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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이  선  형

이 논문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구술생애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

체성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단일민족국가’라 일컬어지던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민자’의 등장은 국가/민족 관념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이 여성들이 한국 사

회에서 어머니로서, 이주민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매 국면에서 기존의 지배 담론에 

저항, 공모, 협상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한 연구는 인구학적 관심에서 임신·출산 지원

에 관한 것이거나 이들의 모성에 한 특혜가 한국 이주 정책의 가부장성을 드러내

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한 체류권, 사회권의 허용은 다른 이주민에 한 권리 부여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유연하게 적용된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비판에 동의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의 핵심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

제인식에서 출발하 다. 따라서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이야말로 지구화시  

여성 정체성의 변동을 추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리이며, 그 변화를 추적하기 위

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서 모성과 정체성에 한 서사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과제로 삼았다.

먼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어머니가 되어가는(becoming)가를 살

펴보았다. 이들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자신을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며, 자신이 자녀를 양육할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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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이다. 법적 인정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좋은’ 어머

니라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자신의 모성에 한 평가이기도 한 ‘좋은 어머니’ 이

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한 외부의 시선에 한 수용, 공모, 

저항의 결과 구성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실천(mothering)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특

징을 그 로 반 하면서 이들의 돌봄 네트워크가 초국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

다. 아시아 지역에서 결혼이주가 여성의 이주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이 여성

들의 형제·자매에게서도 결혼이주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같은 초국적 가족의 형성

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친족망의 형성을 가능케 한

다. 또한 이들이 이혼에 직면하 을 때 이들의 모성 수행은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본국 가족과의 국제적 분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초기 양육기에 자녀를 

본국에서 양육한다거나 이혼 소송 중 생계와 자녀 돌봄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본국 

가족에 자녀를 잠시 보내기도 한다. 혹은 본국 가족에서 가족원이 한국으로 돌봄 노

동을 위한 이주를 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이같은 모성실천을 기획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한 지원이 정상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모성

에 한 지원이며, 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에 한 지원은 생계와 

돌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에 한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같은 모성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머니됨(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을까. 한국인의 자녀를 낳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여성들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생각하는가 출신국의 국민(민족)으

로 생각하는가.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과 정체성에 한 서사는 혈통적 운명공동체

로서의 ‘한국인’과 집합적 시민으로서의 ‘한국인’이 구별되지 않은, 단일민족으로서의 

한국인 신화에 균열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것

은 한국인으로 동화되기를 바라는 열망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온전한 성원권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요, 가족에 한 소속감이자 사회적 인정의 지표가 된다. 결혼이

주여성들에게 어머니됨은 이들의 이동성과 불안정한 신분에 한 보증이자 고정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통해 지구화 시  국가/민족과 젠더 

정치학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은 지구화 시  국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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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에 성차가 기입되는 과정이다. 다른 민족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국적/인

종/민족과 다른 자녀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국민 개념을 재정의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통해 그 점을 

밝혀내었다. 

다른 한 편 이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구술생애사 자료에 한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을 시도하 다는 데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경험에 한 구

술자의 해석이기도 한 생애사 텍스트에 한 분석을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으로 구

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술 내용에 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

다. 

주요 용어: 이주, 결혼이주, 모성, 돌봄 위기, 사회적 재생산, 초국적 모성, 재

생산 권리, 정체성, 국가/국민, 민족, 구술생애사, 서사분석

학    번: 20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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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1)의 모성2)과 정체성의 관계를 탐색한다. 구체적인 분석 

상은 결혼이주여성의 구술생애사이다. 이 연구의 외연은 지구화 시  국가/민족과 

젠더 정치학의 규명이라는 과제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단일민족국가’

라 일컬어지던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가 등장함으로써 국가/민족 관념에 어떤 변

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젠더의 권력 역동과 맞물리는지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한국 결혼 이주여성이 선택한 생애 드라마는 국민국가의 가장 기

본적인 통치방식과 젠더 정치학이 펼쳐지는 현장이다. 

2012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140만을 돌파했다고 한다. 주민등록 인구의 2.8%에 

해당한다. 이 중 결혼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23만명, 자녀들 17만명을 포함하면 40만

명이 결혼이주로 발생한 가족들이다.3) 1988년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총각 연변 처녀 

 1) 본 논문에서 ‘결혼이민자’, ‘결혼이주자’, ‘이주여성’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 정부정책과 

공문서를 지칭하는 맥락에서 지칭할 때에는 애초 용어인 ‘결혼이민자’를 그 로 사용하

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사용하겠다. 이민(immigration)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구 정착하

는 사람들로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인 ‘이민자’로서 이 여성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의 이주가 삶의 뿌리를 이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1회적

이고 선형적인 이민이 아니라 귀환 이주, 재이주 등 또 다른 이주를 낳기도 하며, 결혼

이주라 하더라도 이들의 삶의 전망이 일국의 경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인식에

서 ‘이주’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정부 정책을 다룰 경우에는 그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 그 로 ‘결혼

이민자’로 칭하기로 한다. 

 2) 모성(母性)은 임신·출산 등의 생물학적 사건과 관련된 몸의 경험으로서의 모성

(maternity)과 어머니로서 수행하는 다양한 양육 노동 일체를 가리키는 어머니 노릇으로

서의 모성(mothering), 여성이 자신의 모성에 해서 인식하는 어머니됨(motherhood)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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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짓기 운동’(홍기혜, 2000:34)에서 시작한 행정주도형 국제결혼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에 의한 초국적 결혼시장의 확 (김현미 외, 2007), 국가의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등

과 맞물리면서 과거 전형적인 이주민 송출국4)이었던 한국을 순식간에 목적국의 지위

로 변화시켰다. 이로 인한 사회적 변동은 단지 이주민의 수적 증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한 이주의 증 라는 특수성에 의해 촉발된 문화와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같은 변화는 결혼을 통한 이주가 촉발하는 사회적·문화적 

변동에 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관련된 많은 연구들, 시민사회의 다양한 노력들

과 아울러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와 결혼과정에서 보이는 매매혼적 성격과 인권침해 연

구(김현미 외, 2007, 2008), 다문화 가족 내 갈등과 가족관계에 한 연구(김민정, 

2007, 2011; 김오남, 2006; 안현주, 2006; 변화순 외, 2008),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다

문화’와 인종적 차이에 한 분석(김예란 외, 2009; 김재민, 2009) 등의 연구와 더불

어, 결혼이주여성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던 여성운동 단체의 

노력은 다양한 돌봄 네트워크로부터 고립된 결혼이주여성들이 기댈 수 있는 상담소

와 폭력 피해 지원 쉼터를 가능케 하 다(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2010; 변

화순 외, 2008). 결혼이주여성의 행위성에 주목하여 이들이 만들어가는 초국적 공동

체와 초국적 실천에 주목하는 연구들(윤형숙, 2005; 임안나, 2005; 김정선, 2008, 

2010; 김은실, 김정선, 2007, 이소희, 2009)은 이들을 동화의 상으로 호명하는 한국 

 3) 결혼이민자는 226,687명(미귀화자 144.214명, 귀화자 76,473명), 자녀는 168,58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주민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 상인 ‘외국인주민’이란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이 포함된

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로서, 각각의 경

우에 해서 국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즉 외국인이 귀화하여 

법적로 ‘한국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민’인 것이다. 여기에서 황정미

(2012a)는 재한외국인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가 근거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지원조례’ 등에서 보이는 ‘결혼이민자’의 규정을 둘러싼 혼선을 “법적인 국적 

취득과 실질적인 사회통합 사이의 의미심장한 간격을 보여주는 것”임을 지적하 다.

 4) 국제결혼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20세기 초 하와이 사탕수수 남성 노동자와 결혼한 ‘사

진신부(picture bride)’, 주한미군과 결혼한 ‘양공주’등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다. ‘사진신부’와 ‘양공주’의 생애사는 한국 여성들의 결혼이주의 역사이다.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생애사에 한 연구로는 유철인(1996), ‘사진신부’의 역사에 해

서는 장태한·김정희(1995), Yoon(1994)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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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주류 시선을 비판하며, 진정한 다문화 시민으로 인식할 것을 요청한다(김

옥, 2007). 이 연구들은 트랜스내셔널리즘 이주민의 삶을 국민국가의 경계 안으로 포

섭하는 것이 아니라 둘 혹은 그 이상의 국민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삶의 양태를 다룬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다른 한편 한국의 다문화 정책, 혹은 다문화주의에 한 비판이 있다. 한국의 다문

화 정책은 결국 이주민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기획

이며(문순 , 2007:135, 김원, 2011:60 재인용),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결국 여성의 

출산율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적정 인구 규모를 유지하

고자 하는 인구정책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 등이 그것이다(김원, 2011). 한국 내 저

출산-고령화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결혼이민자에 한 

사회통합정책을 전개할 동기가 약했다고 보는 것이다(김희정, 2007).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 관련 정책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이민자’ 여성의 유입이 기존의 외

국인 노동자에 한 관리·통제 정책에서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를 전면적으로 내세

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이혜경, 2011). 규모로 이루어진 한국 남성과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이 이주민 유입에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던 한민국 외국

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시각이다.5) 

사실 국가의 정책이 여성의 섹슈얼리티, 가족, 모성을 상으로 하는 것은 역사적

으로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황정미, 2001·2005; 배은경, 2004·2012; 양현아, 

2011; 박정미, 2011; Yuval-Davis, 1997).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국민국가의 구성원을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인구 통제 정책의 시작은 여성의 출산 조절을 통제하고자하는 정

책의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국가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 혹은 상자라

는 시각은 다양한 정책 연구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아 왔다(황정미, 2001; 배은경, 

2004·2012). 여성들이 수행하는 모성은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기획의 일부로 들어

와 있었으며,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 어떤 자원이 가용한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

 5)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말부터이지만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정책은 1994년의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다. 그러나 이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연수생이라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비

난을 받으면서,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한국의 외국인 이민정책 발달 

단계에 해서는 이혜경(2011)을 참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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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언정 여성들은 늘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 사회, 국가와 관계를 맺어 왔다. 

설령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모성’은 여성의 정체성, 성적 차이를 상상하는 주요한 매

트릭스이자 이데올로기로 기능하 다. 

한국의 페미니즘 연구에서도 국가/민족과 모성의 관계에 착목한 연구들이 축적되

어 왔다. 식민지 조선의 근 성이 투 된 장소로서의 ‘신여성’ 연구(김수진, 2009), 

1960년 와 70년 의 발전주의 국가정책 속에서 ‘요보호여성’(황정미, 2001)과 근 적

이고 합리적인 가정생활을 이끌어나갈 ‘현모양처’의 재탄생(김수진, 2008)에 한 연

구들이 그것이다.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국가의 정책 담론이 당

시 여성의 입장에서도 출산조절을 통해 근 적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열망에 부합했

기 때문이라는 연구(배은경, 2004)는 국가 정책과 여성의 행위성에 한 연구에서 시

사하는 바가 크다. 황정미(2012a)는 최근의 이주연구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살펴야 함을 강조한다. ‘다문화 가족’ 혹은 ‘다문화 주의’에 한 비판적 관점

은 충분히 새겨야 하지만, 가족 아젠다를 통해 국가의 이민정책 혹은 다문화 정책을 

분석하는 작업은 여전히 유의미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경계와 가족의 경

계가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재정의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이것이 시민권 논

의로 발전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황정미, 2011, 2012a).

기존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연구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혹은 다문화 가족 갈등을 해결하기 위

한 목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가족에 주목하 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임신·출산·양육의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은

아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이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적 위

치를 자원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기존의 결혼이주

여성 모성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그야말로 ‘요보호여성’의 지위를 점했다면, 이

은아(2012)는 그들이야말로 모성을 초국적으로 기획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연구는 이주 후의 삶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주

와 모성 경험을 삶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이은아, 

2012:202).

본 논문은 결혼 이주 여성 연구의 이 같은 이론적 발전에 기 어,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을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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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기획되고, 조정되고, 실천된다는 점에서 지구화 시  여

성 정체성의 변동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고리이다. 지구화시  국경을 넘

는 여성들의 모성 서사는 ‘고향’, ‘모국’, ‘기원’의 상징으로 재현되던 모성 그림에 어떤 

균열을 내고 있는가, 혹은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한국인 아내와 어머니로 만들기 

위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이들

이 구성해 내는 어머니 정체성, 민족 정체성은 무엇인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담론적 배치 속에서 자신의 삶의 전

략을 구축해나간다. 때로는 사회통합의 정책의 적극적인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저출

산의 위기를 해결할 해법의 담론 속에서 그들의 재생산권이 전유되는 것을 오히려 

역 이용하기도 한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가족으로 환원시키

고, 이들을 ‘재생산의 도구’로 전락시키려고 한다는 비판 속에서 이들의 가족과 모성

에 한 이야기는 그 구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 연구는 바로 그 

역설의 지점에 착목한다. 이들의 모성이 한국사회의 시민권의 담보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 한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체류권이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것과 결부된 

법·제도적 제약 속에서 이들의 모성 실천은 어떤 경로를 따라 발전하고 있는가. 결

혼이주여성들에게 모성과 가족은 다문화가족으로 포섭되거나 재생산의 도구로 환원

될 수 있는 비판의 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지배적인 사회 담론에 저

항하는 행위성으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한 두 

가지 접근, 즉 수동적인 수혜자, 혹은 피해자  적극적인 행위자의 당의 경계를 

다시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과 가족에 한 

서사를 출신국에서 유입국으로의 이주와 이민이라는 선형적 시각을 지양하고, 현재 

한국사회에 정박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을 본국에서의 삶의 연속선

의 일부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출신지역과 도착지역이라는 두 개의 로

컬, 두 개의 문화, 그리고 그 문화들의 교섭과 혼종작용의 구체적 역동에 관심을 둔

다.6) 본 연구는 이주, 결혼, 출산, 육아 등 한 여성의 장기적 생애 전망 속에서 전개

되는 인생의 드라마를 지구화 시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텍스트로 삼아 페

 6) 그러나 여기에서 경계를 넘는 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에게 초국적 공간을 열어주지는 

않는다. 또한 초국적 공간이 항상 해방의 공간은 아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한다는 

것은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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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즘이 끈질기게 추구해 온 모성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이것은 그간 여성

학 연구방법론이 제기해 온 다양한 질문들, 즉 연구자와 연구 상간의 권력 관계, 담

론적 구성으로서의 여성 경험 읽기에 한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본질주의

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성차를 이해하고자 했던 페미니즘의 이론적 성과에 기 어 있

다. 특히 모성에 한 이분법적 논의 구도, 즉 억압  해방의 당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자원이자 상징으로서 모성을 상상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한 연구들이 모성의 기능주의적 측면에 집중해 온 

것은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여성들을 재생산의 기능으로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확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이 정말 한국사회의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그들이 정말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불러온 돌봄 공백을 메

울 것인가라는 관심 속에서 이들의 재생산 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 속에서 실제 이들의 모성 경험, 무엇보

다 이들의 삶에서 모성 경험이 차지하는 의미에 해서는 충분한 이론적 성찰은 설 

자리가 없었다. 아이를 낳고 비로소 한국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하는 여성들의 언

어를 가족들은 ‘이제 도망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안도의 징표로 해석하고, 정책 입안자

들은 이들의 성공적인 동화의 징조로 해석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여성들에게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이 경험을 둘러싼 이와 같은 해석의 틀을 벗어날 여지가 없는 

것인가. 혹은 여성들 역시 그와 같은 해석의 틀 속에서 자신의 모성 경험을 해석하

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성에 한 페미니즘의 이론적 성찰과 구술생애사 방법

론으로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7) 

구술생애사는 이주 과정 혹은 출산 및 모성 경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

험이 한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전망 속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한다. 한 사람의 인구학적 특징, 예를 들면 출생연도, 학력, 가족사항, 계급 등은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가 될 수 있을 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

 7) 본 연구가 자원으로 삼고 있는 이론적 자원의 중요한 한 축은 모성에 한 페미니즘의 

이론적 성찰이며, 다른 한 축은 구술생애사의 방법론적 성찰이다. 구술생애사 방법론이 

발전시켜 온 기억과 구술, 행위성과 구조에 한 이론적 분석틀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의 주요한 분석틀이 된다. 이에 해서는 연구방법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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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생애사는 결혼이주여성이 이주와 결혼, 어머니가 되기 이전의 

역사를 여성의 기억을 통해 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어떤 삶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파편화된 사례로 환원될 때, 우리가 그 삶을 전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시

간이 지나면서 이주민의 삶은 익숙한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예기치 않은 결들을 만

들어 낼 것이다. 가족, 학교, 노동현장, 공동체의 곳곳에서 이들은 ‘한국적’인 것에 이

의를 제기하거나, 스스로 ‘한국적’인 것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구술생애사는 이들의 

생애 공간을 살필 두 개의 렌즈, 광각과 줌 렌즈를 제공한다.8)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관통하는 이주와 모성 경험을 구술생애사의 이론적·방법론적 연구 성과와 접목시켜 

분석함으로써, 파편화되고 분절되어 있는 이야기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자원

1) 지구화 시대 젠더 질서의 변동

(1) 국내 다문화 가족의 젠더 갈등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 갈등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이들이 임신·출산·양육의 시

기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자녀와 가족에 한 지원 정책으로 확장되었다. ‘결혼이민자’ 

여성 개인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에 한 지원이 정책의 중심이 된 것이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토 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설립을 가능케 하 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8) 심층면접, 인터뷰, 참여관찰 등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이 이주, 모성 연구의 방법론으로 

채택되어 왔으나(김정선, 2010; 이은아, 2012; 박홍주, 2009), 한 사람의 전 생애를 관

통하는 경험의 다층성과 복잡성에 한 면 한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결혼이민자여

성의 구술생애사가 출판되어 있기는 하지만(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

업단, 2009; 이춘복, 2010), 본격적인 연구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구술생애사 연구방

법론에서 제기해 온 인식론적 질문에 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하고, 구술성에 한 충

분한 재현이 부족하여, 구술생애사의 강점을 잘 살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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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입안된 이 법 아래 실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

이 실은 결혼이주여성의 일방적인 사회통합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김원 외, 

2011; 오경석 외, 2007). 차이의 정치에 기반한 다문화주의(multiculuturalism)에 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주도의 다문화 정책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적’인 음식과 

가족관계를 학습해야 하는 상일 뿐, 다양한 문화의 담지자로 인정되지 못한다. 결

혼이주여성들을 글로벌 시  서로 다른 문화를 중재하는 “문화 번역”자(김현미, 

2005)로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한국사회의 변화를 추동해내는 시민으로 보

는 것에 실패하고 만다. 이는 다문화주의가 본질로 삼는 ‘인정’을 빗나가는 역설을 초

래한다(김 옥, 2007:150).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한 비판과 동시에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도

달함에 따라,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학부모를 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박세희, 2008; 전홍주·배소 ·곽금주, 2008; 정미량, 

2011; 서덕희, 2011; 오만석, 2011).9)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에 한 한국어 지원 및 

기초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 및 자녀가 생애주기별로 한국사회에 효과적

으로 통합하기 위한 교육 정책으로 제시된다. 이 정책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 지원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및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가족생활, 학교생활

에서의 문제점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문화가정 아동

의 경우 언어발달지체, 학습부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들이 제안되

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 내에서의 가족관계에 한 연구는 결혼이주여

성들이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부갈등에 한 연구는 이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책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된다. 여성들이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높고, 남편의 

 9)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관련하여 각 정부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는 것에 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총괄하면서 

다문화 가족의 보건, 복지 및 취학 전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수립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문화 자녀의 학교교육 및 전 국민을 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오만석, 2011). 그러나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1장 서론

- 9 -

불평등한 성역할에 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아지며, 남편과 시부모, 주

변 친구들의 사회적 지지가 갈등을 감소시킨다(김오남, 2006). 국제결혼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을 예상할 수 있는데, 특히 양변적(bilateral)10) 가족구조를 지닌 베

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여성들의 경우 혼란을 느낄 정도로 큰 차이를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가족의 부계적 성격과 결혼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족 관계에 한 연구를 

수행한 김민정(2007)은 이들의 부부관계를 “남편의 ‘한국 국민이라는 위치와 경제력’ 

(對) 아내의 ‘이주를 통한 혼입(婚入)과 가사노동 수행’이 교환되는 암묵적인 계약”

에 기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그 계약이 비록 불평등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들의 결혼이 여성의 일방적인 한국의 부계 가족으로의 편입

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미 한국 가족의 부계원리가 강력한 부계혈

통집단을 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동한다기보다 개별 가족의 사회적응이나 생존을 

위해 파편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김민정, 2011:259), 결혼이주여성들이 만들어

가는 가족관계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균열시킬 가능성은 열려있다(김민정, 

2007, 2011).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시점이 한국 사회의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쇠퇴하면서 2인 생계 부양자 체제가 등장하는 시점, 돌봄 위

기와 출산율의 저하, 이혼과 재혼의 증가 등 가족의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황정미, 2009:18). 결혼이주여성을 상 로 한 교육 및 정

책에서 이들의 한국어 습득 및 한국 문화, 음식, 예절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이

미 한국 가족의 기본적 토 , 즉 부계적 원리와 돌봄 기능은 이미 위기에 직면하 으

며, 그 위기가 훨씬 더 극 화된 농촌 지역의 재생산의 위기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동화로 봉합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갈등을 호소하는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10) 부계(父系)와 모계(母系)와 달리 비단계(非單系, non-lineal)로 친족을 인식하는 방식에 

한 분류 및 명칭은 다소 혼란스러워, 양변(兩邊, bilateral), 공계(共系, cognatic), 선

계(選系, ambilineal)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적절한 용어 사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한국의 경우처럼 부계 혈통을 기준으로 혈통집단을 구성할 경우는 ‘계(系)’라는 

표현을, 부 또는 모 어느 쪽으로도 혈통집단을 구성하지 않고 친족관계를 부변과 모변

으로 동등하게 인식하는 동남아의 토착친족체계의 경우 ‘양변 친족’으로 부른다(김민정, 

2007:220-221, 각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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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남편의 어머니 및 형제들을 비롯한 다른 가족원들이 국제

결혼에 개입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결혼 후에도 시부모 및 남편의 형제들과 동거하는 

경우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실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한 사례에서도 남

편에 의한 가정폭력만이 아니라 남편의 형제에 의한 폭력, 다른 친족들의 폭력 사례

가 심심치 않게 보고된다(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2010). 고부관계는 한국

의 부계원리가 작동하는 핵심 관계로서 시어머니는 한국 문화에 서툰 외국인 며느리

에 한 권력 행사를 외출이나 경제권을 통제하거나, 음식 및 가사일과 관련하여 간

섭하는 방식으로 며느리의 활동시간과 공간에 개입한다(김민정, 2007). 고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한국음식솜씨, 음식취향, 가사 관리, 접  예절과 태도 등으로 나타

나지만, 이와 같은 갈등의 기저에는 시어머니의 며느리 (한국)집안사람 만들기 시도

와, 며느리가 핵가족 안에서의 독자적 권한을 요구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다(김이선·

김민정·한건수, 2006).11) 한편 시어머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른 어떤 가족원보다

도 더 의지하는 상이기도 한데, 이들의 가족 내에서 수행하는 일상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는 경우이다(임현숙, 2009; 김민정, 2007).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초기양육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도움은 출신가족으로부

터의 돌봄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주여성에게 소중한 자원이 된다(황정미, 2011).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관계에 한 연구는 부부관계, 고부관계에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모자녀관계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모자녀 관계

는 초기 자녀양육을 둘러싼 남편 및 시모와의 갈등의 측면에 국한하거나, 아동의 학

교적응에서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가족관계 연구들의 한계는 가족 내에서 

드러나는 일상적인 차이들은 상 방 국가의 문화와 관습에 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

해하면 되는 것이라는 도구적 접근에 있다. 일차적인 정보의 부재로 인한 소통의 불

가능성에 해서는 교육과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젠더 관계에서 발

11) 그러나 이와 같은 갈등은 단지 국제결혼이주여성 며느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 한국 여성과 달리 가족적이고 순종적일 것이라는 기  속에서 들인 외국인 며느

리가 고분고분하지 않고 고집 있게 구는 것에 한 불만을 토로하는 시모의 불만은 한

국의 젊은 며느리에게도 그 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김민정, 2007:234). 국

제결혼 남편 가족들에게 여성의 문화적 차이는 감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지 

언어, 음식, 예절 등 시간이 지나 여성이 배우면 해결되는 것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

다(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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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갈등과 차이는 좀 더 장기적인 전망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2) 돌봄 네트워크의 초국적 배치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로 요약되는 지구화 시  여성 이주는 

돌봄의 초국적 배치를 주목하게 한다. 사적인 역에서 수행되던 돌봄 노동의 초국

적 배치는 여성의 이주가 가속화시킨 새로운 현상이다. 초국적 관점은 돌봄노동을 

비롯한 서비스 역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의 착취와 인권침해를 넘어 그들이 수행

하는 돌봄의 성격, 노동의 성격에 주목하게 한다. 이주 여성들이 수행하는 돌봄 노동

은 부국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빈국 여성들의 돌봄 유출(care 

drain)(Hochschild, 2002)이자, 부국으로 돌봄과 사랑을 수출하는 일종의 감정 제국주

의에 다름 아니다(Hochschild, 2002).12) 

그러나 이와 같은 패러다임은 여성들이 수행하는 돌봄을 물신화 할 우려가 있다. 

부국의 여성들이 제3세계 여성들에게 기 하는 전통적인 가족 결합, 자녀에 한 무

조건적인 희생 등과 같은 가치는 제3세계에서 완성된 수입 상품으로 볼 수는 없다. 

혹쉴드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입주 가사노동자들이 수행하

는 돌봄 노동의 감정적 성격은 모자녀 관계에 한 미국적 이데올로기, 본국에 두고 

온 자녀에 한 그리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

은 제3세계에서 추출, 수입한 후 제1세계에 이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수입된 땅의 특별한 “문화적 연금술”에 빚지고 있다((Hochschild, 2002:24). 

지구화 시  여성의 이주가 젠더 관계를 어떻게 변동시킬 것인가에 한 연구들은 

돌봄 역이 일찍 시장화된 국가의 사례에서 많이 발견된다.13) 미국의 경우 돌봄 직

12) 혹쉴드는 ‘시랑과 금(Love and Gold)’의 비유로서 19세기 제국주의와 지금의 감정 제국

주의를 비교한다. 강압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무력을 사용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좀 

더 조용하고 여성 중심적이며 자발적인 지금의 감정 제국주의는 제1세계의 풍요를 위

해 제3세계의 자원을 착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3세계의 

아이들이 부모의 죽음, 별거를 통해 그 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

이다(Hochschild, 2002). 

13) 한국의 경우 이주여성이 가사노동자의 지위로 이주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혜경

(2004)에 따르면 홍콩이나 만,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 내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비율이 

적은 이유로 한국의 중산층 기혼 여성의 낮은 취업률을 들고 있다. 2002년 말까지 가

사노동자를 비롯한 서비스업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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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전 직종의 20%에 속할 정도로 보편적인데다가(Folbre, Hochschild, 2002: 재인

용), 남미 지역으로부터의 노동 이주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가사노동산업과 같은 하

인경제(Servant Economy)(Ehrenreich, 2002)가 발전해 왔다. 에렌라이히는 1970년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의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한 주장이 결국 프랜차이즈 가사노

동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가난한 이주여성들에게 노동 기회를 준다기보다

는 제1세계 가족의 젠더 규범과 가정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 다. 사

적인 생활공간이 포드주의 시스템을 따라 움직이는 공간이 되는 것에 한 우려, 아

이들이 가사노동서비스를 다른 누군가 해 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한 

우려는 재생산 노동의 전지구적 분업이 제1세계 중산층 가족에 가져오는 변화를 부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은 한 사회에서 돌

봄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돌봄의 공백은 서구 산업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시아 신흥 공업

국인 만의 경우 경제 성장과 여성들의 임노동 참여 증가로 인해 아동과 노인의 돌

봄 공백을 가져왔고, 이 공백의 짐은 만의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로 하여금 입주 이

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다.14) 돌봄 노동자의 유입을 일찍부

터 마련한 만의 경우 입주가사노동뿐 아니라 농촌의 노인 돌봄 역에서도 이주여

성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동은 만의 가족 구조에 근본적인 변동

지만 이것은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경우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

지는 고용이므로 불법적인 고용이 외부로 발각되기도 어렵고 이미 상당수의 외국인 노

동자가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을 해 왔다는 점을 든다. 즉 다시 말하면 국내 고용 시장, 

돌봄 공백에 한 사회적 조건 등에 따라 이주의 양상이 달라진다. 

14) 만 정부는 1992년에 외국인 가사노동력의 입국을 허용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이주여성들이 만의 돌봄 노동 역에 유입되고 있다(Cheng, 2004). 6세 이하의 자녀

가 둘 이상이거나 7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 돌봄제공자

(carer)를 고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32개의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의 환자를 돌

보고 있는 병원과 요양원가 같은 기관, 가족 내 환자 돌봄과 같은 일이 필요할 경우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Battistella 2001:7, Loveband, 2003:3 재인용). 

이처럼 돌봄 노동 분야가 간병인(nursing work)과 가사노동(home maid)으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주여성들의 노동에 있어 이 둘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2008년 현재 만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 중에서 돌봄 노동자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

(37%)을 차지한다(Yoon,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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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란(Lan, 2002, 2006)은 오히려 지구화가 친

족 결합을 재생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한다.15) 사실 지구화가 기존의 친족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거나 새로운 가족 체계를 만들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

다. 그러나 란(Lan)의 평가 로 그것이 친족 결합을 재생산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지점을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 수행의 이전을 통해 재생산

되는 친족 체계는 그 이전의 친족 체계와는 같을 수 없다. 돌봄 연쇄(care chain), 내

니 딜레마(Nanny Dilemma)(Cheever, 2002)등은 돌봄 노동의 시장 이전 과정에서 사

랑과 돈이 교환되는 현상을 딜레마 혹은 역설로 지적하고 있을 뿐 그 역설 혹은 딜

레마에 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3)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과 모성 연구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과 모성에 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한 방 한 연구들 

속에서도 매우 미약하다.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의 인구학적 해법이자 돌

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원에서 이들에 한 동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재생산과 모성에 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

다. 물론 이들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항목은 많은 실태조사에서 다

루고 있기는 하다. 자녀 수와 성별, 임신·출산·양육에서의 복지 욕구 조사 등이 결

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실태조사(김승권 외, 2009; 설동훈, 2005)에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에서도 드러나는 바,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은 한국사회의 기 와 

달리 일반 한국 여성의 출산율보다 높지 않으며, 기  자녀수도 낮아 한국사회의 출

산율 상승에 결혼이민자의 기여를 기 할 수 없음이 보고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9:392). 인구학적 관점 이외에 간호학에서 이들의 산전관리와 관련하여 이들의 모

성과 재생산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임신·출산· 유아 양육 과정에서 정보 부

족과 공공 의료에 한 접근성이 낮은 데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간호학적 

15) 란(Lan, 2002, 2006)은 세 가지 유형의 이주 노동력이 두 단계의 이전, 즉 젠더 이전

(gender-transfer)과 시장 이전(market transfer)을 통해 친족 결합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첫째, 부모 돌봄 노동이 아들에서 며느리로, 며느리는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

력을 체할 노동력을 구입한다. 둘째 손자녀를 양육하고 아들 가족의 살림을 담당하

던 무급의 시모 노동이 이주노동력으로 체된다. 셋째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의 돌봄

을 외국인 입주 가정부가 유사가족(fictive kin)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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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제언한다(방경숙·허보윤, 2011; 임현숙, 2009). 

재생산과 모성에 초점을 맞추진 않더라도, 심층면접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의 갈

등에 한 연구에서 임신·출산 경험에 한 해석을 엿볼 수 있다. 이 해석의 경향

은 크게 두 범주이다. 첫째 이들의 임신·출산 경험이 이들의 적응과정에서의 어려

움을 배가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노미향, 2008; 최연실 외, 2007; 임현숙, 2009). 

한국 사회에 아직 충분하게 적응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과 시가의 압력에 의해 임

신을 강요받고, 출산 이후 더 고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

로부터도 자녀를 낳지 않은 외국인 며느리는 언제든 도망갈지 모른다는 의심을 계속 

받는 상황에서, 임신에 한 압박을 크게 느끼는 여성들이 많았다. 임신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신 기간과 출산, 이후 산후 조리의 과정에서 음식을 비롯한 문화적 차이

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16) 둘째, 이들의 임신·출산 경험이 이들

의 이주 생활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임현숙, 2009). 자녀의 탄생은 가족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가족적 

지위가 상승되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특히 아들을 낳은 경우, ‘집안의 를 이어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험은 이들의 불안정한 가족 내 위치에서 중요한 경험이다. 특

히 이들은 출산 후 가족과 외부로부터 이들이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임현숙, 2009). 이러한 경험은 이들의 우울감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차승은·김두섭, 2008).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과 모성에 한 관

점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개발이 주요한 관심사이다. 이와 같은 연

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차이는 한국에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하

고 결핍된 것으로 가정된다. 특히 어머니의 자녀 교육 역할을 강조하는 한국의 분위

기 속에서 이주여성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은 자녀의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은아(2012)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전제되어 

있는 이와 같은 전제를 비판하고, 이주여성은 결핍된 어머니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모성의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모성의 의미를 확장·재구성함을 보여주었다. 이주여

16) 임신기간에 자국의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것, 조리 과정에서 “시커먼 국”만 

계속 먹어야 하는 괴로움 등은 많은 이주여성들이 말하는 괴로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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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의 ‘경계적 위치’, 즉 서로 다른 국민국가, 가족의 경계, 모성 문화의 경계에 놓인 

위치는 이들의 모성 실천에서 결핍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자원이 되는 것이다. 임현

숙(2009)의 연구는 이주여성의 임신·출산을 통한 삶의 전환 체험을 해석학적 현상

학의 방법으로 연구하 다. 이주여성의 건강정책 개발과 보건의료시스템과의 연계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된 이 연구에서 임현숙은 이주여성들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는 해석틀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앞에서도 지적하

듯이 이주여성들에게 어머니가 되는 경험은 부정적·긍정적 경험을 모두 포함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한 심층면접 연구이기도 한 이 연구들은 인구학적 관점에

서 기획된 설문조사 연구가 담아내지 못하는 모성 실천과 의미의 풍부함과 역동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되는 전환기 체험, 즉 임신·

출산·양육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이 여성의 생애에서 모성이 갖는 의미에 해서는 

충분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주의 경험과 어머니가 되는 경험이 한 여성의 삶에

서 중요한 전환기적 체험임에 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그 경험을 전체 생애사에서 

맥락화하지 못함으로서, 파편화된 경험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주, 결혼, 임신, 출

산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은 한 인간의 삶에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서사 속에서 이해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모성을 구술생애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특

정 시기에 국한된 경험이 아니라 한 여성의 삶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구축하는 중요

한 키워드로 삼고자 한다.

(4) 이주여성의 주체성: 피해자성과 행위성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급속한 증가는 채 10년이 되지 않았다.17) 1990년  

몇몇 지방 자치단체가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제결혼은 본

격적인 중개업체의 등장으로 초국적 결혼시장의 형성을 가져왔다.18) 결혼 성사 과정

17) 한국에서 결혼이주가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같은 민족 내 결혼이기는 하지만, 20

세기 초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한 남성 노동자들과 결혼한 ‘사진 신부(picture 

bride)’들 역시 결혼을 목적으로 태평양을 건넜다(장태한·김정희, 1995; Yoon, 1994). 

1960년 와 70년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의 이야기도 이미 낯설지 

않다(유철인, 1996). 그러나 국내에 정주를 목적으로 여성들의 이주가 급증한 것은 최

근의 일이다. 

18) 1998년 국제결혼 중개업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당시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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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후 여성들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와 폭력에 한 지원 정책은 초

기 ‘결혼이민자’ 여성 지원정책의 주요한 방향이었다. 또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수

행해야 하는 젠더 역할, 즉 아내와 어머니, 며느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언어 지원과 한국 문화 알리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초기 결혼이주여성관련 

연구는 이들의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성격이 많았으며, 이후 이들의 생

애과정 전개에 따라 ‘다문화 가족’ 정책과 연구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계발 연구가 큰 축을 이

루고 있지만(민경자, 2003; 박현정, 2004; 보건복지부·설동훈 외, 2005; 여성가족

부·설동훈 외, 2006; 정기선 외, 2007; 김승권 외, 2010) 결혼이주여성에 한 접근

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의 피해와 지원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와 이들의 행위성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로 구분된다. 피해와 지원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는 실제 이들의 

삶의 실태와 정책 요구에 집중하는 반면, 행위성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는 이들의 초

국적 실천, 다문화 인력으로서의 잠재력에 주목한다.

우선 피해와 갈등에 주목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와 지원에 주목하는 연구는 국제결

혼중개업체들이 여성들을 상품화하는 광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성혼과정의 매매혼적 

성격을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하 다(김현미·김기돈 외 2007; 김현미·김민정 외, 

2008; 김재원, 2006). 한국 사회의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은 저개발 국가

의 여성들을 ‘유도된 이주(induced migration)’(김현미·김기돈 외, 2007:196)의 형태

로서 결혼이주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혼인에 한 선택권이 침해되며, 이주 후 가족 

내 갈등과 차별, 폭력의 상황에 노출된다.19) 국제결혼부부의 갈등과 가정폭력에 한 

연구(안현주, 2006; 김오남, 2006)는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폭력피해 지원 서비스

를 계발하도록 촉구하 다(변화순 외, 2008).20)

여개에 불과하던 중개업체의 수는 2005년 2000개 이상으로 급증하 다(고현웅 외, 

2005; 한건수·설동훈, 2006).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난 인권 침해, 

인신 매매 성격의 중매 과정은 2008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

해, 등록제로 전환하 으나, 이 법은 실제 인권침해적인 중개업을 합법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김정선·김재원, 2010). 

19)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은 이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2007년 베트남 이주여성 

후안마이씨의 죽음을 비롯하여, 2010년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씨, 가정폭력 피해자인 자

국여성을 보호하다 살해당한 몽골여성 강체첵씨, 2011년 베트남 여성 황티남씨 등은 

국제결혼에 내재해 있는 인권침해를 죽음으로 증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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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연구와 달리 이주여성의 행위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연구들

은 이들의 일상적 저항에 주목하거나(윤형숙, 2005), 이들의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

한 정책 개발(장미혜 외, 2008), 초국적 실천에 주목하는 연구(임안나, 2005; 김정선, 

2008, 2010)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저항과 협상의 공간에 주목하면서, 자국민을 비롯한 이주여성들의 

공동체를 초국적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김 옥, 2010). 한국사회가 

이들을 호명하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범주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본국과 한

국 사회를 연결하는 초국적 이주민으로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해가는 과

정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적극적 행위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이다. 한국사

회가 결혼이주여성들이 하층가족을 유지하고 자녀를 낳아 재생산에 기여하고, 이것을 

사회통합 모델로 설명하고자 하나, 이주여성들은 이와 같은 지배적인 통합 모델에 초

국적 실천을 통해 저항한다. 모국과 유입국 사이에 놓인 초국적 장의 다양한 실천들

은 이와 같은 저항의 실례를 보여준다(김정선, 2008, 2010).

국내 결혼이주여성에 한 국내 연구에서 뿐 아니라, 해외 이주 연구의 경향에서

도 지구화가 여성의 삶에 미친 향을 전지구적 이주의 시  여성의 피해 경험을 강

조하거나, 이주가 여성의 행위성을 증 시켰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로 나

뉜다. 피해자성에 한 연구는 1세계에서 가사노동자로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의 열

악한 환경과 피해에 한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사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 환

경과 인권 침해로 인해 이들은 ‘하녀(maid)’(Constable, 2002)21), ‘하인(servants)’ 

20) 2006년 11월부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에서 이주여성 상담원이 자국의 언

어로 가정폭력을 비롯한 각종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국의 언어로 가정폭력을 비롯

한 각종 상담업무를 24시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가족 내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이며, 이 밖에 성폭력, 이혼 및 자녀양육, 체류

와 관련된 법적 상담이 주를 이룬다. 자세한 내용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2010) 참고

할 것. 

21) 콘스타블(Constable, 2002)은 필리핀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입주 가사노동자의 노동 환

경과 규칙에 한 연구를 통해 입주 가사 노동이 노동과 거주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

지고 24시간 감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공장 노동자보다는 군 의 병사에 더 가깝

다고 주장한다. 혹은 집과 작업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노

동시간과 개인시간을 분리하기 어렵던 19세기 국 노동자들의 환경과 유사하다는 것

이다. 특히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외국인인데다가 작업장이 고립되어 있어 더 취약하

고, 고용인의 수가 더 많아 착취되기 쉽다(Constabl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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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renas, 2001), ‘노예(slavary)’(Zarembka, 2002) 등으로 불리며, 이들의 탈출과정은 

노예의 탈출을 연상시킬 정도이다(Zarembka, 2002).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탈인격화

되어 주문하여 사용하고(Ehrenreich, 2002), 언제든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도 한다(Chang, 2000). 

