로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

하기가 어려웠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등을 

포함한 총 20 문항으로, 0~3점으로 측정하여 평가기준은 

0~15 정상, 16~20은 경도의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

을 주지 않는 정도, 21~24 중도의 우울감으로 예방 및 회

복을 위한 노력 및 상세한 평가와 도움이 필요한 정도, 

25~60은 심한 우울감의 상태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측정,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국적, 한국국적 취득여

부, 한국거주기간, 자녀수, 배우자와의 만남동기, 한국어 

수준 등 7문항을 조사하였다.

3. Procedures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K-POP 커버댄스 프로

그램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

스,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변인 간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을 실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

지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전ㆍ

중(6주후)ㆍ후(12주후), 총 3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

체적으로, 모집된 대상은 프로그램 실시 1주 전, 설명문 확

인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한국어 의사소통이 능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어 소통은 연구책임자가 통역, 베트남어는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내 통역 서비스를 이용, 그 외 국가의 언어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족 및 지인 등을 동반

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사항이 모두 불가한 경우, 프

로그램에 참여는 하되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사전 설문검사 항목 중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의 결과에 따라 정도가 높은 그룹과 정도가 낮은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25명씩 2그룹으로, 각각 K-POP 커버댄스 프

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높은 자아존중감ㆍ사회적지지 

High Self-esteem & Social Support(HSS)와 낮은 자아

존중감ㆍ사회적지지 Low Self-esteem & Social 

Support(LSS)로 임의 배정하였다.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은 준비운동(Warm up, 10

분), 본운동(K-POP Dance Program, 40분), 정리운동

(Cool down, 10분)으로 나누어 1회 총 60분으로 구성하

였고, 주 3회, 12주간, 총 36회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구체

적인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구성은 <Table 1>과 같

다. 단, 프로그램은 2주에 1작품씩 진행, 곡의 선정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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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min) Phase Gender & Component 

10 Warm up

ㆍPrevention of the Injury 

ㆍLight Aerobic Exercise like Walking 

ㆍStretching

40 K-POP Cover Dance Program

ㆍBasic Movement

  - Isolation, Combination, Wave etc

ㆍFamous K-POP 

  - Learning the Dance Choreography of K-POP

  - New Song & Dance Program Every 2weeks 

ㆍVarious Dance Program

  - Group Dance, Dance Battle, Free Dance Time etc

10 Cool down

ㆍRecovery of Fatigue 

ㆍLight Aerobic Exercise like Walking 

ㆍStretching 

Table 1. Coping with stress in subjectsK-POP Cover Dance Program

Subjects HSS(N=24) LSS(N=23)

Self-esteem(29.49±6.00) 34.54±3.06 24.22±2.94

Social Support(64.17±9.21) 72.88±2.49 55.09±1.38

Age(Years) 30.17±2.10 30.39±2.35

Nationality

Vietnam 10(41.7%) 8(34.8%)

China 5(20.8%) 7(30.4%)

Philippines 7(29.2%) 8(34.8%)

Thailand 2(8.3%) -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18(75.0%) 12(52.2%)

Non-Acquisition 6(25.0%) 11(47.8%)

Stay Duration(Year) 3.00±1.35 2.57±1.67

Number of Children(Number) 1.33±.82 1.22±.67

Marriage Route

Family Introduction 6(25.0%) -

Acquaintance Introduction 8(33.3%) 4(17.4%)

Marriage Agency 3(12.5%) 12(52.2%)

Religious Group 5(20.8%) 4(17.4%)

Face-to-Face 2(8.3%) 3(13.0%)

Korean level

Upper(Good) 10(41.7%) 4(17.4%)

middle(Normal) 10(41.7%) 11(47.8%)

lower(Bad) 4(16.7%) 8(34.8%)

Means±SD, HSS: High Self-esteem & Social Support, LSS: Low Self-esteem & Social Support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자의 흥미 유발을 위해 상의 하에 결정하였고, 안무 난이

도는 중강도 운동(HRmax70% 안팎) 수준, 즉 동작 수행 

중 가벼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난이도를 편성하였다. 

