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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acculturation in the life experience of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and to improve their subjective well-being.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and 161 valid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e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t-test were performed 
using SPSS 27.0 vers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onger the separation 
period of the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the more subjective well-being. Second, leisure hour spent with 
American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paration period and subjective well-being. Third, in the 
group with a separation period of 5 years or more, the group with more leisure hours with Americans 
showed higher subjective well-being than the group with less leisure hours. Unlike the beginning when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appeared in the early days, negative perceptions about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and difficulties in acculturation are being alleviated with the progress of informatization and globalization. 
Nevertheless, the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can feel a temporary imbalance in terms of human life. Finding 
balance in imbalance is not eas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y to provide a more effective answer that 
affects the emotional balance of transnational split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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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은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뿌리로써 인간의 존재와 가치, 그리

고 관행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
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정학을 비롯하여 심리학, 사
회학, 보건의학, 경영학, 여가학, 체육학 등 다

양한 연구영역에서 이론적 관점에 따라 거시적

인 가족연구가 이루어졌다(전리나, 2008). 사회

가 다변화되면서 가족의 구조와 체계는 나라마

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Hofstede, Hofstede, 
& Minkov, 2014),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활

문화의 형태인 초국가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에 관한 연구가 관심 받고 있다. 
다양한 초국가적 가족의 형태 중에서‘기러기 

가족’은 독특한 형태와 성격으로 사회적인 이

슈를 가져왔다. 아직까지 학술적 용어로 합의

되지 않은 신조어이지만 ‘기러기 가족’은 1990
년대 초 조기유학의 열풍이 높아짐에 따라 기

러기 가족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

어 2000년대 초부터 기러기 가족에 관한 연구

가 등장하였다. 기러기 가족에 대한 국내 연구

주제는 기러기 경험, 생활환경의 변화, 적응, 
부부관계, 갈등과 같이 가족구조의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현상들이 분석되고 있다(예: 김
선미, 2007; 김성숙, 2006; 김양호, 김태현, 
2009; 김양희, 장은정, 2004; 이두휴, 2008; 최
양숙, 2006, 2008 등). 
기러기 가족에 대하여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학문적인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기러기 

가족 현상에 대해 이분법적 관점에 따른 대립적

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녀의 교육적 

측면과 비전통적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기러기 가족의 성공과 실패에 초점

을 두어 해석하고 있다. 강유진(2009)은 기러기 

가족 현상을 단일한 이미지로 간주하여 성공과 

실패 혹은 유익과 무익을 논하는 기존의 연구에

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몇몇 언

론보도의 입장에 따르면, 가족의 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국적 가족의 삶의 만족도가 점차 

낮아지고, 가족 간 불화와 사회적 고립이 심해

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주호석, 2018, 03. 25). 
이처럼 기러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극명하게 다른 관점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사회

는 외부자적 관점에서 기러기 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김기화, 양성은, 2012). 따라서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초국가적 가족의 삶에 적응해 가는

지, 기러기 가족의 삶의 경로를 얼마나 다양하

게 구성해 나아가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Gullahom and Gullahom(1963)의 연구에 따

르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이주자들은 새로

운 문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으로 허니문 단계

를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문화충격과 동시에 정신건강

과 심리적 만족감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러기 초기단계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혼돈의 시기를 

겪으며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동시

에 경험하게 된다(Berry, 1998). 이러한 문화충

격의 시기가 지나고 현지의 언어와 문화, 관습 

등을 배워가면서 문화적응을 해가는 과정을 문

화적응이론(U-곡선)이라고 하며, 문화적응양상

에 따라 교차문화적응의 과정(W-곡선)을 보이

기도 한다(Gullahom & Gullahom, 1963).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정도

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성별, 연령, 거주형

태, 학력수준, 소득수준 등 생태학적 특성과 사

회구조적 지원, 그리고 성격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과 같은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서도 적응력

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들은 점차적으로 새

로운 문화와 언어, 행동양식 등을 학습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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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 준거집단의 규범과 가치 수용에 익숙