이주의 시  여성의 착취와 피해에 주목하는 연구가 여성을 수동적인 피해자로만 

재현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행위성(agency)에 주목하는 연구가 등장

하 다.22) 지구화 시  경제적 공간의 재배치가 이주 여성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향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로 하여금 젠더 역전의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해외 취업을 통해 생계 부양자가 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상 적으로 더 많은 결정권

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야틸라카(Jayatilaka, 2011)는 스리랑카에서 

여성의 이주가 여성에게 사회적 이동성, 경제적 독립성, 상 적 자율성을 증가시켜 

가족 내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젠더관계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현상을 보고한다. 그

러나 여성의 이주가 항상 젠더 역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 

케랄라(Kerala) 지역에서 미국에 간호사로 이주한 인도 가족의 사례에서 젠더 질서의 

배치에 한 연구를 보면, 이주 후 여성이 완전한 1인 생계 부양자가 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전통적인 젠더 질서의 역전은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George, 2005). 이

것은 여성이 임노동에 참여한다고 하여 곧바로 성역할 노동 분업의 경계가 해체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여성이 임노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이주로 인해 얻어

진 것일 뿐이다. 생계부양의 책임은 있지만 그로부터 권한은 발생하지 않는다. 책임

만 가중된다. 생계부양자의 지위를 근거로 남성 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 던(페이

트만, 2001[1988], 황정미, 2007) 근  시민권의 각본은 지구화 시  여성에게 적용되

지 않는다. 

22) 행위성에 주목하는 연구의 등장은 단지 이주연구 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페미니즘 연

구의 많은 분야에서 나타난다. 페미니즘 지식구성에서 주체와 행위성의 문제에 해서

는 이선형(2011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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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민족과 모성

(1) 페미니즘 모성 연구와 국가

①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이주 연구에서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23)가 새로운 분석틀로 등장하게 된 것

은 기존의 ‘이민자(immigrant)’, ‘이주자(migrant)’라는 용어가 실제 사람들의 이동 양

상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데서 출발하 다. 전통적인 이민은 한 곳에서 다

른 곳으로의 삶의 터전을 이동하는 것으로, 과거의 삶과 단절하여 새로운 곳에 적응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고, 이주는 임시적인 이동으로 특정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돌아

갈 것을 전제하는 경우에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의 지구화, 교통·통신의 발

달은 사람들의 이동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 이민자들의 삶이 하나의 국가의 경계에 

속하기 보다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경계에 속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출신국과 정착

국 양쪽에 상호 연결된 사회적 경험을 기술하기 위한 용어로, 초국가주의

(transnationalism),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 등의 개념이 발달하

다(Basch, Schiller, Blanc, 1994:4-5). 이들은 초국가주의를 “이주자들이 출신국과 

정착국 사회를 동시에 연결하는 다중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넘어 형성하는 사회적 장(field)에 

주목한다(Basch, Schiller, Blanc, 1994:7).24) 

23) 트랜스내셔널리즘(transnationalism)은 ‘초국가주의’, ‘초국적주의’, ‘초국주의’ 등으로 번역

되어 사용되거나 번역 없이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 그냥 쓰이는 경우도 많다. ‘nation’

이 국가, 국적, 민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는 이유에서 번역 없이 트랜스내셔널리즘

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이주자들의 경험을 다루고 있

기 때문에, ‘초국가주의’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맥락에 따라 트랜스내셔널을 혼용하도

록 한다.

24) 초국가주의는 토 중심의 민족국가의 한계 혹은 위기를 의미한다. 초국, 즉 트랜스내

셔널(transnational) 개념 자체에 국가(national) 개념이 내재해있기는 하지만, 트랜스내

셔널리즘은 ‘국가의 죽음’(바바, 2002[1994])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국가에 한 도전

에서 출발한다. 국민국가의 도전은 위로부터는 IMF, WTO, EU 등과 같은 초국가적 기

구들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의해(Soysal, 1994), 초국적 기업의 유동하는 자본에 의해 수

행된다. 한편 이주자 네트워크, 국제 인권 운동 등에서 보이는 경계를 넘는 정치적 행

동은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로 새로운 형태의 저항의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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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주의의 이와 같은 특성은 토 중심의 근  국민국가의 위기 담론에 한 

논의로 연결된다. 아파두라이(Appadurai, 2004[1996])는 현 성의 확산에서 국민국가

의 역할은 이제 종말을 고했으며, 매체의 발전과 량 이주의 증가로 국민국가 이후

의 상상력이 가능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바(Bhabha, 2011[1990])는 혼종성

(hybridity), 이접성(disjunction), 양가성(ambivalence)은 국민 혹은 국가 개념이 서사

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민족주의 담론 혹은 근  국민 

국가의 기원 서사에 균열을 낸다. 하나의 국가의 경계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단

일한 ‘정체성-경제-질서’에 균열을 내는 ‘이중초점(bifocality)’의 성격을 가진 사회문화

제도를 발전시켜 이주자들의 삶은 국민국가에 충분히 도전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Vertovec, 2004).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초국가주의에 한 논의를 ‘국민국가’와의 연속적인 개념 속

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민국가’적인 것인 없다면 

‘초국가적인’ 것도 없기 때문이다(Willis, Yeoh, Fakhri, 2004). 특히 이주자들의 초국

가적 친족 그룹, 초국가적 공동체 등에 한 연구는 이주자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지

만 이것이 반드시 개인의 ‘국민적’ 정체성이 유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밝히고 있다. 초국적 실천 역시 구체적인 로컬의 맥락에서 일어나며 로컬은 그러한 

실천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로컬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Smith, Guarnizo, 1998) 역시 초국가주의에 한 접근에서 구체

적 맥락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초기 초국가주의 연구에서 초국적 이주자들을 탈 토화된 세계를 오가는 글로벌 

시민으로 그려내는 경향이 우세한 것은, 초국가주의에 한 연구가 북미와 유럽의 

도시 지역에 한 연구가 우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Conway, 2005). 이주자들의 생애경로, 생애공간에서의 한 쪽 지점 즉 뉴욕, 런던, 

로스앤젤리스와 같은 거 도시의 삶은 생애공간의 다른 한 쪽 즉 떠나온 집(home)

을 정박지(anchor)로 하여 구성된다. 실제 귀환이주를 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들이 초국적 삶에서 삶의 결정하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착지의 사회

구조적인 힘만큼이나 출신 사회의 사회문화적 구조, 정체성은 강력한 힘을 제공한다

(Conway, 2005). 유연성(flexibility)은 이주자들의 국적 혹은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탁월한 설명력을 제공한다(Ong, 1999). 그러나 이주자들이 삶의 기회와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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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닻으로서의 홈(Home as 

an Anchor)’(Conway, 2005)에 소속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초국가주의 역시 결국은 특정 장소, 네이션(nation)에서 다른 네이션으로 이동

(trans)하는 것인데, 이주 연구에서는 네이션보다는 ‘트랜스’에 좀 더 집중함으로써 여

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트랜스내셔널 공간이 과도하게 강조된다는 것이다.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축되는 정체성, 가족, 경제, 정치적 관계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형성하는 것에 한 집중은 정작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민족국가의 정책과 시

장전략이 상품과 자본, 사람의 이동에 드리우는 장벽을 이해하는 것을 간과하게 만들

었다(타니 발로우, 2010). 초국가주의 연구가 하나의 ‘시각’, ‘방법’의 측면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각만이 강조된다면 특정 현상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게 될 위험이 있다.25) 이주가 민족국가의 경

계를 넘는 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중요한 것은 경계를 넘는다는 현상

에 착목함으로써 떠난 자리에 도착한 자리에 한 설명이 빠지게 되었다. 최근의 이

주가 특히 어느 한 곳에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주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분명 그들의 삶은 구체적인 장소에 정박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초국가주의에 한 연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가족26)과 가구의 동학, 상호

작용, 형성에 관한 연구는 상 적으로 많지 않다. 초국가주의가 가족에 미치는 향, 

25) 타니 발로우는 자신이 직접 했던 모던걸 프로젝트를 그 예로 든다. “세계전역의 모던걸 

연구 그룹은 1920년 와 1930년 에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상업적인 플래퍼 

스타일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했으나, 그 현상의 존재를 넘어서 그 현상이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글로벌하게 존재하게 된 이유에 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 탐색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26) 지구화 시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잡은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은 말 그

로 가족 구성원들이 둘 혹은 이상의 국가에 흩어져 사는 가족을 뜻한다. 자본과 상품

의 이동과 달리 인간의 이동은 문화의 번역(김현미, 2005)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공간

이 달라진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층적 의미망에 놓인다. 출신국에서 유입국으

로 이주하여, 이민자로 살아가는 일방향적 이주의 이야기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

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모국과 유입국 사이를 오가는 일을 훨씬 더 용이하게 만

들었다. 유입국에서 이주자의 적응과 통합에 한 관심은 일국적 경계 안에 갇히기보

다, 모국과 유입국 사이의 초국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초국적 실천이 조명을 받게 되었

으며(Smith and Guarnizo, 1998; 김정선, 2010), 초국적 가족 연구는 이와 같은 초국적 

실천의 가족 차원 연구이다.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 22 -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한 비교 연구 역시 드

물다(Chamberlain, 2004). 지금까지 초국적 가족에 한 연구는 신 글로벌 경제 체제

에서 돌봄 연쇄(care chain)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에 한 연구, 자녀교육을 목적으

로 북미로 이주한 아시아 가족에 한 연구들로 수렴된다.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

에 걸쳐 지구적 차원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은 ‘세계화의 하

인(servants of globalization)’(파레냐스, 2009[2001])이 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은 여

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친 성의 수단을 협상하도록 만든다. 필리핀 이주 어머니들은 

집에 두고 온 자녀와 이메일, 화상 채팅, 선물 보내기 등의 수단을 통해 ‘장거리 친

성(long distance intimacy)’을 쌓아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들의 협상은 어머니

의 이주로 가족이 해체되고, 아이들이 유기되었다는 필리핀 사회 내의 돌봄 유출

(care drain)(Hochschild, 2002) 담론에 의해 공격받는다.27) 장거리 친 성은 가족의 

경제적 생존과 사회적 이동성을 극 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가족 구성원의 초

국적 배치를 선택한 아시아 가족의 경우에도 나타난다(Yeoh, Huang et al, 2005). 

가족들의 물리적 분산은 “우주선 남편(astronaut husbands)”, “낙하산 아이들

(parachute kids)”(Lam, Yeoh et al, 2002), “위성 아이들(satellite kids)”(Waters, 

2003)의 형태로 기호화 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가족 질서의 

변동은 자녀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분리, 즉 이주를 결정하는 초국가

주의의 역설로 표현되기도 한다(Kobayashi, Preston, 2007).28)

27) 필리핀 내에서 기혼 여성의 이주를 둘러싼 담론은 필리핀의 돌봄 위기를 가족을 남겨

두고 이주한 어머니-여성들의 탓으로 돌린다. 필리핀이 국가차원에서 해외인력 송출을 

장려하고, 해외 이주자들이 보내는 송금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주가 장려되는 집단은 아이가 없는 독신 여성 집단이며, 어

머니의 이주는 가족을 해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환 받지 못한다. 필리핀 내에서

의 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가 택한 전략은 어머니의 이주로 가족이 

해체되고, 아이들은 유기되었다는 담론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에 해 파레냐스(2002)

는 이와 같은 주장은 초국적 가족이 겪고 있는 감정적 어려움에 한 즉각적이고 가시

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초국적 가족이 직면한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필

리핀 내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이라는 것이다. 즉 자녀를 양육과 돌봄의 책임이 

이주한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로컬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에

게도 있다는 것이다. 남성이 자녀의 돌봄과 감정적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파레냐스, 2002:52-54).

28)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초국적 가족의 전략을 택하는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도 ‘기러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장기분거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조은숙, 2010; 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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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가족에 한 연구가 지구화의 압력 속에서 어떻게 가족관계를 유지하는지, 

기존의 젠더 질서에 변동을 가져오는지에 한 관심을 둔다면, 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들의 고군분투는 ‘개인화’로 설명된다(벡-게른스하임, 2010[2008]).29)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의 시공간을 공유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표준적인 가족 

모델이 아니다. 일국 내에서도 학업 혹은 노동을 이유로 원거리에 떨어져 사는 장거

리가족(long-distance family), 혹은 다양한 국가에 가족원들이 흩어져 사는 초국적 

가족 등은 이동성과 유연성으로 표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가족의 

새로운 형태로 제시된다. 벡-게른스하임은 이와 같은 삶의 형태를 개인화와 지구화가 

만들어낸 압력과 요구의 산물로 정의한다.30) 새로운 가족 형태의 등장을 ‘가족 해체’ 

혹은 ‘다양한 가족의 등장’31)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은 가족이 등장 

2010; 김양호·김태현, 2009; 김주현 외, 2010; 김양희·장온정, 2004). ‘다문화 가족’ 

역시 이와 같은 지구화의 압력 속에서 출현한 것이지만, ‘다문화 가족’의 프레임은 한국 

사회로 이민 온 여성들의 사회 통합 정책 속에서 제한적으로 이해됨으로써, 기러기 가

족과 다문화 가족을 글로벌 이동성과 초국성(transnationality)이라는 공통의 틀로 접근

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29) 노동시장에서 이동성과 유연성에 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의 생애를 

기획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족과 

개인의 삶에 한 전통적, 표준적 모델이 더 이상 규범적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각 

개인들은 자기만의 생애사를 위한 고군분투해야 하는 삶을 “시공간의 곡예”(벡

-게른스하임, 2010[2008]:133)를 벌여야 한다. 

30) 벡-게른스하임은 짜깁기(patchwork)가족 역시 지구화와 개인화의 압력이 만들어낸 새로

운 가족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동거, 이혼, 재혼, 또다시 이혼 동거 등의 무수한 관계

의 형태들의 반복 속에 열려 있는 가족관계는 결혼을 더 이상 일생의 결합이 아니라, 

취소될 때까지의 결합이 되었다. 이로 인해 연애와 부부관계, 자녀관계 등은 끊임없는 

고투의 역이 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능동적인 선택으로 기존의 전통적 규범을 해체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등장을 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와 같은 개인화 

과정은 철저하게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실행되며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31) 다양한 가족의 등장이라는 수사는 얼핏 다양성의 인정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 다양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상가족 모델 밖의 비정상 가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한 법적·제도적·사회적 인정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가족 

다양성 담론에 한 비판은 많은 경우 정상가족 모델에서 벗어나는 가족에 새로운 이

름을 붙여가며 그 목록을 늘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박혜경(2001) 역시 가족의 다양

성에 한 주장이 단지 다양한 불행을 나열하고, ‘다를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그칠 뿐, 

지배적인 근  핵가족 모델의 갈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근

 핵가족 모델이 갖고 있는 정서적·성적 친 성의 특권을 해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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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추동력을 ‘지구화’와 ‘개인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벡-

게른스하임의 탁월한 통찰이다.32) 그러나 각 개인들이 생애사를 ‘알아서 쓰는 과정’, 

그 과정에 한 면 한 검토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인들이 알아서 생애사를 맘 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로컬의 제도적 한계 또는 가능성 속에서 생애사를 구

축하는 과정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초국가주의, 초국적 가족에 한 연구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들을 제공한다. 이주와 결혼, 출산 등의 생애 경험

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중요한 전환기적 경험이다. 특히 이주의 경험은 결혼이주여

성의 초국성(transnationality)을 형성하는 조건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초국성

(transnationality)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Hondagneu-Sotelo, 1997) 부유하는 공

간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가족 구성의 국면에서 구체적인 지역성(locality)과 화학작

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주돌봄노동자의 모성 경험에 한 접근과는 구별점을 가

진다. 비록 결혼의 과정이 상품화된 매매혼의 성격을 띄고,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엇갈린 욕망이 결혼생활을 갈등과 폭력으로 종결시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는 하

지만, 여성들은 자기만의 생애사를 쓰고자 하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이주와 결혼을 

결정한다.33) 

특히 이들이 어머니가 되는 경험이 이들의 초국적 정체성과 벌이는 경합은 어떤 

서사적 특징을 갖는가.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초국적 이주자인 이들이 로컬

32) 벡-게른스하임은 지구화와 개인화가 가져온 삶의 변화에 한 전망을 이중적으로 바라

본다. 시공간의 곡예가 결국 그 긴장을 버티지 못할 때, 가족은 깨져버리지만, 그와 같

은 긴장은 결국 새로운 가족 실험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양가적인 전망

을 하고 있긴 하지만 벡-게른스하임은 ‘가족 이후의 가족’에 해서 훨씬 낙관적인 자세

를 취한다. 기존의 ‘가족’이라는 표준적인 정상가족모델이 지배적인 위치를 상실하고 새

롭게 구축되는 친 함의 역으로 가족이 재탄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33) 물론 여성 이주 연구에서 ‘결혼 이주’와 ‘노동 이주’의 구분이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

다(Piper and Roces, 2003). 이는 여성의 삶 자체가 노동과 결혼을 분절적으로 사고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했다 하더라도 결혼 후 노동자가 되기도 하

고, 노동자로 이주했다가도 결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애초 이주를 기획하는 과정에

서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혼’이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를 ‘결혼이주’로 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이들이 결혼 후 다른 어떤 이주노동자보다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

실이지만, 이들의 이주 경로, ‘한국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현실은 이주노동자

의 삶을 분석하는 렌즈와는 다른 렌즈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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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모성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경계를 넘는 것은 경계를 

가진 특정 지역이 두 개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초국적 이주자이기도 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혹은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

한 채 부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장소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에 주목

한다. 고정시킨다고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

지 않다면 도 체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다. 끊임없는 유동만이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고정점으로 ‘모성’에 주목한다. 모든 것이 이동하지 않으면 실패

한 것 같은 신자유주의 시 의 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모성’, 장기적인 전망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끊임없는 단기 프로젝트에 열을 올리는 신자유주의의 유

동성(세넷, 2002), 이동성의 시 에 한 생명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장기프로

젝트는 어떤 동학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 부조화가 지금의 전세계적인 저출산을 불러왔다는 진단도 유의미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룬다. 게다가 결혼이주여성들은 그 

목적을 위해 국경을 넘기로 결정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은 여성들의 ‘전통적’이고 

동화같은 결정,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신자유주

의적 지구화 시  어떤 동학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 

② 민족주의적 기획과 여성

여성은 국가/민족의 생물학적 인구를 재생산하는 몸을 가진 존재로서 역사적으로 

국가/민족의 위기와 갈등을 봉합하는 민족주의적 기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민족을 재생산하는 여성은 국민의 구성과 재생산

에서 언제나 중심에 있었다(Yuval-Davis, 2012[1997]). 이스라엘 출신인 유발-데이비

스는 자신이 목도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첨예한 민족 갈등 속에서 “싸우다 죽

을 아들 하나, 감옥에 갈 아들 하나, 산유국에 가서 돈 벌 아들 하나, 늙으면 보살필 

아들 하나”(유발 데이비스, 2012[1997]:74)를 필요로 하는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모성

은 이스라엘을 향한 ‘생물학적 시한폭탄’(Portuguese, 1996:311, 유발 데이비스, 위책: 

74 재인용)으로 작동한다. 전시하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 능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되는 것은 식민지 시기 일본과 한국에서 나타났던 ‘군국의 어머니’에서도 볼 수 

있다. 1930년  후반 일본의 총동원체제 하에서 군국주의와 국가팽창정책이 ‘군국(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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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의 어머니’, ‘황국의 어머니’를 통해 모성을 동원하 다(정진성, 1999). 정진성은 

이처럼 전시에 모성 담론이 동원되는 것은 국민국가를 가족국가 이미지로 통합시키

고자 하는 민심의 통합기호로서 모성을 활용하 다고 평가한다(위 글: 235). 

젠더와 민족 담론의 상호교차성의 특징은 식민지 시기 특히 두드러진다. 20세기 

초 전지구적인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신여성 담론을 연구한 김수진(2006)은 ‘여성’은 

본질적 문화의 담지자로서 민족적 ‘차이’를 재현하는 기표이기도 하며, 동시에 서구적

인 것을 따르는, 근 성의 기호로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수진은 일본의 

양처현모와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 쓰인 ‘현모양처’이념이 통념과 달리 양처보다 현모

를 우선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앞서 정진성(1999)의 논의에서도 보이는 

바, 일본에서 국가 차원에서 모성을 제국의 신민으로 기르는 자로서 사명을 부여한 

것은 1930년  후반이었으며, 국권 위기의 시 에 미래의 국민과 새로운 민족성을 

길러낼 임무를 위해 여성 교육을 강조하기는 하 으나, 민족의 모성이라는 관점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 다(김수진, 2006:369-371). 1920년  후반 현모양처 논의에서 

모성은 민족과 국민의 생산자로서의 책임감 보다는 근 적인 양처의 지위에 부속된 

임무 다(김수진, 2006:370). 1940년  후반에 이르러 식민지 조선에서도 남편이 부

재한 집안을 지키며 병사로 보낼 아들을 길러내는 충(忠)을 간직한 ‘군국의 어머니’론

이 등장하지만 이것은 해방과 함께 사라졌다가 박정희 정권 시기 다시 등장한다(김

수진, 2008). 김수진은 1960년  재탄생한 신사임당은 국가주의적 현모양처의 모습으

로 창안되었으며, 동시에 여성운동에서는 국가주의적 현모양처의 모습에 가정과 사회

를 넘나들며 발전주의적 근 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초여인’의 모습이었음을 밝히

고 있다. 

이렇듯 국가/민족과 젠더 논의 속에서 어머니의 지위는 국가/민족의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국가/민족의 단결과 통합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으로 작동하 다. 그러나 이

와 같은 국가/민족의 기획 속에서 여성들이 수동적인 상으로 있었던 것만은 아니

다. 특히 비서구 식민지 국가에서 ‘여성의 국민화’(정진성, 1999) 프로젝트는 근 적 

여성 교육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프로젝트 속에서 국가/민족의 근 성의 

담지자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김수진, 2006).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민족 정체성으로 더 이상 단일민족을 내세우기 어렵게 만들

었다는 평가를 가져오는 ‘결혼이민자’들의 유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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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民族) 여성과의 결혼은 선사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화로 진보할 수 있었던 

‘여성의 교환’에 의한 친족구조의 성립을 가능케 하 다(Lévi-Strauss, 1969; Rubin, 

1984).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인류 사회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근  

민족국가에서 다른 국가/민족간의 결혼은 다양한 정치적 의미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었다. 서구화된 식민지 여성의 욕망이 궁극적으로 백인 남성과 결혼하는 데 있으며 

그런 여성을 민족의 배신자로 보는 것(Fannon, 1999[1954]·김수진, 2006:440 재인

용)은 식민지 민족주의의 성적 상상력이었다(김수진: 2006). 식민지 조선의 남성이 

제국의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일본 남성과 식민지 남성의 차이를 중화시키고자 했던 

것(권김현 , 2011:48) 역시 서로 다른 민족 공동체 구성원의 결혼은 민족과 젠더의 

첨예한 정치학이 발생하는 사건이었다. 식민지 시기 뿐 아니라 근  민족국가의 경

계가 성립된 이래로 외국인과의 결혼은 국가의 관리 상이었다. 

(2) 철학적 사유와 권리의 토 로서의 모성

페미니즘 모성 연구는 여성을 어머니로 환원하는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한 비판

과 성차의 물질적·상징적 기반으로 보는 흐름이 동시에 존재한다.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억압적으로 배당한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사적 역에 유폐시키는 핵

심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에 한 폭로는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단골 주제 다(파

이어스톤, 1983[1970]). 게다가 이성애중심 핵가족에 한 비판의 한 가운데에는 성별

분업을 골자로 한 근 적 중산층 가족의 이데올로기를 체현하고 있는 주부가 있었다

(프리단, 2005[1963]). 그러나 다른 한 편 여성에게 모성이 항상 억압적인 것으로만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여성들은 모성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선형, 2011a), 임파워링의 경험(리치, 1995[1976], O’Reilly, 2004)으로 받아들이기

도 한다.34) 

34) 1970년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물결 속에서 이성애중심 핵가족의 전령처럼 여겨졌던 

모성에 한 거부 속에서 리치(Rich)는 경험으로서의 모성과 제도로서의 모성을 구분한

다. 여성이 모성을 억압으로 경험하는 것은 여성의 계보가 인정되지 않는 부계 중심적 

가족 제도와 법,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만드는 노동 환경, 불충분한 탁아시

설,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와 특권을 행사하는 아버지 역할 등 여성에

게 정서적·물질적 짐을 지우는 제도 때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리치의 이같은 

구분이 여성이 경험하는 모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었지만 여성에게 힘이 되는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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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경험은 말해지지 않은 경험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사유체계로 제시된다

(러딕, 2002[1995]). 사유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천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것

에 의해 형성되는데, 어머니노릇(mothering)은 수많은 여성의 실천 중에서 핵심적이

며, 이것은 새로운 사유, 즉 모성적 사유(maternal thinking)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러딕, 위책). 여기서 리치와 러딕 모두 여성의 모성을 접근하는 데 있어, 이미 주어

진 하나의 체계로서 정적인 어머니됨(motherhood)보다는 어머니들이 일상적으로 실

천하는 매일의 노동, 이성적 활동으로서 동적인 어머니노릇(mothering)에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다.35) 즉 경험의 물적 차원, 즉 실천(practice)에 주목한다. 

페미니즘 모성 연구의 다른 한 축은 모성을 여성의 권리의 기본 토 로 설정하고

자 하는 정치철학에서 발전되어 왔다. 근  정치철학에 내재해 있는 가부장적 성적 

계약에 한 비판(페이트만, 2001[1988]; 황정미, 2002)을 비롯하여 성적차이를 시민

권에 기입하려는 시도(정인경, 2011; 이리가라이, 1997[1991]; 권현정, 1997)에서 모성

은 그 중심에 있다. 모성을 탈신비화하고 가족을 탈신성화하고자 했던 급진주의 페

미니스트들의 주장과 가족을 보수화하고자 하는 신우파의 전략 사이에서 모성과 가

족을 구출하고자 했던 엘쉬타인(Elshtain, 1983)은, 가족이 반드시 억압적인 장소이거

나, 완벽하게 조화로운 곳이 아니며, “인간의 삶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깊고 공명하는 인간적 유 , 가장 지속적인 희망, 가장 다루기 힘든 갈등, 가장 가슴 

아픈 비극, 가장 달콤한 승리의 장소”로 명명하면서, 공적 역에 해서 존재론적·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 다.36)

경험 역시 제도적 모성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5) 본 연구에서 모성은 <각주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물학적 사건과 관련된 몸의 경험으

로서의 모성(maternity)과 어머니로서 수행하는 다양한 양육 노동 일체를 가리키는 어

머니 노릇으로서의 모성(mothering), 여성이 자신의 모성에 해서 인식하는 어머니됨

(motherhood)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서 사용한다. 리치는 어머니됨(motherhood)을 

모성에 한 이데올로기적 규범과 제도적 억압 기제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술자들이 인식하는 모성인식을 지칭하거나 법·제도적으로 어머니됨

(motherhood)의 지위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에 사용하기로 하겠다. 구술자의 모성인식

은 리치가 구분한 제도로서의 모성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것에 관한 저항의 이야

기일 수 있다.

36) 엘쉬타인은 자신의 이와 같은 논의를 ‘사회적 페미니즘(social feminism)’으로 명명하고, 

가족에 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부채를 극복하고, 새로운 페미니스트 정

치학을 위해서 ‘어머니로서의 여성’ 정체성의 발전을 탐색할 것을 주장하 다(Elsh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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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엘쉬타인의 논의에 해서 디에츠(Dietz)는 ‘친가족(pro-family)’ 페미니

스트라 이름하며, 페미니스트 정치학 담론과 민주주의 정치 활동을 위한 진지한 문제

들을 은폐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사회적 페미니즘은 결국 가족의 창조자로서 여

성의 일차원적 차원을 재강화함으로써 정치학과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모성적 사유에 의해서만 정체화되는 것은 아니며, 모성적 사유가 민

주주의적 정치학을 반드시 진작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엘쉬타인은 간과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페미니즘의 정치학은 민주적 실천을 고무함으로써, 여성을 더 

넓은 시민의 맥락에서 계발시킬 때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Dietz, 1985). 디

에츠는 모성적 가치는 모자간의 불평등한 관계의 표현, 친 하고 배타적이고 독특한 

활동의 표현이기 때문에, 집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일반화되어야하는 민주주의적 시민

권의 토 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디에츠의 이와 같은 비판은 성적 차이를 시민권의 토 로 기입하고자 하는 페미니

스트들의 시도를 본질주의적 접근이라 비판하는 무페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무

페(2007[1993])는 성적 차이를 정치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적 차이

와 무관한 새로운 시민권 관점을 구성함으로써 근 적 시민권 관점을 치료할 것을 

주장한다.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정치학에 필요한 새로운 시민권의 전망을 

그리는 데 있어 모성을 비롯한 성적 차이에 기 는 본질주의는 불가피한 결함이 있

다는 것이다. 무페의 해법은 ‘주체 위치들 집합의 접합이라는 사회적 행위자’의 관점

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성의 정체성이 모성과 같은 본질적 정체성에 고정되기 보다

는 다양한 주체 위치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접합의 과정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는 것이다.37) 

1983, Dietz, 1985재인용).

37) 무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존재자로서의 주체 범주를 포기하고, 주체의 역사를 정체성 

형성의 역사로 볼 것을 제안한다. 주체의 역사는 이중 운동(double movement)으로 설

명하는데, 한편으로는 미리 구성된 지점을 둘러싸고 일련의 위치들이 고정되는 것을 방

지하는 탈중심화의 운동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본질적 비고정성의 결과로 나타는 

정반 의 운동, 즉 결절점들이 설립되는 운동이 있다. 이 결절점은 기의의 흐름을 기표 

아래 제한하는 부분적인 고정화이다(무페, 2007[1993]: 124). 여기서 ‘부분적 고정화’는 

무페가 반본질주의 주체 운동을 설명하는 용어로, 주체의 고정핀에 한 라깡의 이론에

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모성을 비롯한 성차 논의를 본질주의가 아니

라 무페 스스로 제시한 이중운동으로 보고자 한다. 이것은 스피박의 전략적 본질주의

를 채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중운동의 모티프는 구술생애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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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을 비롯한 성적차이를 시민권에 기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본질주의, 친가족주

의 등의 비판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시민권의 원리로서 성차를 도입하

고자 하는 시도는 페미니즘 정치철학의 이론적·실천적 의제로 채택되어 왔다. 표

적으로 처녀성과 모성권을 여성시민의 권리의 토 로 수립하고자 한 이리가라이

(Irigaray, 1997[1991])의 논의와, 프랑스 보편주의의 용어를 성차의 물리적 차이를 보

편적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추상적 개인에 성차를 기입하고자 했던 스콧(Scott, 

2009[2005])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이리가라이는 모성을 여성 시민의 토 로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모성의 사회적 기능과 효용과 무관하게 여성의 고유성으로서의 

재생산 역량을 보아야 할 것을 주장했다는 데 있다. 여기서 재생산 역량은 여성의 

현실이며 그 역량의 실현 여부는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정인경, 2011; 

권현정, 1997; 이리가라이, 1997[1991]). 여성은 가족·교회·국가의 간섭 없이 어머

니여성으로서 임신 여부와 그 횟수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성의 사회

적 기능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 공통의 가치, 보편적인 것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주

장은 시민권의 새로운 상징으로서 모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스콧 역시 프랑스 공화

주의의 보편주의가 젠더, 인종, 민족의 배제선을 따라 구축되었음을 밝히면서 이와 

같은 배제의 효과는 프랑스 의제에 전제되어있던 남성성을 은폐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과 여성들이 담지하고 있는 차이는 프

랑스 공화국의 보편주의적 가치를 위기로 만들었다. 남녀동수 운동은 이 위기에 

한 응답으로 제시되었다. 프랑스 보편주의는 그것이 배제했던 타자를 포함하도록 확

장되어야 했던 것이다. 스콧식의 표현 로 이것은 일종의 동종 요법적 해결책으로 

위기를 해결하가 위해 위기를 강화하라는 남녀동수운동의 전략적 창조성이었던 것이

다(스콧, 2009[2005]:106). 모성을 시민권의 토 로 세우고자 하는 시도는 보편적 시

민권의 내용으로 차이를 어떻게 기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시민권은 그들의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사회권, 노동권에 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소라미, 2009). 그러나 

이미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체류권에 한 보장이 이들

의 모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녀를 

낳지 못한 이주여성은 모성에 근거한 체류권 보장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

용한 분석틀로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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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성별화된 시민권의 토 에서 모성을 삭제할 수는 

없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모성의 사회적 기능·역할과는 별도로 모성이 여성의 권

리의 토 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

히려 중요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간섭 없이 어머니로서 임

신과 출산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을 기존의 기능주의적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볼 것이 요청된다. 이들의 삶에

서 모성이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 이들이 발전시켜 가고 있는 모성적 사유의 양상, 

이것을 근거로 이들의 권리와 소속감을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3)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둘러싼 법과 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법과 제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향력을 행사한다. 임신·출산의 시기가 결혼 초기에 집중되

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어머니가 된

다. 또한 혼인관계가 불안정해질 경우 이들은 새로운 체류자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에 호소해야 한다. 이 과정과 관련된 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

록 하겠다.38)

① 안정적인 체류권과 사회권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비자를 

발급받는다.39) 이후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민국 국적을 취

38)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과

정에 개입하는 결혼중개업관리법은 다루지 않았다. 현재 결혼중개업관리법은 애초의 목

적에 맞게 불법적인 결혼 중개방식을 규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주여성의 피해

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 ‘합법’의 날개를 달아 문제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더욱 

조장”(소라미, 2009)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혼중개시장의 타락을 부채질하는 효과를 낳

고 있다(김정선·김재원, 2010).

39) 법무부는 2011년 5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에서 결혼이민(F-6)비자를 신

설하 다.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체계적인 사회적응 및 지원정책의 수행과 관리를 

위해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하 음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체류자격 이름 역시 ‘국민

의 배우자’에서 ‘결혼이민’으로 개명되었다. 기존의 거주비자(F-2)에서 배우자 관련 체류 

자격을 별도로 신설한 셈이다. 이로써 거주(F-2)비자의 경우에는 1) 국민의 미성년 외

국인 자녀,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을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 3)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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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할 수 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에 2년의 거주기간이 신설(국적법 제6조 제

2항 제1호, 제2호)40)된 것은 1998년 국적법 개정41)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혼인과 동시에 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간이귀화 요건으로 2년의 거주기

간이 신설된 것은 당시 증가하는 조선족 여성과의 ‘위장 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을 내포하고 있었다(소라미, 2010). 

간이 귀화 요건에 삽입된 2년 거주기간은 위장결혼을 막은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

여성들의 지위를 남편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편의 신원보증 철회 시 본국으로 추방 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참고 사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보고되

었다.42) 이주여성지원단체를 비롯하여 수많은 활동가, 전문가들은 국적법의 개정을 

요구하 고, 이것이 2004년 국적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제3호

와 제4호를 추가함으로써,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 더라도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거나, 미성년 자

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해야 할 경우에는 귀화의 기회를 부여하 다.43)

(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4) 주(F-5) 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고, 결

혼이민(F-6) 비자에는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한

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

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

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40)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제2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한민국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41) 1998년에 개정된 국적법은 1948년 제정된 국적법에 남아있던 부계혈통주의가 양계혈통

주의로 바뀌어 ‘근 적인 국적법’의 체계로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 개정으로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낳은 자녀도 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

다.

42) 2012년 7월부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내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을 삭제했다

고 발표했다.

43)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 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

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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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국적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년간의 거주기간 요건은 결혼생활에서 부부

갈등이 높게 나타나는 결혼 초기, 특히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제결혼 부부 

간 협상과 타협을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소라미, 2007; 변

화순 외, 2008). 또한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이 상 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 자

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인해 완화된 간이귀화 요건이 충분

히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 지적되었다. 이에 2006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국적업

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판

결문, 불기소결정문, 진단서 등에 추가로 국가가 공인하는 여성관련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도 귀책사유 입증서류로 인정되도록 하 다.44)

소라미(2010)는 가정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이 폭력을 피해 가출을 할 경우 남편이 

바로 신원보증을 철회하는 것만으로 출입국의 단속 상이 되는 문제를 지적하 다.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그 전에 이미 미등록 상태

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신분의 변동과 관련된 절차 사항이 

남편의 주소지로 통보되기 때문에 여성이 이 과정에 어떤 소명도 불가능함을 지적하

고 있다. 그리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주여성 특례조

항을 도입하고 결혼이주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관련 민사·형사·가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한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는 방법으로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이외에 주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주자격은 체류기한 및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출신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4호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미성

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4)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197개의 ｢공인된 여성관련단체｣를 선정하여 발표하 다. 이후 32

개의 단체가 추가로 선정되었다. 단체 선정은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여성

가족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선정하며, 추후에 외국인 결

혼이민자 상담실적이 있거나 공신력 있는 단체로 판단될 경우 법무부에 의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

성인권연 , 이주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이 포함되었다. 전체 목

록은 아래의 웹페이지를 참고할 것.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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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의 배우자 또는 주 자격(F-5)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

(F-2) 자격 또는 결혼이민(F-6)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는 

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45) 또한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한국

인 배우자에 있음을 입증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

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저소득 한부모 여성에 한 

지원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5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에 한 특례조항을 도입하여46) 2007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

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거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

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일부 혹은 전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 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역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추가된 외

국인 특례조항(2006년 12월 법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47) 즉 한민

국 국적의 18세 미만의 아동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 배우자와 사

45) 현재 국적법 제도상에서 주자격 취득보다 국적취득이 더 용이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권 전치주의 등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소라미

(2012)는 근본적으로 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격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주

권 취득의 실질적 유인을 부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체류자격의 관점이 아니라 

주권이라는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 주권’이라는 권리 관점에서

는 자격 취득요건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한다. 

4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된다. 

47) 한부모가족지원법(모·부자복지법) 5조의2(외국인에 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상자가 

된다. 이때의 법개정으로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뀌었다.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제1장 서론

- 35 -

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되었거나,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

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졌거나 3) 미혼인 경우, 4) 배우자의 생사가 분

명하지 않은 경우, 5)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하 거

나, 6)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여 홀로 

아동양육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외국인

특례 보호 상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인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여성에게 주어지

는 정책적 특례는 자녀가 없는 여성, 있다 하더라도 양육하지 않는 여성, 결혼이주가 

아닌 노동이주여성 등의 기본적 권리에 해서는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

아왔다(소라미, 2009, 2010). 또한 이것은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을 한국인의 어머

니로서만 인정하고, 재생산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예로 사용되기도 하 다. 그러

나 이같은 비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집중되는 한국

의 가족정책의 특성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같은 법적 조항이 이들을 재생산의 

도구로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이 투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48) 오히려 여성의 모

성을 근거로 시민권을 재구성하는 작업의 관점에서 볼 때 이같은 정책적 특례가 갖

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어머니의 법적 권리: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없고, 미성년 자녀를 양

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이주민과 달리 결혼이주여성에게 안정적인 체류의 기회

를 더 보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 이 여성들이 

이혼 과정에서 어머니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혹은 보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특히 이혼 시 친권 및 양육

권자의 지정, 면접교섭권의 실행은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류

권 보장에서 자녀양육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입증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역이다.49) 가족법에 외국인 특

48) 물론 국가의 가족정책이 자녀가 있는 가족만을 상으로 한다는 비판은 또 다른 논점

을 제기하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49) 물론 현행 가족법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 하고 있지 

못하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이혼, 자녀양육의 현실이 향후 가족법 개정에 반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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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국제결혼의 이혼은 현행 민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현행 

법 조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권리의무의 

총칭(민법 제909조)으로, 미성년자(만20세 미만)를 양육·감독·보호하고, 그의 재산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김지현·이기숙, 2011). 초기 가족법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일차적으로 부

(父)에 속하는 것이며, 이혼한 경우 여성은 친권자가 될 수 없었다. 혼인관계가 유지

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1977년 개정된 

법부터 다. 1990년 개정 가족법은 이혼시 여성도 친권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혼외자의 생모 역시 친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큰 진전을 이룬 

개정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혼 시 여성이 친권자가 수 있는 것과는 별

도로 이혼 후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여성이 친권자 및 양육권을 행

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또한 남편의 입장에서 이혼의 조건으로 여성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것을 종용할 경우에는 더더욱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

려웠다(윤덕경 외, 2002). 2005년 개정에서는 이혼시 친권자의 지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개정은 

이·재혼의 증가로 인해 이혼 후 자녀에 한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며, 

가족을 ‘자연스런’ 관계로 간주하던 법의 태도와 벗어난 방향으로 평가된다(양현아, 

2011: 488-490). 