4. Statistical analysis

모든 자료는 SPSS Ver.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

으로 그룹핑을 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

여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 전ㆍ중ㆍ후 참여 

그룹의 급간설계(자아존중감ㆍ사회적지지 높은 그룹, 자아

존중감ㆍ사회적지지 낮은 그룹)와 참여 기간의 급내설계

(사전, 6주후, 12주후)를 혼합한 ANOVA with repeated 

measure를 실시하여 그룹 간, 기간 간, 그룹과 기간 간의 

상호작용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상호작용에서 유의차를 보

였을 경우에는 Simple Effect 검증으로, 기간별 그룹 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그룹별 기간 간 차이는 

One-way repeated ANOVA를 사용하였다.

III.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본 연구대상의 자아존중감(29.49±6.00)과 사회적지지

(64.17±9.21)의 평균값 기준, HSS 24명, LSS 23명이었

으며, 그룹별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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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Group
Pre After 6 weeks After 12 weeks Source F(P)

HSS(n=24) 72.88±2.49 73.17±2.35 73.42±2.15 Period 2.113

Group 295.060***

LSS(n=23) 55.09±1.38 54.91±6.61 56.49±6.35 Period×Group .800

Means±SD, Significant at ANOVA with repeated measure
***p<.001

Table 4. Changes in Social Support according to K-POP Cover Dance Program Participation 

Period

Group
Pre After 6 weeks After 12 weeks F(P) Source F(P)

HSS(n=24) 34.54±3.06 34.88±2.74 36.29±3.09   6.534
††

Period 93.659
***

LSS(n=23) 24.22±2.94 26.17±2.10 31.78±2.17 130.008†
††

Group 133.162
***

t(P) 11.781
‡‡‡

12.17
‡‡‡

5.769
‡‡‡

Period×Group 35.791
***

Means±SD, Significant at ANOVA with repeated measure 
***p<.001, Significant at one way repeated ANOVA(by period) 

††p<.01, †††p<.001, Significant at Independent t-test(by Group) ‡‡‡p<.001

Table 3. Changes in Self-esteem according to K-POP Cover Dance Program Participation

Period

Group
Pre After 6 weeks After 12 weeks Source F(P)

HSS(n=24) 117.71±10.09 116.83±9.57 113.92±7.76 Period 38.631
***

Group 74.546***

LSS(n=23) 148.13±15.38 145.70±14.48 142.43±12.07 Period×Group 1.715

Means±SD, Significant at ANOVA with repeated measure ***p<.001

Table 5. Changes in Acculturation Stress according to K-POP Cover Dance Program Participation

나이는 HSS(30.17±2.10), LSS(30.39±2.35) 모두 평균 

30세였고, 국적은 HSS가 베트남(10명, 41.7%), 필리핀(7

명, 29.2%), 중국(5명, 20.8%), 태국(2명, 8.3%) 순으로 나

타났으며, LSS는 베트남(8명, 34.8%)과 필리핀(8명, 

34.8%)이 동일, 중국(7명, 30.4%) 순이었다. 한국 국적 취

득은 HSS(18명, 75%)가 LSS(12명, 52.2%)에 비하여 높

았고, 체류기간은 HSS(3.00±1.35), LSS(2.57±1.67), 자

녀수는 HSS(1.33±.82), LSS(1.22±.67) 모두 평균 1명이

었으며, 결혼경로는 HSS는 지인 소개(8명, 33.3%), 가족 

소개(6명, 23%) 순으로 높았고, LSS는 결혼중개업체(12

명, 52.2%)가 가장 높았다. 한국어 수준은 HSS에서 상(잘

함)이 10명(41.7%)으로 가장 높았으며, LSS는 상(잘함)이 

4명(17.4%)으로 나타났다. 