해지고, 문화에 대한 적응력과 정서적인 유대

감,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감이 높아지게 된다.
요컨대, 이민자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적 스

트레스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

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김미옥, 김민주, 
2011; 남은영, 박수정, 김영빈, 2010; 주형철, 
신종화, 2013; 차성란, 2011; Hurly & Walker, 
2017). 이민자가 원주민 혹은 다른 나라 사람

들과 섞여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집단접촉이론

(intergroup contact theory)으로 설명하는데, 
누구와 어떠한 여가를 호의적이며 긍정적으로 

즐기느냐에 따라 문화적응의 효과는 크게 달라

진다(박세혁, 2019).
Kim(2012)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

는 한국 여성이민자들은 미국사람들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다른 

국가나 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개인과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문

화적응의 속도와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선행연구로 말미암아 이주국에서 내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정도는 분명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삶에 대한 만족감과 더불어 

주관적 웰빙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응

해야 하는 분거가족의 형태에서 미국인과 보내

는 여가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관적 웰빙이 어

떠한 변형성을 내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 연구는 문화적응에 대한 U-곡선의 관

점에서 초국가적 가족의 여가 복지를 위한 삶

의 경험과정으로부터의 문화적응의 실제를 파

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는 여가 복지 

차원에서 기러기 가족의 정서적인 균형과 주관

적 웰빙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이

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기러기 가족의 분거 기간과 주관

적 웰빙의 관계에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이 연구는 사전에 노스켈로라이나주립대학 생

명윤리위원회(9191-515-8754)의 연구윤리 허가

를 받고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2018년 배

우자와 서로 다른 나라(미국과 한국)에 살며 기러

기 생활을 하는 가족(KTSF: Korean transnational
-split families)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한국

과 미국에서 배우자와 분거 중인 KTSF 성인 회

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잠재 설문 응답자를 모집하기 위

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표집을 실시하였

다.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KTSF 51개 온라

인 커뮤니티와 미국 내 165개 한인 단체에게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인 단체는 미

국 주요 도시에 있는 30개 지역 한인회와 57개 

한인교회, 미국 전역의 다른 대학에 있는 78개 

한인 학생회가 포함됐다. 215개 기관에 연락하

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회원들에게 설문지 배

포 허가를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KTSF의 8개 온라인 커뮤니티, 

10개 한인회, 19개 한인 학생회, 6개 한국교회

의 웹사이트에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를 허가받

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배포하였다. 또한, 추가

적인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개인 및 전문 네

트워크에 연락을 시도했다.
총 326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나, 불성실한 응

답으로 110건의 데이터를 삭제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상응(아이가 없는 55명의 응답자)하지 

않은 표본은 제외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기러

기 부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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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어머니로 총 161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

에 활용하였다. 실제 분석에 활용한 161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 

내용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여가

학 교수 2명과 한국의 체육학 교수 2명으로 구

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 타당도와 문항

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받았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문항은 성별, 연령, 최종

학력, 가구소득, 혼인 기간, 분거(기러기) 기간, 
가족 간 의사소통빈도, 한국미디어 접촉 정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주관적 웰빙이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전화, 이메일, Skype 등, 
기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주

당 평균횟수를 측정하였으며, 통신 빈도의 평

균 점수는 총 통신횟수를 사용방법의 수로 나

누어 계산하였다. 한국 미디어 접촉 정도는 한

국 TV 시청, 라디오 듣기, 신문 읽기, 영화 보

기, 인터넷 사이트 방문 등의 활동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실시하는지 측정하였다. 미디어 접

촉 정도의 평균 점수는 총 접촉 횟수를 활동종

류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응답자의 여가 참여 패턴은 Ragheb(1980)의 

여가 참여 척도의 수정된 버전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먼저, 6가지 활동 유형(부록 1)으로 분