친권이 미성년자의 법정 리와 재산의 관리 같은 법적·경제적 측면의 리 권

리·의무라면, 양육권은 구체적 양육과 관련된 결정 권리와 의무이다(양현아, 

2011:409).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일치하는 것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법적으

로는 별개의 사안이다. 실제 1990년 이전의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지 않았

을 경우, 양육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주었다(최은정, 1998).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에서 

1999년에 처리한 이혼사건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있었던 200건을 분석한 것을 

보면,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가 132건(66%), 아버지가 지정된 경우 64건

(32%), 부모가 나누어 양육한 경우가 4건(2%)로 나타났다(윤덕경 외, 2002). 1999년

수 있어야 하며, 본 연구도 그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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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01년까지 부산가정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박정기·김연(2003)의 연구에서도 

모가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가, 각각 64.73%와 64.7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을 연구한 김혜 (2006)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는 남성이 

98.5%, 여성이 71.9%로 여성 가운데 23.4%가 친권이 없이 양육권만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50)

이상의 연구들로 볼 때 1990년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우세함을 볼 수 있다. 민법에서는 양육자의 결정 요소

로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함’(민법 제912조)를 신설하 으나, 여기에서 자녀 복

리의 고려사항에 해서는 충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녀의 연령과 부모

의 재산상황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변경 가능함(민법 제837조 2

항)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 변수들이 실제 친권과 양육권자의 결정과정에 어떻게 

향을 미치지는 지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또한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 역시 충분

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양현아(2011)는 재혼가정의 성씨변경을 자녀의 복리

라는 관점에서 재혼한 부의 성으로 변경가능하게 하는 개정 관점에 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즉 여성이 가족 계보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것 자체가 자녀와 여성의 복리

를 해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현재 이혼 소송에서 이혼 후 어떤 양육환경이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에 한 충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 이혼 소송 당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을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에 갈음하는 양상을 

보인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적 양육 상태가 지속되어 심리적으로 부모·자식관계

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 지속성에 상당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반

한다(박정기·김연, 2003; 김지현·이기숙: 2011). 

또한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신

설하 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면접교섭권을 실행한 예는 많

50)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실태조사(김혜 , 2006)의 상자가 남성이 67

명, 여성이 320명으로 성별차이가 나타난다. 연구자는 연구설계단계에서 이혼한 남성한

부모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

우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김혜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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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이혼 후 부부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어 아이들 면접교섭 때문에 계

속서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윤덕경 외, 2002). 1990년 가족법 개정에서

는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로 규정51)하 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자(子)를 직접 양

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로 규정되었다.52) 이것은 자녀 역

시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는 자

녀를 만날 권리와 동시에 자녀의 면접교섭권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다(김상용, 2008). 

면접 교섭권이 부모의 권리일 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는 점은 이혼과 관련된 법 

조항의 개정에 있어 ‘자(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큰 방향과도 일치한다. 협의 이

혼 시 양육자의 결정과 더불어,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해서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53)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민법 제837조 4항).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은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두고 부부 사이에 원만한 합의

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혼인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법제도와 부부 쌍방이 인식하고 있는 부모됨의 권리와 인식의 차이가 벌이고 

있는 경합을 분석하 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결정하는가의 문제에 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

근 다문화가족의 해체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로 

지정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법에 적합한 방향이라는 주장이 제기

51)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52)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3)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2007년 개정 민법에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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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박진근,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취약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들의 모성권을 행사하기 위해 개선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

지, 그것이 이들의 모성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

은 접근은 현재 향후 가족법의 개정에서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반 한 것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제3절 연구 과제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은 한국 여성의 모성과 어

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생활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든 이들의 차별과 피해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

회에서 우리와 다른, 차이를 가진 존재로 부각되어 왔던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필자 역시 이들의 모성 실천에서 보이는 차이와 특수성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질문은 실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정 될 수밖에 없었다.54) 

한국에서 ‘시윤이 엄마’로, ‘윤지 엄마’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엄마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자녀 양육, 교육의 어려

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은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모두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이며, 결혼이주여성의 삶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모성의 다른 

측면을 구하고 있는 것은 연구자의 질문이었다. 이 같은 문제인식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차이의 발견 혹은 단순한 비교의 관점이 아니라 결혼이주

여성의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생애사적 관점을 요청하 다. 이 연구는 이주와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경험의 주체인 구술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구

술자의 해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54) 필자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

원)”(변화순 외, 2008) 연구 프로젝트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 고, “다민족, 다문화사

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현황과 증진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황정미 외, 2009) 연구 프로젝트의 인터뷰 조사

의 일부에 보조로 참여하 다. 이 때 수행한 인터뷰 경험과 자료가 본 연구에도 일부 

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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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머니가 되어가는(becoming) 과정을 밝힌

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단지 임신·출산 등의 생물학적 경험

을 한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시민권의 제약 속

에서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고군분투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

에서는 생물학적 임신·출산 및 초기 양육의 시기에 재생산권의 담지자가 되지 위한 

투쟁과 혼인관계가 불안정해질 경우 어머니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투쟁과 더

불어 모성 규범에 한 저항과 공모를 통해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

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주 이전의 과거와 기억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재 한국에

서 ‘외국인 어머니’로 살아가는 이 여성들에게 본국에서의 생애 경험과 기억은 어떤 

의미망 속에 위치지워져 있는가. 낡은 것과 새 것의 긴장이 존재하는 이주 경험 속

에서 어머니가 되는 이 여성들에게 기억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

과제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 실천(mothering)의 역사적·사회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모성을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페미니

즘 모성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실천은 한국 사회의 

재생산 시스템의 특징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전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이주와 지구화, 한국 사회의 돌봄 체제의 위기 등의 맥락과 결혼이주여성들의 행위성

이 결합된 것의 결과로서 모성실천의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이 구성하는 어머니됨(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에 

한 인식의 관계를 고찰한다.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라는 이들의 모성 지위와 국민 정

체성에 한 인식이 결합되는 과정이 무엇인가. 이들의 모성은 국가/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혹은 역으로 이들의 국가/민족 정체성은 이

들의 모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이들의 모성 경험은 이들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가, 촉진하는가. 이들에게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귀속의 정치학에 어떤 향을 미치

는가. 경쟁과 유동성을 생명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  이주, 결혼, 임신, 

출산 등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여성의 모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가. 유동적이고 탈 토화된 초국적 정체성과 안정과 귀속의 모성 정체성은 어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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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벌이고 있는가. 결혼이주여성의 구술생애사에 나타난 국민됨과 모성됨에 한 

인식의 교차점은 지구화 시  민족과 젠더의 구성 방식을 드러낼 것이다. 

제4절 분석틀

3절에서 제시한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방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뷰를 준비하고, 녹취하여 구술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

인 동시에, 구술자의 모성인식에 한 해석틀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인터뷰 준비에서부터, 녹취한 구술자료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역시 본 연구에서 주목

하는 중요한 연구 방법의 한 단계에 포함시킬 것이다. 두 번째는 분석 단계로서 생

산된 구술자료를 서사구조와 구술성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서사구조는 기본적으로 

구술자의 생애사를 타임라인에 따라 재구성한 이야기와, 구술자의 스토리라인을 따라 

재현되는 이야기의 두 축을 비교함으로써, 구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구술하는 과정

에서 어떤 의미화 과정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제공 할 것이다. 타임라인과 스토리라인의 불일치 자체는 구술자

의 해석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분석틀을 도해

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 인터뷰와 녹취는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최

종 구술자료가 완성되기 전까지 반복된다. 

[그림 1] 방법론적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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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방법론에 의해서 생산된 구술자료는 구술자의 모성인식과의 관계를 해석할 

주요한 개념적 틀에 의해 분석될 것이다. 우선 이주 이전 가족 관계, 구술자의 어머

니에 한 기억은 현재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인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한다. 이주 경험이 낯선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이주 연구에서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에 반

에 기억연구는 이주를 통한 경험의 전이, 정체성의 형성에서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구술자들의 모성에 한 기억의 내용과 기억

의 방식이 현재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실천과 인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

석한다. 둘째, 한국의 모성담론과 결혼이주여성의 제도적 귀속을 결정하는 시민권과 

국적의 위치와 구술자의 모성인식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부분은 한국의 다문화 정

책이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서 일방적인 동화정책으로 환원시

키고 있다는 비판을 재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 어머니가 될 것만을 강요하

는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이고, 도구적인 담론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에 한 비

판은 개별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실천에 한 구체적인 동학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

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정체성과 모성의 관계를 탐색한다. 한국사회에서 

최초의 정주형 이민자인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의 모성 실천에 초국적 공간이 어

떤 힘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차이들이 이들의 모성실천, 모성인식과 어떤 경합을 벌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글로벌 시  모성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동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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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주요범위

구술자의 모성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개인, 제도, 지배적 담론의 층위에서 

이주의 연 기적 경로를 따라 배치하면 [그림 2]와 같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주

목하고 있는 부분은 개인의 정체성의 형성 부분에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과

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실천을 둘러싼 지배적 담론과 국

경관리정책 등의 이민정책은 이들의 경험이 놓여 있는 환경으로서 이들이 자신의 경

험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맥락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구술자의 모성경험을 구술생애사를 통해 분석하고, 그것

이 구술자의 정체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 때 구술자의 정체성은 미리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구술자가 한국사회에

서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 어떤 서사를 동원하고 있는지 그 구성과정을 통해 드러

나는 것이다. 물론 이미 주어진 정체성, 예를 들면 이주민,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

족’, 어머니, 인종주의적 낙인의 표현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 등 다양한 층

위들이 정체성으로 동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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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석틀

본 연구의 주요한 상인 구술자의 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수준과 담론 

수준, 그리고 출신국에서 도착국으로의 이주라는 공간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것은 현재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인

식하고 있는 모성 경험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시공간의 축적의 

결과물이며, 본 연구는 이 경험을 여성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분석 할 것이다. 

제5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7장으로 구성되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연구방법론을 다루는 장으로서 구술자료의 생산과정과 분석 방법을 소개한

다. 구술자료의 생산은 구술자를 소개 받는 과정에서부터 인터뷰 현장의 분위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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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녹취록을 생산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구술생

애사 자료의 구조화와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3장은 구술자들의 전체 생애사에 한 본격적인 기술에 해당한다. 3장에서의 기술

은 구술자의 삶에 한 통합적인 이해를 위한 장이다. 2장에서 소개한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에 따라 생애사를 재구성하고,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의 교차를 통해 각 구

술자의 서술 유형을 분류하 다. 이 장에서는 구술자의 이야기에 한 인용을 최소

화하고 연구자가 이해한 언어로 다시 구성함으로써 이후 장에서 반복하여 등장하게 

될 구술자의 서사 인용에 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4장부터 6장은 이들의 모성 경험과 정체성에 한 본격적인 분석에 해당한다. 4장

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어머니가 되기(becoming)위한 다양한 정치학에 

주목한다. 임신·출산, 피임, 낙태 등 섹슈얼리티의 역에서 어머니가 되기 위한 결

혼이주여성들의 이야기는 결혼이주라는 맥락에서 여성이 재생산권의 담지자가 되기 

위해 벌이는 노력을 보여준다. 결혼이주라는 맥락은 이들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더

욱 중요하게 작동한다.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 매우 취약해지는 어머니 지위를 둘

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인정투쟁 속에서 여성들이 동원하는 서사 전략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좋은 어머니’에 한 이들의 평가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모성규범이 

각자 생애사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형 굴절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4

장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가 되기 위해 놓여 있는 젠더 정치의 

각축장을 다룬다.

5장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실천(mothering)을 다룬다. 본 연구에서 관찰되는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실천에서는 기존의 이주연구에서 발전시켜 온 초국적 모성

(transnational mothering)과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 이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주 이후 구성한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국, 즉 친정가족

이 동원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

이주나 재혼여성의 결혼이주에서 초국적 모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

한 구술자들은 이혼 및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돌봄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본국 가족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돌봄 네트워크의 배치 양상은 

한국의 사회적 재생산 시스템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임과 동시에 기존의 시스템에

서마저도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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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의 상 적 비교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한 정책적 지원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일 뿐 실제 여성들의 모성실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직

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장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인식(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의 관계를 분

석한다. 먼저 이들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국적 취득’의 의미를 살펴본다. 법적으로 

‘한국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는 동등한 시민권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모성과 국민됨의 결합은 구술자들이 놓여 있는 생애사적 맥락에 따

라 다양하게 제시된다. 이들은 한국 여성에 한 타자화를 통해 자신을 필리핀(베트

남) 엄마로 표상함으로써 출신국에 한 낙인을 극복하고 이주 어머니의 모성 서사

를 완성한다. 이 모성 서사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주민 정체성에 한 고정핀으로서 

모성을 의미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한국 사

회라는 로컬에 배태(embedded)되는 경험이다.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한국 사회의 

재생산 체제와의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안정한 가족관계, 신분

관계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계기로서 자신의 모성 경험을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

게 볼 때 이들에게 모성은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구성해 나가야 하는 다양한 정체성

들의 고정핀의 역할을 하고 있다.

7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장으로서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추후 과제를 제

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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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방법

한국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을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 다. 자료 수집과 분석은 여성주의 구술사 연구의 인식

론과 방법론을 계승하면서, 근거이론과 서사분석 방법의 일부를 변용하여 사용하

다.

여성주의 구술사55)는 공식적인 역사 서술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경험을 발굴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역사 만들기(making history)의 방법으로 발전되어왔다(Personal 

Narrative Group, 1989; Gluck and Patai, 1991; Armitage and Hart etl., 2002); 윤택

림, 1994; 김성례, 2002).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하고자 했던 초기 여성사 연구와 여

성의 경험의 발견과 수집을 목적으로 하 던 초기 구술사 연구의 문제인식은 다양한 

주제에서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가능케 하 다(윤택림, 2010; 이선형, 2011b).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여성주의 구술사에 주목한 것은 경험

을 가시화하는 방법 때문만은 아니었다. 여성들이 무엇을 말하는 가, 즉 말하는 내용 

뿐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 여성들의 말하기 행위 그 자체에 한 관심은 여성을 자

신의 삶을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주체의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 다(김성례, 

2002; 한국정신 문제 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

55) 여성주의 구술사(feminist oral history)는 생애이야기(life story), 생애사(life history), 구

술생애사(oral life history) 등의 용어를 총칭하여 사용한다. 구술자의 자기표현적 부분

에 초점을 둔 경우 이야기(story)로, 역사적 의미에 초점을 둔 경우 사(史, history)로 

사용된다(유철인, 1996; 윤택림, 2010). 이와 같은 구분은 구술사 연구 자체가 갖고 있

는 일종의 아포리아(김수진, 2013)로서 구술자료는 객관적·역사적 증거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주관적·서사적 표현이라는 모순되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택

림은 지금까지 한국의 구술사 연구가 “서사분석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주관적 세계와 

정체성, 그리고 주관적 의미화와 분석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 역사적 연구방법으로 

여성주의 구술사 연구가 발전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 다(윤택림, 201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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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증언팀(이하 ‘증언팀’), 2002; 이재인, 2004).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것

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청자가 구술자의 개인적 경험을 들을만한 이야기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김성례, 2002). 

한 사람의 삶에 한 전기적 이해, 통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구술생애사 방법

은 낡은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이주 경험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 인식틀의 변화 과

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서로 다른 욕망의 충돌, 기억과 현재의 충돌, 지배적인 

담론과의 교섭, 공모, 교착을 밝히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론인 구술생애사는 결혼

이주여성 주체를 ‘피해자’ 또는 ‘행위자’로 이분하지 않으면서, 이 둘이 어떻게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지, 그 공존을 통해서 어떤 정체성이 구성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기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결을 이루고 있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맥락들을 이해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지배적인 담론 혹은 항 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갈등과 

모순의 결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구술생애사 방법은 

이들의 삶에 착목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구술생애사 방법이 발전시켜 온 서발턴의 말하기와 듣기, 기억하기, 재현하기에 

한 물음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지도를 제공한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시민으로서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들의 목소리는 한국의 젠더 질서와 어떤 교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들의 서사 속에

서 서로 다른 로컬의 기억과 현재는 어떤 교직으로 짜여 있으며,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은 글로벌 욕망에 포박되어 있는 지구적 서발턴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때로 이들의 삶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님을, 이들의 이주·결혼·모

성이 만들어내는 가족 풍경이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던 지구화 시  가족 욕망

의 드라마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구술생애사 방법은 들리지 않던 목소리의 복원의 문제를 넘어서 지배적 담론에 결

박되어 있는 동시에 그 틈을 빠져나가는 여성들의 삶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

우 유용하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 서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역사적 담론과 그 담론에 저항, 공모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지구화 시

 모성의 초국성(transnationality)와 지역성(locality)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

다. 지구화시  모성 서사를 구술생애사를 통해 보는 것은 새로운 담론 질서 속에서 

틀지워지는 행위성의 역동을 밝힐 수 있다. 어머니들의 모성 서사는 지구화 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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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험, 나아가 가족의 새로운 배치와 동학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제2절 구술자료 생산

1) 구술자 선정

구술자는 현재 국내결혼이주여성 출신국 분포와 혼인관계, 자녀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

자 중 여성의 출신국별 분포를 살펴보면,56) 중국 조선족(28.83%), 중국 한족

(25.36%), 베트남(24.03%), 필리핀(6.70%)의 순으로 나타난다.57) 중국 한족을 제외한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여성 중에서 5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상자를 물색하 다. 자녀의 나이는 초기 양육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자녀와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하 다.

또한 각 국가별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혼 혹은 이혼 소

송 중인 경우를 포함시켰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기준은 그 로 유지하되 직접 양

육 유무는 고려하지 않았다.58)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에서 이혼 및 이혼 중인 여

성의 이야기를 포함시킨 것은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에 한 정책적 지원이 이들의 

모성과 배우자 지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이혼을 통해 배우자 

지위를 상실하고 모성만이 남게 되는 상황은 이들의 모성 인식과 정체성 변화가 훨

56) 이 통계에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이 거주(F-2)중 ‘F-2-1’, 주(F-5)중 ‘F-5-2’, 결혼이

민(F-6)인 자를 포함하며, 혼인귀화자는 외국인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를 뜻한다. 이로써 ‘외국인 주민’현황에 혼인귀화자, 즉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포함

되는 것을 두고 ‘국민을 외국인이라 부르는 아이러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설동

훈 외, 2009·황정미, 2012a:70 재인용). 그러나 결혼이주경험이 있는 여성의 정체성의 

구성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 같은 통계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

57) 애초 연구를 설계하던 시점, 2010년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

(36.6%), 베트남(36.6%), 필리핀(7.3%)으로 분포순위에는 변동이 없지만, 중국 출신의 

여성들이 늘고, 베트남 출신의 여성들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58) 결과적으로 이혼 후 직접 양육하지 않은 여성은 한 명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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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구술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름은 모두 가명이

며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족 및 지인의 이름도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모두 가명으로 

사용하 다. 

이름 출신국
현재 

혼인상태
출생 결혼 이혼 학력 결혼과정 자녀 수(나이)

안젤라 필리핀 유지 1967 2002 - 대학중퇴 통일교 2명(10세, 9세)

루시 필리핀 이혼 1982 2005 2008 대학졸업 중개업체 1명(7세)

헬렌 필리핀 이혼 1983 2004 2011 고등학교 졸업 중개업체 2명(7세, 4세)

전하빈 중국(조선족) 유지 1980 2003 - 고등학교 졸업 연애 2명(9세, 7세)

정순자 중국(조선족) 사별 1967 1998 2009(사별) 중학교 졸업 친척 소개 1명(14세)

박영숙 중국(조선족) 이혼 1975 1998 2008 고등학교 졸업 친척 소개 1명(14세)

레티쑤언 베트남 유지 1986 2006 - 중학교 졸업 중개업체 2명(6세, 5세)

쑤완흐엉 베트남 유지 1974 1996 - 고등학교 졸업 연애 2명(16세, 7세)

응옥타잉 베트남 이혼 1985 2005 2011 중학교 졸업 중개업체 1명(7세)

쩐티린 베트남 이혼 1987 2006 2011 고등학교 졸업 중개업체 1명(6세)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다음은 위 구술자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

려고 한다. 구술사 인터뷰 자체가 면접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텍스트(윤택

림, 2010; ‘증언팀’, 2001; 김성례, 2002)라는 점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만

남의 경로를 이해하는 것은 구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떤 맥락에서 구성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이다. 동시에 이것은 연구자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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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를 만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와 이주민 공동

체를 통한 만남, 둘째 이주민 지원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만남, 셋째 가족을 통한 만

남이 있다.59)

첫 번째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와 이주민 공동체를 통한 만남은 필리핀 출신인 안

젤라와 헬렌, 베트남 출신인 흐엉과 타잉의 만남이다. 안젤라가 헬렌을 소개하 고, 

흐엉이 타잉을 소개하 다. 안젤라와 헬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구에서 

지역운동을 하는 분(활동가 A)의 도움을 받았다. 활동가 A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한

국인 여성과 이주여성 멘토 맺어주기 사업에 멘토로 참여하던 중 지역의 다문화 축

제에서 안젤라를 만났다. 안젤라는 활동가 A의 멘티의 지인이었다.60) 이 축제에서 

안젤라와 헬렌도 만났다. 안젤라와 헬렌을 만나게 된 경로는 두 단계를 거친다. 첫

째, 지역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행사 및 서비스가 계기가 되었다. 안젤라는 

다문화 축제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TESOL 자격증 취득, 자녀의 학습지도, 부모 교

육 등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청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접 구

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에까지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인터

뷰를 위해 서울 학교에 왔을 때에도, 안젤라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참여로 서울

학교 와 본적이 있다고 하 다. 둘째, 지역구에 존재하는 필리핀 이주민 네트워크이

다. 이 네트워크는 성당이나 이주민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필리핀 공동체라기보

다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결혼이주여

성들의 연계망에 가깝다. 이들은 서로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귀한 필리핀 음식 재료 

등을 나누면서 지역의 필리핀 친구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서울에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헬렌에게도 금방 친구들이 생길 수 있었

다. 

이같은 이주민 네트워크의 힘은 안젤라와 헬렌의 2차 인터뷰가 이루어지던 날 빛

59) 2008년도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있었던 결혼이주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는 

달리 ‘모성’ 연구에 참여할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트라우마의 성격을 

띠는 폭력 피해 경험과 달리 ‘모성’ 경험은 어머니들에게 어렵지 않은 주제일 뿐만 아

니라 이야기하기에 불편한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구술자를 소개 받는 

과정도 폭력피해경험을 가진 여성을 인터뷰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다.

60) 활동가 A가 애초 소개해 주려고 했던 분은 이 멘티인 여성이었으나, 임신으로 몸이 힘

들어 안젤라를 소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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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하 다. 갑작스럽게 정해진 헬렌의 이사에, 안젤라와 헬렌의 2차 인터뷰도 급하

게 정해졌다. 오전에 안젤라 인터뷰를 하는 동안 헬렌과 안젤라의 여동생 새라가 점

심을 준비하 다. 헬렌이 거주하던 공동주택에서의 마지막 점심이었다. 헬렌의 집에

서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오후에 헬렌과 내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안젤라와 새라가 

헬렌의 이삿짐을 싸 주었다. 

인터뷰가 이루어지던 시공간의 특성상 헬렌의 2차 인터뷰는 중간에 잠깐씩 중단이 

되었다. 안젤라 자매가 짐을 싸다가 물어보러 오기도 하고, 퇴소 및 새로운 쉼터로의 

입소와 관련하여 서류를 요청하는 전화가 오기도 하 다. 이 뿐만 아니라 새로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쉼터에서 알게된 파키스탄 출신 언니의 국제전화, 구인 업체로부터

의 전화 등이 걸려왔다. 헬렌은 자신에게 연결된 일은 안젤라의 동생인 새라에게 넘

겨주었다.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는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에서

는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헬렌은 그 전화를 다 받아주지는 못했다.61) 헬렌이 실질

적으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헬렌은 쉼터에 있으면

서 다른 여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파키스탄 여성의 

전화도 그렇고, 점심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헬렌은 나를 쉼터에 거주

하는 다른 중국 출신의 언니에게 소개해 주어, 그녀가 딸의 교육과 관련한 도움을 받

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베트남 출신인 흐엉과의 만남은 2008년도에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관련

된 연구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통역자로 소개 받으면서 다.62) 흐엉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상담의 조력자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자신이 전문가나 

다름없는 경험을 쌓게 되었다. 흐엉에게 본 연구의 성격에 맞는 분의 소개를 부탁하

고, 흐엉은 타잉을 소개해주었다. 흐엉과 타잉도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고, 흐엉이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소개를 해주었다. 타잉의 1차 인터뷰에 소개자인 흐엉이 같이 

61) 한국에서 살고 있던 파키스탄 부부인데, 결혼 생활이 위기를 맞으면서 파키스탄 아내가 

헬렌이 거주하던 쉼터에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자며 쉼터에서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남편이 아내만 그 곳에 두고 아이들과 몰래 한

국으로 돌아와 버린 후,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사연이었다. 

62) 1996년부터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흐엉은 2005년도에 급증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선배격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흐엉의 결혼 생활도 그리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흐엉

이 베트남 여성들의 통역을 하게 된 계기도, 흐엉 자신의 부부갈등문제로 상담을 받으

면서 알게 된 이주여성운동단체 활동가의 소개로 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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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 다. 타잉은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해 보 으나, 중간에 흐엉이 있

어서 그런지 1차 인터뷰에서는 흐엉이 통역을 해 주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

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나누는 한국어 화를 타잉이 모두 이해하

고, 화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인터뷰 후반에는 타잉과 직접 한

국어로 화를 나누었고 중간에 타잉과 흐엉이 베트남어로 화를 하는 식으로 인터

뷰가 진행되었다.

타잉은 인터뷰를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상담으로 생각하

다. 물론 인터뷰 시작 전에 연구 목적과 연구 참여 동의서를 충분하게 설명하긴 했

지만, 이 인터뷰를 소개한 흐엉의 의견, 즉 “너를 도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인

터뷰를 수락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1차 인터뷰에서는 타잉의 현

재 상황, 즉 비자 기간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 신청이 오래 걸리는 문

제, 특히 현재 7살인 딸아이의 주소지가 전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 아이의 학교 문제

와 관련하여 걱정이 많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 다. 구체적으

로 주권 신청 과정, 아이의 주소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흐엉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

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 다.63)

타잉과 흐엉이 살고 있는 지역은 외국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되어있다고 알려진 곳이지만 정작 타잉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서비

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았다. 주야간 교  근무와 개인적인 불편

함 때문이었다.64) 타잉은 1차 인터뷰에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다

른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왔다. 타잉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었다. 타잉에게 인터뷰는 자신

의 문제 뿐 아니라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계해 주는 일종의 상담

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창구로 인식되었다.65)

63)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면서 아이를 봐주고 있는 어머니의 비자 문제에 해서는 전문가

의 도움을 받기로 하 다. 다행히 2차 인터뷰를 하기 전에 주권과 아이의 주소 이전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어머니의 문제는 여전히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인터뷰를 하면서 

타잉의 주권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었다. 

64) 타잉은 남편의 가족과 먼 친척 관계에 있는 남성과 결혼을 하 다가 사별한 베트남 여

성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그 여성이 그 지역의 베트남 이주민 지원 사업에 관여한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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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이주민 지원단체(이하 ‘단체’)를 활동가 B를 통해서 총 4명의 구술자를 

만났다.66) 이 ‘단체’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는 구술자가 이 ‘단체’와 맺고 있

는 관계에 따라 인터뷰도 향을 받았다. 필리핀 출신인 루시와 베트남 출신 린은 

이혼 과정에서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 여성들이 남편과 별거상태에 있을 

때 공시송달로 이혼이 된 것을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하여 승소에 이르게 되

었기 때문에 루시와 린은 이 ‘단체’에 큰 고마움을 갖고 있다. 중국 조선족 출신인 하

빈과 숙은 이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멤버이다. 하빈은 활동가 B의 

소개로 다문화 강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숙은 이혼 후에 이주민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이 ‘단체’를 찾았

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마다 이 ‘단체’ 사무실에서 각국에서 온 이주민들

과의 만남을 즐긴다. 숙은 이 ‘단체’를 “친정 같다”고 표현했으며, 이 단체의 활동이

야 말로 “마음을 나누는 글로벌”이라고 표현했다. 

루시는 ‘단체’에서 상담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 인터뷰에 필요한 통역을 지원하거

나, 관련 행사, 봉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혼, 양육권 소송, 가족 초청 

등과 관련하여 이 ‘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루시는 자신이 이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

다. 루시의 이와 같은 반응은 ‘우땅 나 로옵’67) 개념으로도 설명 할 수 있다. 루시

는 일방적인 부채관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상호의존성에 입각하여 형성되는 관

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관계 속에 이 ‘단체’의 활동가도 연구자고 자신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65) 타잉이 소개해 준 로안은 이혼 소송 중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도움을 받는 과정에

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인터뷰는 하지 않았다. 신 로안의 문제를 해결 해 줄 전문

가를 연계해 주었고, 변호사 상담에 같이 동행하 다. 

66) 활동가 B가 속해있는 이주민지원단체는 1990년  초부터 이주노동자 상담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표적인 단체

이다.

67) 필리핀 사회의 인간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토착 가치로서, ‘우땅 나 로옵(utang na 

loob: 마음의 빚)’ 개념은 현 에 가족 내 부모와 자식관계, 친척과 이웃, 직장, 중앙정

치 세계에도 적용되고 있다(김민정, 20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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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터뷰 소개 받는 과정

이선형: ok, I see. And and, how do you know 이수진 선생님?

루시: at migrant center, because she 이수진 선생님 works in a migrant 

center, and the as I told you, that I ask some help from migrant center 

in 부천, 수녀님, run by sisters. So that’s why they introduce me to 선생

님 이수진, and then at that time 선생님 이수진 came to the office, and 

she, ya. So that’s why I [accepted your interview], 이수진 선생님 helps 

me a lot, so every time, ‘루시, like thie’, ‘Ok~ that’s ok, 선생님, ok’, ‘고

마워~’, ‘아우~ 고마워 말도 아냐’, 너무 많이, 많이 도와 줬어요 나한테. 진

짜. 오늘까지, 진짜 계속. 도와줘서. 이수진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I invited my aunts, 선생님 각자 이렇게 통역, translate, 어 한국 또 어 

이렇게. 어~ 알았어, 이렇게 와. 이렇게 이렇게. 같이 했어요. 진짜 많이 도

와줬어요. 

[소개해 준 분과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그 분이 이주민 센터에서 일했다.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부천에 있는 이주민 지원센터 수녀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 수녀님이 나를 이

수진 선생님한테 소개했다. 그래서 이수진 선생님이 부탁한 인터뷰라 기꺼이 하겠다고 했

다. 이수진 선생님이 나를 너무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통역해야 할 일이 있을 때도 가서 

도와준다.68) 

<25.1.> 그 전에도 인터뷰 경험 있음

루시: 그래서 항상 만약에 루시 이렇게 지금, fund raising 있어요, 그래서 이렇

게 지금 친구, 옛날에도 다른 친구 또 나한테 인터뷰 했어요. 

이선형: 아~ 그러셨어요?

루시: 옛날에 또 Seoul university, 또. 

이선형: 아~ 그래요?

루시: 네. 똑같애요. 선생님 똑같애요. 근데 옛날에 안양에, 아마 5년 전에. 그

68) 본 연구에서 구술자의 말은 노드(node) 단위로 인용하 다. 노드 번호와 제목으로 시

작하는 화 형식의 이야기를 녹취록에서 그 로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각 노드 말미에는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해서 연구자가 다시 요약한 내용을 고딕체 

부분으로 병기하도록 한다. 이것은 우선 가독성을 위해서이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맥락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화 

현장에서는 이해가 되더라도 이를 텍스트로 옮겼을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로 인터뷰가 진행된 루시와 안젤라의 경우에는 번역의 역할도 하

게 된다. 인용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인용 원문에 밑줄

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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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인터뷰 했어요. 그것도 선생님 때문에 친구. 똑같애요. 그래서 또 지금 

지난 번에 전화했어요. 우리 친구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아, 네 괜찮아요, 

선생님’, ‘진짜?’, ‘네~ 괜찮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진짜 많이 바빴어요. 금방 

시작했어요. 

이선형: 아~ 그러셨구나. 

루시: 금방. 지난주부터니까, 시작이. 그런데 이수진 선생님 몰라요.

이선형: 아~ 

지난번에도 인터뷰 한 적 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연

락을 못 받은 것은 일을 금방 시작해서 바빠서 그런 것이다. 

루시의 이와 같은 인터뷰 인식은 전체적으로 인터뷰에 임하는 루시의 태도를 결정

한다. 루시는 인터뷰를 통해 맺어진 관계를 일방적인 권력관계로 이해하기보다는 도

움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이해하 다. 루시는 인터뷰 과정에서 받은 질문을 

되묻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나의 ‘ 화’로 인식하 다.69) 이 밖에 2차 인터뷰에서 

루시가 자신의 동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

터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같은 엄마’로서 이후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기를 

바라는 루시의 말은 인터뷰를 훨씬 ‘ 화’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빈과의 첫 만남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권력 관계’와 ‘단체의 주인과 손님 권력관

계’가 역전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하빈과의 첫 만남이 ‘단체’의 사무실에

서 이루어졌다. 그 공간에서 하빈은 연구자를 손님으로 접하 다.70) 연구자의 위

69) 예를 들어 ‘모성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한 질문에서 루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도 엄마 아니냐?’라는 질문을 기습적으로 던졌다. 질문이 

어렵거나 구술자의 검열 등으로 인하여 이야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나는 나

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구술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거나,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

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 지만, 루시의 경우에는 그 전략을 루시가 직접 사용한 것이

다. 다소 당황한 나는 나의 의견을 길게 개진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루시는 나의 

이야기에 적극 공감하거나 나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

게 되었던 것이다. 

70) 처음 하빈을 만나기로 한 날, 나는 단체의 사무실에 미리 도착해서 하빈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단체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약속시간보다 일찍 

출발하 고, 하빈은 하필이면 그날 아이가 아파 병원에 다녀오느라 조금 늦었다. 하빈

이 사무실에 들어설 때 나는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데다 ‘연구자’라는 위치에서 하빈에

게 손님 접을 하 다. “많이 더우시죠?”, “찾아오시는 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인터

뷰는 저기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등등의 말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내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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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손님으로 바뀌었고, 그 전환은 아주 빠르고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하빈은 그 공간과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인

터뷰 장소의 특징, 예를 들면 에어컨의 작동, 밖에서 들리는 소음 통제 등 모든 것이 

하빈에게 익숙하 다. 1차 인터뷰를 끝내고 사무실 사람들과 같이 점심을 먹는 자리

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빈의 일상에 내가 초 된 것이었다. 

이 같은 인터뷰 맥락은 단지 인터뷰 장소가 하빈에게 익숙한 곳이기 때문만은 아

니다. 익숙한 곳으로 치자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익숙할 것이다. 그 보다는 

하빈이 그 공간과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이 인터뷰의 주도권을 갖게 한다. 하빈에게 

‘단체’는 단지 이주민을 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하빈으로 하

여금 진정한 ‘다문화’가 무엇인지, 이주민으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곳

이다. 인터뷰 장소에서의 하빈은 ‘다문화 강사’ 전하빈이다.

루시의 인터뷰는 어로 진행되었다. 루시의 인터뷰는 안젤라의 인터뷰 이후에 잡

힌 것이었기 때문에 어로 인터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 다. 내가 좀 더 준비를 

한 탓도 있지만 루시의 어가 훨씬 더 분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필리핀 출신이라

고 해서 모두 어를 잘 하는 것이 아님은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필리

핀 출신 여성 세 명의 경우, 학졸업자인 루시가 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편하

게 생각하 고, 고등학교 졸업자인 헬렌의 경우 어보다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

을 더 편하게 생각하 다. 루시는 학창시절 내내 뛰어난 성적과 리더십을 보 고, 

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

올 정도 다. 루시의 이와 같은 학력자본이 있었기에 루시는 한국에서 명실상부한 

‘ 어 선생님’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경로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경우로 중국 조선족 출신 순자와 베트남 

출신 쑤언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구자의 어머니가 업무 차 만난 고객 중의 한 분으

로, ‘외국에서 시집와 아이 낳고 사는 분 중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에 맞

는 분으로 섭외되었다. 인터뷰 전에 소개자인 어머니로부터 들은 정보는 “똑 부러지

게 열심히 사는 사람, 절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이며 최근에 남편이 사망하 다”

는 정도 다.

가 입장이 바뀌었음을 직감하 다. 그 장소에서 손님은 철저하게 나 던 것이었다. 오

히려 하빈은 나를 멀리에서 찾아온 손님으로 접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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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의 인터뷰는 어머니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주말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사

무실의 비어있는 회의실에서 조용하게 진행 할 수 있었다. 같이 살고 있는 시모와의 

갈등이 너무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순자의 

집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진 사무실까지는 순자가 차로 이동할 수 있는데다가, 순자 역

시 사무실에 몇 번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 장소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 

순자는 1998년 겨울에 만삭의 몸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1999년 겨울에 낳은 아들

은 벌써 중학생이 되었다.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지 벌써 14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

직 국적을 신청하지 못했다. 국적은 고사하고 자신의 이름인 정순자로 살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인터뷰 섭외를 할 때부터 자신의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

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사하 지만, 계속 설득하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차 인

터뷰를 하는 도중에서 자신의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렵고, 논문을 쓰기도 어려울 것이

니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 다. 

<14.> 복잡한 사연, 쓰기가 힘들어요

이선형: 아우~ 근데 너무 정신 없으셨겠어요?

정순자: 복잡하죠? 이게 쓰기 좀 힘들어요, 제 거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다

른 사람, 제 거는 너무 힘들어 갖고, 논문 쓰는 사람도 막 머리가 뻐개지고, 

이게 출입국 사람들도 다 머리가 뻐개지고 서류 하는 사람들도 막 무지하게 

머리가 아팠거든. 사실은 진짜 사람을 여러 사람을 통해 갖고 어떻게 어떻

게 했어요, 진짜. 저, 전 소장, 다 이렇게 소장님들을 앉혀 놓고 그 사람

들도 회의도 하고, 그 사람들도 인도적 차원에서 추방시킬 수 없다.

내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서 논문을 쓰기도 어려우니 다른 사람을 인터뷰하는 게 어떻겠

나. 내 이야기는 출입국 사무소 사람들도 듣다보면 어려워한다. 

순자가 자신의 이야기가 복잡하다고 말하는 것은 순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

니다. 순자는 자신은 하나도 복잡할 것 없이 다 이해 되는 이야기이지만, 자신의 이

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상한 이야기인지 순자는 이미 

경험을 했다. 위장결혼 취소하고 남편과 혼인신고 할 때, 자신의 위장신분을 바로잡

을 때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시키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출신인 쑤언 역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다. 쑤언의 동서는 어머니의 직장



제2장 구술생애사와 서사분석

- 59 -

동료이며, 쑤언의 시아버지는 어머니와 먼 친척관계이기도 하다. 시골마을에서 시모

와 함께 살고 있는 쑤언을 방문할 때는 어머니와 동행하 다. 쑤언의 만남 경로가 

이렇기 때문에 쑤언의 1차 인터뷰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신경이 쓰 던 것은 시가쪽

에서 소개한 인터뷰라서 쑤언이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점이었다. 인터뷰에서 이야

기한 내용이 시가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연구자는 시가의 입장과 전혀 상관

이 없음을 이야기하 고, 인터뷰 과정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하 다. 다행히 쑤언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갈등에 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크게 

검열하지 않았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는 아이들이었다. 인터뷰 도중 불쑥 불쑥 방으로 들어오

는 6살, 5살 두 아들들은 통제가 어려웠다. 처음에는 엄마가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약간의 호기심과 경계심을 보이는 듯 했으나 그것은 금세 무너졌다. 급

기야 2차 인터뷰에서는 “엄마, 미워. 왜 맨날 공부만 해~” 라며, 인터뷰를 빨리 끝내

기를 종용하기도 하 다. 그러나 아이들의 등장이 항상 방해만 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다. 쑤언과 아이들의 상호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쑤언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떼부리기와 씨름하는 모습, 엄마를 끔찍

하게, 경쟁적으로 챙기는 두 아이들의 모습은 쑤언이 인터뷰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엄

마와 아이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주었다. 2차 인터뷰에서 녹음기에 큰 관심을 보

이던 아이들이, 자신들도 인터뷰를 하고 싶어하여, 간략한 질문을 던져 보았다. “시윤

이 엄마는 어떤 사람이예요?”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베트남 사람이요~”라는 답이 

제일 먼저 돌아왔다. 시윤이에게서 들려오는 ‘베트남’이라는 말은 매우 사랑스럽고 따

뜻하게 들렸다.