2. Changes in Self-esteem according to 

K-POP Cover Dance Program Participation

<Table 3>은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ANOVA with 

repeated measure를 실시한 결과이며, 자아존중감은 기

간(p<.001), 그룹(p<.001), 상호작용(p<.001)에서 모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사후검증을 위한 집단별 기간 간의 

One-way repeated ANOVA 결과, HSS(p<.01), 

LSS(p<.001) 두 그룹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기간

별 집단 간의 Independent t-test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p<.001), 6주후(p<.001), 12주후(p<.001)에서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3. Changes in Social Support according to 

K-POP Cover Dance Program Participation 

<Table 4>는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ANOVA with 

repeated measure를 실시한 결과이며, 사회적지지는 그

룹(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간과 상호

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Changes in Acculturation Stress according 

to K-POP Cover Dance Program Participation

<Table 5>는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차이 검증을 위하여 ANOVA with 

repeated measure를 실시한 결과이며, 문화적응스트레

스는 기간(p<.001), 그룹(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상호작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Chang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K-POP 

Cover Dance Program Participation

<Table 6>은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차이 검증을 위하여 ANOVA with 

repeated measure를 실시한 결과이며, 우울은 기간

(p<.001), 그룹(p<.001), 상호작용(p<.001)에서 모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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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Group
Pre After 6 weeks After 12 weeks F(P) Source F(P)

HSS(n=24) 19.46±3.22 19.17±2.82 18.25±2.45 9.355
†††

Period 84.788
***

LSS(n=23) 28.61±5.84 27.65±5.10 21.43±2.97 73.800
†††

Group 41.935
***

t(P) -6.610
‡‡‡

-7.020
‡‡‡

-4.017
‡‡‡

Period×Group 44.308
***

Means±SD, Significant at ANOVA with repeated measure 
***p<.001, Significant at one way repeated ANOVA(by period) 

†††p<.001, Significant at Independent t-test(by Group) 
‡‡‡p<.001

Table 6. Chang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K-POP Cover Dance Program Participation

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사후검증을 위한 집단별 기간 간의 

One-way repeated ANOVA 결과, HSS(p<.001), 

LSS(p<.001) 두 그룹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기간

별 집단 간의 Independent t-test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p<.001), 6주 후(p<.001), 12주 후(p<.001)에서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IV. Discussion

본 연구는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가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에 따른 문화적응스트

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그램 참여 전, 6주 후, 

12주 후로 분석하였으며,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

을 취득한 경우가 미취득에 비하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고, 결혼중개업체에 비하여 지인이나 가족의 소

개로 결혼을 한 경우가,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과 사회적지지가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사회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

고하였으며[37], 사회활동 참여는 사회적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높은 영향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38]로 비추어 볼 때, 사회적지

지 향상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경로는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소개가 결혼중개업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가족이나 지

인 등 친밀한 관계를 통한 경로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

지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여[39]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연스러운 한국

어 가사 접촉은 결혼여성이민자들의 한국 문화적응을 위

한 언어 교육과 이를 통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향상

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 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은 기간, 그룹, 상호작용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유의차에 따른 검증 결

과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모두 6주후, 12주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참여 

기간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

며, 특히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낮은 그룹이 6주후부

터 더 큰 폭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며[40],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다른 문화 적응에 매우 중요

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41].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

인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잘 극복하여 

심리적으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42], 

K-POP 커버댄스 참여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는 적절한 여가 활동으

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지해 주고 있다.