류된 55개의 여가활동 목록을 제공하고 응답자

에게 지난 12개월 동안 참여한 활동을 모두 선

택하도록 요청했다. 응답자의 여가 레퍼토리는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

는 여가활동 라이브러리(Iso-Ahola 1980)에서 

선택된 여가활동의 수를 결합하여 계산하였다.
여가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들은 선택

한 각 활동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참여했는

지 응답하도록 요청했으며, 여가빈도는 응답자

들이 선택한 각 활동에 일주일에 몇 번 참여하

는지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여가시간의 합산

점수는 참여하는 모든 여가활동을 합한 시간을 

참여활동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이 활동

을 누구(혼자, 한국인, 미국인, 기타)와 함께 참

여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주관적 웰빙(SWB: Subjective Well-

Being)은 SPANE(Scale of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에서 계산된 점수를 활용하여 추정

하였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SPANE는 지난 4주 동안 어떤 경험을 했

는지 기억해 보고, 각각의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매우 드물게 또는 전혀’= ‘1점’에서 ‘매
우 자주 또는 항상’= ‘5점’ 범위의 5점 Likert 척
도를 사용하는 12문항 설문지이다. 긍정적인 감

정(긍정적인, 기쁘다, 만족하다, 유쾌하다, 좋다, 

변인 구분 n %

성별
남

여

24

137

14.9

85.1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14

82

51

14

8.7

50.9

31.7

8.7

최종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학 졸업

일부 대학 교육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5

17

13

62

64

3.1

10.6

8.1

38.5

39.8

월 가계

소득

(한화)

400만원 미만

400-599만원

600-799만원

800-099만원

1000만원 이상

결측

23

49

21

39

26

3

14.1

30.5

13.1

24.3

16.1

1.9

혼인 기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0-45년

결측

63

30

33

11

22

2

39.1

18.6

20.5

6.8

13.7

1.2

분거

(기러기)

기간

2년 이하

3-4년

5년 이상

85

35

41

52.8

21.7

25.5

합 161 100.0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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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다)과 부정적인 감정(부정적인, 나쁘다, 
불쾌하다, 슬프다, 두렵다, 화난다)으로 구분되

었다. 이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의 척도를 SWB
의 척도로 활용하였으며, 5점 만점으로 측정된 

각 문항의 값들을 더해 최종 주관적 웰빙 점수

로 산출하였다.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를 위해 SPSS 27.0 프로그

램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의 관계와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위

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명목척도로 구성된 변인(성별)은 더

미 변수로 변경한 후에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델
에 통제변수(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득수준, 한
국 미디어 접촉, 의사소통 빈도)를 삽입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이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거 기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수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그룹간 차이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치에 대한 유의수준은 .05
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주요 측정변인인 분거기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

시간, 주관적 웰빙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거 기간의 평균은 3.45(±3.50), 미
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평균은 2.21(±3.94), 주
관적 웰빙의 평균은 21.28(±4.80) 이었다.

변인 Min Max M SD

분거 기간(년) 0 19 3.45 3.50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시간) 0 20 2.21 3.94

주관적 웰빙 8 30 21.28 4.80

표 2. 기술통계분석

2. 변인 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는 기러기 가족의 분거 기간, 미국인

과 보내는 여가시간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해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표 3>. 분석결과 -.195 ~ .342로 부분적인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내

에서 정적(+),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상관계수 값이 .8 이상의 높은 상

관을 보이지 않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 1 2 3 4 5 6 7 8 9

1. 성별 1

2. 연령 -.117 1

3. 최종학력 .047 .050 1

4. 소득수준 -.195* .276** .068 1

5. 한국미디어접촉 -.004 .105 .058 .057 1

6. 의사소통 빈도 -.036 .134 .101 .012 .077 1

7. 분거 기간 -.140 .342** -.038 .184* -.070 -.013 1

8.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059 -.004 .006 .135 .189* .117 .004 1

9. 주관적 웰빙 -.054 .025 .036 .264** .011 -.080 .184* .059 1

* p< .05, ** p< .01

표 3.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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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효과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기러기 가족의 분거 기간