이상의 구술자들의 만남을 경로별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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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경로 이름 출신국 나이 혼인상태 자녀 수(나이)

활동가 A 안젤라 필리핀 46 유지 2명(10세, 9세)

(활동가 A) 안젤라의 소개 헬렌 필리핀 30 이혼 2명(7세, 4세)

활동가 B 전하빈 중국 조선족 33 유지 2명(9세, 7세)

활동가 B 루시 필리핀 31 이혼 1명(7세)

활동가 B 박영숙 중국 조선족 38 이혼 1명(14세)

활동가 B 쩐티린 베트남 26 이혼 1명(6세)

직접 연락 쑤완흐엉 베트남 39 유지 2명(16세, 7세)

흐엉의 소개 응옥타잉 베트남 28 이혼 1명(7세)

가족 레티쑤언 베트남 27 유지 2명(6세, 5세)

가족 정순자 중국 조선족 46 사별 1명(14세)

[표 2] 구술자 선정

2) 질문지 구성

구술생애사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 으며,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인터뷰를 진행해가면서 약간씩 변형, 수정을 가하 다. 예를 들어 레티쑤언의 인터뷰

를 끝내고 “ ‘베트남 엄마’와 ‘한국 엄마’에 한 질문, ‘좋은’ 엄마에 한 질문 등이 

추가되었다. 구술생애사 인터뷰의 특성상 구술자가 인터뷰를 주도하게 하 으나, 인

터뷰 상황에 따라서 연구자의 질문이 이야기의 흐름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많았

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술자의 기억 지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하기 

위해 노력하 다71).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인터뷰의 큰 틀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 질문은 “2009년 전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질문지와 “한국 여성의 모성과 출산: 구술생애사 방법을 통

한 세  간 비교 연구”의 질문지를 참조하여 구성하 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전국 수준의 다문화가족 전수 조사 연구로서,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징, 취업,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 양육, 건강 및 보건 의료, 사회 생

71) 구술생애사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질문의 방식과 의미에 해서는 이선형(2002)을 참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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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복지 욕구의 역으로 나누어 통계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중 본 연구와 접

한 관련이 있는 사항,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 양육’, ‘사회 생활’의 역에서 필

요한 질문지를 추출하 다. “한국 여성의 모성과 출산: 구술생애사 방법을 통한 세  

간 비교 연구”72)는 구술생애사 방법을 활용한 모성 연구로서 본 연구의 주제와 방법

론 측면에서 가장 접한 관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한국여성의 모성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게 참조하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질문지 구성에서도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 생애사의 시작: 기억 지도의 기본 틀

이 부분은 모든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쉽게 답할 수 있고, 예상하는 내용을 포

함한다. 예를 들면 이주 동기, 입국 시기, 결혼 과정, 국적 취득 여부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여기에 더하여 본국의 가족관계, 학력, 노동 이력, 현재 한국의 가족관계, 남편

과의 갈등, 가족 초청 여부 등의 내용은 부분의 구술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할 때 포함하는 내용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술자의 어머니에 한 기억을 질문함

으로서, 모성 기억을 비롯하여 본국의 모성 실천과 그에 한 구술자의 해석을 탐색

하도록 한다. 

결혼이주 동기와 과정, 가족 관계, 본국에서의 성장기, 노동 경험, 어머니의 모성실

천에 한 기억, 구술자의 모성실천에 어머니에 한 모성 실천이 미치는 향과 해

석 등의 부분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 한국에서의 모성 실천: 모성의 의미

모성(maternatiy)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임신·출산·유산·낙태·사산 등의 

임신력의 상황. 출산조절을 둘러싼 가족 간 역학에 관한 질문.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조절은 결혼이주 초기 돌봄 자원 및 사회적·언어적 자원이 취약한 상태에서 시가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혹은 남편과의 불평등한 권력

72) 필자는 이 연구 프로젝트의 박사과정 연구보조원으로서 생애사 질문지를 만들고, 구술

자료를 아카이브화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 고, 연구결과를 출판(이선형, 2011a)하

다. 이 연구자료를 활용한 연구물로는 정진성(2009), 배은경(2008), 하정옥(2008)을 참

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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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인하여 성관계의 자율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출산조절에 실패하기도 한다. 특

히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이 자녀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산조절은 결혼

이주여성뿐 아니라 남편을 비롯한 시가에도 중요한 각축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본

적인 임신력(임신·출산·낙태·사산 경험 포함), 자녀의 성별 및 출산 결정과 관련

된 가족의 권력 관계, 임신 기간 동안 구술자의 경험과 그에 한 의미, 초기 양육기 

돌봄 환경, 학령기 자녀의 돌봄 환경 등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듣는다.

○ 초국적 정체성과 모성의 경합

이 부분은 구술자의 이주민 정체성과 모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국

적 취득 여부, 주권 취득 여부와 관련하여 구술자의 결정, 가족원의 결정의 과정을 

질문한다. 또한 제도적인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을 한국인으로 정체화 하는지, 

출신국 국민으로 정체화하는지를 알아본다. 그 정체성이 어머니 정체성과 결부되었

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구체적으로 국적 및 시민권과 관련한 권력 관계, 구술

자의 인종적 정체성과 모성 정체성이 결합하는 방식, 일상 생활에서 드러나는 국가간 

경계,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한 구술자의 평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본 구술자의 

정체성의 재구성 측면에 집중하여 질문하도록 한다.

위의 질문은 인터뷰에서 중점을 두는 전체적인 기획이며, 구체적인 인터뷰의 진행

은 이 질문 순서보다는 구술자가 주도하는 방식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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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대분류 세부내용

본국에서
의 삶

부모님 부모님 직업, 엄마에 대한 기억

어린 시절 동네 소개, 형제관계, 부모와의 관계

학창 시절 공부, 성격, 꿈

졸업 후 노동 노동 경험

이주

결혼 결혼 결심하게 된 동기, 결혼하게 된 과정

가족의 이주 다른 가족의 이주

이주로 인한 동네 변화 주민들의 이주, 결혼에 대한 주민 생각

향후 이주 계획 앞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가

본국과의 연계 친정 방문, 가족 초정, 본국 지원

가족과 
모성

생물학적 모성(maternity) 출산조절, 임신, 출산

모성 실천(mothering) 초기 양육 환경 및 학령기 자녀 교육

어머니됨(motherhood) 좋은 엄마의 기준, 모성애, 자신의 모성 평가

이혼 이혼 과정, 친권 및 양육자 결정

결혼 및 이혼 후 노동 및 생계 노동 경험, 생활비, 이혼 후 생계와 양육비

결혼 및 이혼 후 가족관계 결혼 및 이혼 후 가족과 맺은 관계

결혼 및 이혼 후 친구관계 친구관계, 출신국 네트워크

초국적 
정체성 및 

소속감

국적 변경 국적 변경 과정, 동기, 향후 계획

불안정한 신분 신분의 변동, 미등록 체류

국적 및 민족과 어머니 정체성 한국인, 외국인, ‘한국엄마’, ‘외국인엄마’ 인식

이주와 모성의 결합 어머니 정체성이 이주 미치는 영향

정체성 인식 나는 누구인가

다문화, 
국제결혼 

인식

다문화에 대한 인식 다문화 관련 활동, 다문화에 대한 인식

국제결혼에 대한 평가 국제결혼에 대한 평가

인터뷰 
인식

인터뷰 평가 인터뷰에 대한 느낌

[표 3] 인터뷰 질문 범주

3) 인터뷰: 상호작용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와 구술자, 일 일로 이루어졌다. 헬렌과 타잉의 1차 

인터뷰에 이들을 소개한 안젤라와 흐엉이 동석하 다. 인터뷰는 청자(연구자)를 의식

한 구술자의 자기 해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구술자가 연구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

으며, 인터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앞서 밝혔듯이 일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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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는가가 상호작용의 성격을 결정한다. 

(1) 헬렌의 인터뷰에서 안젤라의 역할

헬렌은 안젤라의 소개로 만났다. 헬렌이 안젤라를 알게 된 것은 서울 지역구의 다

문화 행사가 열리던 공원에서 다. 아는 사람이 없던 헬렌이 행사장에 있는 안젤라

를 보고, “언니, 필리핀?”이라며 말을 걸어와 곧바로 친구가 되었다. 충청도 농촌 마

을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헬렌은 결혼 초부터 남편의 과도한 성적 요구와 폭력, 경

제적 억압 등의 이유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 다. 인터뷰 당시 

낯선 서울의 쉼터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던 헬렌에게 안젤라는 정신적으로 매우 큰 

위안이 되었다. 

헬렌의 1차 인터뷰에는 안젤라도 같이 동석하 다. 안젤라는 매우 훌륭한 청자(聽

者)로서 헬렌의 이야기의 흐름에 큰 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헬렌이 편안하게 자신

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었다. 안젤라는 헬렌이 어린 시절을 이야기

할 때, 따갈로그어로 잠깐 이야기하거나 한국어 표현을 같이 생각하거나 할 때 같이 

참여하 고, 많은 경우 헬렌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역할을 하 다. 

<8.1. 부모님 직업, 농사>

이선형: 그러면 부모님은 뭘 하셨어요?

헬렌: 그냥 농사예요. 

이선형: 농사~

헬렌: 아버지랑 같이. 

이선형: 주로 어떤 농사 지으셨어요, 필리핀에서는?

헬렌: 그냥 뭐, (이선형: 주로~) 쌀, 뭐, ... 옥수수 같은 것도 조금 하고, 옥수

수. 그리고 땅콩도 조금 하고, 그리고 먹는 거는 뭐, (안젤라: 몽구?) 가끔도 

가끔도, 몽구, 몽구 알아요?

안젤라: green beans

이선형: 아~ green beans~

헬렌: 저기, (이제 생각났다는 듯) 녹두! 녹두! (이선형: 아~ 아~) 그런 거 다. 

(이선형: 콩 같은 거 하시고) 가끔 하고, 날씨는 좋아면, 또 태풍하면 없어. 

(같이 크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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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 맞아요. 

헬렌: 맞으라니까요. 

안젤라: 물바다. (웃음)

헬렌: 다 죽었어. (같이 크게 웃음)

안젤라: (웃으며) 못 살아요, 못 먹어요. 

헬렌: (웃으며) 선생님 너무 재밌나봐, 내가. (같이 크게 웃음)

이선형: (웃으며) 너무 말씀 재밌게 하셔. (같이 웃음) 아~ 그렇구나.

헬렌의 부모님은 필리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쌀, 옥수수, 땅콩, 녹두 등의 작물을 재

배하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태풍이 오면 수확을 할 수 없었다. 

위 화는 헬렌의 1차 인터뷰에서 부모님의 직업에 한 이야기는 나누는 화이

다. 헬렌의 부모님이 필리핀에서 농사를 지었고, 태풍이 오면 수확할 게 없었다는 아

주 간단한 내용의 화이지만, 이 화에서 안젤라의 존재감은 매우 크다. 안젤라에

게 필리핀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73) 이 화에서 보이는 유

쾌한 웃음은 안젤라와 내가 공유하고 있는 태풍에 한 이야기, 그리고 헬렌의 이야

기가 같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웃음이 이들과의 라포를 형성하고, 

이들의 감정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젤라가 헬렌의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순간은 헬렌이 남편의 성적 환상에 

한 이야기를 하는 화에서 다. 헬렌의 남편이 헬렌에게 투사하는 필리핀의 성산

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한 환상을 투사하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안젤라는 혹시 

헬렌이 과거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일말의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드

러내고 만다. 

<4.2. 남편의 섹스 강요: 필리핀 클럽 여성에 한 환상 투사>

헬렌: (톤 올라가며) 왜냐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고추를 막 먹으라고 한 

시간, 두 시간이예요. 세상에. (이선형·안젤라: 어우~) 얼마나~ 안 되면은 

머리카락 잡으고 고추를 막 (머리를 잡고 아래로 누르는 모습 재연) ‘먹어! 

왜 안 먹어! 너 그런 필리핀에서 그런 일 했는데? 너 필리핀에서 클럽, 클럽 

여자 일 했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 못 해? You dancing my front~’, Oh 

my God, 나 목이 다 땡깄다니까. You dance, you sing, I know that you 

73) 안젤라의 이야기에 해서는 2장의 5절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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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d in the Philippines. That’s your work in the club, and in the 

front of the boys’ 그래서 내가 얘기 했어요, 

안젤라: (조심스럽게 작은 소리로 물어봄) You working there before?

헬렌: (말도 안되는 소리 펄쩍 뛰며) NO~~

안젤라: oh, why he said...

헬렌: I don’t know, 나는 몰라~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

렇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내가 한 마디만 얘기 했지. ‘(톤 높여) 그러면은 

내가 그런 나쁜 여자가 생각하면, 왜 결혼했어! 어?’ 그렇게, 그러면 하면은 

왜 그 돈으로 천 만원, 천 오백만원 있거든 차라리 다방에서 누구나 여자가 

그렇게 해지~ 하지만은 어떻게 설명했어? 그냥 dictionary만 있는 거예요. 

dictionary 있어도 뭐 그 사람도 알아요?

결혼 초기 남편은 헬렌에게 신체적 완력까지 사용하면서 오럴 섹스를 강요하였다. 남편은 

필리핀 클럽에서 남자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해보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였다. 헬렌은 도대체 자신을 그런 여자로 생각하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결국 남편이 자신과의 결혼에서 원했던 것이 성적서비스를 받는 것이었다면 결혼에 드는 

비용으로 차라리 성매매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결혼 

초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아 사전으로만 간신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위 화는 안젤라가 헬렌의 이야기를 듣다가, “전에 그런 데서 일 했었던 거

야?(You working there before?)”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을 보여준다. 안젤라가 

그렇게 질문한 것은 바로 위에서 남편에 한 헬렌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

문이다. 헬렌의 남편이 헬렌에게 투사하는 것은 백인 남성이 구성하는 성애화된 아

시아 여성의 이미지처럼, 한국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필리핀 클럽 여성에 한 성애

화된 이미지이다. 특히 성산업 분야에 늘어나기 시작한 필리핀 여성들에 한 각종 

이미지들의 범람은 충남 시골의 농촌 ‘총각’이 필리핀 아내에게 인종차별적인 성적 

욕망을 투사할 수 있게 하 다. 특히 헬렌의 남편은 헬렌의 말 로 20 의 큰 사고

로 인해 감정과 성적 충동이 잘 제어되지 않는 상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결혼 생활 

내내 과도한 성적 표현과 성관계 요구로 갈등을 빚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부부갈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안젤라가 보기에 헬렌 남편의 말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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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이주민 공동체: 린

베트남 출신인 린의 경우에는 이주민 ‘단체’의 소개를 통해서 만났지만, 인터뷰에서 

더 향을 미친 것은 린의 룸메이트와 주변 지역의 베트남 친구들로 이루어진 이주

민 공동체 다. 인터뷰는 평택에 살고 있는 린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린이 살고 있는 

집은 3층짜리 주택의 2층으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는 집이었다. 처

음 집을 얻었을 때는 혼자 살았지만, 인터뷰 당시 3개월 전부터 같은 국가 출신의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월세의 부담도 덜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

함이었다. 

인터뷰가 주말에 이루어진 탓에 린과 함께 살고 있던 여성이 인터뷰에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여성은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 으나 남편이 공항으로 데리러 오

지 않아 일종의 유기상태에 있었다. 갓 스무 살이 넘은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중개업

자의 집에서 머물다가 평택에 취직을 하여, 린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 여성의 

사정은 모두 린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그 여성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 기 때문

이다. 1차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하는 동안 자리를 피해주었지만, 2차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맥락에 깊숙이 개입하 다. 2차 인터뷰를 위해 방문하 을 때 그 여성분은 

집에 없었다. 주말이라 남자친구와 밖에 나갔다고 하 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는 중

간에 그 여성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다. 남자친구 집에서 곱창을 사 놓고 린이 와

서 요리를 해 주기를 요청하는 전화 다. 전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집에 와서 

인터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14.4> 린의 전화: 곱창 만들어달라는 전화

쩐티린: (린 전화 받고 있음) [19:42 ~ 21:52]

이선형: 친구예요?

쩐티린: 그 동생, 남자 친구 집에 있어. 

이선형: 여기, 여기 있던 동생?

쩐티린: 응, 곱창 먹고 싶어. 돼지 곱창 있잖아. (이선형: 응) 여기 **에서 북쪽 

시장 있잖아요 다~ 곱창 팔아잖아요. 저기 가서 샀어. 사 왔어. 요리 못 해. 

나, 내가 전화 해. 언니 해 줘요. 빨리 와서 만들어 해 줘. 나 만들어 못 해

는데, 빨리 와. (웃음) 

이선형: 아유~ 그거 곱창 만지기 힘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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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티린: 맛있어요. 그거 그냥 베트남으로 만들어 맛있어요. 

이선형: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쩐티린: 내가 만들어 잘해는데. 그냥 괜찮아요. 

이선형: 음~　여기 있던 친구가 지금 남자친구 집에 가 있어요? 

쩐티린: 네~ 여기 지금 얼마 안 걸렸어요. 저기 여기 좀, 조금만 더 가서, 농협 

사거리 있는데. 

이선형: 그래도 남자 친구가 다시 생겼네?

쩐티린: 그냥 만나서지. 여기 혼자 좀 외로원데. 

2차 인터뷰중 린의 룸메이트로부터 처음에 온 전화이다. 린의 집 근처 남자친구 집에 같

이 있던 룸메이트 동생은 곱창이 먹고 싶어 시장에서 사오긴 했으나 요리를 할 줄 몰라, 

린에게 빨리 와서 요리를 해 달라고 한다. 

<18.1> 곱창 요리 해 달라는 전화를 했던 룸메이트 여성이 집으로 와서 린과 

얘기를 나눔

이선형: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아이구 깜짝이야. 누구 친구 왔나보다. 

(39:56) (1차 인터뷰에서 봤던 그 아는 동생이 들어옴) 아~ 안녕하세요. 지

난 번에 봤던 분이다. 곱창 요리하러 왔어요? 커피 좀 먹어요. 커피 먹어요? 

커피 안 먹어요? (이 친구가 들어와서 린한테 뭐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한

다. 나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 린에게 물어봄) 왜, 물어보러 온 거예

요? (두 사람이 베트남말로 얘기)

쩐티린: 그냥 뭐 좀, 옷 좀 갖고 와. 저기 놀러 가서, 반찬 만들어 좀 냄새 나. 

바꿔 입어요. 

이선형: 아~ 옷 바꿔 입으러 왔구나. 놀러 갈려고. 그럼 인터뷰 해도 되는 거

죠?

쩐티린: 네.

룸메이트 여성이 상황을 확인하러 직접 집으로 왔다. 그러나 린은 그 여성이 그냥 옷을 

갈아입으러 들른 것이라고 얘기한다. 

<20.2> 갑자기 곱창 요청 룸메이트가 방으로 들어와 린과 이야기를 나눔

(갑자기 여자분이 들어와 린과 뭐라고 얘기를 함) [53:15 ~ 53:54]

쩐티린: (웃으며) 먼저 간 . 시간 많이 걸려서. 

이선형: 아~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구나, 린을.

쩐티린: 생각 기다려. 그냥 물어봤어. ‘얼마 기다려야 되냐?’, ‘어~ 한 시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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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애’, ‘어~ 나 먼저 가요’ (웃음)

이선형: 아~ 그랬구나. 데리러 왔구나. 

쩐티린: 네, 그냥 자전거, 데리러 와요. 

이선형: 아~ 그랬구나. 곱창 요리 하라고. 

쩐티린: 네. (같이 웃음)

이선형: 아이고 그랬구나. (작은 소리로) 무슨 얘기 했지? 그러면은 아까 그 남

편이,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다시 방에 들어와 뭔가를 가져가서 그 여자분

을 보고 웃으며) 네~ 가세요. 그 남편이 그렇게 3형제하고, 그 담에 부모님

하고, 그죠? (여자분이 계속 들락날락)

룸메이트가 10분정도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갔다. 린은 자신이 룸메이트가 예상하는 것보

다 더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룸메이트가 갔다고 이야기 한다. 나는 룸메

이트 여성이 신경쓰여 이야기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린은 곱창요리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주변의 베트남 사람

들에게 몇 번 요리를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불평들을 하면서 먹는 사람들에

게 상처를 받은 터라 더 이상 그렇게 요리를 하고 싶지 않아했다. 

4) 구술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되는 구술자료는 2012년 4월에서 9월에 걸쳐 수집된 자료이다. 이 

중 베트남 출신인 흐엉의 사례에는 2008년 11월에 수행된 인터뷰 자료가 포함되었

다. 이 인터뷰 자료는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 던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된 인터뷰이다.74) 총 1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 으며, 인터뷰 시간과 장소는 

<표1>과 같다. 녹음된 인터뷰 총 시간은 51시간 27분으로 한 사람당 평균 5시간 정

74)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연구에서 흐엉은 베트남 출신인 가정폭력피해자 여성의 인터뷰 통역을 맡았으며, 

동시에 상담자로서 인터뷰를 하 다. 흐엉의 인터뷰는 필자가 주면접자, 위선주가 보조

면접자로 참여하 으며, 녹취는 필자가 하 고, 이번 연구를 위해 녹음된 자료를 들으

며 다시 검독하 다. 당시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생애과정의 얼개와 결혼 생활에 한 

흐엉의 이야기가 비교적 풍부하게 구술되었기에 본 연구에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 다. 연구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변화순, 황

정미, 김혜 , 이미정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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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호 이름(가명) 인터뷰 날짜 인터뷰 시간 녹취록분
량(쪽) 인터뷰 장소

1 안젤라 1차:7.6(금)16:00
2차:7.17(화)10:00

1시간 53분, 
2시간 50분 86 연구자의 연구실

2 루시 1차:7.9(월)14:00
2차:7.30(월)10:00

2시간 27분, 
3시간 3분 104 자택

3 헬렌 1차:7.13(목)10:00
2차:7.17(화)15:00

2시간 23분, 
3시간 12분 92 연구자의 연구실, 자택

4 전하빈 1차:7.3(화)10:30
2차:9.12(수)11:00

2시간 32분, 
2시간 35분 127 구술자의 단체 사무실

5 정순자 1차:4.28(토)15:00
2차:9.16(일)16:00

3시간 5분, 
2시간 32분 127 연구자의 지인 사무실

6 박영숙 1차:7.4(수)19:30
2차:9.13(목)19:00

2시간 44분, 
3시간 3분 118 연구자의 지인 사무실, 

자택

7 레티쑤언 1차:4.28(토)10:00
2차:9.16(일)10:00

2시간 32분, 
2시간 17분 160 자택

8 쑤완흐엉 1차:11.6(목)16:30*
2차:7.1(일)19:00

2시간 12분, 
2시간 6분 74 직장 근처 치킨집 및 카페

9 응옥타잉 1차:7.1(일)16:30
2차:7.19(목)14:20

2시간 32분, 
3시간 42분 122 집 근처 치킨집

10 쩐티린 1차:7.7(토)14:10
2차:8.19(일)14:10

2시간 13분, 
2시간 27분 102 자택

　 　 　 51시간 27분 1,112 　

[표 4] 인터뷰 진행

도의 이야기를 하 다. 녹음된 시간 이외에, 인터뷰 전후 화, 인터뷰가 아닌 다른 

목적, 예를 들면 소송·상담·서류 작업 등을 목적으로 만난 것은 포함하지 않았다. 

제3절 타임라인과 스토리라인 분석

1) 녹취록 만들기: 소리에서 문자로

모든 인터뷰는 녹취록으로 텍스트화하 다. 전체 녹취록 분량은 1,112쪽(A4)이며, 

녹취를 하는 과정이 자료에 한 1차 분석 과정이었다. 2차 인터뷰는 반드시 1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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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를 끝낸 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구술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몇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 다. 예를 들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했던 헬렌의 경우에는 애초 잡았던 2차 인터뷰 날짜보다 당겨지는 바람에 1차 

인터뷰의 녹취를 2/3만 끝낸 상황에서 2차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이 경우에는 녹음

된 인터뷰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2차 인터뷰를 준비하 다. 2차 인터뷰의 준비

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1차 인터뷰에 한 평가, 추가적으로 물어야 할 질

문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 다. 이후의 분석은 녹취록을 정독하면서 각 구술자의 스

토리라인과 타임라인을 잡아갔다. 이렇게 수집된 구술자료는 이후 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하여 시계열적으로 다시 재구성하 다. 인터뷰가 진행된 맥락과 구술자의 이야

기에 한 전체적인 방법론적 고찰은 2장에서 다루었다. 

녹음된 구술자료를 텍스트로 만드는 작업은 소리를 텍스트로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1차적인 분석이 진행된다. 녹음된 이야기를 문자로 푸는 것 자

체가 이미 선택이고 재현이기 때문이다(‘증언팀’, 2001: 12). 특히 한국어를 제2외국

어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를 텍스트로 만드는 일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텍스트로 만드는 것과 또 다른 문제들을 제기한다. 우선 이들의 

이야기는 구술성(orality)의 측면이 매우 두드러진다.75) 객관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분석적 이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자신을 입하여 상상해 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 실력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조선족 출신의 경우에 한국어 사용에는 문제

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옹이 제시한 구술성의 특징을 상당부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입, 참여적 성격이 강하다거나, 논쟁적인 어조, ‘다변적’ 등의 특징이 

그것이다. 베트남 출신인 린과 타잉, 쑤언의 한국어 화 수준이 비슷하 지만, 자신

75) 구술문화에 한 선구적 작업을 수행한 옹(Ong, 1995[1982])에 따르면 구술성은 일차적

으로 쓰거나 인쇄하는 것을 전연 알지 못하는 문자문화 이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언어 

사용의 특징이다. 그러나 옹(Ong)에 따르면 엄 한 의미에서 일차적인 구술문화가 존

재하지 않더라도, 구술성에 입각한 사고양식을 상당부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구술성 

연구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옹은 구술문화에 입각한 사고와 표현의 특징들로 9가지를 

제시한다. ① 종속적이라기보다는 첨가적이다, ②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집합적이다, ③ 

장황하거나 ‘다변적’이다, ④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이다, ⑤ 인간의 생활세계에 착된다, 

⑥ 논쟁적인 어조가 강하다, ⑦ 객관적 거리 유지보다는 감정이입적 혹은 참여적이다, 

⑧ 항상성이 있다, ⑨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상황의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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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측면에서 보자면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들의 이야기는 문어의 문법이 아니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는 반드시 인터뷰

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가 직접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76) 필리핀 출신의 루시와 

안젤라의 인터뷰에는 어로 화를 하는 부분이 나온다. 어로 인터뷰를 하는 경

험은 연구자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

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제2외국어 의사소통에는 훨씬 더 많은 집중을 요하 으며, 

화의 맥락을 정확히 따라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실제 녹취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인터뷰보다 오히려 어 인터뷰가 훨씬 더 이야기의 흐름이 

탄탄하고, 연구자와 참여자 양자가 상 방의 말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것

이 어든 한국어든 상관없이 인용된 부분에 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용문에 

이어 화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한 부분을 병기하 다. 

2) 2차 분석: 근거이론에 따른 자료의 코딩

녹취된 자료를 코딩하는 과정에서는 근거이론의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근

거이론은 “많은 수의 참여자들의 관점에 의해 형성된 과정, 행동, 상호작용에 한 

일반적인 설명(이론)을 창출하는 질적연구설계”(Strauss & Corbin, 1996[1990])로,77) 

76) 중국 조선족 여성 중에서 전하빈의 2차 인터뷰의 1차 녹취를 연구실 동료의 도움을 받

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녹음된 것을 들으면서 검독하 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 현장에서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 확인되었다. 녹취의 도움

을 준 동료 연구자 역시 구술사 방법론에 조예가 매우 깊은 베테랑 연구자 음에도 불

구하고, 현장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

다.

77) 특히 근거이론의 분석 방법에 기초를 두고, 질적 자료를 컴퓨터로 다루는 프로그램인 

Nvivo는 수집된 구술자료의 관리와 코딩(coding)의 방법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

후 이야기 텍스트 분절 단위를 지칭하는 노드(node)는 바로 Nvivo프로그램에서 사용하

는 용어로 코딩의 최소 단위를 뜻한다(박종원,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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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자료에 한 단계별 코딩 과정을 통해 이론을 도출한다. 자료를 해체·검사·

비교·개념화·범주화하는 개방코딩과, 범주들 사이에 서로 연합관계를 만들면서, 개

방 코딩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다시 조합하는 축코딩, 핵심범주를 선택하는 

과정인 선택코딩의 단계로 이루어진다(위 책).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코딩

과정의 전 과정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구술 자료를 해체하여 개념화 범주화하는 개

방코딩 이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서술된 시간적 차원이 같이 해체

됨으로써 이야기의 맥락이 같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녹취 과정에서 

일차 분석한 개념화, 범주화 작업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삶을 구조화하는데 매우 중

요한 과정이었다. 

3) 3차 분석: 서사분석에 따른 노드 만들기

이야기가 서술된 시간 차원의 보존을 위해 서사분석 방법을 도입하 다. 서사

(narrative)란 ‘사건의 재현 혹은 사건의 연속’(Abbot, 2009[2002]:35)을 의미하며, 여기

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사건을 재현하는 방식, 서술행위 역

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과학연구에 도입된 서사분석은 “해석학적 전환(Geetzm 

1973, 1983; Rabinow & Sullivan 1979/1987·Rissman, 2003[1993]:1 재인용)을 가져

와, 경험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강조하게 되었다. 인터뷰 응답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어떤 순서와 어떤 논리로 배열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 루치우스-회네와 데퍼만(Lucius-Hoene, Deppermann, 2011[2004])에 따르면 

이야기 텍스트의 분석은 우선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절한 후, 국지적인 부

분의 정  분석으로 나아간다. 회네와 데퍼만이 거시구조적인 분석을 위해 분절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① 인생을 시간적인 단락으로 구분, ② 주제 교체, ③ 텍스

트의 시간적 해체 등급의 교체, ④ 주도적인 텍스트 유형의 교체,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핵심 이야기과 부차적인 이야기, 요소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 등을 분석한다. 정

 분석은 단어차원, 상호행위성 등 화용론적 차원 등을 분석한다(위 책: 440-460).

이와 같은 서사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절 원칙은 철저하게 

이야기의 흐름과 구술자의 “기억구조”에 따랐다. 이것은 ‘증언팀’(2001) 연구가 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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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듯이 구술자의 이야기는 특정 사건과 자신의 삶을 연관지어 해석하는 일종

의 ‘자기재현’이며, 그 ‘자기재현’에는 각 구술자마다의 틀, 기억지도가 존재한다. 시간

이 바뀌는 경우, 공간이 바뀌는 경우,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는 경우, 침묵이 동반되

는 경우, 인터뷰 상황에서 외부 변수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 등의 원칙에 따

라 전체 이야기 텍스트를 3단계 수준으로 분절하 다. 각 텍스트의 분절 기본 단위

는 노드(node)에 해당한다.

[그림 4]는 안젤라의 이야기 초반부에 한 노드 분절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2. [이선형 질문] 한국에 오게 된 경위>로 시작하는 이야기 단락은 인터뷰 초기 ‘이

선형의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며, 그 질문에 한 안젤라의 답으로 이루어

진 이야기가 <2.4.4.>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 안에서 다시 4개의 하위 범주로, 그리

고 다시 하위 범주로 이야기가 분절된다. 이 분절은 시간 간격을 두고 3회를 걸쳐 

반복하 다. 각 분절 회차 간 간격은 최소 1개월 이상을 두어, 범주와 포화도

(saturation)를 높 다. 

그리하여 3차 분석에 이르러서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는 이야기의 시간, 즉 스토리 라인이며, 두 번째는 이야기가 준거하는 시간, 즉 

타임라인이다. 이야기와 시간의 중요성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리쾨르의 서술

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개념을 살펴봐야 한다. 리쾨르는 모든 인간 행위는 시간

의 성격을 띠며 그것이 인간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서술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

에서 출발하여, 시간의 존재론적 아포리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 다.78) 

인간의 시간이 단지 현재적 순간들의 연속이 아니라, 해석된 시간 즉 ‘… 하는 시간’

이다. 이것은 다양한 경험을 수용하는 개인의 정체성이 불변적 동일성에 기반한 것

이 아니라 늘 새로이 해석되는 시간 경험의 축적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함으

로써 형성되어간다는 것을 보여준다(강애령, 2001).

 

78) 시간의 존재론적 아포리아로 인해 우리는 시간이 무엇인가는 결코 답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noch nicht),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nicht mehr), 현재는 지속하지 않기 때문이다”(리쾨르, 시간과 이야기 I, 18·강애령, 

200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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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선형 질문] 한국에 오게 된 경위

2.1. 홍콩에서 일하다가 결혼 적령기가 되어 이탈리아, 캐나다로 가지 않고 결혼을 준비

2.1.1. 한국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은 친구가 처음 소개 해 준 곳이 통일교 기 때문

2.1.2. 한국남자에 한 선입견: 가정폭력, 시집살이, 무책임

2.1.3.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한국의 가족문화, 통일교의 적응훈련

2.2. [이선형 질문] 홍콩에서의 노동 종류 및 결혼 시기 확인

2.3. 홍콩에서의 결혼 준비 과정

2.3.1. 통일교 교리에 한 강조는 단지 국내결혼을 피하고 싶었던 안젤라에게 들어오지 않음

2.3.2. 다른 남자와 결혼하길 바랬던 이유, 한국 남자가 싫었던 이유, 선입견

2.3.3. 남편의 가족관계

2.3.4. 신혼 초 한국말로 하라던 시누들, 한국어는 독학으로

2.4. 미국남자와 결혼이 안 되었던 이유

2.4.1. 필리핀 여성을 선호하던 미국인 남성, 그러나 엄격한 고용주와 [연애] 문화가 달라 성사되지는 않음

2.4.2. 미국사람 일본사람과 결혼하던 이웃들, 나는 예쁜 파란 눈을 원해서 미국사람과 결혼하기를

2.4.3. 농담,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 내가 한국남자와의 결혼을 택한 이유

2.4.4. 남편과의 의사소통

[그림 4] 안젤라의 이야기 텍스트 분절 예시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이라는 두 개의 시간 축에 한 분석은 바로 이들의 이야기

가 이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시간 경험이라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본 연구의 1차 

자료 역시 특정한 시공간의 맥락에서 생산된 산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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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구술생애사의 구조화

3장은 본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생애사에 한 기술(description)이다. 질적연구에

서의 기술은 단지 사건의 순차적 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 하는 일”(월코트, 1994, 조용환, 1999:42 재인용)이다.79) 3장은 구

술자의 자기 재현이자 해석으로서의 생애사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중요한 참여자를 소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

지 구술자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료의 기술에 구조적 분석을 

도입하 다. 이 분석의 중요한 기준은 구술자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두 개의 시간 축,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이다. 

스토리라인은 구술자와 연구자의 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순서를 가리킨다. 스토리라인은 실제 이야기가 

생산되는 맥락이 보존되고 이야기의 연행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특정 시공간에서 생산

된 텍스트라는 점이 드러난다. 스토리라인은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간을 이야기의 주

제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분석장치이다. 1차 인터뷰 시작부터 2차 인터뷰 

끝까지 분절된 노드(node)를 기준으로 구술자의 이야기의 특성을 파악하 다.80)

타임라인은 구술자가 살아온 연 기적 시간을 가리킨다. 구술자의 출생에서부터 

학창시절, 노동경험, 결혼, 이주, 자녀 출산, 이혼 등의 사건이 공통적으로 타임라인

에 포함되며, 여기에 구술자들이 자신의 생애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을 개

별적으로 포함시켰다.81) 타임라인에 따른 이야기의 재구성은 무엇보다 가독성을 고

려하여 구술자에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최 한 평이한 방식으로 기술하

79) 질적 연구에서 기술, 분석, 해석은 명료하게 구분되는 작업이라는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 기어츠(Geertz, 1998[1973])에게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은 해석

과 분리될 수 없는 반면, 월코트(Wolcott, 1994)는 질적 자료 수집 이후의 과정을 기

술, 분석, 해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에 해서는 조용환(1999)을 참고할 것. 

80) 노드 분절 방법에 해서는 2장을 참고 할 것.

81) 전체 타임라인은 부록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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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드로 분절된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을 교차시키기 위하여, 각 노드에 타임라인

의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코딩하여 두 개의 시간축의 교차 그래프를 얻을 수 있

었다. 이것은 구술자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구술

자들이 자신의 삶을 재현하는 양상 및 특징을 드러낸다. 

타임라인에 “인터뷰 시간”과 “미래 계획 및 평가”에 한 부분이 들어간다. 생애사 

구술 역시 과거 기억에 한 재현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재현되는 인터뷰 현장에 관

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외부 인사의 출현, 전화 등이 그것이다. 

“미래 계획 및 평가”는 구술자들로 하여금 미래의 계획을 물어보는 부분 혹은 어떤 

사건 및 현상에 한 평가가 주를 이루는 부분을 표시하 다. 

구술자료 생산과정,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의 교차 결과에 따라 4가지 인터뷰 유

형이 도출되었다. 이야기 내용과 이야기가 생산된 맥락, 이야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해결형, 문제 상담형, 전통적인 이야기꾼형, 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의 교차 그래프에서 유형별 특징을 찾아볼 수 있

다. 이어지는 각 절에서는 유형별로 열 명의 구술자의 이야기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제1절 문제 해결형: 헬렌, 타잉

이 유형은 헬렌과 타잉의 이야기에서 나타난다. 이들 유형의 이야기는 구술자가 

주도하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

여 구술되는 특징을 보인다. 집중되는 시기는 인터뷰 하는 시점에서 그들에게 가장 

유의미한 사건들로서 이혼 및 가족 갈등, 체류 문제 등의 이야기에 집중된다. 이 같

은 이야기의 집중도는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을 교차시킨 그래프에서도 나타난다. 

1) 헬렌: “나도 1등이!! 힘들어요. 진짜라니까요!”

(1) 헬렌의 이야기: 타임라인, 연 기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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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 시절, 고등학교 졸업: 1983년 ~ 2000년(18세)

헬렌은 1983년 필리핀의 농촌마을에서 2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농사를 하면서, 아버지는 부업으로 트라이시클을 운행하 고, 어머니는 집집마다 방

문하여 손톱 정리해 주는 일을 하 다. 새벽같이 일을 나가는 부모님, 아무것도 안하

는 오빠들 사이에서 헬렌은 8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 다. 

집안에 경제적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오빠들, 헬렌의 표현 로 “딸랑 딸랑”하는 오

빠들 신 부모님을 돕기 위해, 헬렌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② 졸업 후 마닐라에서 청소부, 공장, 결혼 결정: 2000년(18세) ~2004년(22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벌려고 했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 공장에는 취직

을 못하고, 마닐라의 부잣집에서 가사노동자로 8개월가량 일을 했다. 헬렌이 잠깐 일

했던 그 집은 청소, 요리 등 각각의 가사노동 역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별도

로 있을 정도로 부잣집이었다고 한다. 2001년 19세가 되었을 때, 마닐라의 박스공장

에 취직하여 돈을 벌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일요일에 잠깐 만나자고 하여 나갔다가, 

중개업체의 미팅 장소에 나가게 된다. 그 친구는 2000년 10월에 이미 한국남자와 결

혼한 친구 는데, 그 당시에는 친구가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일요일에 일단 일을 나

가지 말라고만 말을 했다. 만나기로 한 젤리빈(Jelly bean) 커피숍에서 5시간을 넘게 

기다려 만난 친구가 만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한국 남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네가 가서 “show up”을 하고, “audition”을 보라는 것이었다. 그 때서야 헬렌은 친구

가 한국 남자와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한 달가량 필리핀에 머물다가 이제 한국에 돌

아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필리핀을 자주 왕래하고 있으

며, 남편의 친구가 지금 필리핀에 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나간다고 

해서, 금방 결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4년 5년이 걸리기도 하는 일이라

고 하 다. 그래서 일단 “show up” 장소인 호텔에 가서 오디션을 보았다. 그런데 

“show up”이 다 끝나고 나서, 누군가 헬렌의 이름을 불 다. 헬렌은 너무 당황하

으나, 같이 갔던 친구와 한국인 매니저가 다른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도 한국 사람들

이 싫다고 해서 안 되는데, 너는 한 번만에 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계속 설득하 다. 결국 

그 날 저녁 헬렌을 선택하 던 남편과 친구 부부, 이렇게 넷이 같이 저녁을 먹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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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날 밤 열한 시가 넘어서 집에 갔더니, 평소 매우 엄하시던 아버지가 난리가 나

셨다. 연락도 없이 그 시간까지 안 들어온 딸에게, 어디 갔다 왔냐는 아버지의 질문

이 쏟아졌다. 헬렌은 “내가 내일 결혼해요”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

는 딸을 막 때리면서, “너 미쳤냐? 너 죽을래? 너 안돼. 처음 만나는 사람 왜 결혼하

냐”(1차: 26). 그러나 헬렌은 부모님이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빠들을 보면서, 자신은 빨리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엄마

랑 아빠가 그날 밤 울면서 헬렌을 말렸으나, 헬렌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다음날 

헬렌의 결혼식에서 계속 울기만 하던 아버지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타타(딸래

미), 집이나 가자”(1차: 27)며 헬렌의 결혼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③ 한국으로 결혼 이주, 출산, 이혼: 2004년(22세) ~2011년(29세)

그렇게 가족들을 뒤로 하고 결혼을 한 헬렌은 그 후로 이혼 소송이 진행 되던 

2011년에서야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가족들을 보는 것은 

고사하고, 한국의 농촌마을에 도착한 헬렌은 3개월 동안 필리핀의 가족들과 전화하

는 것도 할 수 없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헬렌은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남편의 

성관계 강요와 폭행으로 한 달만에 집을 나왔다. 친구 집, 신부님 집을 전전하며 집

을 나오고 들어오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매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남편의 다짐

을 들었지만, 남편의 성관계 강요와 폭행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은 학 시절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 3급을 받았다는 얘기를 시모한테 들었다. 신체적인 장애

는 없으나, 분노조절과 감정조절이 잘 안되고, 가끔 짧게 기억력을 잃기도 한다. 