반면, 사회적지지는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 그

룹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간, 

상호작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그룹 내에서 서로 간 

정서적인 지지와 정보적인 지지 등을 공유할 만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시간적, 언어적으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각 그룹 내에서는 사회적지지에 관한 변화가 크지 

않아 기간,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비교 결과, 12주 후에는 두 그룹 

모두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3개월 이상 장기간 참여를 지속

하여 이러한 제약들이 점차 해소되어 간다면 사회적지지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 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상호작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기간과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룹 간, 기

간 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두 그룹 모두 6주 후,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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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지속 감소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낮은 

그룹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이주문화 적응에 관

한 심층 면담 결과에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마음이 가벼

워지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

스가 많이 풀렸다고 보고하여[24]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

락을 하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

들이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잘 해

소한다고 하여[43], 문화적응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신체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K-POP 댄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문화적응에 대한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문화적

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유대관계를 형

성하였으며[44], 나아가 새로운 분야의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

여를 통한 한국 문화체험 및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에 대

한 긍정적인 효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반면 상호작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의 

효과 크기를 비교한 연구에서 결혼만족, 사회적지지, 생활

만족도, 가족관계ㆍ기능 등의 순으로 사회적지지가 문화적

응스트레스에 ‘큰 효과’ 크기를 보이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45],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변화는 문화적

응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균 

비교 결과, 두 그룹 모두 6주 후에 비하여 12주 후부터 문화

적응스트레스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3개월 이상 장기간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지지가 높아질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 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은 참여 기간, 그룹, 상호작용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호작용의 유의차에 따른 검증 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모두 6

주 후, 12주 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참여 기간

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지속 감소되었으며, 특히 자아존중

감과 사회적지지가 낮은 그룹이 6주 후부터 더 크게 감소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를 통

한 혈중 호르몬의 농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는 프로그

램 참여 후 대상자들의 혈중 코티졸 농도가 참여 전보다 유

의하게 감소하였고, 혈중 엔돌핀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46]. 코티졸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엔돌핀의 감소는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운

동을 하면 엔돌핀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울증

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47][48]. 따라서 여

성결혼이민자의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는 우울 감

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K-POP 커버댄스 수업 참여를 통한 외국인 대학생의 한

국문화 인식 변화에서 외국인 학생들은 매우 단기적인 교

육 과정을 체험했음에도 K-POP 댄스가 지닌 세련된 감각

의 문화콘텐츠, 네트워킹과 사회성 함양, 몸과 마음이 건

강해지는 신체활동, 움직임 체현으로 배우는 한국어, 한국

문화라는 가치를 인식하였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한국문화의 높은 수준을 인식하는 기회를 갖게 되

었다고 하여[49],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의 한국문화 

콘텐츠로써의 가치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K-POP 

커버댄스는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곡을 선정하여 보다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고난이도의 동작을 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르를 통해 

지루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문화 콘텐츠를 통한 한국문화 적응

과 스트레스 및 우울 감소 등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도구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Conclusion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감소를 위한 K-POP 커

버댄스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수록, 결혼

중개업체에 비하여 지인, 가족 소개로 결혼을 한 경로, 한

국어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높았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

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모두 참여 기간이 증가할수록 향상되었

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낮은 그룹이 6주 후부터 

더 크게 향상되었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

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높은 그

룹은 6주후부터, 낮은 그룹은 12주후부터 점차 감소되었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

여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모두 6주 후, 12주 후에 지속 

감소하였으며, 낮은 그룹이 더 크게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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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높은 그

룹과 낮은 그룹 모두 참여 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되었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낮은 그룹이 6주 후부터 더 크

게 감소되었다. 

종합적으로,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 참여는 여성결

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향상 및 문화적응스

트레스와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은 프로그

램 참여 6주후 단기간에도 그 효과가 있었고, 사회적지지

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낮은 그룹은 12주후부터 

서서히 변화를 보였으며 특히, 모든 변인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낮은 그룹이 더 큰 효과를 보이고 있어, 앞

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

들의 사회 활동 참여의 어려움과 심리적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으로써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한

류문화를 이용, K-POP 커버댄스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분

석함으로써, 한류문화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이

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한류문화 적용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

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태국 등 아

시아 일부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로 국제사회로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국적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연령대별, 국가별, 거주기간별 

등 세분화된 특성에 따른 적합한 신체 활동을 적용, 분석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건강하게 자

리잡아가기 위한 한류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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