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이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분거 기간(β

=.173, p<.05)이 주관적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인

과 보내는 여가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분거 기간과 미국인과 보내

는 시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거 기간*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β
=.267, p<.05)은 주관적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항이 

추가된 모형2는 모형1에 비해 모형의 적합도

(adjusted R²=.058→.083, F change=4.994, p<.05)
가 높아 모형2에 추가된 분거 기간*미국인과 보내

는 여가시간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소득수준은 1단계(β=.254, p<.05), 

2단계(β=.280, p<.05) 모두 주관적 웰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Follow-up test

분거 기간 ×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였다. 
상호작용 항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

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상호작용 항의 집단을 구분하였다<표 5>.

변인 구분 n %

분거

기간

2년 이하 85 52.8

3-4년 35 21.7

5년 이상 41 25.5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평균 이하 114 70.8

평균 이상 47 29.2

표 5. 분거 기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군집

분거 기간은 2년 이하(52.8%), 3~4년(21.7%), 
5년 이상(25.5%)으로 분류하였으며,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은 평균 이하(70.8%), 평균 이

상(29.2%)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분거 기간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

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변인
Model 1 Model 2

b β VIF b β VIF

constant 19.740 20.566

통제

변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득수준

한국미디어접촉

의사소통빈도

.080

-.060

.151

.217

.004

-.048

.006

-.097

.037

.254*

.017

-.076

1.059

1.249

1.025

1.152

1.067

1.050

.212

-.072

.065

.239

.012

-.039

.016

-.117

.016

.280**

.048

-.063

1.063

1.263

1.040

1.176

1.100

1.056

예측

변수

Ⓐ 분거 기간 .237 .173* 1.176 .093 .068 1.559

Ⓑ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035 .029 1.074 -.184 -.151 2.199

Ⓐ×Ⓑ .065 .267* 2.495

R² .058 .083

△F(p-value) 4.994(p-value=.027)

종속변인: 주관적 웰빙, Durbin-Watson= 1.755, *p< .05, **p< .01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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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분거 기간이 2년 이하인 집단에서 미

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0.695, p>.05)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

시간이 평균 이상인 집단(M=21.20)이 평균 이

하인 집단(M=20.51)보다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거 기간이 3-4년 집단에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t=-0.334, p>.05)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이 평균 이상인 집단(M=22.33)이 평

균 이하인 집단(M=21.77)보다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거 기간이 5년 이상인 집단에서 미

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668, p<.05)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인과 보

내는 여가시간이 평균 이상인 집단(M=24.33)
이 평균 이하인 집단(M=20.90)보다 주관적 웰

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거 기간 

집단에서 여가시간이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이하인 집단보다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새로운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응해야 하

는 기러기 가족의 형태에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관적 웰빙이 어떠한 

변형성을 내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러기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시각은 

자녀교육을 위해 일정 기간 분거를 유지해야 하

기 때문에, 가족해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문제 

위험을 안고 있는 ‘불안한 가족구조’라는 왜곡된 

시각이 조성되어 있다(김기화, 양성은, 2012). 이
를테면,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외로움, 
가사 일의 어려움, 의식주 감당과 같은 가정환경

의 변화, 자녀 양육역할의 가중, 재정적 부담 등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이 강했다.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

러기 가족의 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관적 웰

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ullahom and Gullahom(1963)의 문화적응 

‘U-그래프’에 따르면, 허니문 단계를 지나 현

실에 직면하게 되는 문화충격의 단계에서는 하

향곡선을 이룬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새로

운 문화의 언어와 행동양식에 적응하는 문화적

응 단계에서는 상향곡선을 이루는 것처럼, 기
러기 가족의 주관적 웰빙을 의미하는 정신건강

과 심리적 만족감의 정도는 분거 기간이 길어

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떨어져 있는 삶에 

대한 적응력과 수용력이 증가하면서 만족스러

운 삶을 이끌어 갈 수는 있으나, 분거기간의 

그림1. 분거 기간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차이

여가시간 평균 이하 여가시간 평균 이상 t

(p)n M(SD) n M(SD)