결혼 후 2년 7개월만인 2006년 9월에 딸을 낳았다. 출산 후 시어머니는 농사일로 

바빠 산후 조리를 해 줄 수 없었다. 남편은 첫째 아이를 낳을 무렵부터 시작한 청소

부일로 3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 값을 절약하기 위해 천 

기저귀를 쓰고, 분유 값도 아끼기 위해 22개월까지 모유를 먹 다. 일부러 천기저귀

를 쓰고 모유를 먹이기도 하지만, 헬렌의 경우엔 돈이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제왕

절개로 출산을 한 헬렌은 남편이 무통주사 비용도 아끼는 바람에 수술 후 칼로 배를 

째는 듯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2009년 둘째를 낳고, 2010년 6월 둘째가 돌이 될 무렵 헬렌은 다시 쉼터로 피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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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헬렌은 수

녀님들의 도움을 받아, 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었다. 남편은 계속 다시 살

기를 희망하 다. 헬렌의 변호사의 설득으로, 헬렌과 아이들을 필리핀에 보내주기도 

하 다. 헬렌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필리핀을, 큰 돈을 써 가며 보내주는 남편을 보

고 다시 살아보고자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 

그마저도 오래 살 수가 없어, 쉼터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도 잘 살아보고자 했던 부

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2011년 9월에 이혼 결정이 났다.

④ 이혼 후 재결합, 딸을 데리고 나옴: 2011년(29세) ~ 2012년 4월 18일(30세)

그런데 두 달 뒤 시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재결합을 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헬

렌에게 자신이 아이를 봐 줄 테니, 돈 벌고 싶으면 나가서 돈 벌어도 되고, 너 하고 

싶은 로 다 하라며, 그냥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으니 헬렌에게 돌아오기를 간곡하

게 요청하 다. 헬렌은 시어머니의 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합치기로 하 다. 그

러나 남편이 아이들과 있는 한 방에서 계속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성관계를 요구

하기 때문에, 적어도 방이 두 개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기를 희망하 다. 남편도 새

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 고, 이 과정에서 이혼 시 받은 위자료의 절반을 보

탰다. 크리스마스 직전 새로 이사한 집에서 헬렌은 집을 단장하고, 따뜻한 크리스마

스를 준비하는 마음에 들떴다. 1월부터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어 주변의 식

품 공장에 일도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과도한 성적 요구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다. 무엇보다 남편의 그

러한 행동이 이제 막 크기 시작하는 큰 딸 아이의 성장에도 향을 끼치는 것을 보

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⑤ ○○동 쉼터에서의 생활: 2012년

헬렌은 지금 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1차 인터뷰가 있기 직전에 남편

이 양육권을 다시 찾는 소송을 제기하 다. 이혼 당시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매달 2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012년 5월까지 한 차례의 위

자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남편은 재결합 후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헬렌에게 자신은 

아이들을 다 포기할 테니, 어떠한 양육비도 청구하지 말라는 자필 각서를 쓰게 하

다. 술 먹은 남편이 그 각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헬렌은 서둘러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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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써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5월 헬렌이 양육비지급명령 신청서를 제

출한 것을 안 남편이 벌금 낼 것이 두려워 80만원의 양육비를 부쳐주고, 바로 양육

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헬렌의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2) 헬렌의 이야기: 스토리라인, 서사구조

[그림 5] 헬렌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 교차 그래프

시기 내용 노드 수

(1) 어린시절, 어린시절, 고등학교 졸업: 1983년 ~ 2000년(18세) 10

(2) 마닐라에서 청소부, 공장, 결혼 결정: 2000년(18세) ~2004년(22세) 7

(3) 한국으로 결혼 이주, 출산, 이혼: 2004년(22세) ~2011년(29세) 43

(4) 재결합, 딸을 데리고 나옴: 2011년(29세) ~ 2012년 4월 18일(30세) 28

(5) oo 동 쉼터에서의 생활: 2012년 47

(6) 인터뷰 현장 17

(7) 미래 계획 및 평가 35

총노드수 187

[그림 6] 헬렌의 시기별 노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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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의 이야기에서 집중되는 부분은 전반부에 3시기와 4시기, 후반부의 5시기와 7

시기이다.82) 전반부에 집중되는 이야기는 헬렌의 이혼 과정에 한 이야기이며, 후반

부에 집중되는 이야기는 인터뷰 당시에 시작된 새로운 소송에 관한 이야기와 이 소

송의 결과에 따라서 재편되는 향후 삶에 한 헬렌의 걱정과 기  등이 포함되어 있

다. 

헬렌의 이야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필리핀에서의 생활보다는 한국에서

의 결혼 생활, 그 중에서도 특히 이혼 후 재결합, 그리고 다시 별거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 한 설명이다. 인터뷰 당시 남편이 다시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 기 때문에 

헬렌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 소송을 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의 인터뷰

에서 헬렌이 자신의 이야기에 훨씬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인터뷰 다. 2차 인

터뷰는 오히려 헬렌이 자신의 상황, 자신의 이야기에 좀 더 거리를 두고 평가하는 이

야기가 더 많이 등장하 고, 헬렌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녹음해 둔 남편과 시

어머니, 시아주버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려주거나, 이혼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 다.

인터뷰 당시 이혼 후 양육권을 둘러싼 2차 법적공방이 진행 중이던 헬렌의 이야기

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며, 아이의 양육권이 왜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가

를 입증하고 정당화하는 진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헬렌은 자

신의 결혼생활에 한 법적진술을 해야 했고,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의 구조를 결정짓

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헬렌은 1차 인터뷰 초기 결혼에서 이혼 후 현재에 이르는 략 8년의 시간을 일목

요연하게 풀어놓는다. 중간 중간 면접자의 반응, “아~ 그러셨겠다”, “그렇죠~” 등의 

반응을 제외하고 헬렌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

분은 헬렌이 인터뷰를 통해 서술한 이야기의 기본 구조인 셈이다. 또한 이것은 헬렌

이 생각하기에 연구자가 듣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야기의 기본 틀이기도 하

다. 

82) 각 시기는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을 교차시킨 그래프의 세로축 번호이며, 시기별 노드

분포 그림의 번호와 일치한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1차 인터뷰 시작에서 2차 인터뷰 끝

까지 이르는 시간, 즉 스토리라인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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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걱정하실 부모님 때문에 얘기 못하고 친구 집에 있다가 집에 돌아옴 ・・・・・・・・・・・・・・・・・・・・・・・・・・・・・・・・・・・・・・ 3

2.2.2. 결혼 초기 전화기의 발신이 안 되어 필리핀의 부모님과 연락할 수도 없었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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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아이들 앞에서도 성적 행동 ・・・・・・・・・・・・・・・・・・・・・・・・・・・・・・・・・・・・・・・・・・・・・・・・・・・・・・・・・・・・・・・・・・・・・・・・・・・・・・・・・・・・・・・・・・・・・・・・・・・・・・・・・・・ 5

2.2.7. 이혼 후 재결합 당시 아이들에게 폭력, 나에게 폭언 ・・・・・・・・・・・・・・・・・・・・・・・・・・・・・・・・・・・・・・・・・・・・・・・・・・・・・・・・・・・・・・・・・・ 5

2.2.8. 이혼 후에도 전화하는 남편과 시모 ・・・・・・・・・・・・・・・・・・・・・・・・・・・・・・・・・・・・・・・・・・・・・・・・・・・・・・・・・・・・・・・・・・・・・・・・・・・・・・・・・・・・・・・・・・・・・・ 5

2.2.9. 2012년 현재 남편이 제기한 새로운 소송, 양육권 소송 ・・・・・・・・・・・・・・・・・・・・・・・・・・・・・・・・・・・・・・・・・・・・・・・・・・・・・・・・・・・・ 6

2.2.10. 아이들 때문에 풀타임잡을 하기 어려움 ・・・・・・・・・・・・・・・・・・・・・・・・・・・・・・・・・・・・・・・・・・・・・・・・・・・・・・・・・・・・・・・・・・・・・・・・・・・・・・・・・・・・・ 6

2.2.11. 양육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서 제출한 것 때문에 남편이 양육권 소송 제기 ・・・・・・・・・・・・・・・・・・・・・・・・・ 6

2.2.12. 이주여성 ‘쉼터’83)에 반드시 가야하는 이유: 아이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 6

[그림 7] 헬렌의 결혼에서 이혼까지

위 그림은 헬렌이 1차 인터뷰 초기 필리핀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인터뷰 당

시 양육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에 한 소제목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2.2>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총 12개의 이야기로 6페이지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결혼 초 필리핀에 전화 한 통 제 로 하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통제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렌은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 다. 그러나 남편

의 과도한 성적 행동, 게다가 그 행동을 아이들 앞에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참기

가 어려웠다. 이혼 후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헬렌은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 으나, 남편은 이를 근거로 다시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 다. 이혼 시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혼 후 2차 양육권 소송을 

진행 중인 헬렌은 자신이 더 적합한 양육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

다. 그러나 출신가족의 지원을 전혀 기 하기 어려운 이주민으로서 사회적·문화적 

83) 헬렌의 이야기에서 따옴표를 쳐서 사용하는 ‘쉼터’는 일반적인 쉼터와 달리 이혼 한 이

주여성의 취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녀와 함께 장기 거주할 수 있

는 시설이며 ‘쉼터’에서 나온 이후에도 주거 및 직업 알선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시설의 이름을 쓰는 신 쉼터에 따옴표를 쳐서 구분

하여 사용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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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마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부모가족의 생계부양자이자 주양육자인 헬렌이 

선택한 전략은 자신이 남편보다 더 나은 양육자라는 것보다, 아이들이 남편에게 양육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 문제의 핵심에 남편의 과도한 

‘성적 행동’이 있다. 

헬렌은 한국어로 인터뷰하기를 원하 다. 헬렌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을 한국

어로 유창하게 표현한다. 중간에 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헬렌에게도 어가 한국

어보다 더 유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라는 또 다른 공통의 언어 

자원이 있는 것은 인터뷰를 훨씬 풍요롭게 만들었다. 

2) 응옥타잉: “문제가 비자랑 국적이랑 엄마랑 불법사람이예요.”

(1) 타잉의 이야기: 타임라인, 연 기적 구성

① 어린 시절, 졸업 후 일, 결혼: 1985년 ~ 2005년(21세)

타잉은 1985년 베트남에서 3남 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농사일을 하는 부모님

은 야채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자식들을 키웠다. 베트남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타잉

은 미용실에서 2년 동안 일을 배웠다. 여전히 가난한 부모님을 도와주고도 싶고, 자

신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한국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다. 당시 동네에는 

이미 한국 남자와 결혼을 소개해 주는 동네 사람이 있었다. 

② 결혼 입국, 출산 후 3개월: 2005년(21세) ~ 2006년(22세)

그러나 한국에 도착하여 시작한 결혼 생활은 타잉의 기 와는 전혀 달랐다. 타잉

의 남편은 전라도 농촌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었다. 타잉이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

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시어머니와 남

편과 같이 살기 시작한 타잉의 결혼 초기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구박이었다. 시어머니는 타잉한테 “나가”라며 소리치기 일쑤 다. 타잉은 시어머니가 

자기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식사 준비도 

꼬박 꼬박 했고, 밖에 나가서 콩밭도 매고, 논에 농약도 같이 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구박은 참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남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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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자신에게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폭행, 폭언을 퍼붓는 생활은 타잉

이 생각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결혼 초 몇 번 친구 집으로 피신을 하 다. 

그러던 차 두 달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타잉은 아이를 낳게 되면 시모와

의 관계를 비롯하여 주변의 친척들로부터 좀 더 가족으로 인정받고, 남편의 태도도 

변하게 될 것이라는 기 를 품고,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야겠다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런 기 는 타잉만의 것이었다. 입덧으로 너무 고생을 했던 타잉은 남편에

게 부탁하여 파인애플, 오렌지, 사과 같은 과일을 먹었다. 이를 본 시어머니가 쓸데

없는 돈을 썼다고 또 화를 내는 모습에 너무 서글펐다. 남편도 자신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임신 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자신에 한 배려가 없었다. 주변에 친척

들이 살고 있어서 친척집을 방문할 때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타잉에게 “너는 그냥 집

에 있어”라며, 같이 데리고 가지 않았다. 하루하루 슬프고 지쳐가던 타잉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칼로 자살시도를 하 다. 이를 목격한 시어머니는 이제 너

를 괴롭히지 않겠다며 손으로 빌기까지 하고서, 밖에 나가서는 우리 베트남 며느리가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게다가 임신 기간 중에 친정아

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베트남을 방문하고 싶었으나, 남편이 임신을 이유로 베트남 

방문을 만류하고, 신 약간의 치료비를 보내는 것으로 정리를 하 는데,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또 타잉을 엄청 구박하 다. 

③ 베트남에 아이 보냄, 별거, 취직, 친정아버지 사망: 2006년(22세) ~ 2008년(24세)

2006년 4월 딸을 출산한 뒤에도, 시어머니는 또 딸을 낳았다고 구박을 했다. 더 이

상 그 집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타잉은 아이가 3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와 함

께 집을 나왔다. 아이를 데리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하여, 아이를 베트남에 가

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로 위장하여 친정에 보내고, 그 뒤로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돈

을 벌어 베트남에 양육비를 보냈다. 그 사이 타잉의 비자기간이 만료되고, 미등록 상

태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2008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타

잉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남편을 찾아간다. 

④ 재결합, 이혼: 2009년(25세) ~ 2011년(27세)

남편은 타잉의 비자를 연장해 주고, 다시 같이 살기를 희망하 다. 그러나 이 당시

에는 아이의 신분 문제 및 정리할 것이 있어, 아이는 일단 베트남에 두고 타잉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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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입국하 다. 이후 남편의 도움으로 아이의 신분 문제를 정리하여, 2009년 친

정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 남편도 전라도에서 타잉이 살고 있는 안산으

로 이사하여 같이 살기 시작하 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이 다시 시작되었다. 친구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칼로 위협하는 등 타잉은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 다. 2011년 4월 이혼판결이 

났고, 아이는 타잉이 키우고, 남편이 매달 2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이 되었다. 

⑤ 이혼 후 현재까지: 2011년(27세) ~ 2012년(28세)

그 뒤로 남편은 농사지은 것의 일부를 보내주기도 하고 꼬박 꼬박 양육비를 보내

고 있다. 가끔 딸아이를 만나기도 한다. 타잉은 주야간 교 의 전자회사에 다니면서 

상여금 포함하여 평균 21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미등록 

상태여서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있지만,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딸아이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다. 

(2) 타잉의 이야기: 스토리라인, 서사구조

[그림 8] 타잉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 교차 그래프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 88 -

시기 노드수

(1) 어린시절, 졸업 후 일, 결혼: 1985년 ~ 2005년(21세) 12

(2) 결혼 입국, 출산 후 3개월: 2005년(21세) ~ 2006년(22세) 42

(3) 베트남에 아이 보냄, 별거, 취직: 2006년(22세) ~ 2008년(24세) 26

(4) 재결합, 이혼: 2009년(25세) ~ 2011년(27세) 14

(5) 이혼 후 현재까지: 2011년(27세) ~ 2012년(28세) 87

(6) 인터뷰 당시 83

(7) 평가 및 미래에 대한 전망 45

총 노드수 309

[그림 9] 타잉의 시기별 노드 분포

타잉의 이야기는 5시기에서 2시기에 이르는 부분이 전반부, 즉 1차 인터뷰 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2차 인터뷰 후반부가 6시기와 7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타잉의 이야기가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현재 타잉과 타잉의 어머

니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터뷰 당시 타잉은 만료되어 가는 자

신의 체류기간, 이미 만료된 친정 어머니의 체류기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

다. 타잉의 1차 인터뷰에서 흐엉과 함께 타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 되었다. [그림 9]에서도 이혼 후 현재까지와 인터뷰 현장

과 관련된 부분에 노드수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타잉은 주변 사람

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해서도 같이 상의를 하거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

다.

타잉의 이야기에서 결혼 후 이혼에 이르는 시간에 한 서술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타잉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

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언어화하는 경험을 반 하는 것이다. 

<14.2.> 출산 3개월 후 집을 나옴

응옥타잉: 맘에 안들으니까. (이선형: 아~) 우리 신랑은 저한테 결혼 했는데, 천

만원, (이선형: 천만원 들었다고) 천만원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외국

인 사람 때문에, 맘에 안 들으나봐요. 그래서 또 같이 살아도 안 맞나봐. 그

래서 저도 딸 임신 했는데, 저 몸 별로 안 좋아요. 토 막 계속 나오는 거예

요. 근데 밥 먹어도 잘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한국 음식 좀 먹는 거, 

처음에 어려워요. (이선형: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많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해 못 했어. 막 화 내주고, 막 그 학 해주고, 힘들어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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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자꾸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맘에 안들어서 그런 것이다. 남편이 외국인

인 나와 결혼하느라 천만원이 들어서 맘에 안 드는 것 같다. 그리고 나와 같이 사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임신을 해서 음식을 잘 못 먹는데도 시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

고 계속 학대하였다. 

위 이야기에서 타잉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학 ’로 정확하게 이야기 한다. 타잉이 

구사하는 다른 한국어 어휘와 비교해 볼 때 ‘학 ’는 분명히 눈에 띄는 단어이다. 타

잉에게 ‘학 ’는 “시어머니가 학 해주었다”라는 용법으로만 쓰인다. 이혼 소송을 준

비하던 타잉에게 이 단어는 시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용법

이자, 법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타잉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 교차 그래프는 타잉의 이야기에 흐엉과 연구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기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1차 인터뷰에서 흐엉은 타잉에게 출

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해야하는 문장과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담당자

까지 정확하게 찾아주면서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래프의 심한 기복은 현재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와 그 사이사이에 연구의 목적에 맞는 이야기를 끼워보려는 

노력을 반 한다. 

제2절 문제 상담형: 순자, 린

문제 상담형은 앞서 문제 해결형과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됨으로

써 그래프 상에서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야기의 속성이 다르다. 해결형

의 경우 구술자가 인터뷰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반면, 상

담형은 심리적 위안과 치유를 원한다. 인터뷰 당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는 

기미를 보이거나, 이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었기 때문이다. 순자와 

린의 이야기가 이 유형을 보 다.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 90 -

1) 정순자: “나는 하늘에 붕~ 뜬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1) 순자의 이야기: 타임라인, 연 기적 구성

① 어린 시절, 중학교 생활, 졸업 후 노동 경험: 1967년 ~ 1995년(29세)

순자의 가족은 조부모 세 가 함경북도 출신으로, 어린 시절 북한에 살고 있던 아

버지의 외삼촌이 중국에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다. 순자는 자신의 가족의 이주사에 

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84) 아버지로부터 들은 일제시  기억으로 미루어 이

주의 기원을 일제시 로 짐작할 뿐이다. 

순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종이 공장에 다녔으나 공장이 잘 되지 않아 좀 더 

큰 도시의 식당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순자에게 학교 졸업 후 결혼하기까지의 시간

은 거의 얘기가 되지 않는다. 2차 인터뷰에서 연구자의 질문에 아주 간단한 정보를 

주는 형식으로만 답 할 뿐, 더 이상의 이야기로 만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과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좀 더 어린 시절에 한 이야기, 어머니에 한 이

야기는 훨씬 풍부하게 구술된다. 

순자의 어머니는 7남매의 장남과 결혼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시누와 시동

생의 결혼까지 다 챙겨야 했다. 순자는 자신의 어머니에 한 표상으로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 고생 많이 한 사람’을 택하 다. 순자는 현재 자신이 시모 때문에 

겪는 고통과 어머니가 과거에 할머니 때문에 겪던 고통을 연속선상에 놓는다. 그러

나 어머니는 자신과 달리 시가 식구들의 출가를 책임져야 하는 역할까지 더해져 더 

고생이 많았다. 순자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하루는(<55.1.>) 고모의 결혼식을 준비하

84) 조선족이 오늘날 연변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오랜 역사를 갖지만, 현재의 조선족 

거주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후기인 1860년 에 이르러서이다. 

당시에 10년간에 걸친 함경도 지방의 흉년의 결과, 땅이 비옥한 청나라 토의 간도로 

이주한 것을 중국의 현  조선족 집거지 형성의 시발로 여겨진다. 1860년  간도지방

의 조선족 인구는 약 77,000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일제시  인구가 급증하여, 1945

년 간도지역 조선족 인구수는 64만으로 추정된다. 조선족 이주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부분이 일제시 의 이주이며,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가운데 일제시  이주자

가 만주 전체로는 90%이상, 연변지역 경우에는 7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한상

복·권태환, 1993: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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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새끼 돼지를 잡아서 어두컴컴한 새벽길에 머리에 고기를 이고 나가는 엄마

가, 버스비도 아까워 30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 시장에서 고기를 팔아 다시 새까만 

밤길, 호랑이가 나오는 어둠을 헤치고 집에 돌아오던 그 하루이다. 

순자의 어머니는 1963년에서 1974년까지 총 4명의 아이를 출산하 다. 그러나 셋

째 딸이 9세 되던 해애 병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자녀가 3명이 되었다.85) 순자의 어

머니가 출산을 하던 시기는 중국의 인구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던 시기가 아니었

기 때문에, 네 명의 자녀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곧 이어 1970년  말 이후 시행된 국

가 차원의 출산조절 정책은 집단적은 불임수술의 시행이었다. 어머니는 동네마다 시

행되던 ‘전륙수술’을 하고도 2-3일만에 ‘집체상황’에 공수를 받으러 일하러 가곤 했다. 

순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불임수술을 받고서도 ‘집체86)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일

을 하러 나가야 했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일종의 집단농장 체제하에서 노동 일수

가 적으면 배급량도 적기 때문이다. 순자는 어린 시절 중국의 농촌 개혁으로 생활의 

변화를 직접 목도하 다. 즉 ‘집체 상황’에서 호도거리 시 로의 전환은 중국이 북한

처럼 지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평가한다.87)

85) 순자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삶은 1960년  중반에서 1970년  중반에 이르는 중국 조선

족 여성의 삶의 모습이다. 1950년  말부터 중국에서는 인구통제와 가족계획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고, 1960년  초 부분적으로 가족계획의 선전과 피임지도가 시작되었다. 그

러나 이 정책이 제 로 실현되지 못하고, 1966년 문화혁명 시기에 들어서는 인구 억제 

노력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결과적으로 1963년부터 1972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베이비 붐 현상과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1970년  초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은 

‘늦게(晩), 듬성듬성(稀), 적게(小)’의 원리, 즉 늦게 결혼하여 늦게 아이를 낳고, 터울을 

늘리고, 자녀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1970년  말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으로 ‘한 자녀’ 

정책으로 바뀌고, 소수민족에게는 최고 두 자녀까지 허용하도록 하 다(한상복·권태환, 

1993: 69-70). 

86) 지방 정부, 즉 성이나 시 또는 현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가리킨다. 중앙정

부에 소속된 단위는 ‘전민’이라고 하여 집체와 구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민과 집

체를 합하여 집체라고 통칭하기도 한다(한상복·권태환, 1993: 86쪽 각주 46). 

87) 1977년 10월 중국은 공식적으로 문화혁명을 청산하면서 좌파의 혁명 이데올로기를 거

부하고, 현 화 정책을 마련한다. 동시에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것은 중국 사회에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켜, 과거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의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소비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농업에서

의 개인 경 을 뜻하는 호도거리의 채택은 농업생산성은 놀랄 만큼 높아졌으며, 기업간

의 경쟁으로 공업 생산성도 크게 올라갔고, 개체업의 허용으로 새로이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한상복·권태환, 1993: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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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편을 만남, 임신, 중국에서 결혼: 1996년 ~ 1998년(32세)

순자는 엄마와 6촌간인 큰 이모의 소개로 만났다. 큰 이모는 돈이 좀 있어서 일찌

감치 한국을 오가며 돈을 벌었다. 큰 이모가 남편을 알게 된 것은 같은 마을에 살던 

여성이 남편의 형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순자 남편의 형은 첫 번째 부인과 사별

하고 조선족 여성과 재혼을 한 것이었고, 마침 남편도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한 후 

중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을 소개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순자가 큰 이모로부터 남편을 소개받고 바로 결혼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순자

는 조선족 마을에 한국 바람이 불어도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무엇보다 부

모님과 멀리 떨어져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큰 이

모는 집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자의 결혼 이주를 적극 추진하 다. 처

음 남편을 소개 받고 결혼하기 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위장결혼’ 사업차 

남편이 중국에 오게 될 때는 만났지만, 남편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마음이 

변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 던 것이다. 그러던 차 순자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순자의 임신과 남편이 친정집의 빚을 갚아주는 모습에 감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변칙이 동원되었다. 순자의 결혼을 

‘위장결혼으로 위장한 결혼’이었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신분을 위조하여 사람들의 

결혼 이주를 알선하고 있던 남편은 자신의 결혼에도 사업적 수완을 발휘하 다. 남

편은 순자를 ‘김숙희’라는 중국 조선족 여성의 신분으로 둔갑시켜, 한국 광주에 살고 

있는 임정철이라는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한국에 입국시켰다. 우선 순자가 남편 

최병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그리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당

시 남편은 이미 다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켜주는 조건으로 이미 서류상의 결혼을 

한 상태 기 때문에, 순자와 결혼을 할 수 없었다. 둘째 순자의 결혼 이주로 최 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이다. 즉 어차피 순자가 결혼을 해도 병환으로 몸이 불편한 친정 

부모님을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지만 결혼할 딸이 없는 

조선족 부부와 거래를 함으로써 남편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김숙희의 부모에게는 ‘양녀’인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은지가 

꽤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며 집에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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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다시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김숙희의 부모는 한국에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

야겠다는 생각에 소식이 없는 딸의 신분을 순자의 남편인 최병두에게 넘기고, 신 

그 조건으로 자신들을 한국에 초청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어차피 순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형편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병두는 김숙희의 부모와 계약을 한 것이다. 김

숙희의 신분을 가진 순자는 광주의 임정철이라는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한국에 들

어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임정철이 애초 계약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여 

남편이 임정철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하여 가까스로 들어올 수 있었.

순자가 구성하는 결혼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야 어쨌든 남편이 자신을 

운명의 여자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100명의 여자를 만난 남편이 종국에 택한 

여자이며,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다른 남자에게 무릎까지 꿇은 남자인데다가, 자신의 집에 있던 빚을 모두 갚아준 고

마운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남편 최병두와 김금자의 

결혼은 진짜인가? 위장인가? 순자는 남편과 김금자가 헤어지게 된 계기로 김금자가 

일종의 외도를 하 다는 증거를 들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최병두에게 사진을 들킨 

김금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한국에 입국 한 이후로 모든 배상을 하겠다는 조건

을 내걸음으로서 최병두가 혼인관계를 파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병두가 김금자가 아닌 정순자와 결혼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정순자

의 임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김금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최병두는 정순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 정순자의 입국에 필요한 사업 수완을 발휘한 것이다. 결국 정순자

는 출산 직전 아슬아슬한 시기에 입국을 하게 된다.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었다. 다행히 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순자는 두꺼운 겨울 외투로 몸을 

가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 

③ 입국, 출산, 남편 위장결혼 소개업 발각으로 복역, 남편 사망: 1998년 ~ 2009년(43세)

1998년 12월에 21일에 만삭의 몸으로 입국한 순자는 이듬해 1월에 아들을 출산하

다. 순자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남매(당시 중1, 중2),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

께 살았다. 순자는 한국에 오자마자 전처 소생의 아이들로부터 ‘엄마’라고 불렸다. 순

자는 비록 만삭이기는 하지만 아직 출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소리를 듣는 것이 

 거북했지만, “너희들이 엄마라고 불러주면, 나도 너희에게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 94 -

심정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신경 썼다. 그러나 시모는 순자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계속 간섭하여 갈등을 유발시켜, 아이들과의 관계에 일정한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순자가 초기 결혼생활에서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는 이혼한 전처의 연락이었다. 

순자가 알고 있는 남편의 이혼 사유는 남편 버전과 아이들로부터 들은 전부인 버전 

두 가지가 있다. 남편 버전의 이야기는 전부인이 바람나서 이혼을 했다는 것이고, 전

부인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홧병을 얻었고, 그 일로 술을 자주 먹게 되었는

데 오히려 남편이 그것을 계속 트집 잡아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

확한 이혼 사유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순자가 좀 더 힘을 실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인의 입장에서 구성된 이혼 사유이다. 전부인 버전은 자신과 

시모의 갈등 역시 원인은 시모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모와 전처의 갈등에 한 동네 사람들의 증언이 

추가되기도 한다.88) 이혼한 전부인의 존재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시모와의 갈등

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동원되기도 하지만, 결혼 초 전부인의 계속되는 연락은 

안 그래도 불안한 자신의 아내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또한 남편이 죽고 난 이

후에 시모가 뜬금없이 전부인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침으로써 며느리의 

지위까지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순자는 결혼 후 경제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학생을 상 로 자

취방을 세놓는 남편의 일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가져다주었다. 순자

도 출산 후 6개월 만에 호프집에 일을 나갔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19

개의 방을 두고 임 를 하는 사업은 올해 들어 공실률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결혼 초

에는 월 평균 200은 넘는 수입을 보장해 주었다. 게다가 순자는 자취방 리모델링과 

관리의 부분을 직접 하여 경비를 절감하 다. 처음 순자가 한국에 왔을 때 방마다 

화장실이 없어 방이 잘 안 나가는 것을 알고, 각 방마다 화장실을 들이는 공사까지 

88) 이 밖에도 큰아주버지, 즉 남편의 형의 전부인이 자살을 하 는데, 그 자살의 원인 역

시 시모와의 갈등으로 설명한다. 큰 아들로서 결혼 후 시모를 모시고 살았으나, 시모가 

아들에게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고, 고부갈등이 심해지다 결국 부인이 자살을 하여, 큰 

아들은 시모를 모시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역시 

알 수 없으나, 이 이야기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가족 갈등의 중심에 시모가 있다는 것

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시모와의 갈등의 뿌리 깊음, 어쩔 

수 없음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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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할 정도 다. 순자는 배관, 수도까지 직접 배우고 어깨 너머로 본 미장일까지 

직접 하 다. 이후 관리에서도 웬만한 고장은 순자가 직접 수리를 할 수 있을 정도

가 되었다. 

순자의 결혼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아이를 낳은 그 해 3월에 남편의 위장결혼 

중개업이 발각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순자 역시 위장결혼 상자로 조사를 받았

고, 광주 임정철과의 결혼은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순자는 자신의 

본명이 아니었다. 제도적으로 보면 순자는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김숙희로, 중

개업자인 최병두와 아이를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었다. 

남편은 위장결혼에 한 검찰 조사에서 순자를 추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사실

을 자백하 다. 남편은 8개월을 복역하 고, 순자는 약속 로 추방되지는 않았다. 순

자가 조사를 받은 1999년 3월은 출산 후 아직 백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조사과

정에서도 산모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 받았다고 한다. 수유시간을 별도로 주거나 경

찰서 출두 횟수를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추방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순자

의 신분은 더 미궁으로 빠졌다. 국민의 배우자 신분으로 체류하던 김숙희의 혼인관

계가 해소되어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김숙희(의 이

름을 가진 순자)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본명, 정순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방식이 있

다. 그러나 순자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분과 사진의 불일치로 공항

에서 곧바로 추방되는 사례를 여럿 보았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친척의 한 오빠가 다

른 사람 이름을 갖고 나왔다가 이후 본명으로 재입국을 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출국당

하 다. 순자는 중국 조선족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이유로, 나

이가 많으면 한국에서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소문이 돌아 더 어린 사람의 신분을 도

용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 다. 

물론 이름 바꿔서 나온 조선족들이 모두 공항에서 발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남편과 김금자의 혼인도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정순자가 남편 최병두와 결혼하는 것

으로 입국 하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자는 그런 모험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위험 부담이라는 것이 단지 한국에서 추방되

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과의 생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순자는 자

신이 ‘불법 체류’로, ‘위장 신분’으로 머물더라도 아이와 최 한 함께 있는 시간을 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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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와 남편 최병두가 혼인신고를 한 2009년까지 근 11년을 순자는 미등록 신분

의 김숙희로 살았다. 아파도 병원에 제 로 갈 수도 없고, 약도 먹기 어려웠다. 남편

과 시모의 건강보험증으로 간신히 비슷한 증상의 약을 먹어가며 버텼다. 그러나 성

별과 연령의 조건이 너무 다른 남편과 시모의 건강보험증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신과 

나이와 성별이 비슷한 친구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병원에 다녔다. 그 시기는 순자

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하나”, “내 나라에 살면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살 건데, 애 

하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심정에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미등록 

위장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에 한 순자의 기억은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재현

된다. 

남편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에 한 처우 개선이 되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 될 

것이므로 순자의 신분 정리 문제에 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다. 순자는 비록 

김숙희라는 이름이지만 아들 제명이의 엄마로서, 남편 최병두의 아내로서, 며느리로

서 10년 넘게 일상을 살아온 것이다. 

문제는 남편이 간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발생하 다. 행정적으로 정순

자는 남편 최병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국에 사는 여성일 뿐이었다. 비록 아들의 

생모가 김숙희로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아들의 생모라는 위치만으로는 남편의 재산

에 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편은 4남 2녀중 셋째이지만 어

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장남의 역할을 하 다. 시모와 함께 사는 집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순자가 경제적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주고자 하 다. 그것은 우선 김숙희(의 이름을 쓰고 있는 순자)와의 혼

인신고 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선 김숙희가 미등록 신분이고, 혼

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간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이미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상태 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남편은 병원의 침상에 누운 채로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모두 이야

기 하 다. 다행히 출입국소장은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 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행업체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여 김숙희와 남

편 최병두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 남편은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그게 나왔으니까. 내가 그거 너를 못 따주고 죽을 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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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89)며 안도하 다. 2009년 7월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남편은 그해 12

월에 사망하 다. 

④ 위장신분 고발, 신분정리 재판, 가족 갈등: 2009년 ~ 2012년(46세)

남편은 순자가 김숙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순자가 자신의 법적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남편은 자신이 죽고 난 이후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들 간에 갈

등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부인인 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남편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바

로 순자가 김숙희의 신분을 도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이 고발하는 것이었다. 순자

는 10년이 넘게 미등록에 신분도용을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 공포의 

경험은 거의 없다. 이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순자 스스로도 이야기 하듯

이 남편이 가족에서는 물론이고 그 동네에서도 매우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느 누구도 순자를 고발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를 다치게 하는 

새끼면 내가 그 집안을 몰살 한다, 너를 씹는 새끼는 내 손에 가만 안 놔둔다”는 남

편의 말이 그냥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변 사람들에게 향을 미쳤던 걸로 보인

다. 

둘째는 순자가 법적 신분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제명이 엄마’로서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자의 이야기 곳곳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처음 순자가 결혼해서 왔을 당

시만 해도, 동네 사람들은 “성격 안 좋은 시어머니에, 전실 자식이 둘이나 있는 남자”

한테 시집오는 순자가 분명 어딘가 모자란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여 구경을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순자는 차기 부녀회장으로 추  될 정도로 동네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90) 순자가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 할 때에도 주변 

친구들, 동네 아줌마들, 할머니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비록 순자가 법

89) “<18.> 주민등록증에 올라가 있지 않은 엄마”

90) 인터뷰를 할 때에도 늦은 시간에 밖에 있는 순자를 걱정하는 같은 동네 친구의 전화가 

몇 번이가 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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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미등록이고, ‘김숙희’일지 몰라도 순자는 ‘제명이 엄마’로 불리며 동

네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순자가 남편의 죽음 이후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다른 가족들과 전혀 타협의 지점이 없게 되자 가족들은 

순자를 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순자를 가족 내에서 축출하고자 

하 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일 년 후, 결국 시동생이 경찰서에 순자의 위장 신분을 고발하

여, 순자를 중국으로 추방시키고자 하 다. 다행히 순자는 모든 전후 사정을 다 밝히

고, 자신이 정순자임을 증명하여 추방은 면하 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뒤로 가족들

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이들은 모두 합심하여 순자의 남

편 사후 지급된 보험금을 비롯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요구하 고, 순자는 그 

돈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므로 절  줄 수 없다는 입장 속에서 그야말로 

육탄전이 벌어졌다. 재산 분쟁과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시모의 돌봄을 둘러싼 

갈등은 순자뿐만 아니라 다른 남아 있는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인터뷰 당시 순자는 이 갈등의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고비를 넘긴 셈이었다. 무

엇보다 법적 정체성과 현실적 정체성을 일치시켰다. 김숙희로 살아온 삶을 정순자의 

삶으로 바꾸는 몇 번의 소송 끝에 결국 문제를 해결하 다. 그러나 가족들과의 갈등

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자 당분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 순자의 이야기: 스토리라인, 서사구조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순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남편의 죽음 이후 불거진 가족 갈등이다. 남편이 사망한 2009년 12월 이후 순

자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도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남편의 사망은 유

족들 간의 재산 싸움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미등록자 고, 게다가 위장

신분으로 살고 있던 순자를 추방하기 위한 시동생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집에서는 시

모의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2010년부터 인터뷰가 이루어졌던 2012년도까

지의 시간은 순자에게 고통의 시간인 동시에 법적 신분과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 

즉 아들의 엄마로서 위치를 고수하기 위한 힘겨운 투쟁의 시간이었다. 따라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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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순자가 자신의 고통을 증언하고, 법적 신분 즉 시민권을 획

득하기 위한 순자의 투쟁에 한 증언이었다. 

[그림 10] 순자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 교차 그래프

시기 노드 수

(1) 어린시절, 중학교 생활, 졸업 후 노동 경험: 1967년 ~ 1995년(29세) 35

(2) 남편을 만남, 임신, 중국에서 결혼: 1996년(30세) ~ 1998년(32세) 35

(3) 입국, 출산, 남편 복역, 남편 사망: 1998년(32세) ~ 2009년(43세) 110

(4) 신분정리 재판, 가족 갈등: 2009년(43세) ~ 2012년(46세) 103

(5) 인터뷰 당시 21

(6) 평가 및 미래에 대한 전망 23

총 노드 수 327

[그림 11] 순자의 시기별 노드 분호

순자의 이야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3시기와 4시기로 1차 인터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순자의 복잡한 신분 문제와 남편의 

사망 이후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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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헬렌, 타잉의 경우와 달리 순자는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직접 해결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 얻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했

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맘껏’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순자는 마음

이 뻥 뚫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 다. 이런 점에서 순자의 이야기는 문제를 직

접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에 한 상담 유형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림 10]은 순자의 이야기가 진행된 시간, 즉 스토리라인과 순자가 살아온 시간, 

즉 타임라인을 교차시킨 것이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터뷰 초반부가 한

국에 입국한 이후의 시간에 한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1998년 12월 만

삭의 몸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남편의 사망, 그리고 사망 이후 시가와의 갈등이 

순자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다. 초반부에는 별다른 질문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순자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갔다. 순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의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풀어내는 것처럼 보 다. 순자가 생각하기에 “논문을 쓴다

는 것은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는 데 어떤 권한이 있었나, 어떤 게 제일 힘들었

나, 어떤 방안을 해 줘야 하나”(정순자, <32.2>), 이런 목적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는

데, 자신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신이 인터뷰에 적합한 상

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는 인터뷰 중간 중간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1차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도 다른 사람을 물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소 강

하게 이야기하 다. 이는 1차 인터뷰에 해서 순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평가가 반 된 것이다. 순자가 생각하는 인터뷰의 목적, 즉 외

국 사람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욕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

적인 가족 갈등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 했다는 평가가 작동하는 것이다.

<32.2.> 나는 적합한 인터뷰 상이 아닌 거 같아요

정순자: 그러니까 저번에 엄마가 와서 그랬어요. 제 거는요, 하~~도 사연이 복

잡해서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복잡한 게 좋다 이거예요. 아니죠. 그거 논

문 쓴다는 거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는 데 이 어떠한 권한이 있었

나, 어떤 게 제일 힘들었나, 어떤 방안을 해 줘야 되나, 이걸로 쓸 건데요, 

저는 지금 나오는 경과서부터, 되~게 복잡하고, 듣는 사람도 막 머리 아플 

거예요. 쓸려면 쓰는 사람이 머리 복잡해서 못 써요. 아예 다른 사람을 물

색하면 되는데, 외국에서 내 같은 사람 말고, 베트남이나 말 모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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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서, 여기와서 저 어딘가 저 남편이 죽었잖아, 오자마자. 그 애 금방 쬐

그만거 드러 놓고 죽었을 때 그런 여자들의 그런 심정을 그런 거 쓰면 좋겠

는데. 저는 아주 복잡해서 안 돼요. 내 그랬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 때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나는 나오는 과정부터 너무 복잡해서 인터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다. 