2년 이하 59 20.51(±4.98) 26 21.20(±3.77) -0.695(p>.05)

3-4년 26 21.77(±5.74) 9 22.33(±3.77) -0.334(p>.05)

5년 이상 29 20.90(±4.92) 12 24.33(±3.14) -2.668(p<.05)

표 6. 분거 기간별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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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으로 기러기 가족의 주관적 웰빙을 보장하

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외생변수들을 통제

하였기에 분거 기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의 명암

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 연구는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단순히 분거 

기간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만을 확인하였기 때

문에 구체적인 주관적 웰빙의 변화 궤적은 살펴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분거 기간만으

로 설명되지 않는 유의성에 대해 미국인과 보내

는 여가시간의 역할에 대해 조명해 보았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러기 가족의 분거 기간

과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상호작용항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을 촉진시켜 주관적 웰빙을 증진시키

는 방법으로써 의사소통 맥락, 즉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Haagsman, Mazzucato, 
& Dito, 2015; Seppala, Rossonando, & Doty, 
2013). 즉, 여가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외

로움을 완화하고 이민과 부정적인 삶의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다(Glover, 2018; 
Stodolska, 2007). Lee, Hwang, & Stodolska(2020)
는 여가에 소비하는 시간의 양과 빈도, 여가 레퍼

토리의 크기에 따라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반

응하는 연관성의 강도가 다르다고 밝혔다.
즉, 여가 레퍼토리가 다양할수록 문화에 대

한 지식, 경험 및 기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문

화 및 사회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 문화 

자본의 양이 보완될 수 있다(Guinn, 1995; 
Stalker, 2011). 비단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적

응이 항상 직선(선형)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언
어습득의 기회뿐만 아니라, 타국의 문화를 수

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주관

적 웰빙의 정도도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괄목할만한 점은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의 크기에 따라서 주관적 웰빙의 정도가 차이

를 보였다. 분거 기간이 5년 이상 집단에서, 미

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양이 평균이상인 집

단이 평균이하인 집단보다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거 기간이 짧은 집단

에서는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양이 많

던, 적든지 간에 주관적 웰빙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문화적응의 U자형 곡선에서도 밝혀졌

듯이, 두 문화의 언어 및 생활 습관 모두에 대

해 유능할수록 주관적 웰빙의 정도가 달라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국민들이 아닌 

원주민과 여가를 향유함으로써 고국에 대한 향

수병, 언어와 문화의 장벽 등이 점차 허물어 

지며, 더 유연하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던 것

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가를 통해 자신과 유사

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적 어렵지 않게 

친분을 쌓아가며, 긍정적인 집단정체성을 형성

하게 됨으로써 주관적 웰빙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양을 보다 더 높이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Ⅴ. 결론

이 연구는 기러기 가족의 여가 복지를 위한 

삶의 경험과정에서 문화적응의 실제를 파악하

고 주관적 웰빙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실시하였다. 첫째, 기러기 가족의 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관적 웰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인과 보내는 여

가시간은 분거 기간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거 기간이 

5년 이상 집단에서, 미국인과 보내는 여가시간

이 평균이상인 집단이 평균이하인 집단보다 주

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기러기 가족의 등장 시기와는 다르게 정

보화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러기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문화적응의 어려움도 많이 완

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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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 측면에서 기러기 가족을 일시적인 불

균형상태로 여길 수 있다. 불균형 속에서 균형

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초국가적 가족의 

정서적 균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확실

한 해답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기러기 가족의 주관적 웰빙

을 위한 분거 기간과 문화적응 U곡선의 패턴 

검증이 요구된다. 곡선추정분석과 조절효과분석

을 실시함으로써 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여가 경험의 양만큼 질

적인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원주민과 보내는 

여가 레퍼토리에 관한 정성적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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