2차 인터뷰에서는 중국에서의 생활에 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자녀 정책

을 실시하던 중국에서 소수민족에 속해 있던 어머니의 출산조절이야기와, 어머니 역

시 큰 며느리로서 남편의 형제들을 뒷바라지하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 다. 또한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 다. 

순자는 인터뷰를 일종의 ‘상담’으로 생각하 다.91) 아래의 화는 저녁 8시가 되어

서야 시작한 2차 인터뷰가 늦어지자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상황이다. 순자는 아들에

게 인터뷰를 “상담”중이라고 표현한다. 순자가 인터뷰를 상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

터뷰에 한 순자의 평가이다. 

<41.3> 아들의 전화

정순자: (전화벨이 울려 전화 받음) “응, 제명아, 엄마 지금 얘기 중이거든? 상

담하거든? 응, 끊어. 엄마 좀 있다 올라갈게. 응~” 어디 갔나 해서 또 궁금

해서. 

이선형: (웃음) (작은 소리로) (인터뷰 때문에) 아이고 모두들 힘들게 하네. 

정순자: 네, 그렇게, 

아들과 통화, 인터뷰 끝나고 금방 집에 가겠다는 전화. 

1차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한 달 전쯤 순자는 계속되는 가족 갈등, 특히 시모와 시

아주버지의 물리적인 폭력과 폭언에 우울증이 와서 병원과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 순자가 인터뷰에서 받은 느낌이 바로 그 상담과정에서 자

기 이야기하기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실제 인터뷰가 끝난 후 순자에게 인터뷰에 

한 느낌을 물었을 때, 순자는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말을 하 다.92)

91) 물론 애초 인터뷰가 시작하기 전, 그리고 인터뷰를 섭외하기 전에 이 인터뷰의 목적에 

해서 분명하게 이야기 하지만 인터뷰에 해서 갖는 그림은 구술자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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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쩐티린: “집에도 좀 불쌍해. 돈도 못 벌어. 엄마도 너무 불쌍해”

(1) 린의 이야기: 타임라인, 연 기적 구성

① 어린시절, 고등학교 졸업후 직장: 1987년 ~ 2006년(20세)

린은 1986년 가난한 베트남 농촌 마을의 딸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위로 어머니가 다른 두 명의 오빠가 있다. 오빠들이 있긴 했지만 농사에 장사로 바

쁜 부모님의 일손을 거드는 것은 늘 린의 몫이었다. 린이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많

이 울었던 때는 지금까지도 엄마에게 말하지 못한, 어린 시절 오빠들한테 맞은 이야

기 다. 어린 시절 늦게 집에 오는 부모님 신 청소며 요리며 집안일을 린이 도맡

아 했는데, 오빠들은 일을 하지는 못할망정 왜 청소 안하냐며 린을 때리기 일쑤 다. 

이런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면 부모님이 또 싸우고, 그러면 그 일로 엄마가 아빠한

테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아는 린은 어린 마음에도 혼자 삭여야 했다. 지금도 피

곤하면 명치께가 아픈 것이 어렸을 때 오빠들한테 맞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이 든다.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고, 작년(2011년)에 어머니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여동생을 낳아서, 이제 동생이 3명이 되었다. 오빠들은 모두 결혼을 했는데, 어려운 

가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돈만 생기면 이 오빠

들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 것 같아 린은 너무 서운하다. 엄마의 재혼 이야기와 오빠

들에 한 이야기는 2차 인터뷰에서야 들을 수 있었다.

린은 학창시절 1등은 아니었지만 공부도 꽤 잘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의 신임을 받

았다. 학교에서 돈을 걷는 일이 생길 때마다 선생님은 린을 시켰다. 학교가 끝나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늘 상위

권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부터는 빨리 돈을 벌어 엄마를 도와야겠다

는 생각이 컸다. 고무나무 회사에 취직하여 능력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관

92) 어머니가 인터뷰 이후에 만났을 때에도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어서 너무 고맙고, 속이 

다 ‘뻥~’하고 뚫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 다. 2차 인터뷰는 추석 명절을 앞둔 주말이

기도 하거니와, 시모의 입원으로 갑자기 일이 많아진 순자가 인터뷰 시간을 두 번이나 

미루는 바람에 어렵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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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직에도 올라갔다. 

② 남편 소개, 베트남에서 결혼: 2006년(20세)

그러나 집과 회사를 오가며 바쁘게 사는 린을 보고 동네 아주머니가 한국사람과 

결혼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 다. 한국 남자 만나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에, 하루 휴가를 내서 중개업체의 맞선 장소에 나가게 된다. 3명

의 한국 남자들이 앉아 있고, 60명의 베트남 여자들이 5명씩 들어가 남자들의 선택

을 기다린다. 그 곳에서 린은 남편을 만나 3일만에 결혼을 한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때는 32살로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고, 얼굴도 착해 보여 결혼을 결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그 길로 회사에 결혼으로 그만둔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장이 깜짝 놀랐다고 한다. 매일 집과 회사만 오가는 린의 삶을 다 아는 사장은 린

이 남자 만나는 것도 못 봤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해낼 자신이 있던 린은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자신은 잘 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③ 결혼 입국, 출산, 동생 결혼차 베트남 방문: 2006년(20세) ~ 2008년(22세)

린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2006년 7월 전라북도 농어촌 마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

하 다. 남편은 근처의 철공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시부모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린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린의 꿈은 점점 멀어져갔다. 남편이 

생활비로 주는 15만원으로는 생활하기에도 빠듯했고, 베트남에 돈을 보내는 것은 상

상도 할 수 없었다. 린은 자신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남편을 설득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린이 나가는 것이 다른 베트남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며 의심부터 

했다. 시장에 가는 것도 혼자 갈 수가 없었다. 

2007년 1월 임신사실을 알게 된 린은 아이가 생기면 남편의 태도도 좀 달라질 것

이라고 기 를 했다. 그러나 임신으로 다리에 쥐가 나도, 몸이 부어 힘들어도, 남편

의 배려는 전혀 없었다. 출산 후에도 남편은 애기를 잘 안아주지도 않고, 분유를 주

는 것도 아니었다.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친정 어머니가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해 주

었는데, 그 기간에 남편은 아예 집에 오지 않고, 근처의 시가에서 생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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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혼자 귀국, 취직, 별거, 이혼: 2008년(22세) ~ 2011년(25세)

그러던 차 베트남에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 2008년 8월 아이와 함께 베트

남에 갔다. 베트남에서 린은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베

트남의 부모님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린은 우

선 자신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버는 것은 어

렵기 때문에 이이는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인천 공단의 

전자회사에 취직한 린은 돈을 벌어 베트남에 보내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 다. 자

신은 인천에서 돈을 벌고, 주말이나 명절에 남편집에 방문하면서 지냈다. 남편도 잘 

살아보겠다고, 린의 비자를 연장해 주었으나, 베트남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문제

다. 린은 베트남에서 아이를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을 달라고 하 고, 남편과 시부

모는 우선 아이를 데려 온 후에 비용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린은 여전히 자신을 믿

지 못하는 남편과 시부모가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린이 아이를 데려 

올 수도 없었다. 린은 일단 자신이 돈을 벌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의 이혼 소장이 날라들었다. 거의 10개월에 걸쳐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린이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그러나 남편은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고 있으며, 린이 연락을 하

려고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⑤ 이혼 후 현재: 2011년(25세) ~ 2012년(26세)

지금 린은 베트남 가족의 실질적인 생계 부양자나 다름이 없다. 2011년 2월에 어

머니가 뜻밖의 늦둥이 여동생을 낳은데다가, 집이 없어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여동

생네 가족, 그리고 린의 아들까지 모두 린이 챙겨야 하는 가족들이다. 몇 년째 아들

과 떨어져 살고 있는 린은 조만간 베트남에서 아들을 데려와 남편을 한 번 만나고 

싶어 한다. 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번 만나게 해 주고 싶다. 

(2) 린의 이야기: 스토리라인, 서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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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린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의 교차 그래프

시기 노드수

(1) 어린시절, 고등학교 졸업후 직장: 1987년 ~ 2006년(20세) 33

(2) 남편 소개, 베트남에서 결혼: 2006년(20세) 7

(3) 입국, 출산, 동생 결혼차 베트남 방문: 2006년(20세) ~ 2008년(22세) 32

(4) 혼자 귀국, 취직, 별거, 이혼: 2008년(22세) ~ 2011년(25세) 39

(5) 이혼 후 현재: 2011년(25세) ~ 2012년(26세) 53

(6) 인터뷰 당시 19

(7) 미래 계획 및 평가 64

총 노드수 247

[그림 13] 린의 시기별 노드 분포

린의 이야기에서는 1차 인터뷰에서 3시기에서 5시기, 2차 인터뷰 초반부에 1시기

가 집중되어 나타난다. 시기별 노드 분포상 7시기도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른 

시기에 비하여 집중도는 약하다. 이 시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현재 베트남에서 자

라고 있는 아들을 향후 어디에서 키울 것인가에 한 린의 걱정을 반 한다. 1차 인

터뷰 초기 집중되고 있는 시기는 린이 이혼에 이르는 과정이다. 린의 이야기에서 주

목할 만한 부분은 2차 인터뷰 초기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1시기이다. 위 그래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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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이 1차 인터뷰에서는 1시기에 한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2차 인터뷰 초

반에 집중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2차 인터뷰에서 1시기에 한 질문

이 나타나는 것은 1차 인터뷰의 분석 결과 1시기가 거의 이야기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인터뷰에서 연구자가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린에게 1시기에 한 이야

기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이 표출되었다. 어린 시절 오빠한테 맞은 기

억을 이야기하면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억은 린으로 하여금 어머니와

의 유 감과 집안에 한 책임감을 발전시키는 기제로 작동하 을 것이다. 

린의 이야기는 베트남 여장부의 이야기이다. 린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자신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혼 후 

린은 현재 베트남 가족의 실제적인 생계부양자이다. 린은 돈을 벌고 싶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린은 돈을 버는 데 소질이 있었고 실제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린

이 계획한 삶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도 베트남의 가

족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 아래 인용문에서도 보듯이 린이 남편에

게 요구한 것은 자신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별거 이후 린이 일을 하게 된 이후의 시기에 한 이야기가 

훨씬 많은 것은 린의 이같은 열망이 반 된 것이기도 하다. 둘째 출산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남편에게, 루프 시술을 하여 피임으로 맞서는 린의 이야기는 성적자기결정

권의 행사인 것이다.

쩐티린: 남편가 잘하지 않아. 맨날 술 먹어. 놀러 가. 내가 돈 필요해, 반찬 좀 

사. 애기 우유 좀 사줘. 맨날 남편 돈 없어. 내가 일 하고 싶어도 안 보내

줘. 맨날 그냥 집에 있어요. 나 많이 일 해, 열심히 돈 벌어. 집에 돈 주께. 

그래도 맨날 안 줬어. 그렇게 얼마나 얘기해도 안 들어. 애기 나와. 6개월 

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남편 이해 안 줘. 또 애기 더 한 명 나와. 너무 힘

들어 못 살았어요. 더 못 나, 아니요, 그냥 돈 좀 벌어. 살아 좀 편해. 마음 

좀 편해. 그래야 다음 생각 더 낳으지(마음이 편해야 다음에 애를 하나 더 

낳을까 말까 생각도 하는 거지.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생각도 나지 않았

다는 이야기) 그냥 너무~ 힘들어. 못 살았어. 돈도 없었어. 얼마나 힘들어

요. 그러니까 더 나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 했어. 그렇게 나와. 맨

날 남편 일 너무 많아. 남편도 애기 나와(낳아), 시아빠 시엄마도 맨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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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더 나와(낳아). 안 나와(낳아) [그러니까] 내가 죽겠어. 죽겠을거 같애요. 

너무 무서워.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 많이 했어. 이렇게 못 살아서 이렇게 

나가서 일 했어요.

[아이를 낳은 후에도] 남편이 잘 하지 않았다. 맨날 술만 먹고 놀러 나갔다. 반찬도 사야

하고 애기 우유도 사야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편은 항상 돈이 없다고 했다. 

내가 일해서 돈을 벌겠다고 해도 보내주지도 않아서 항상 집에만 있었다. 나는 열심히 일

을 해서 집에도 돈을 많이 주겠다고 했지만 절대로 보내주지 않았다. 아이 낳고 6개월 동

안 남편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곧바로 둘째를 낳기를 바랐다. 나는 생각이 달랐다. 

돈을 좀 더 벌고 마음이 편해야 둘째를 계획하는 것이지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둘째를 

낳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는 계속 아이를 낳으라고 종용하였다. 나는 이렇게

는 못 살거 같아서 나와서 일을 했다. 

린의 한국어 말하기는 시처럼 들린다. 가장 간단한 문법 구조의 문장을 택하고, 그 

문장의 의미는 린의 억양과 표정으로 채웠다. 그렇기 때문에 린의 말은 리듬을 타면

서 랩을 하듯이 읽을 때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된다. 위 인용문은 린이 정리하는 이

혼 사유의 전말이다.

제3절 전통적인 이야기꾼형: 흐엉, 안젤라, 하빈

전통적인 이야기꾼형의 이야기는 과거에서 시작하여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연

기적 구성을 따른다. 이 유형에서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방향성의 계

단형 모양의 그래프가 발견된다. 계단형 모양에서 가로로 길게 나타나는 수평 부분

은 구술자의 주도로 긴 시간동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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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쑤완흐엉: “그냥 나 사는 길 찾으는 거예요”

(1) 흐엉의 이야기: 타임라인, 연 기적 구성

① 어린시절, 직업학교 졸업: 1974년 ~ 1995년(22세)

흐엉의 부모님은 베트남의 관광지역에서 관광객을 상 로 잡화를 파는 작은 슈퍼

를 운 하 다. 흐엉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전문학교에서 도서 행정 관련 공부

를 하 다.93) 졸업 후에 사서 혹은 비서가 될 수 있는 공부를 했지만, 슈퍼에서 부모

님을 도우면서 당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을 만

나 결혼하게 되었다.94) 흐엉의 어머니는 흐엉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 하

다. 흐엉의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은 당시 남편의 사장과 알고 있던 이

모의 적극적인 추진때문이었다. 흐엉의 어머니는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되었던 상태

에서도 흐엉에게, 결혼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는 조언을 해 줄 정도 다. 

② 남편을 만남, 베트남에서 결혼: 1995년(22세) ~ 1996년(23세)

흐엉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베트남 주재 한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남

편이 우연히 학교 축제에서 무 에 올라간 흐엉을 보았기 때문이다. 학교 축제에서 

무 에 올라간 흐엉을 본 남편이 기숙사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흐엉이 도와주던 부모

님의 슈퍼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면서 관계가 발전되었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남편을 잠깐 돌보아 준 것이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흐엉은 처음 남편을 보았을 때, “ 만 사람이라고, 솔직히 만 놈이니까 바람둥이

니까(1차:2)” 하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옛날 전쟁 때 한국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베트남 와서 전쟁이 했다고, 

93) 베트남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3년 과정의 기술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은 취업을 

하거나 2년~2년반 과정의 기술전문학교 또는 4년 과정의 기술학교(Trung cap)에 진학

한다. 

94) 2000년 이후 성행하던 중개업체를 통한 단체 맞선 결혼과 달리 흐엉은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기 전까지 6개월 정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흐엉에게 일상적인 연

애라기보다는 좁은 동네에서 주변의 시선 속에서 남편과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엮이어 

가는 과정으로 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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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벌은 것은 확실하지는 않다”(1차:2)는 얘기를 어른들한테 들어서 별로 인상이 좋

지 않았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장과 흐엉의 이모부가 알던 사이여서 이모가 흐엉의 결혼을 

적극 추진하 다. 흐엉은 자신이 결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길게 연애를 한 것도 아

니고, 뭔가 시장가서 물건을 사서 집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후닥닥 진행된 것으로 

이야기하 다.

흐엉이 한국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하

던 어 선생님이 적극 반 를 하고, 미국에 살고 있던 큰 아버지도 외국 나가서 살

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서 미국 가서 살지 왜 한국에 가냐며 극구 반 를 하 다. 

결혼 당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택한 자신의 결정에 해서 

흐엉은 한국에서 힘들 때마다 후회된다. 특히 1차 인터뷰를 할 당시 흐엉은 남편과

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던 그 시점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의 

만남보다는 결혼을 만류하던 주변 사람들의 ‘혜안’에 한 이야기가 더 많이 얘기되

곤 하 다. 

③ 결혼 입국, 출산, 아파트 분양받음: 1996년(23세) ~ 2008년(35세)

결혼 후 한국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흐엉은 말할 사람이 너무 없어

서, 길 가다가 누가 싸움이라도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어를 따로 배

울 수 있는 곳도 없어서, 슈퍼에 가서 라면, 과자 등의 상품을 하나 하나 집어서 보

고, 놓고를 반복했다고 한다. 이런 자신을 슈퍼 주인이 수상한 눈길로 쳐다본 적도 

많았다. 

결혼 직후 바로 임신이 되어 이듬해 첫 딸을 낳았다. 서울 반지하방에서 살다가 

아이를 낳고 두 달만에 안산으로 이사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 남편은 한국에 도착

하자마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열었다. 그러나 식당이 잘 안되어 남편이 

빚만 지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 있는 돈도 다 잃고 빚까지 져서 결혼 초의 생활

은 너무 힘들었다. 안산의 반지하 방에서 추운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 두꺼운 이불을 

깔아 놓고 살아야 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계속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

고, 외박을 하는 일도 잦아졌다. 하는 수 없이 딸이 4살 되던 해, 흐엉은 어린이집에

서 보조 교사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하기 시작한다. 비록 한국말이 지금보다 훨씬 어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 110 -

눌할 때 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기꺼이 일자리를 주었다. 다행히 보조교사라서 아이

들과 크게 이야기할 일은 없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원장이 바뀌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겹치고, 새로운 원장도 110만원정도 되던 월급을 8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하

다. 흐엉은 80만원이라도 아이를 보내고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니려고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해고 압력에 결국 2006년 둘째 아이를 출산 한 후 

일을 그만두었다. 당시 결혼정보업체에서 130만원을 주겠다며 일자리가 들어왔으나 

양심에 걸려서 그 일은 못 했다. 

④ 아파트 이사 이후 현재까지: 2008년(35세) ~ 2012년(39세)

그 뒤로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으로 오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아동양육방문도우미, 

상담소에서의 상담 통역, 법정에서의 통역, 경찰 범죄 조사 시 통역 등 전국을 다니

며 통역활동을 하 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에 더하여, 외도와 술, 외박 등으로 인

한 감정적 고통은 바쁜 일상으로 잊으려 하 다. 1차 인터뷰를 했던 2008년에는 남

편에 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극에 달하여 매우 고통스러워 하 으나, 2차 인터뷰를 

했던 2012년에는 오히려 모든 감정을 내려놓아 마음이 더 편해진 것 같았다. 남편은 

2008년도에 비해 더 무책임하지만, 흐엉의 마음은 더 편안해 보 다. 

여기에는 흐엉이 비록 계약직이지만 은행에 취직을 하 고, 흐엉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자산이 있는데서 오는 경제적 안정감이 크게 작동하

다.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남편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

한 자산 감소, 이혼이 가져올 자녀에 한 위험 등이 크다. 다행이 잘 자라준 큰 딸

이 둘째를 잘 돌봐주어 흐엉이 큰 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흐엉의 활발한 활동, 적극적이고 성실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회를 주

고자 접촉하 다고 한다. 한 학의 교수는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 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기도 하 다. 그러나 이 모든 제안이 남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기에 흐엉은 눈물을 머금고,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해 모든 기회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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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흐엉의 이야기; 스토리라인, 서사구조

[그림 14] 흐엉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 교차 그래프

시기 노드 수

(1) 어린시절, 직업학교 졸업: 1974년 ~ 1995년(22세) 10

(2) 남편을 만남, 베트남에서 결혼: 1995년(22세) ~ 1996년(23세) 9

(3) 결혼 입국, 출산, 아파트 분양받음: 1996년(23세) ~ 2008년(35세) 51

(4) 아파트 이사 이후 현재까지: 2008년(35세) ~ 2012년(39세) 80

(5) 인터뷰 당시 31

(6) 평가 및 미래에 대한 전망 39

총 노드수 220

[그림 15] 흐엉의 시기별 노드 분포

흐엉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향하는 연 기적 구

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흐엉의 이야기가 이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은 우

선 흐엉이 생애사 이야기 구조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자의 이전 연구 

프로젝트에서 통역자의 역할을 하 기 때문에 흐엉은 연구자의 인터뷰 형식이 낯설

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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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하는 것의 부담도 적었을 것이다. 

흐엉의 그래프에서 계단형 수평부분이 나타나는 시기는 4시기와 6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4시기는 흐엉과 남편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남편은 가족에 한 부양의무를 

방기하고 흐엉이 생계부양자로 구성되는 시기이다. 6시기는 2차 인터뷰 후반부에 나

타는데 전체적인 노드 수는 많지 않지만 흐엉이 자신의 삶에 한 성찰과 평가가 길

게 이어졌다. 

[그림 15]를 보면 흐엉의 이야기에서 아파트 이사 후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흐엉과 남편의 부부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

기이다.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아 흐엉의 경제적 부양책임이 커져가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중에서 흐엉은 가장 인터뷰 경험이 많다. 흐엉 자신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인터뷰에 통역을 한 경험까지 합치면 흐엉이 직간

접적으로 경험한 이주여성의 이야기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흐엉의 이같은 경험

은 흐엉이 인터뷰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이야기하는 경지에 이르

게 하 다. 흐엉은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

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는 것임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2) 안젤라: “안녕하세요~ 필리핀 엄마~”

(1) 안젤라의 이야기: 타임라인, 연 기적 구성

① 어린 시절, 학창시절, 대학 중퇴: 1967년 ~ 

안젤라는 1967년 필리핀의 농촌마을에서 1남 5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동물농장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떡, 음식 등을 만들거나 호수에서 

조개를 캐서 팔았다. 안젤라가 고등학생일 때, 언니는 홍콩에 가사노동자로 일을 하

러 갔다. 그런데 언니가 홍콩에서 일을 하고 휴가차 집에 방문하는 길에 공항에서 

필리핀 남자를 만나 첫 눈에 사랑에 빠져 그 길로 결혼을 했다. 엄마가 언니의 결혼

을 무수히 말렸다. “가슴을 쓰지 말고 머리를 쓰라”는 엄마의 말을 흘려듣고, 언니는 

사랑을 찾아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남자는 직업도 변변치 않고, 남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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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아무런 지원도 없어서 엄마의 돈으로 결혼식을 시키고, 언니의 아이들도 어머

니가 다 키워주고 있다. 

안젤라는 홍콩으로 돈을 벌러 간 언니가 엉뚱하게 결혼을 하는 바람에 엄마의 꿈

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게다가 엄마가 그 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직접 목격

했다. 안젤라는 어릴 적 태풍으로 집이 물에 잠기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꼭 돈을 벌어 큰집(big house)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돈을 벌기위해서는 

외국에 나가야 했다. 

안젤라의 이야기에서 태풍과 큰집(big house)은 자주 등장한다. 안젤라가 홍콩으로 

일을 하러 떠나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 때, 안젤라가 학을 졸업하지 못한 이유

를 설명할 때, 엄마의 알뜰함을 설명할 때 등등. 안젤라의 첫 번째 해외노동이주의 

동기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다. 이 목적은 안젤라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

니었다. 학원을 마치고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으로 일을 하러 떠난 능력 있는 오빠

가 버는 돈, 그리고 안젤라가 홍콩에서 입주 가사·돌봄 노동으로 버는 돈, 필리핀에

서 어머니가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버는 돈 등을 모으는 일차적인 목적이 바로 튼튼

한 집을 짓는 것이었다. 결국 이렇게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어떤 태풍이 와도 끄떡없

는 튼튼한 집을 지었지만, 불행하게도 어머니와 오빠는 그 집에서 오래 살지 못하

다. 

안젤라에게 언니의 결혼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안젤라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안젤라와 결혼하겠다고 집을 찾아오는 남자들이 많았다. 꽃을 

들고 와서 노래를 부르고, 안젤라의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은 남자도 있었다.95) 그

러나 안젤라는 전혀 결혼 할 생각이 없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안젤라의 말에, 어

떤 남자는 결혼하면 자신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 것이며, 부모님한테 돈을 주겠다

고 약속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안젤라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잘 알았다. 무

엇보다 안젤라는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해서 내 돈을 직접 벌고 싶었기 때문이

95) 필리핀에서의 전통적인 연애과정은 남자가 주도하며 여자 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은

근하고 끊임없는 여러 단계의 구애를 거친다. 무도회장에서 춤을 신청하기, 연애편지 

쓰기, 세레나데부르기, 여자의 집안 일 거들의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남자는 맘에 드

는 여자의 집에 해가 진 후 찾아가 문 밖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다. 여자 부모

가 허락을 하면, 그 다음에는 남자가 해진 후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 여자의 집에 

가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눈다(김민정, 2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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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언니의 결혼을 보면서 필리핀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에 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② 홍콩에서 가사노동자, 결혼: 1997년(31세) ~ 2001년(35세)

안젤라가 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석사논문을 쓰던 오빠의 학비를 

기 위해 안젤라에게 휴학을 제안하 다. 안젤라는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 고, 그 

길로 홍콩으로 일하러 갈 준비를 하 다. 31살이 되던 해 안젤라는 홍콩에서 가사노

동자로 일을 시작하 다. 안젤라가 돈을 벌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태풍, 

홍수 때마다 날아가는 지붕, 침수되는 집을 보면서 튼튼한 집을 지어야 겠다는 목표

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젤라는 홍콩에서 번 돈의 부분을 필리핀에 보냈고, 엄마는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다. 엄마가 번 돈에, 졸업 후 돈을 벌기 시

작한 오빠까지 힘을 합하여 꿈에 그리던 튼튼하고 큰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어

떤 태풍이 와도 안젤라의 집은 끄떡이 없다. 동네에서 새로 지은 안젤라의 집을 보

고 로또를 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도 없냐는 식의 험담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온 가족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다. 

오빠는 졸업 후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안젤라에게 필리핀으로 돌아와 공부를 다시 

하라고 계속 설득하 다. 오빠는 당시 동네에서 이름난 수재 기 때문에 학에서도 

등록금의 절반은 장학금을 받고 다닐 정도 다. 졸업 후에도 아랍에미리트공화국으

로 파견을 나가 높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다. 오빠는 안젤라에

게 모든 학비를 다 지원해 줄 테니 빨리 돌아오라고 설득하 으나, 당시 안젤라는 공

부하는 것보다는 돈 버는 게 더 좋았다. 그런데 오빠가 회사에서 갑작스런 발작으로 

쓰러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 일로 인해 안젤라는 더 공부를 하고 싶어

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오빠의 갑작스런 죽음은 안젤라의 가족에게도 큰 시련이었다. 특히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마저 곧 병으로 명을 달리하 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어머니

는 자리를 비우는 것이 걱정이 되어 화장실에 가는 것을 계속 참다가 신장에 무리가 

왔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병원에 가는 것도 마다하고 병

을 키우다가 같은 해에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당시 홍콩에 있던 안젤라는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필리핀에 돌아왔으나,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온 몸에 힘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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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나가는 것 같았다.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홍콩에 돌아와서 계속 일을 하 다. 

홍콩에서 1997년부터 2002년 결혼하기 직전까지 안젤라는 두 집에서 일을 하 다. 

첫 번째 고용주는 캐나다에서 의사, 간호사로 있던 부부의 집으로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이 집에서 안젤라는 가사와 양육을 모두 맡았다. 안젤라에게 첫 번째 고용주

의 집은 매우 힘들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큰 아이, 유치원, 8개월된 아

이 이렇게 세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힘들지 않았으나, 

부인이 요구하는 청결의 수준이 너무 높아 계약기간인 2년을 채우자마자 다른 집을 

알아보았다. 부인은 집에 누구라도 외부인이 오는 경우에는 방문객의 손이 닿았던 

모든 곳은 데톨로 세척을 해야 했다. 거의 매일 새벽 2시가 되어야 잠이 들고, 여섯

시에 일어나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아이들과는 모두 어로 소통을 하고, 관계

도 좋았으나, 집안일이 너무 힘이 들었다. 

두 번째 고용주는 교사 남편과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 부인의 집이었다. 이들은 첫 

번째 입주 가사노동자 던 필리핀 여성이 밤늦게 들어오고, 친구를 데려오고, 술을 

마시는 것이 맘에 안 들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도우미를 구하던 사람들이었다. 

안젤라와의 계약은 쉽게 이루어졌다. 고용주가 원한 것은 밤늦게 들어오지 말 것, 친

구를 데려오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이 세 가지 고, 안젤라가 원한 것은 밤 

아홉시에 자게 해 줄 것, 가족처럼 해 줄 것, 이 두 가지 다. 양방이 서로의 요구

조건에 흔쾌히 합의하여 계약이 금방 이루어졌다. 그 집에서 안젤라는 마음 편하게 

오래 일을 하 다. 안젤라가 원했던 것처럼 그들은 가족 여행에도 안젤라와 함께 하

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한 가족처럼 같이 앉아 시간을 보냈다. 안

젤라가 한국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이들 부부는 한국은 춥고, 음식도 맵다며 

가지 말라고 극구 말렸다. 필리핀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와 같이 

살아도 된다고 권유를 할 정도 다. 이미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해도, 취소해도 된다

며 적극 말렸다고 한다.

그러나 안젤라는 자신의 아이를 갖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다. 주변의 친

구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둘러 결혼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결혼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더 조건이 좋은 이탈리아나 캐나다로 가는 추세 다. 이탈리아나 캐나다로 

간 친구들이 안젤라를 초청하 으나, 안젤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이탈리아나 캐나다

로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미국인과 결혼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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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뽀얀 피부에 푸른 눈을 가진 아이를 갖고 싶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미국인

을 만났다. 그 남자는 이미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둔 이혼남이었

다. 그는 필리핀 여성이 책임감 있고, 사랑스럽고, 모든 면에서 믿을만했기 때문에 

다시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안젤라도 그 남성이 싫지는 않았으나, 당

시 안젤라는 그 남성과 만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고용주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밖에서 그를 만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이 그 남

성과 더 이상 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던 차 한 친구가 국제결혼을 하고 싶으면, ‘교회’에 가야한다고 알려주었다. 당

시 안젤라는 그것이 통일교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에 찾아갔다. 교회에서는 ‘우리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만 소개시켜 주는 곳이라, 다른 나라의 남성과 결

혼하려면 다른 지역을 찾아가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안젤라는 다른 지역에 또 가서 

절차를 밟는 것이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싫어

서 그 교회의 소개로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③ 결혼 입국, 출산: 2002년(36세) ~ 2004년(38세)

안젤라는 처음에는 한국 남자에 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와 혼자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여

성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남성의 폭력, 빈곤 등에 해서도 여러 번 

들어서 한국남자랑 결혼했다가 배고프게 살 거나 맞고 살 것이 걱정이었다. 

그러나 통일교에서 사랑과 가정을 중심에 놓는 교리를 듣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결혼하여 2002년 1월에 한국에 입국

해서는 3개월 동안 교회에 머물 다. 교회에 있는 동안 한국어와 한국음식, 한국문화

에 해서 공부하 다. 4월에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하 다. 같

이 살기 시작한 후 바로 임신이 되어 그 다음해 2월에 딸을 출산하고, 곧 이어 둘째

도 임신하여 연년생 아들을 낳았다.

안젤라는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 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임신·출산 기간은 비교

적 한국 생활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초기에 경험하는 일이다. 안젤라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 다. 그러나 안젤라는 임신·출산 기간 큰 섭섭함이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남

편은 아내가 요리하는 것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외식을 더 자주 하는 등 임신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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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 주었다.

안젤라는 ‘자연분만’96)을 선호하 다. 안젤라는 자신이 자연분만을 선호하는 것을 

필리핀의 출산문화를 근거로 들었다. 어머니와 언니들 모두 자연분만으로 출산하

기 때문에 수술방식으로 출산한 안젤라를 안타까워하 다고 한다.97) 안젤라가 기억

하는 필리핀의 출산문화와 실제 안젤라의 출산경험은 사뭇 다르다. 연년생으로 아이

를 낳은 안젤라는 둘째를 출산하던 날의 불안함을 상세하게 기억한다. 병원에 언제 

가야 하는 건지, 병원에 가면 바로 아이를 낳는 건지, 병원 시스템은 지금 잘 돌아가

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국 출산 문화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부재한 여성 네트워크는 안젤라에게 굉장한 불안을 가져다주었다. 

④ 귀화, 초등학교 입학 전: 2005년(39세) ~ 2010년(45세)

안젤라의 남편은 사우나실의 보일러공으로 매우 성실하며 월급을 부인이 관리하도

록 한다. 결혼 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근처에 살던 시누이들이 자주 방문하

는 것이 힘들었다. 남편은 2남 4녀의 막내아들로 누나들이 많다. 누나들이 안젤라에

게 ‘시누이 노릇’을 하려고 하나 안젤라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안젤라는 남편이 누나

들 말을 잘 들을 때마다 화가 나서 그럴 거면 차라리 누나네 집에 가서 살라, 난 다

른 남자 찾아서 살 거라는 말을 협박조로 하곤 한다. 

안젤라는 결혼 후,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필리핀에 있는 친정 아버지와 여동생들 초

청하려고 하 다. 그러나 친정 아버지는 해외에 나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 여동

96) 질식분만은 제왕절개가 아닌 질을 통해 출산하는 방식으로 ‘자연분만’ 또는 ‘정상분만’으

로 불린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연’이라는 개념은 출산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입장 차이

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의료인들이 다양한 질식분만—수중분만, 그네분만 등—을 ‘자

연스러운’ 출산 방식으로 표상하거나, 제왕절개수술을 높은 보험수가를 줄이기 위한 정

책에서 ‘자연분만’을 강조하는 등 ‘자연분만’은 그 자체로 자명한 개념이 아니다(정연보,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출산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수술을 

제외한 분만 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사용한다.

97) 실제 필리핀에서 출산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의사의 도움 없이 여성들 간의 네트워

크를 통해 진행된다. 한 달에 한 번씩 군에서 마을에 조산사를 파견하여 산모 및 유

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문제가 있는 경우 병원으로 가지만 이 때 큰 문제가 발견

되지 않으면 힐롯(hilot)이라 불리는 마을 내 산파와 친척 아주머니들이 출산 전후의 

전 과정을 관장한다. 마을의 전통 산파인 힐롯은 중년 이상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으로 마사지나 약초 처방 등 전통 치료도 함께 한다(김민정, 2002: 79-85). 안젤라의 

이야기에서 출산과정에서 계속해서 배를 마사지하는 여성은 바로 이 산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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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만 한국에 왔다. 여동생은 한국에서 가사 도우미, 오피스 청소 등의 일을 하면서 

지냈다. 그러나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미등록 상태로 거주 중이다. 안젤라가 

여동생에게 한국 남자와 결혼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동생은 좀처럼 그럴 생각

이 없다. 여동생인 새라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

 식구들과의 갈등 때문이다. 새라는 언니가 결혼 후에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 시누

이와의 갈등에 부딪히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섣불리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한다.

안젤라나 새라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한국의 가족문화이다. 혈통집단(descent 

group)을 구성하지 않는 양변(bilateral) 친족원리에 의해 친족관계를 인식하는 필리

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핵가족 단위로 거주해 왔다. 즉 결혼 후에는 부모와 같이 

살기보다는 작은 집이라도 독립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⑤ 첫째 초등학교 입학, 현재까지: 2010년(45세) ~ 2012년(47세)

지금 안젤라의 가장 큰 고민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에 접어든 아이들의 교육 문

제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있는 시어머니 문제로 불거지는 시누들과의 갈등이다. 

시누들은 아들들이 시모의 돌봄을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안젤라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누들은 아들들이 더 많이 배우고, 재산도 더 많이 가졌

기 때문에 돌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젤라는 그것과 상관없이 같

은 자식으로서 돌봄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젤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교육과 

자신의 경력 개발의 도움을 받았다. 테솔(TESOL)자격증도 취득하 고, 부모교육에도 

참여하며, 아이들도 독서교육을 받았다. 3학년인 딸아이와는 어로 화가 가능하

고, 공부도 곧잘 해서 문제가 없지만, 2학년인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고, 게임만 

하려고 해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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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젤라의 이야기: 스토리라인, 서사구조

[그림 16] 안젤라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 교차 그래프

시기 노드수

(1) 어린시절, 학창시절, 대학 중퇴: 1967년 ~ 18

(2) 홍콩에서 가사노동자, 결혼: 1997년(31세) ~ 2001년(35세) 39

(3) 결혼 입국, 출산: 2002년(36세) ~ 2004년(38세) 33

(4) 귀화, 첫째 초등학교 입학 전: 2005년(39세) ~ 2010년(45세) 14

(5) 첫째 초등학교 입학, 현재까지: 2010년(45세) ~ 2012년(47세) 43

(6) 인터뷰 당시 9

(7) 미래 계획 및 가정, 평가 29

총 노드수 185

[그림 17] 안젤라의 시기별 노드 분포

안젤라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 교차 그래프는 인터뷰 초기 구술자에게 주도권을 

주었을 때 구술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충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전형

적인 모습을 보인다. 1차 인터뷰와 2차 인터뷰 초반부에 재현되는 시기의 범위가 좁

을 것을 알 수 있다. 1차 인터뷰에서는 이주 이전과 결혼 초기의 기억에 집중되고 

있으며, 2차 인터뷰에서는 학부모가 되고 난 이후의 경험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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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필리핀 출신인 안젤라의 생애사에는 노동이주와 결혼이주가 모두 나타난다.98) 여

성의 이주에서 노동이주와 결혼이주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Piper & 

Roces, 2003), 안젤라의 이야기에서 이주의 목적, 일이냐 결혼이냐는 이주의 과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안젤라에게 홍콩으로의 노동이주와 한국으로

의 결혼이주 동기부터 다르게 구성된다. 노동이주는 태풍과 수해로 자주 침수되는 

집이 아닌 ‘튼튼한 집(big house)’을 짓기 위해서이며, 결혼이주는 ‘파란 눈을 가진 예

쁜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비록 파란 눈을 가진 미국인과의 결혼은 아니었지만, 통일교를 통한 한국 남자와

의 결혼은 안젤라가 기 하던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약속해 줄 것으로 보

다. 안젤라가 인터뷰 초기 한국으로의 이주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

은 자신이 한국 남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 자신은 통일교를 몰랐다는 것이

다. 

필리핀 남자가 아닌 외국 남자와의 결혼을 하고 싶었던 안젤라에게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주선하는 통일교의 중개업이 가장 접근성이 높았다. 한국 남자에 한 매우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고, 카톨릭 신자로서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성서에 한 

새로운 해석 방식 등은 안젤라에게 거부감을 주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까지의 과정

을 서술하는 안젤라는 자신이 한국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는 점을 강조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필리핀 남자가 아닌 외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안젤라

에게 친구가 소개한 곳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주선하는 통일교 던 것이다. 안젤라

가 갖고 있던 한국 남자에 한 이미지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고부갈등이 심

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남자와 결혼 하고 가정 폭력 등의 사유로 이

혼을 하고 필리핀에 돌아온 여성들을 직접 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미지는 

98) 필리핀은 아시아 지역의 표적인 노동력 송출국으로서 1970년  중반부터 노동력 송

출과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을 국가 발전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해

외 취업을 관리하는 ‘필리핀 해외 고용국(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gency, 

POEA, 1982년 설립)’, 해외에 구 거주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과 경제적, 문화적 

유 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한 필리핀 이주공사(the 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CFO, 1980년 설립) 등은 필리핀 정부의 이민정책을 잘 보여준다(위

선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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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이미지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안젤라에게 통일교를 통한 결혼 안젤라는 중개업

체에 의한 결혼과 통일교를 통한 결혼을 구분하 다. 

안젤라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홍콩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던 기억,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이다. 안젤라

의 홍콩이야기는 자신이 입주해 있던 고용주와 자신이 돌봤던 아이들과의 관계를 중

심으로 기술된다. 안젤라에게 홍콩에서의 기억은 ‘세계화의 하인’(Servant of 

globalization, Parrenas, 2001)이 겪어야 하는 노동 경험보다는 아이들과의 친 한 관

계가 중심이며, 자신이 실제 그들에게서 ‘가족’의 우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

식으로 기술된다. 

또 안젤라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

교생활에 관한 이야기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로서 자녀의 학업을 비롯하여 친

구들 관계 등 모든 역에서 안젤라의 신경이 가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3학년인 큰 

딸 지윤이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성취동기가 매우 높은 반면, 1학년인 아들 

지산이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학교 선생님과도 길게 상담을 하 다는 이야기

는 상담 시간만큼이나 길게 이야기 하 다. 또한 자신을 “필리핀 엄마”로 부르는 딸

의 친구들은 안젤라를 가슴 졸이게 한다.

[그림 1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안젤라가 자신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방식은 연

기적 방식을 따른다. 스토리라인에 따른 타임라인 그래프의 흐름은 아래에서 위쪽을 

향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1차 인터뷰의 후반부와 2차 인터뷰의 후반부에서 그래

프 곡선의 요철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자가 확인을 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구

술자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화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6]은 안젤

라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안젤라의 주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안젤라가 자

신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안젤라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안젤라의 몸 언어이다. 안젤라는 냄

새에 한 기억을 이야기 할 때에도 마치 바로 지금 이 곳에서 그 냄새를 맡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묘사가 뛰어나다. 임신기간에 그렇게 열 과일 냄새

가 많이 났다는 그녀의 이야기에서는 정말 파인애플 냄새가 났다. 어린시절 태풍으

로 지붕이 날아가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비바람이 불어닥쳐 비를 맞으며 

오들오들 떨고 있는 어린 안젤라가 보 다. 또한 직접 인용에도 뛰어나 다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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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를 전할 때는 마치 연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3.3.> 임신했을 때, 파인애플 냄새

이선형: Um, um. So how did you feel when you knew, ‘I’m pregnant’?

안젤라: I’m cry[ing], I’m very happy. (이선형: Ah~) Ye. I feel that I want, I 

feel very good smell food. (주변에서 좋은 냄새를 맡는 흉내 및 표정) (웃

음) Smell pineapple. 

이선형: Oh, really?

안젤라: Ye~ ‘Um, smell pineapple.’ I like pineapple. My husband say, ‘No 

pineapple there!’, ‘You buy~ I like pineapple’ (개구쟁이처럼 남편에게 말

하는 표정 연기, 같이 웃음) My husband said, ‘Later~ watching 축구~’, 

‘No~ I like too~ (냄새 맡는 흉내 내며) um~ good smell’ ye~ When first, 

I mean, maybe first, first third week, I smell pineapple. (이선형: Oh~ 

really?) But no pineapple around nearby my house. 

내가 임신했을 때 계속 파인애플 냄새가 나서 남편에게 파인애플을 사달라고 했는데, 축

구를 보던 남편은 바로 안 사주고, 축구가 끝나고 사준다고 했다. 그러나 주변에 파인애

플을 살만한 곳이 없었다. [결국 남편은 파인애플이 그려진 쥬스를 사주었다] 

위 화는 안젤라가 임신 초기 주변에서 계속 파인애플 냄새가 났고, 남편에게 애

교가 잔뜩 들어간 말로 파인애플을 사 달라고 하는 장면이다. 안젤라는 이와 같은 

장면을 실제 연기하는 것처럼 재연하 다. 안젤라의 뛰어난 재현능력이 우리로 하여

금 안젤라의 기억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3) 전하빈: “우리는 다문화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문화만 소개해 달래요”

(1) 하빈의 이야기: 타임라인, 연 기적 구성

① 어린 시절, 시골 고등학교: 1980년~1999년(20세)

하빈은 1980년 중국의 농촌마을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조부모 세 가 

일본 식민지시기 중국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고향이 남한이라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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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를 접촉하여 할아버지 본적을 찾고 있다. 하빈의 부모는 농사일을 하면서 남

매를 키웠다. 작은 동네라서 조선족 학교가 없어 학교는 중국학교를 다녔다. 학교 다

닐 때는 엄마가 중국말을 몰라 공부를 못 가르쳐주는 것이 가끔 속상했다. 어릴 적 

한족과 조선족 아이들의 갈등도 있었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크게 문제될 것

은 없었다. 

② 시내 식당 관리자에서 일함, 남편 만남, 결혼: 1999년(20세) ~ 2003년(24세)

하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삼촌이 경 하는 시내의 한 식당에서 4년이 넘게 

일을 하 다. 하빈이 하던 일은 열 두 명 정도의 종업원을 관리하는 일로, 하빈의 미

모와 성격 등이 식당의 성업에 한 몫을 하 다. 당시 주변에서는 하빈에게 남자를 

소개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하빈은 어려서부터 짝사랑 하던 동네 

오빠가 있어,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 그 오빠는 동네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오빠로, 나라에서 일본으로 유학까지 보내준 전도유망한 사람이었다. 그 오빠

랑 연결될 길은 요원하고, 식당일은 힘들고,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하나 둘 짝을 찾

아 갈 무렵 하빈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 외숙모가 식당에 자주 

오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 다. 남편과는 식당

에서 밥값을 깎아 달라, 안 된다, 그렇게 옥신각신 다투던 사이로 한 번도 결혼을 생

각해 본적은 없었다. 그러나 마침 친구들이 다 가고 혼자 남은 외로움에, 외숙모의 

강력한 권유까지 더해, 그 남자와 본격적으로 만남을 갖다가 결혼을 하기에 이른다. 

남편을 처음 본 것이 2001년이었고, 사귀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말쯤, 그리고 결혼으

로 한국에 들어온 것은 2003년 여름이었다. 

③ 입국, 시누이 가족과 동거(서울), 출산: 2003년(24세) ~ 2008년(29세)

한국에 도착해서는 남편의 누나 가족과 함께 살았다. 남편은 어려서 부모님이 돌

아가시는 바람에 친척집에서 자랐고, 두 분의 누나 중 한 분은 돌아가시고 남은 한 

분의 누나와 돈을 모아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여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집

에서 하빈은 아이를 낳고, 분가하는데 필요한 전세 자금을 모았다. 부모님을 초청하

여 부모님이 같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먼저 나와 있던 오빠, 큰집 식구들 등 중국

보다 한국에 가족들이 더 많아, 특별히 외로움은 없었다.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 기간

도 서울에 살고 있던 부모님 집에서 지낼 수 있었다. 하빈이 힘들었던 것은 둘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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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를 마치고 시누이의 집으로 복귀하여 아이 양육과 많은 식구들이 사는 집안

일을 혼자 도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찾아온 우울증이었다. 남편의 잦은 이직, 집을 사

는 과정에서 생긴 출금 상환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 등이 하빈을 힘들게 하 다. 

다행히 시누의 도움을 받아 우울증으로부터 조금씩 헤어 나올 수 있었다. 같이 시장

에 가 주고, 쇼핑도 가주고 하는 시누의 작은 도움, 남편과 같이 간 휴가 등이 응어

리진 하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④ 분가이후, 다문화 강사로 활동: 2008년(29세) ~ 현재(33세)

2008년 서울에서 경기도내의 소도시로 이사를 하 다.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여, 4

가족만 사는 집은 천국 같았다. 그리고 우연히 지역의 건강가정센터에서 방문한 선

생님으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이때부터 지역의 이주민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게 된다. 유치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작년

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을 다니면서 다문화 교육을 하기도 한다. 남편도 하빈

의 이런 활동을 자랑스러워하고 지지해주고 있다.

(2) 하빈의 이야기: 스토리라인, 서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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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하빈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 교차 그래프

시기 노드 수

(1) 어린 시절, 시골 고등학교: 1980년 ~ 1999년(20세) 49

(2) 식당 관리자로 일함, 남편 만남, 결혼: 1999년(20세) ~ 2003년(24세) 29

(3) 입국, 시누이 가족과 동거(서울), 출산: 2003년(24세) ~ 2008년(29세) 43

(4) 분가(안양)이후, 다문화 강사로 활동: 2008년(29세) ~ 현재(33세) 49

(5) 인터뷰 당시 19

(6) 미래 전망 및 계획, 평가 89

총 노드 수 278

[그림 19] 하빈의 시기별 노드 분포

하빈의 이야기에서도 전형적인 계단식 그래프가 나타난다. 1차 인터뷰에 어린 시

절 어머니에 한 기억부터 시작하여 학창시절, 노동경험, 결혼, 출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2차 인터뷰에서는 6시기에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다. 다문화 강사로서 현재 다문화 정책과 여성의 인권에 한 하빈의 의견과 입장

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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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빈의 이야기는 미래 전망 및 계획에 한 평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하빈이 현재 다문화 강사로서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국제결혼에 한 의견과 

평가 제시의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1차 인터뷰에서 과거에 한 이야기가 

매우 풍부하게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빈의 삶에서 어머니에 한 기억

은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준거점으로 작동한다. 

어린 시절 중국 내 소수민족의 어머니 던 하빈의 어머니에게 느꼈던 기억들은 현재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도 향을 미친다. 한족 학교를 다녔던 자신의 학업을 

도와주지 못했던 어머니이지만 하빈은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하빈에게 

어머니는 ‘태양’과 같은 존재 기 때문이다. 하빈이 자신의 딸에게서 인정받는 어머니

로서 서는 과정에서 하빈은 어머니의 계보를 세운다. 

현재 하빈은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다문

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빈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다문화 강의를 해 

온 선생님과 팀을 이루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하빈은 이주

민 지원 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의 이주민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

빈의 이와 같은 경험은 하빈의 이야기 속에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이 보고되는 

구조를 만든다. 하빈은 자신이 만났던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에 해서 끊임없이 제언한다. 특히 하빈이 다문화 강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현재 ‘다문화 교육’의 현주소에 한 날카로운 통찰

을 담고 있다. 학 졸업장이 없는 이주여성에게 강사의 지위를 주기 거부하는 학교, 

좀 더 이국적인 복장을 하고 올 것을 주문하는 학교, 진기한 이국의 문화와 풍습만을 

이야기해주길 바라는 학교 등에서는 학생들에 한 다문화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교

사의 다문화 인식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40.2.6.> 우리는 강의에서 다문화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은 문

화만 소개해 달래요

전하빈: 근데 학교에서 저 안양학교는 가서 우리는 다문화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문화만 소개해 달래요. 문화만 소개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저희 센타의 한 프로그램은 다문화 인식, 애

기들께 이게 뭔지 가르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 문화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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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는 문화 소개도 쪼끔 해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 보

기로는 좀 약간 시시할 것 같애요. 근데 애기들께는 되게 좀 인상이 많이 

남거든요. 

이선형: 그까 그분들은 뭔가 어떤 신기한 거, 뭔가 애들이 잘 못 보던 거, 그런 

신기한 거, 요런 얘기를 그냥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구나?

전하빈: 네, 네.

이선형: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봐야될 지,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될 지 그런 게 훨씬 중요한 건데. 

전하빈: 그럼요.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그거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선형: 어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전하빈: 네

 

하빈은 다문화가 국제결혼에 한 낙인의 기호처럼 쓰이는 것을 비판하면서 아이

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문화의 일부분임을 강조한다. “꼭 외국에서 왔다고 다문화 아

니고 [ … ] 다양하게 살으니까 모든 사람 모여서 사는 게 다문화”임을 설명함으로써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다문화의 첫걸음으로 놓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

빈의 전략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다문화 강의를 하는 현장이 곧 차별의 현장

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같이 강의를 하는 선생님 중에 피부색인 검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야~ 너네 엄마다~”라며 한 아이를 지목한 것이다. 그 아

이는 곧 울음을 터트렸고 다문화 강의는 그 사건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하빈은 중국 조선족 출신이지만 한족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국어로 의사소통하

는 것이 더 편했다. 남편을 만났을 때에도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 지금은 한국어 쓰

기만 조금 불편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취학 전에는 집에서 한국어로 말하다가 학교

에 들어가면서부터 중국어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었다. 수학은 100점을 맞

아도 국어(중국어)는 항상 60점 정도밖에 못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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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대화형: 루시, 영숙, 쑤언

화형의 유형을 보이는 이야기는 구술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화에 의존하여 전체적인 이야기가 전개된다. 구술자가 연구자의 질문에 간단한 단답

형으로만 답을 한다거나 자기 검열이 많이 작동하여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어가지 

못할 경우 이같은 유형이 발견되었다. 구술자와 연구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할 경우에

도 이 같은 유형이 나타난다. 화형 그래프의 특징은 수평부분이 길게 나타나는 경

우가 적고 상하 진동 폭이 매우 좁게 나타난다. 

1) 루시: “괜찮아요(That’s OK)”

(1) 루시의 이야기: 타임라인, 연 기적 구성

① 어린 시절, 고등학교 졸업: 1982년 ~ 1998년(17세)

루시는 1982년 필리핀의 유복한 가정의 2남 4녀중 둘째로 태어났다. 루시의 어머

니는 18세에 루시를 낳고, 바로 위의 루시 오빠와 루시를 친정에 맡기고 마닐라에 

돈을 벌러 갔다. 이때부터 루시와 오빠는 외할머니와 이모, 외삼촌들과 같이 자랐다. 

루시의 어머니는 원래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딸이었으나, 결혼 후 루시와 루시의 

오빠를 맡기고 나서부터는 관계가 멀어졌다. 루시의 어머니가 왜 부모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에 해서, 루시가 이야기 한 것은 루시의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고, 자식

을 맡기고 나서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나중에 아이들만 데려가려고 했기 때

문이라는 설명이 전부이다. 루시의 어머니가 했다는 거짓말은 루시의 어머니가 루시

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면서, 자신이 혼자 마닐라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했으면서, 

사실은 마닐라에 가서 남편과 다시 살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루시 어머니의 결혼과 

관련된 복잡한 사연이 있으리라 짐작되지만, 루시도 더 이상 그것에 해서는 말을 

아꼈다. 루시에게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평생을 함

께 한 외할머니와 이모, 외삼촌들과의 관계이다.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외할머니의 

딸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모와 외삼촌들도 루시를 조카라기보다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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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생으로 여기며 살았다고 한다. 

② 대학진학, 졸업, 취업, 결혼: 1998년(17세) ~ 2005년(24세)

루시의 가족은 농장을 직접 경 하고, 다른 가족원들도 모두 학교육을 받을 만

큼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 루시는 학창시절에도 늘 공부를 잘해서 

연말이 되면 그 해의 우등생으로 뽑힐 뿐 아니라, 항상 반장을 했고, 전체 학교 임원

도 지낼 만큼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학시절에도 성

적이 최상위권이어서 졸업반 무렵에는 당시 필리핀 최고의 선박회사에서 루시를 스

카웃해 갈 정도 다. 루시는 늘 가족의 자랑거리 다. 

루시가 국제결혼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회사에 다니

고 있을 때, 루시의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 친구는 

루시를 선택했지만, 상 방 여자가 루시를 찾아와, 남자친구와 헤어져 달라고 이야기

를 하 다. 루시는 세상에 널린 것이 남자인데, 이 남자를 두고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가 싫어 그 남자와도 헤어졌다. 그러던 차 한 친구가 한국의 중개업자를 소

개해주어서, ‘한 번 보기나 하자’는 심정으로 자리에 나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남자가 루시를 선택하여, 바로 그 다음날 결혼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너무 얼떨결

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결혼이 된 것이다. 단지 하루만에 말이다. 단지 

복잡한 연애 관계에서 일종의 변화를 줄겸 나갔던 자리가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루시도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루시

의 성격 역시 자신이 한 결정에 해서 후회를 하거나 망설이는 성격이 아니어서, 한

국행을 결정하 다. 

③ 결혼 입국, 별거, 출산(남편 인지 전): 2005년(24세) ~ 2006년(25세)

그러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루시는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남편

은 일도 없이 매일 술만 마셨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집은, 

그냥 방 한 칸의 원룸으로 아무 것도 없었다. 그나마도 월세 다. 자신이 한국에 매

우 큰 집을 갖고 있으며, 모든 가전제품이 완비되어 있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남편의 말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이었다. 루시는 한 달 만에 필리핀에 돌아가

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그 때부터 루시의 중요한 서

류를 모두 챙겨두고, 술만 먹으면 나가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다행히 그 지역의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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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수녀님의 도움을 받아 쉼터로 피신하 다. 수녀님이 남편과 상담을 하여, 남편이 

술도 안 먹고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 으나 그도 그냥 말 뿐이었다. 한국인 

수녀님도 당분간 남편과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 다.

그러나 쉼터로 나온 지 두 달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기간동안 남편은 

루시를 찾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수녀님한테 들었다. 루

시는 임신 기간 동안 쉼터에서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고 안에서만 쉼터 안에서만 

생활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수녀님들은 남편이 아무래도 조직폭력배의 일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④ 남편 아들 인지, 이혼, 남편 사망: 2006년(25세) ~ 2011년(30세)

출산 후 남편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으나,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루시는 쉼터

와 수녀님들의 도움을 받아 엄마가 되었다. 나중에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내 아들일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녀님도 

남편이 하도 그렇게 주장을 해서, ‘남편 아들이 맞냐’고 물어볼 정도 다. 그러나 남

편 아들인 것은 너무 당연했다.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생김새부터가 너무 남편을 닮

아 알 수 있을 정도 다. 남편은 그 뒤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자신은 이혼을 할 생

각이 없으며, 아들을 찾겠다고 나섰다. 루시는 너무 놀라 아들을 뺏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 다. 그런데 갑자기 두 달 후 남편의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되었으며,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남편이 지정되었다는 얘기

를 들었다.99) 루시는 이 과정에서 전혀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루시

99)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가출을 하거나 쫓겨나 별거생활을 하게 될 경우, 이주여성은 

‘주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가 주민등록법상 등록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상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공시송달(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에 의해 이

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의 상 방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손쉽게 이혼이 된다. 

예컨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나, 남편에 의해 쫓겨난 경우, 

남편은 배우자가 가출했다고 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신청할 수 있고, 상 방이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고 하며 유책배우자로 몰아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시

송달로 이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주여성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라는 것을 해서 이혼이 된 것을 번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은 오래 전의 일에 한 증거(남편이 유책이라는 증거)를 확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완 항소를 하더라도 그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내국인에 

비해 희박하다는 문제가 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8). 루시의 경우에도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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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여, 결국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고, 이 기나긴 법정 

싸움은 2008년 10월에 끝이 났다. 

루시는 자신의 임신, 출산 기간 돌보아 주었던 쉼터를 나와 친구와 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다. 아이는 생후 3개월이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을 얻었다. 처음 

얻은 직장은 플라스틱 공장이었는데, 임금이 체불되어 3개월 동안 돈이 없어 친구한

테 돈을 빌려 살았다. 그 뒤로 어 학원에 취직하여 돈을 벌고,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꾸려나갔다.

⑤ 남편 사망이후, 현재까지: 2011년(30세) ~ 2012년(31세)

필리핀의 가족들은 루시의 출산소식을 듣고, 아이를 필리핀으로 보내라고 하 다. 

결혼 후 별거한다는 얘기까지만 하고, 임신 소식은 차마 알리지 못했던 터 다. 그러

나 외할머니는 출산 소식을 듣자마자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면서, 아

이는 필리핀으로 보내면 내가 잘 키워 줄 테니, 너는 이제 힘든 생각 그만 하고 너의 

생활을 찾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하 다. 그러나 루시는 그

렇게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가족들의 설득에 2011년 1월에 필리핀에 아

이를 맡겨야겠다고 결심하 다. 친구들에게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달라고 부

탁하는 것도 한 두 번이고, 밤늦은 학원 수업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리핀행 비행기 티켓을 모두 끊어 놓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다. 남편은 그 전해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 놀랐다. 수녀님이 남편의 장례식을 비롯하여, 상속 등의 절차와 관련해서 아들과 

한 번 오라는 연락을 하 다. 하는 수 없이 아이를 필리핀에 맡기지 못하고 아들과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남편은 첫 번째 부인인 중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

나 있었고, 루시와 이혼 한 후에, 베트남 여성과 세 번째 결혼을 한 상태 다. 남편

의 죽음 때문에 필리핀에 아이를 맡기려는 계획은 다시 포기하 다. 루시는 다시 아

이와 한국에서 둘만의 삶을 이어갔다. 올 해 5월에 휴가차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 아

들이 필리핀에 있고 싶다고 하여, 아들은 필리핀에서 이모와 같이 살고 있다. 지금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을 한 경우이며, 루시가 이후 추완항소를 한 것이고, 이 과정

에 이주민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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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모를 초청하여 이모와 아들이 같이 입국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모

가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2차 인터뷰를 할 때까지도 아들은 필리핀에 있었다.

(2) 루시의 이야기: 스토리라인, 서사구조

[그림 20] 루시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 교차 그래프

시기 노드수

(1) 어린 시절, 고등학교 졸업: 1982년 ~ 1998년(17세) 42

(2) 대학진학, 졸업, 취업, 결혼: 1998년(17세) ~ 2005년(24세) 18

(3) 결혼 입국, 별거, 출산(남편 인지 전): 2005년(24세) ~ 2006년(25세) 47

(4) 남편 아들 인지, 이혼, 남편 사망: 2006년(25세) ~ 2011년(30세) 25

(5) 남편 사망이후, 현재까지: 2011년(30세) ~ 2012년(31세) 43

(6) 인터뷰 당시 58

(7) 평가 및 미래에 대한 전망 60

총 노드수 293

[그림 21] 루시의 시기별 노드 분포



제3장 구술생애사의 구조화

- 133 -

루시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 교차 그래프를 살펴보면 진폭이 매우 좁게 나타나

는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이 진폭은 루시의 이야기에서 연구자와 구술자의 상호작

용이 활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루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자

의 질문과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 으며, 연구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도 하 다. 그같은 인터뷰 맥락이 그래프에도 반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루시의 이야기에서 수평부분은, 3시기가 1차 인터뷰 초반에, 6시기와 7시

기가 2차 인터뷰에서 길게 나타난다. 3시기는 루시가 결혼 후 한달만에 별거에 이르

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한 이야기이며, 6시기는 2차 인터뷰 당시 갑작

스럽게 발생한 사건에 한 해결에 할애된 시간이었다. 인터뷰 후반에 7시기가 집중

되는 것은 루시가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평가하고 있기 때문

이다. 

루시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을 보면 어떤 특정 시기에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분

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린시절에 한 이야기가 결혼 이후의 시기 못지

않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루시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의 경험이 

현재 루시의 상황과 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어릴 적 루시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부모와 교류가 없다. 루시가 말

하는 필리핀 가족은 부모를 제외한 외할머니, 이모, 외삼촌, 그리고 조카들이다. 또한 

루시는 학창시절 우등생이자 리더로서 가족의 기 를 한 몸에 받는 학생이었다. 루

시의 어린시절에 한 이야기는 학창시절에 한 에피소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밖에 루시의 이야기에서 ‘인터뷰 당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차 인터뷰에서 루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일

어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한 반인권적 처우를 비판하는 루시의 모습을 통해 ‘리더십’과 ‘봉사’라는 키워드가 

루시의 생애사를 관통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장면들이었다. 이 사건에 할애된 노

드 수만 해도 31개(<33.> ~ <38.5.>)이며, 시간은 20분가량을 차지한다.100)

100) 인터뷰 과정에서 이 사건에 한 이야기에서 방향을 틀어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

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래의 이야기에서 “<34.> [이선

형 화제 전환] fraternity 설립 연도, 1973년”, “<37.> [이선형 화제 전환] 한국에서 

fraternity 모임, 매달 있음”, “[이선형 화제전환] fraternity 국제적 활동”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루시가 속한 이주민 단체와 연결되면서도 현재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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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영숙: “나랑 떠도는 인생 사는 것보다는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숙의 이야기: 타임라인, 연 기적 구성

① 어린시절, 직업 고등학교 졸업: 1975년 ~ 1995년(21세)

숙은 1975년 중국 농촌마을의 장녀로 태어났다. 농촌이긴 하지만 도시 주변부

에 있는 농촌이기 때문에 숙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부모님은 ‘회사’에 다니

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아파트에 살 수 있었다. 장남인 아버지와 장녀인 어머니에게 

태어난 숙은 온 집안의 기 를 한 몸에 받았지만 숙은 그 기 가 숨막혔다. 

숙은 자신이 가족의 이와 같은 기 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실망시켜 주는 

딸”(<52.>)이며, 이는 “집안의 자랑이고 동네의 자랑”(<64.>)인 여동생과 비된다. 

둘째는 아들이길 바라던 부모님에게 여동생은 태어날 때는 실망을 안겨주는 동생이

었지만 이후 학창시절, 결혼생활의 면에서는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이다. 자신의 학

창시절에 한 이야기에서, 자신은 학에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강력한 바람에도 불

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직업고등학교에 진학한 반면, 동생은 학에 갔다는 이야기

가 같이 나오는 것도 숙이 동생에게 갖고 있는 마음을 보여준다.101)

당시 부모 세 에게는 조선족이 중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

을 통한 출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자식을 학에 보내

려고 하 다. 이것은 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조선족 사회

에서 남녀의 구별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식이 학에 가지 못할 때 가족의 

좌절과 실망은 매우 컸다(한상복·권태환, 1993:175). 

가족들이 학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숙이 보기에 동생은 가족의 기 와 관심이 첫째인 자신에게 치중되는 것에 자극받아 

더 ‘악착스리’ 공부한 것 같다는 설명을 붙인다. 결국 동생은 동네에서 손에 꼽는 

학생이 되었고, 그것도 장학금을 받아서 학에 다니게 되었다. 동생은 졸업 후 한국

이야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1) 이 이야기 이후에 동생이야기는 전혀 이어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 경험에 

좀 더 집중하 다. “<28.1> 고등학교 졸업 후 국가에서 직업 인정”, “<28.2>. 부모님

이 다니던 회사, 철강회사도 다님” 등의 내용 참고. 



제3장 구술생애사의 구조화

- 135 -

계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4-5년 전부터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

다. 남매를 낳고 시모의 도움을 받아 여동생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여동생이 시모

의 도움을 받아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은 숙이 보기에 동생의 ‘복’이다. 숙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시모가 별거중이어서 전혀 시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

이다. 

숙이 살던 동네는 도시 주변 마을로 인구의 반이 농사를 짓고, 절반은 도시에

서 일을 하 다. 숙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에 부모님이 도시의 회사로 일을 

다녔다. 1980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택하면서 농촌 공동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숙이 살던 동네의 변화, 그리고 부모님의 이직은 그 변화의 물결

에 따른 것이었다.102) 도시 근교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도시의 발전에 따라 변

화의 속도도 빨랐다. 어릴 때에는 조선족 마을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한족의 유입으로 이제는 한족이 더 많아 조선족 마을로 보기도 어렵다(<38.>). 게다

가 최근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그나마 있던 동네 사람들도 모두 흩어져 더 이상 예

전의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1992년 한국 수교 이후 조선족의 ‘한국 바람’이 불었을 때 숙은 큰 변화를 느끼

지 못했다. 아파트에 살고 있던 그녀에 한국 바람의 증거는 아파트 창문 인테리어의 

변화에서 나타났다. 한국에 갖다 온 사람들이 여유가 생겨 창호를 바꾸기 때문에 아

파트 밖에서 보면 누구네가 한국을 갖다 왔는지를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숙

은 한중수교 초기 한국에 갖다 온 사람들의 자중하는 분위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

명한다.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의 평등개념이다. 갑작스런 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

람들은 평등사상에 위배된다는 생각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 체류 사실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

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혁명기의 급속한 체제 변동을 경험한 부모세 는 개혁·

개방 정책의 연속성에 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103) 

102) 1990년에 조선족 마을의 현지조사를 수행한 한상복·권태환(1993)에 따르면 당시 연

길시 주변 농촌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비농인구 비율이 30~60%에 이름을 보고하

고 있다. 또한 도시의 많은 기업체가 직원(공원 또는 복무원)용 주택을 주변 농촌 마

을에 지으면서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위 책: 159). 

103) 한상복·권태환(1993)은 1990년 중국 조선족 사람들에게 정책의 연속성에 한 불신

과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현지 사람들은 “지금이 돈벌기 가장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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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은 학창시절 조선족 학교가 아닌 한족 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조선족 학

교를 고집하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족 학교에 다녔다. 중국에서 성공하

기 위해서는 중국 학교에 가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이다(<40.>) 그러나 부모

님은 “조선 사람이 조선말 배워야지, 왜 중국말 배우는가고, 왜 중국 사람하고 결혼

하는가고”(<40.1.>)라며 민족의식을 강조하 다. 그러나 숙은 조선족 아이들이 가

질 수 있는 미래와 한족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미래가 다름을 직감하 다. 숙이 

설명하는 “ 륙 기질”은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지배민족의 특징

이며 소수민족에게 드리워진 유리 천장이다. 조선족은 “부는 돼고 정은 못된다”는 얘

기처럼 소수민족으로서의 한계를 알고 있는 숙에게 조선족 학교로의 진학은 그 한

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길이었던 것이다. 

② 졸업 후 취직, 고모의 소개로 남편 만남: 1995년(21세) ~ 1998년(24세)

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것이 낫겠

다고 생각하여 진학보다는 취직을 선택하 다. 중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 회사, 부모

가 다니던 철강 회사, 호텔 등지에서 일을 하 다. 미용기술을 배우고 싶었으나 약품 

냄새 때문에 포기하고, 그 당시 막 생기기 시작한 컴퓨터 학원에 등록하 다. 숙에

게는 확실한 ‘기술’이 있어야 평생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 당시 남편을 만난 것은 고모의 소개 다. 고모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착하고, 

집안도 ~ 못살지는 않고, 집도 있고, 차도 있”(<3.2.>)으니 괜찮은 혼처 다. 돈 벌

러 한국에 온 고모가 살던 집과 남편이 살던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고모는 남편이 

살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고모는 남자의 외모는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인물값’

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숙은 ‘외모’가 가장 중요했다. 경제적 능력을 중요시하던 고

모와 같은 민족임을 중요시하던 아버지의 논리, 그리고 숙의 첫인상과 외모, 이 세 

가지가 숙의 결혼이주를 결정하는 요소 다. 숙은 이 모든 과정을 “코가 낀 것으

로” 설명한다. 그 때가 1998년 숙이 24세 되던 해 다. 

③ 결혼, 한국 입국, 출산, 취학전 아동 양육: 1998년(24세) ~ 2006년(32세)

남편은 경기도에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별거 중이던 시아버지와 같이 살

때다”, “언제 세상이 바뀌어 개체사업을 못하게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위 책: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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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고모가 말한 것처럼 남편은 착하고, 집안도 그렇게 가난한 것은 아닌 것

은 맞았지만, 딱 그게 전부 다. 숙은 남편이 매사에 좀 더 주도적이기를 바랐으나 

남편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 예를 들면 못을 박거나 

형광등을 가는 것, 생활에 필요한 공문 서류 발급 등의 일에서도 남편이 알아서 하는 

것은 없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점은 남편을 더욱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갈등이 생기면 남편은 싸움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차

라리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편을 택했다. 

숙의 이야기에서 남편과의 갈등은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혼 사유에 

한 이야기가 적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이 임신·출산의 경

험에서 남편에 한 이야기를 많이 보고한다. 부분의 경우 섭섭함의 감정을 토로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숙에게서는 그조차도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 침묵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결혼 직후 임신을 하 으나, 자궁 외 임신이 되어 수술을 해야 했다. 이 수술을 하

고 나서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사 말에 걱정을 하 다. 그러나 숙은 내심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아이를 낳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 다. 결혼 후 금방 

출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숙이 아

들을 낳은 1999년 9월은 사람들이 어떤 의심도 하지 않기에 충분한 시간, 1년이 조

금 넘은 후 다. 산후 조리는 한국에 와 있던 친정 어머니가 열흘 정도 하 다. 더 

해주고 싶어도 시아버지와 같이 사는 주거 여건상 어려운 일이었다.

숙의 아버지는 2002년도에 한국에서 지병이었던 천식으로 사망하 다. 숙은 

이 이야기를 2차 인터뷰 후반부에 가서야 털어놓았다. 1차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서 2차 인터뷰에서는 한국에서 아버지의 생활에 해서 직접 

질문을 하 다. 숙이 부모님을 초청한 계기, 부모님 나이 및 건강 등의 이야기를 

한 후, 한국에서 했던 일에 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숙은 아버지가 

한국이 IMF이후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때 왔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이야기

를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숙

이 인터뷰에서 갖고 있는 검열의 기제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목이다. “아

버지는 여기서 일 안하시구요?”라는 연구자의 직접적인 질문에도 숙은 아버지의 과

거를 답함으로써 현재, 즉 아버지의 부재를 회피한다.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 138 -

숙은 아버지의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 “마음이 아퍼가지고”라고 설명한다. 그

런데 그 아픈 마음에 해서도 더 이상 언급이 없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너무 충격

이 커서 한국에 한 정나미가 뚝 떨어지고, 살기도 싫고, 떠나고 싶었지만 아이 때

문에 그냥 살았다”는 연구자의 이야기에 ‘그렇다’라고만 응수할 뿐이다. 물론 연구자

가 이처럼 이야기 한 것은 이 화에 앞서 숙이 얘기했던 것104)을 토 로 다시 구

성한 것이다. 연구자는 앞서 했던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숙

의 말을 빌어 다시 질문을 해보지만, 숙은 더 이상 이야기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숙은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의 장례를 한국에서 치 냐는 질문에 숙의 첫 번째 답은 “바가지를 썼다, 몰라서 

바가지를 썼다”(<44.9.>)는 것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남편에 한 실망은 더 커졌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어머니도 중국으로 

귀국하 다. 돈을 벌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주한 한국행에서 결국 남편을 잃

은 어머니는 돈을 버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를 남기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어

머니는 그 뒤로 중국에서 아직 생존해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1년에 한 

두달 정도씩 한국에 살고 있는 두 딸들의 집을 방문하며 지내고 있다. 

결혼 후 시가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아이를 키우며 살았던 숙은 아이가 

5살이 되던 무렵 어린이집에 보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만 있던 숙에

게 우울증이 찾아왔다. 숙이 처음 우울증에 한 언급을 한 것은 자신이 이 무렵 

시작한 봉사활동의 계기를 설명하면서 다.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해야 하는 다른 중

국 조선족 여성의 삶과 전업 주부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구별 짓기 하지만 숙의 

전업 주부로서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죽음, 남편에게 기 했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숙은 전업주부인 자

신의 존재가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특히나 이 시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인

공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했던 경험은 숙의 우울증을 깊게 만들었다.

104) <44.3.> 2002년도 제일 힘들 때 음,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생각마저 들었음

박 숙: 네, 제일 어려울 때 들어와서, 음, 제일 안 좋은 거 겪고, 응. (이선형: 그러시

겠다) 응, 그러니까.

이선형: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그 때. 2002년도면.

박 숙: 그렇죠. 그 때는 좀 그랬죠. 한국에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이선형: 들으

셨겠어요) 네, 네. 도로 보따리 싸고 가고 싶고. 근데 뭐, 애기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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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이 힘들었던 것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서 ‘정상적인’ 가족을 유지할 수 있었

다면 둘째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여건이었을텐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낙태를 선

택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수술을 할 당시에 숙이 그토록 

힘들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은 ‘나는 왜 이렇게 밖에 못 사나. 남편 잘못 만났나’ 

하는 자책이었다. 숙에게 낙태의 결정이라는 것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모든 여건

을 종합한 결과 다. 결혼이주여성, 아무리 한국어가 능숙한 조선족 여성이라 하더라

도 남편의 부양책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미쳐버릴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숙의 선택은 ‘자원봉사’ 다. 가족

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자신의 고통을 함께 돌보아줄 네트워크가 절 적으로 부

족한 상황에서 숙이 택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 자신의 위로를 구하

는 것이었다. 숙에게 ‘봉사’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숙에게 ‘봉사’는 크게 세 가

지 의미가 부여된다. 첫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봉사이다. 이는 아

래의 화에서 잘 나타난다. 

둘째 일종의 돌봄 저축으로서의 봉사이다.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을 다니면서 봉

사 실적을 쌓게 되면 나중에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현재 자신이 수행하는 돌봄, 봉사 노동이 나중에 자신이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105)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이 마일리지 형태로 쌓이

고 이것을 추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완

전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한국에 이주하는 거의 모든 교포들이 

‘돈벌기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달리 자신은 한국에 왔으니까 ‘완전한 한국 사람’

105)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에 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은 2001

년도에 시행된 사업으로 전국 자원봉사단체·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사회복지봉사활동 관리센터” 상호간 유

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 하고, 소속 자원봉사자

의 봉사 활동 실적을 데이터베이스에 누적관리하여, 국가·사회적 다양한 인정프로그

램을 발굴·제공하고 있음. http://www.vms.or.kr/index.jsp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게 

되면, 봉사 실적을 평생관리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쌓인 마일리지는 나중에 찾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추후 시행 예정이다. 누적실적이 우수한 봉사자는 

무료상해보험에 가입되고, 자원봉사자배지를 증정하고, 문화이벤트에 우선 초청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 140 -

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교포에게 기 되는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 

즉 한국 사람이 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은 ‘완전한 한국사람’이 되는 것이다. 봉사

는 그런 범주에 있는 활동이다.106)

이혼 후에는 자신의 도움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을 찾던 중, 이주민 지원 

단체 사무실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의 봉사 활동은 단순한 봉

사 활동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 ‘마음을 나누는 글로벌’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되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말마다 들러 사람들을 만나고 일이 있으

면 도와주는 친정같은 곳이기도 하다. 

④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이혼: 2006년(32세) ~ 2008년(34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숙은 얼떨결에 학부모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숙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학부모회 회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숙을 추천해

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비록 숙이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관

여한 것은 아니고, ‘회장 언니가 시키는 로 그냥 따라 했을’ 뿐이긴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예로운 경험이었다. 학부모회 활동을 하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거나, 임원이거나 하는 등 선발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단에 속해있는 것만으로

도 충분했다. 

숙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조선족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가끔 자신

의 억양을 보고 고향이 어디인지 묻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때 숙은 강원도나 경상

도로 둘러 곤 했다. 심지어는 아들에게도 자신이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아들은 다른 엄마들보다 젊고 예쁜 

엄마가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오가는 것을 보면서 어깨가 ‘으쓱 으쓱’ 했다. 

그러나 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생활

력이 없는 남편에게 자신이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스스로가 더 추해지고, 견

딜 수가 없어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더 이상 아

무런 감정 없이 사는 결혼 생활을 종결하기로 하 다. 남편도 금방 동의하 고, 아이

의 양육 문제에 해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다. 숙은 양육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06) 이와 같은 생각은 추후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난다. 조

선족 여성에게 기 되는 직종, 즉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 시청의 계약직 일자리를 알

아본다든가 기업에 지원해본다든가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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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4  독자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또한 경

제적 기반이 불투명한 자신이 키우는 것보다는 집이 있는 아버지와 사는 것이 더 낫

다고 생각하 다. 물론 아버지가 ‘완전한 한국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다. 외국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차별을 물림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무척 강했

다.

숙은 자신의 이혼 이야기는 ‘전형적인’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이야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의식한다. 여성에 한 무자비한 폭력, 외국인에 한 무시와 차별

로 점철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이야기에서 보이는 드라마가 자신의 이혼 이야기에는 

없기 때문이다. 

⑤ 이혼 후 현재: 2008년(34세) ~ 2012년(38세)

이혼 후 숙은 기존의 봉사활동보다는 자신이 좀 더 필요한 곳을 찾아서 활동을 

시작하 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주민지원단체의 간판을 보고 들어간 숙은 주말

마다 그 곳에서 각국에서 온 여성들과 어울리고 있다.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

다가 지금은 반도체 회사의 경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민지원단체에서 만난 수많은 이주여성들의 기가 막

힌 사연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구라나는 생각이 

들면서, 더 참았어야 되나 라는 후회가 가끔 든다. 그러나 숙은 자신의 이혼 결심, 

그리고 남편에게 양육권을 양보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다. 여전히 그것

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

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 142 -

(2) 숙의 이야기: 스토리라인, 서사구조

[그림 22] 영숙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 교차 그래프

시기 노드 수

(1) 어린시절, 직업 고등학교 졸업: 1975년 ~ 1995년(21세) 45

(2) 졸업 후 취직, 고모의 소개로 남편 만남: 1995년(21세) ~ 1998년(24세) 20

(3) 결혼, 한국 입국, 출산, 취학전 아동 양육: 1998년(24세) ~ 2006년(32세 75

(4)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이혼: 2006년(32세) ~ 2008년(34세) 49

(5) 이혼 후 현재: 2008년(34세) ~ 2012년(38세) 67

(6) 인터뷰 당시 26

(7) 평가 및 미래에 대한 전망 35

총 노드 수 317

[그림 23] 영숙의 시기별 노드 분포

숙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의 교차 그래프를 보면 1차 인터뷰 초반의 매우 좁

은 진폭의 그래프와 2차 인터뷰 초반의 계단형 그래프가 주목할 만한다. 1차 인터뷰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상하 격차가 큰 좁은 진폭의 그래프는 숙의 이야기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숙은 자신의 이야기에 검열이 매우 강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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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야기를 하다가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중간에도 이야기

를 끊을 정도 다. 전체적으로 연 기적 구성을 따르고는 있지만 숙이 자신의 이

야기에 집중하지는 못하 다. 2차 인터뷰에 가서야 숙의 자기 검열이 조금 약해지

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 다. 이 특징이 그래프에도 여실히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숙은 어린 시절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의 삶에 

한 이야기, 친족의 맏손녀로서 자기에 가해졌던 부담 등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를 하 다. 

숙의 이야기에는 가장 많은 검열이 작동한다. 자신의 이야기가 중국 조선족에 

한 선입견, 이혼한 결혼 이주여성에 한 선입견, 아이를 키우지 않는 엄마에 한 

선입견을 강화하지는 않을까에 한 염려가 짙게 배어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

은 편견은 숙이 지금까지의 한국 생활에서 몸소 체득한 편견과 차별이다. 그리하

여 숙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중국 조선족의 이주 경험의 일반적 특성,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인 결혼 및 이혼에 한 이야기가 상 적으로 더 풍부하게 보

인다. [그림 23]에서도 결혼 후 이혼에 관한 이야기보다 초기 양육기와 이혼 후 현재

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숙은 자신이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인터뷰 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주여성의 ‘모성’ 연구에 아이를 키우지 않는 자신이 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은 숙의 진짜 생각이라기보다는 “근데 같이 안 산다고 모정이 없

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68.1.> 내가 인터뷰 자격이 되나, 그러나 떨어져 살아서 더 절실함

박 숙: 네, 괜찮은데, 솔직히 내가 이 인터뷰를, … 그, 음, 해야되나, 핼 자격

이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선형: 왜, 왜요?

박 숙: 아무래도, (웃음)

이선형: 어떤 점에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박 숙: … 그러니까 내가 키우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모정, (이선형: 음~) 

네, 근데,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이해 안 해는 사람, 못 하는 사람

들도 있잖아요. 응, 아니 애도 못, 안 키우면서 뭐, 무슨, (이선형: 모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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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응, 뭐 그런, 그런 거를 인터뷰를 해. (웃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같이 안 산다고 모정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응, 절실할 수가 있거든요. 더 잘, 응, 더, 많이. 근데, 그니까 뭐든지 본인

이 닥치지 않으면, 본인이 겪지 않으면, 좀 쉽게 판단하고, 얘기를 하는 경

우가 많은 거 같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상처를 주는 경우, 그런 거 같더

라구.

나는 아이를 안 키우기 때문에 인터뷰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이 안 산다고 모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68.2.> 그나마 나는 상황이 매우 나은 편

박 숙: 저 겉은 경우는 다행이죠. 

이선형: 그렇죠. 

박 숙: (웃으며)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 많아요. 

이선형: 네, 네, 그렇죠. 

박 숙: 애가 있어도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자기가 키운다 해도, 그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로 보내고,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든지. 아

니면 남편이 못 보게 하든지, 응,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선형: 그래도 어쨌든 숙씨는 분명하게 자기 그게 있으시고, 일단 여기서 내

가 부끄럽지 않은 엄마,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하시면

서, 돈 일단 열심히 하고, 아이하고 그런 관계도 잘 맺으시고, 그러니까 굉

장히 지금 안정적이신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나는 아이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은 편이다.

숙이 자신의 모성을 설명하는 언어는 기존의 지배적인 모성 담론과 항 담론 

사이를 계속 오간다. 자신의 결혼·이혼·모성 이야기가 한국사회에 지배적인 담론

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숙은 더 머뭇거리게 된다. 심지어 가끔은 이혼을 후

회하기도 하는 것이다. 숙은 많은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이 남편의 무지막지한 폭력

과 인권침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뿐 아니

라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의 집에서 내쫓기듯 몰리는 여성들, 

이혼 후에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다. 숙이 설명

한 자신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는데 이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사유로 보기

에는 너무나 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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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중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 출신인 

린, 타잉, 필리핀 출신인 헬렌과 루시, 중국 조선족 출신인 숙, 이렇게 다섯 명이

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차

지한다. 이것은 자신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혼

에 이르는 과정, 자신이 겪었던 피해를 기술하는 것이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전형적인 서사의 한 종류이다. 이는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이 입증될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현

재의 제도 하에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취해야 하는 당연한 서술 전략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혼 후 이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이야기이다. 일단 한국에서의 체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결코 안정적인 체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보호

자의 신분이 외국인인 경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주권 혹은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시급한 문제이다. 이

혼 후 남편이 사망한 루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린, 타잉, 헬렌의 이야기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숙의 이야기는 다르다. 숙의 이야기에서 이혼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107) 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한 질문, 이혼 사유에 한 질문은 

화의 흐름을 끊을 정도 다. 인터뷰 초기에는 이같은 현상이 유독 더 심하게 나타났

다. 연구자는 숙이 먼저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야기 해주길 바라며 화를 

이끌어 가지만 숙은 연구자가 질문하는 것에 최소한의 답만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108)

<8.> [이선형 질문] 이혼 시기

이선형: 그러면 그 때, 99년, 그러면 이혼을 언제 하신거예요?

박 숙: 제가, ... 2008년도에 했어요. 

107) 이혼에 한 이야기를 포함한 노드수는 27개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한 서술에서도 이혼에 한 이야기는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108) 아래의 인용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간단한 내용으로 이루

어진 화이므로 가독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각 노드별 해석을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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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08년 아이가 열 살 때

이선형: 2008년도에. 그러면 애가 그러면, (작은 소리로) 이때는 그러면 몇 학년

인거야. 

박 숙: 애가, 열 살?

이선형: 열 살. 

박 숙: 4학년 때 나요?

이선형: (노트에 써가며 계산 중) 3학년. 열 살이면 3학년. 

박 숙: 맞나? 99년도니까, (둘이 모두 열심히 계산 중) 

이선형: 열 살. 

박 숙: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이선형: 애가 열 살 때. 

박 숙: 4학년 이제 올라갈 때 쯤, (이선형: 아~) 이었던 거 같애요. 

이선형: 아~ 고 때가 2008년 말 쯤에 하셨구나. 2008년 말. 그 때쯤에. 

박 숙: 네~ 2008년도에 제가. 

<8.2.> [이선형 질문] 이혼 이유

이선형: (약간 머뭇거리며) 왜, 왜, 왜 하셨어요? (작은 소리로) 여쭤봐도 되나?

박 숙: 그니까, ... 같이 사는 게 좀 힘들었어요. 

이선형: (작은 소리로, 매우 조심스럽게)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8.3.> 성격 차이, 같이 사는 게 힘들었음

박 숙: 아무래도 성격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저겉은 경우는 무슨 그, 뭐, 맘에 

안 들거나 아니면 뭐, 원하면 얘기를 하는 편인데, 남편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외국 그, 결혼 해 가지고 온 다른 분들도 보면, 네, 남자들이 

좀 다들, 네, (이선형: (작은 소리로) 말이 없죠?) 말이 없어요. 네. 

인터뷰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짧은 시간에 숙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숙

은 인터뷰에 한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혼과 아들에 한 이야기도 훨씬 편

하게 이야기를 하 다. 녹음과 동시에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이혼에 한 

이야기를 곧바로 물어본 것은 앞서 진행된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 그러나 위 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숙은 녹음이 시작됨과 동시에 갑자기 

입이 무거워졌다. 숙의 입이 무거워진 데에 연구자의 질문이 일조를 하 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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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혼 이야기를 어려워하면서, 남편이 말이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그 

상황이 매우 보편적인 것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없는 셈 치고 산다’라는 말을 하고 

만다. 없는 셈치고 사는 것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

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이혼을 한 숙의 상황과 전혀 어

울리지 않는 말이다. 어울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참고 사는데 너

는 못 참고 이혼을 했구나’라는 비난의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숙은 

‘애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깰라고 했다’는 이야기로 자신의 이혼을 설명하려는 노

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3.1.> [이선형의 라포 시도] ‘없는 셈 치고 산다’ 굉장한 말실수

이선형: (작은 소리로)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말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 때

문에 제 주변에 거의 그냥 없는 셈 치고 산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박 숙: 그러니까 그게 저도, (웃으며) 그니까, 없는 셈 치고, 살고, 네, ... 그니

까 가정을, 애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깰라고, 그래가지고, 그니까, 

나도 없는 셈 치고 살라고, 웬만하면 안 깰라고 했다. 

<8.4.> 남편한테 의지하는 내 자신이 추해

박 숙: 집에 너무 그니까, 남편한테 의지를 할라 그러면, 더 내가 더 추해보이

고, 더 그니까, 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고, 봉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네. ... ... 그래서. 

그러나 남편한테 의지하는 내 모습이 추해보이고 힘들어서 봉사도 다니고 했지만 힘들어

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 

숙의 이야기에서 ‘이혼 사유’는 뜨거운 감자처럼 계속 화에 등장한다. 그러나 

숙에게도 연구자에게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혼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숙은 

나름 로 ‘이혼 사유’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자는 계속해서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질문을 던진다. 연구자의 반복되는 질문은 숙

으로 하여금 연구자가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한 정형화된 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한 문화적 재현은 생명이 

위협당할 정도의 물리적 폭력, 성적 폭력, 문화적 갈등의 심화 등 일정한 틀을 갖고 

있다. 숙도 그 틀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는 자신의 이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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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쉽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심각한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이혼 사유는 얼마든

지 있을 수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이혼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있다는 당연한 

사실이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숙이 자신의 생애사를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한 전형적인 서사

구조와의 갈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숙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자신의 도덕적 기반을 침식하는 것이다. 즉 나는 다른 여성들과 달리 이혼 

과정 및 이후의 삶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자부심이다. 그러나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머니에 한 비난을 늘 마음 한편에서 감수해야만 하

는 것이다. 

이처럼 숙의 이야기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이혼에 한 전형적 서사로부터 벗어난 

이야기이다.109)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이 수반되어 혼인관계가 파탄 난 재판이혼이 

아니라 친권과 양육권 등 모든 사항에 해서 남편과 합의된 합의 이혼이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상황은 숙의 이야기의 특징의 많은 부분에 향을 미

칠 수밖에 없다. 

109) 배우자가 밝힌 이혼·별거 사유는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 등의 가출이 32.8%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성격 차이(30.9%)로 나타났다. 다음은 경제 무능력 (10.6%), (상)배우

자 가족과의 갈등(10.3%)의 순이다. 성별로 나눠 보면 여성 배우자의 경우 성격 차이

가 4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상)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16.6%, 경제 무능

력 14.1%이다. 반면, 남성은 (상)배우자 가출이 50.3%로 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 가출 사유는 3.3%에 불과하다. 이를 보면, 남성 배우자의 상  배우자

인 결혼이주여성의 가출로 인한 이혼·별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전기택 외, 2013:387). 남편 입장에서 결혼 생활이 지속되지 못하고 이혼·별

거로 이어지는 원인을 결혼이주여성의 가출로 보고 있는데 반해 결혼이주여성은 가출

을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성격 차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가출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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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티쑤언: “왕따 할까봐요! 국적 하면 좀 한국 사람 되잖아요”

(1) 쑤언의 이야기: 타임라인, 연 기적 구성

① 어린시절, 중학교 졸업, 생선공장: 1986년~2006년(21세)

쑤언은 1986년 베트남의 가난한 마을에서 1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땅이 없어

서 늘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란 쑤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언니를 따라 생선

공장에서 일을 하 다. 2006년 21살의 나이에 어머니가 쑤언에게 국제결혼을 얘기를 

꺼냈다. 베트남에서 가난하게 사느니 국제결혼을 하면 혹시나 잘 살까 하는 마음에 

국제결혼을 생각한 것이었지만, 쑤언은 잘 알지도 못하는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싫었

다. 그냥 친구들과 노는 것이 아직 더 재미있었다. 그러나 가난한 부모님을 도울 수 

있을 방법이라는 생각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② 국제결혼 결정, 맞선, 기숙사 생활: 2006년(21세) ~ 2006년(21세)

그러나 결혼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한국에서 오는 남자의 선택을 받는 데에만도 

거의 일 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편을 처음 보았을 때 다른 남자들보다 젊

고 착하게 생겨 쑤언의 마음에 들었다. 결혼을 하고 서류 수속을 밟는 동안 중개업

자가 마련한 기숙사에서 다른 여성들과 2개월 동안 합숙을 하 다. 말이 합숙이지 

거의 감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개인 전화기를 소지할 수도 

없고, 외출도 금지되어 있다. 쑤언은 너무 답답해서 빨리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행히 쑤언은 2달 후에 기숙사를 나올 수 있었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1년 넘게 기숙사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③ 결혼 입국, 출산, 국적 신청 전: 2006년(21세) ~ 2012년(27세)

한국에 도착한 첫날 쑤언은 너무 많이 울었다. 지방에 사는 남편의 집까지 가는 

길에 계속 보이는 산들을 보면서, 깊은 산골 가난한 동네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기 때

문이다. 나중에서야 한국에는 산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때만 해도 계속 보이는 

산들은 무섭기만 했다. 기숙사에 있는 동안 한국어를 매일 조금씩 배웠기 때문에 간

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빨리 베트남으로 가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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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깐, 한국에 온지 한 달만에 바로 임신이 되었다. 2007년 아

들을 낳았을 때,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쑤언을 ‘어부바’를 해 주고 다닐 정도 다. 시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 다. 둘째는 딸을 낳고 싶었는데, 다음해에 곧바로 또 아들을 

낳았다. 산후조리는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다 해주었다. 새벽에도 미역국을 먹으라고 

밥을 챙겨주고, 먹기 싫어도 계속 먹으라는 권유가 좀 힘들었다. 둘째 출산 후에 루

프 시술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해야 했다. 수술 

후에 남편과 같이 불임시술을 받았다. 

작은 농촌 마을에 살고 있는 쑤언은 한국에 와서 바로 임신·출산·양육기를 거치

면서 부부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했다. 한국어를 배우러 다니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남편이 가끔 극장에도 데리고 가고, 근처에 

사는 베트남 언니들 집에도 데려다 주곤 해서 심심함을 달랠 수 있었다. 세차장일을 

하는 남편의 고객 중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산수리 언니’로 불리는 그 언니는 쑤언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언니다. 친언니

와 다름 없다. 가끔 서로의 집에서 만나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베트남에서 

가져온 채소의 씨앗으로 직접 길러서 음식을 해 먹는다. 

결혼하고 세 번 정도 베트남을 방문했고, 친정 어머니가 두 번 정도 한국을 방문하

다. 어머니는 한 번 방문 시 6~7개월 정도 같이 살면서 동네에서 일을 했다. 한국

의 여느 농촌과 다름없이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서 농번기에 어머니가 일을 하

러 다닌 것이다. 쑤언은 어머니를 또 초청하고 싶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

하지 않아 못하고 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같은 방에서 장기간 같이 사는 것

이 남편은 불편했을 것이다. 

2년 전에 막내 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 쑤언의 집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도시에 살고 있다. 동생도 작년에 출산을 해서 지금은 정신없이 바쁘다. 그리

고 몇 달 전 쑤언의 바로 밑의 동생도 중국 남자와 결혼을 했다. 이 동생을 한국 남

자와 결혼시키기 위해 쑤언과 막내 동생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나 쑤언의 남편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동생이 결혼할 만한 남자를 소개해 

주기를 바랐으나, 남편은 없다고만 한 것이 못내 서운하다. 막내 여동생의 남편이 남

자를 한 명 소개 했으나 막내가 싫어해서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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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국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버섯농사를 하는 중국 농촌의 

남자라는 것만 알고, 지금 정확하게 사는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 수

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결혼을 한 뒤 여성들을 다른 곳으로 넘긴다는 소문이 

있어 지금 걱정이 많다. 동생이 먼저 전화를 하지 않고 엄마나 자신이 전화를 하기

만 하는 것도 걱정이다. 

쑤언이 사는 마을은 거의 부분이 친척들이 사는 친족마을이다. 처음 쑤언이 한

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왔을 때는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을 많이 했다. 엄마가 딸을 

팔았다고 말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결혼이 성사되면 3-40만 원 정도를 친정에 

주는데 그 돈을 받고 딸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쑤언의 

자매들을 제외하고, 친척 동생들 중에 3명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한 명이 만 남

성과 결혼했다. 딸들이 국제결혼을 한 뒤 동네에 집을 새로 지은 집이 많아졌다. 그

런데 정작 일찍 결혼한 쑤언은 집을 나중에 지어 사람들이 한국으로 시집갔다더니 

가난한 데로 시집 간 모양이라고 수근 는 소리를 들어 속상했다. 작년 가을에 드디

어 베트남 집을 새로 지었다. 아직 보진 못했지만, 쑤언의 꿈이 이루어진 셈이다. 지

금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딸 생기면 외국 보내야겠다고들 한다. 가난해서 딸 팔았다

고 이야기하던 작은 어머니는 자신의 딸도 한국으로 시집을 보냈다. 

④ 국적 신청 이후 현재까지: 2012년(27세)

쑤언은 몇 달 전에 드디어 국적 변경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그 전부터 국적 신청

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계속 바쁘다는 핑계를 기만 했다. 한국어를 배우러 가고 

싶다고 해도, 남편은 지금으로 충분하다는 말뿐이었다.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은데, 두 아이들 돌보랴, 집안일 하랴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는다. 남편과 시부모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남

편과 시부모님은 자신의 외출을 그리 반기지 않는다. 

특히 시아버지는 자신의 외출시 복장에 해서까지 잔소리를 할 정도이다. 청바지

를 입어도 색깔이 왜 그렇게 진하냐, 옷을 왜 그렇게 단순하게 입었냐, 왜 또 나가

냐, 어디 나가냐, 누구 만나냐, 언제 들어오냐. 쑤언은 시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에 남

편한테 몇 번이나 나가서 살자고 얘기해 봤지만 남편은 도 체 요지부동이다. 시부

모도 아들 내외가 분가해서 살기를 바라지만, 남편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 쑤언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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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은 전혀 하지 않고, 아이들 돌보는 것과 집안일만 한다. 하지만 늘 식사를 챙겨

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매번 ‘뭘 해 먹나~’가 가장 큰 고민이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반찬은 뭘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늘 힘들다. 

(2) 쑤언의 이야기: 스토리라인, 서사구조

[그림 24] 쑤언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 교차 그래프

시기 노드

(1) 어린시절, 중학교 졸업, 생선공장: 1986년 ~ 2006년(21세) 26

(2) 국제결혼 결정, 맞선, 기숙사 생활: 2006년(21세) ~ 2006년(21세) 51

(3) 결혼 입국, 출산, 국적 신청 전: 2006년(21세) ~ 2012년(27세) 118

(4) 국적 신청 이후 현재까지: 2012년(27세) 63

(5) 인터뷰 당시 40

(6) 평가 및 미래에 대한 전망 74

총 노드수 372

[그림 25] 쑤언의 시기별 노드 분포

쑤언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상하 격차가 크고 진폭이 좁은 그래프의 전형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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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이 경향은 1차 인터뷰 시작부터 2차 인터뷰 끝까지 골고루 나타난다. 쑤언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시기는 3시기인데 이것은 언급이 많이 된 것이지, 쑤언이 길

게 이야기를 풀어내지는 못하 다. 위 이야기에서 계단형과 수평부분이 거의 나타나

지 않는 것은 쑤언의 이야기가 매우 분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연구자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시기를 오가며 쑤언이 편하게 이야기할 부분을 찾는 과정이 그

래프에 반 되었다. 쑤언의 성격 자체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했겠

지만, 쑤언에게 연구자는 시가의 연계망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길게 이

야기하기 보다는 묻는 말에 답하는 형태의 인터뷰를 생각하 을 것이다. 쑤언이 

인터뷰를 ‘공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의 전개가 이 같이 나타난 것이다. 

쑤언의 이야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에 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술된다는 것이다.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과정, 그 중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합숙하던 기간은 쑤언에게 ‘회사에 다닌’ 시기로 표상된다. 쑤언은 

‘회사에 갔다가 사장님 소개로 한국 남자를 만난’것부터 시작한다. 아래의 이야기는 

한국에 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 해 달라는 질문에 쑤언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이

다.

<2.>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과정

레티쑤언: 저기 회사요. 회사 가다가[갔다가] ... 그 사장님 있어요. 사장님 그 

... ... 한국 사람 신랑 있잖아요. 그 회사 가다가 그냥 그 사장님이가 우리 

데려가요. 선 막 봐라고요. 

이선형: 아~

레티쑤언: 신랑 많~아요. 신랑 다섯명인가. 몇 명 있어요. 그러고 여자도 많—
이 몇 십명 있어요. 

이선형: 네, 한번에?

레티쑤언: 네. ... 그 신랑이가, 여자 많이 있잖아요. 골라요. 누구 맘 드는가. 

좋다고 골라요. 그 그 그래 그거 했어요. 

이선형: 아~ 그랬어요. 

레티쑤언: 네.

회사에 갔을 때 사장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선을 보라고 했다. 남자가 다섯명 여자가 

몇십명 있고 거기서 남자가 여자를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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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언의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의 교차 그래프는 유난히 상하 기복이 심하다. 특정 

시기에 집중하여 오래 진행되지 못한 이야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쑤언의 인터뷰

가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쑤언이 ‘말주변’이 없어서이기도 하지

만, 남편 가족을 아는 사람에 한 경계심, 그리고 인터뷰를 ‘공부’로 생각하기 때문

에 더욱 더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질문에 맞는 답을 

하는 것으로 끝날 뿐 더 이상의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아

래의 화는 인터뷰 후반부에서 인용한 것으로, 쑤언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왕

따를 당할 것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 쑤언이 여러 번 강조한 이야기

이고, 인터뷰 후반이라서 쑤언이 이야기하는 것도 훨씬 편하게 생각하는 시점에 구술

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쑤언은 이야기를 주도하기보다는 연구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0.> 학교들어가는 아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왕따

이선형: 그러면, 지금 그 시윤이가 시윤이가 내년에 학교 들어가잖아요. 아니 

내 후년에. 

레티쑤언: 네, 

이선형: 지금 시윤이가 여섯 살이죠. 

레티쑤언: 네. 

이선형: 그러면, 시윤이가 이제 학교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학교 들어가는데, 제

일 걱정 되는 게 뭐예요?

레티쑤언: 저기, 혹시, 왕따깔까봐요. 

이선형: 어~ 왕따일까봐. 

레티쑤언: 네. 

이선형: 어~ 

레티쑤언: 왕따하고, 혹시 또, 시윤이도 겁 많아요. 저기 혹시, 누구 괴로울까봐

요.

이선형: 누가 괴롭힐까봐요. 

레티쑤언: 네, 겁도 많아요. 

이선형: 겁이 많아서. 어~ 

<70.1.> 친구 못 따라갈까봐

레티쑤언: 그리고 학교 가면 또 친구 못 따라 갈까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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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친구 못 따라 갈까봐. 

레티쑤언: 네. 

이선형: 어~ 왜, 왜?

레티쑤언: 공부, 공부가 신경 없어요, 시윤이가. 

이선형: 공부 생각 없어요, 시윤이가. 

레티쑤언: 네, 공부 하면, 안 해요. 

이선형: 공부 안 하고. 

레티쑤언: 네, 네. (웃음)

이선형: 그래서 공부 못 따라 갈까봐. 

레티쑤언: 네, 신경 안 쓰고, 공부도. 

이선형: 왕따하고 공부 못 따라 갈까봐. 

레티쑤언: 네. 

쑤언에게 인터뷰는 일종의 공부이며, 인터뷰는 ‘한국말 연습 시간’으로 인식되었다. 

중간에 아이들이 인터뷰 하는 방에 들어와 방해를 힐 때에도 “엄마 공부해야 돼, 빨

리 나가”라고 말을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쑤언이 인터뷰를 ‘한국어 공부’의 일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쑤언은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중에서 가장 말수가 적다. 처음 이

야기를 나눌 때에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 다. 그러나 녹취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들어본 쑤언의 이야기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라기보다는 원래 

말수가 적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한국에 결혼으로 와 있는 여동생

하고도 거의 말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어가 아닌 한국어로 이야

기해야 하는 부담감이 안 그래도 말수가 적은 쑤언의 말문을 열기 더 어렵게 만든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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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드러

나는 복잡한 정치학에 주목한다. 임신·출산·초기 양육을 둘러싼 환경과 이들이 한

국사회에서 어머니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벌이는 다양한 고군분투의 현장을 다룰 것

이다. 

1절에서는 이 여성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갈등과 통

제의 국면을 살펴본다. 여성 섹슈얼리티의 특성상 쾌락, 폭력, 재생산 활동이 하나의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이 이들의 경계를 협상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

원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성적 욕망의 주체이어야 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신체적·사회적·제도적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아

이를 낳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재생산 권리의 담지자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결

혼이주여성들이 부딪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자원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제

도적, 사회·문화적 한계 속에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행위성의 공간은 이들에게 요구

되는 섹슈얼리티의 규범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열리게 된다. 2절에서는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 매우 취약해지는 어머니 지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인정투쟁의 양

상을 다룰 것이다. 이혼 결정, 양육권자 결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의 실행 등의 

국면에서 이 여성들이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는데 동원하는 사회적·제도적 담론을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이들의 어머니됨(motherhood), 어머니노릇(mothering)에 

한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다룬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에 한 집중적 관리를 요

구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모성담론 속에서 ‘베트남 엄마’, ‘필리핀 엄마’, ‘조선족 엄마’

는 끊임없는 평가체계에 자신을 둔다. 이 여성들은 남편과 가족, 그리고 한국사회의 

시선이 벌이는 젠더 정치의 각축장 속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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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생산권과 섹슈얼리티의 통제

한국에 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가족 내에

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의 힘을 조정하는 것과 접한 관련이 있다. 20  초중

반의 젊은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고 자립의 기반을 

닦은 후에 아이를 낳기를 바라지만, 만혼의 남편은 출산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 자

녀수와 터울 및 성별, 그리고 임신 지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여성의 섹슈얼리

티를 통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1절에서는 이 여성들의 모성 경험 중에서 이들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부분, 즉 생물학적 모성(maternity)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

펴보도록 하겠다. 

이름 출산연도(성별)
임신 
종결

출산조절 
방법

비고

안젤라
2003년(딸)

2004년(아들)
- 콘돔

결혼 초 피임 없음, 교육비 문제로 자녀수 
결정, 이후 남편이 피임

루시 2006년(아들) - - 결혼 초 피임 없음, 임신 중 별거, 이후 이혼

헬렌
2006년(딸)

2009년(아들)
- - 결혼 초 피임 없음, 이혼

전하빈
2004년(딸)

2006년(아들)
2회 루프

결혼 초 피임 없음, 터울 최대한 짧게 하고자 
둘째 계획, 둘째 출산 이후 2회 유산

정순자 1999년(아들) 1회 루프
결혼 초 피임 없음, 첫째 출산 후 임신, 

남편이 원하지 않아 수술

박영숙 1999년(아들) 2회
콘돔, 
루프

결혼 초 피임 없음, 출산 전 자궁외 임신, 
출산 후 콘돔과 루프로 피임중이었으나 

임신되어 수술

레티쑤언
2007년(아들) 
2008년(아들)

1회 루프
결혼 초 피임 없음, 둘째 출산 후 루프 

시술에도 불구하고 자궁 외 임신하여 수술, 
이후 부부 모두 불임수술

쑤완흐엉
1997년(딸)

2006년(아들)
- -

결혼 초 피임 없음, 출산 후 성생활이 거의 
없음, 아들을 낳기 위해 둘째 계획

응옥타잉 2006년(딸) - -
결혼 초 피임 없음, 딸이라서 시모가 실망, 

이혼

쩐티린 2007년(아들) - 루프
결혼 초 피임 없음, 첫아이 출산 후 남편과의 
터울조절 의견 맞지 않아 혼자 루프시술 결정, 

이혼

[표 5] 구술자의 모성(maternity): 출산연도, 자녀수와 성별 및 출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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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의 진정성 지표, 피임: ‘임신 거부’에서 ‘출산 조절’로 

여성들이 출산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20세기 들어선 일이고, 효과적인 

피임 수단의 등장과 상용화도 그리 오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일상 생활에

서 피임을 실천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역의 일이

다. 특히나 결혼이주여성들처럼 ‘모성’이 일종의 암묵적인 결혼 계약 사항에 포함된 

것일 때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 예측하기 어려운 한국에서

의 결혼생활에서 임신은 불확실한 변수가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국에서 피임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아래 흐엉의 

얘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피임’약을 먹거나 루프를 시술하는 것은 ‘처녀’의 몸을 

훼손하거나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증거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110) 

<37.1. 결혼 전 엄마·이모랑 피임 고민>

쑤완흐엉: 처음에 [피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는, 그 애기 엄마들처럼 우리 

집에는 이모랑 엄마랑 얘기하는 거가 얘는, 너 한국 와서 어떻게 사는지 몰

라고, 피임약 멕여 줄 수도 없고, 루프 낄 수도 없고. 처녀인데 어떻게 루프 

끼고, 피임약 먹으면은 또 나중에 오해 받고, 몸도 안 좋고, 

이선형: 베트남에서는 루프가 가장 일반적인 피임 방법이예요? 루프 끼는게?

쑤완흐엉: 결혼 한 후에는, (이선형: 결혼 한 후에는 많이들?) 응, 응, 응.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와서, 민 이 생기고, 

이선형: 그러니까 와서 아무 그게 없었던 거죠? 피임이 전혀 없었던 거죠?

쑤완흐엉: 응, 오자마자 그냥 애, 생기고, [ … ]

결혼 초에 피임을 하지 않았다.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지 몰랐기 때문에 [엄마가] 피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몸에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자마자 아

이가 생겼다. 

흐엉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그 애기 엄마들처럼’이란, 흐엉이 소개한 타잉의 이야

110) 2008년도에 만난 베트남 여성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임신이 되면 베트남 가족

에 돈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올 때 피임약을 챙겨왔다. 그런데 이 사실

을 시모가 알고, “한국 살고 싶으냐, 살고 싶으면 애기 낳아야 되고, 안 살고 싶으면 

너는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 다고 한다(변화순 외, 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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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뜻한다. 흐엉의 2차 인터뷰를 하기 전에 타잉의 1차 인터뷰에 동석하 던 흐엉

은 타잉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가기 전에 피임약을 먹겠다는 딸을 부모님이 

만류하여, 결혼과 동시에 임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5.2> 타잉, 결혼 초 출산 조절, 피임은 오해 우려

이선형: 아~ 그럼 처음에 와서, ‘애 바로 낳자’라고 결정해서, 아이를 낳으신 거

예요, 아니면 와서 바로 애가 생긴 거예요?

쑤완흐엉: (베트남어로 질문중)

응옥타잉: (나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흐엉씨의 질문 듣기 전에 바로 베트남어로 

답중)

쑤완흐엉: 우리 집이랑 똑같네~ 본인은 한국 오기 전에는, 엄마한테 얘기 했어

요. 피임약 먹어야 되겠다고.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니까. (이선형: 친정 

엄마한테~) 친정 엄마, 와서 어떻게 해는지도 몰라니까, 애 걱정 돼서. 근데 

엄마 아빠 아버지는 이런 거예요. 결혼 생활이니까, 진심으로 살아면 된다

고, 그 피임약 먹으면은 또 아기는 안 좋잖아. 왔으니까 거의 매일 마다, 30

일동안 생활했으니까 바로 애 생기는 거지. 

응옥타잉: 사람이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 한국말도 못 하

잖아요. 근데 말 하면은 사람이 나쁜 생각 하는 거예요(아직 한국말도 못 

하는데 피임한다고 하면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유가 그렇게 해

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그렇게 하지마. 그냥 애기 낳아 그렇게. 

[흐엉의 소개로 이루어진 타잉의 1차 인터뷰] 나는 결혼 전에 피임약을 먹고 싶었지만, 부

모님의 반대로 피임약을 먹지 않았다. 부모님이 반대한 이유는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갖는 것이 필요한

데, 피임약을 먹으면 바로 그 결혼의 진심이 없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을 피하려고 하는 것, 즉 피임 자체만으로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 받는 것은 한

국 결혼이주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결혼이주를 통해 가족을 이룬 여성에게 피임은 

‘출산 조절’의 한 방법이 아니라 임신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읽힌다. 여성에게는 자

신의 피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자신의 재생산권111)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이 현저히 

111) 개인의 혼인상태, 연령, 계급 등과 상관없이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 종결을 

비롯한 재생산활동에 한 자유권적 권리이자 출산 이후 건전한 양육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까지를 포괄하는 사회권적 권리를 뜻한다(Petchesky, 2000:4, 양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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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이들의 결혼 생활에서 피임 자체가 결혼의 진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과 동시에 피임을 하는 경우, 한국 체류의 목적으로 결혼을 이용한 것으

로 오해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 이들은 훨씬 더 적

극적으로 출산조절에 자신의 이해관심을 투 하여 전략을 세운다. 

<5.5.1> 생활비를 아껴서 산부인과에 가서 몰래 루프 시술을 했음

쩐티린: 네. 내가 너무 임신 더 나와 무서워. 내가 돈 조금만 있어. 남편 맨날 

줘서 시장가서 반찬 좀 사 먹어, 애기 젖 있어야 주잖아. 내가 조금만 좀 

이렇게 아껴 했어. 그냥 십만원? 십만원 해서 한국말도 조금 알아서, 피부과

(산부인과) 병원 전화해서 물어봐요. 내가 애기 나왔어. 지금 6개월 넘었어. 

내가 애기 더 나와, 아직 안 하고 싶어. 다음에 돈 벌어 나와 하고 싶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지금 피임 방법 하고 싶어. 저기, 루프, 넣어 하고 싶

어, 하잖아. 이렇게 얼마 정도 돼, 어떻게 해냐고, 물어봐 했어요. 간호사가 

얘기, 그냥, 언제 생리 나왔어. 이게 병원 와서 피임 방법 해 주께. 루프 넣

어 주께. 이렇게 내가 생리 나왔어. 끝났어, 생리 끝났어. 내가 바로 병원 

갔어. 이렇게 루프 했어. (웃음) 10만원 해서 남편 몰라요. 내가 혼자 혼자

만 알아서 해요. (웃음)

이선형: 그렇구나. (웃으며) 그럼 남편은 몰랐구나.

쩐티린: (웃으며) 남편 시집 다 몰랐어. 혼자. 다른 사람 친구도 얘기 안 돼요. 

알아서 집에 얘기해. 너무, [알면] 다음에 클나. 어떻게 해도 몰라(어떻게 알

게 될지 몰라). 시아버지 시어머니 얼마나 혼났어. 어떻게 해냐고. 몰랐어

요. 무서워. 안돼요. 

이선형: 그래도 알아서 그렇게 병원에 전화해서 한 거예요?

쩐티린: 네. 

이선형: 너~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하다~ 그러면 피임으로 루프 하는 거는 원

래 알고 있었어요?

쩐티린: 아~ 원래 몰랐어. 결혼 와서, 저기 교회가 선생님가 애기 낳아서 좀 3

개월 와서 일주일 세 번, 한 번쯤 한시 두 시간, 기억 안 났어(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일주일에 세 번, 한 번에 한 시간 두 시간씩). 그냥 책가 갖고와

서 이렇게 조금 한국말 알려줘. 알려줬어잖아. 내가 뭐 궁금해 몰라서 이렇

2010:6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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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물어봐요. 어 내가 아기 나서 피임 방법 하고 싶어. 피임 약 먹어 안 돼

요. 다른 어떻게 만들어 해냐고. 이렇게 선생님 알려 줬어요. 

나는 첫째를 낳고 돈을 좀 번 다음에 둘째를 갖고 싶었다. 그래서 출산 후 6개월 쯤 되

었을 때 집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러 들르던 교회 선생님에게 약이 아닌 피임 방법을 물

어보아, 산부인과에 루프시술을 예약하였다. 남편이 10만원씩 주던 생활비를 또 아끼고 

아껴서 피임 비용을 마련하였고, 남편과 시가에는 비 로 하였다. 

린은 첫 아이를 낳은 후 별거와 이혼으로 이어져 더 이상의 임신은 없었다. 린이 

몰래 출산조절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둘째를 낳는 문제를 두고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린의 입장에 첨예하게 립했기 때문이다. 린은 첫째를 낳으면서 하루 빨리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자 하 다. 사실 첫째 아이의 출산 전에도 린은 먼저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은 아직 한국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므로, 먼저 

아이를 낳으라고 하 다. 게다가 한국어를 배우러 나가겠다는 자신을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것 같아, 린은 결혼 초 한국어보다 일

보다 “임신을 만들”게 된 것이다. 린이 아이를 먼저 낳은 것은 남편과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첫째를 낳은 후에도 여전히 남편과 시부모는 린의 

계획과 의견보다는 바로 둘째를 낳으라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 다. 결국 린은 스

스로 피임 방법을 찾아 터울을 조절한 후 노동시장으로 나가게 된다. 

<5.2> 둘째를 낳을 수 없었던 이유

쩐티린: 더 못 나, 아니요, 그냥 돈 좀 벌어. 살아 좀 편해. 마음 좀 편해. 그래

야 다음 생각 더 낳으지(마음이 편해야 다음에 애를 하나 더 낳을까 말까 

생각도 하는 거지.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생각도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냥 너무~ 힘들어. 못 살았어. 돈도 없었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나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 했어. 그렇게 나와. 맨날 남편 일 너무 

많아. 남편도 애기 나와(낳아), 시아빠 시엄마도 맨날 하나만 더 나와(낳아). 

안 나와(낳아) [그러니까] 내가 죽겠어. 죽겠을거 같애요. 너무 무서워.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 많이 했어. 이렇게 못 살아서 이렇게 나가서 일 했어요. 

둘째를 더 낳을 수 없었다. 돈 좀 벌어서 마음이 편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다. 돈도 없고 

힘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남편과 시부모는 계속 하나 더 낳으라고 해서 내가 죽

을 것 같았다. 무서워서 나가서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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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 후 피임을 할 수 없는 것

은 피임에 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피임이 결혼에 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지표로 읽히고 있음을 간파하 기 때문에 피임에 적극적일 수 없

었다. 그러나 첫째를 출산 한 이후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출산조절의 행위성이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성적 욕망의 대상 혹은 주체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적인 폭력은 결혼 초기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발생한다. 남편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는 아내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강간의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아내가 이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가출을 통한 회피 혹은 무작정 참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응

은 단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을 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의 경험은 부부관계의 

파탄으로 귀결된다.

헬렌이 결혼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성관계 강요와 폭력적인 언사

다. 귀화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그 때마다 남편은 “국적 따서 도망가려고 하냐? 네 

맘 로 하고 살고 싶어서 국적 따려고 하냐?”면서, “내가 왜 너같이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했다냐~ 어이구 이 더러운 원숭이야”와 같은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27.4.> ‘더러운 원숭이야’, 빈곤, 인종적 특징에 한 무시

헬렌: 그래서 우리 가족도 무시하고. 나도 무시하고. ‘에이구 가난한 사람이 왜 

그렇게 내가 결혼했냐~’ 막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사람. 나한테 불르는 거 원숭이에요. ‘에이~ 원숭이야~ 에이 더러운 원숭이

야~’ 막 그러고.

남편은 우리 가족과 나를 무시하고, 나보고 ‘더러운 원숭이’라고 불렀다. 

남편으로부터 ‘더러운 원숭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나마 참을 만한 것이었다. 헬렌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과도한 성관계 요구와 성적 모욕이었다. 결혼 한 지 

한 달 만에 헬렌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남편은 헬렌이 필리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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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는 이유로, 헬렌에게 필리핀 클럽의 환상을 투사하 다. 성관계의 방식과 실천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그것은 양자간의 동등한 성적 쾌락의 교환을 담보로 

할 때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인 강요관계는 부부강간일 뿐이다. 헬렌의 항변 로 차

라리 성매매라면, 그것이 일이라면, 하루에 열 번도 하겠지만, 헬렌은 필리핀에서 막

내딸로 고이 자라, 남편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내인 것이다.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려 드는 남편, 게다가 말도 안 통하는 남편, 그 상황에서 헬렌이 택할 수 있는 

것은 ‘running, running’ 밖에 없었다.112)

결혼 초 남편이 자신을 아내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 과도한 성관계 요구 등으로 인

해 헬렌은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걱정하실 부모님 때문에 돌아 갈 수도 없

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와 ‘그냥 참어, 참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 

모든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4.2.> 남편의 섹스 강요: 필리핀 클럽 여성에 한 환상 투사

헬렌: (톤 올라가며) 왜냐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고추를 막 먹으라고 한 

시간, 두 시간이예요. 세상에. (이선형·안젤라: 어우~) 얼마나~ 안 되면은 

머리카락 잡으고 고추를 막 (머리를 잡고 아래로 누르는 모습 재연) ‘먹어! 

왜 안 먹어! 너 그런 필리핀에서 그런 일 했는데? 너 필리핀에서 클럽, 클럽 

여자 일 했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 못 해? You dancing my front~’, Oh 

my God, 나 목이 다 땡깄다니까. You dance, you sing, I know that you 

worked in the Philippines. That’s your work in the club, and in the 

front of the boys’ 그래서 내가 얘기 했어요, 

안젤라: (조심스럽게 작은 소리로 물어봄) You working there before?

헬렌: (말도 안되는 소리 펄쩍 뛰며) NO~~

안젤라: oh, why he said...

헬렌: I don’t know, 나는 몰라~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

112) 처음에는 지역의 신부님, 친구 집 등에 나가 있기도 하고, 한 번은 서울 혜화동에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공장에도 나가 보았다. 그러나 남편의 신고로 일주일 만에 ‘jail’ 

신세를 져야 했다. 외국인 보호소에 감금되어 있던 헬렌은 같이 감금되어 있던 조선

족 여성 중 어를 아는 언니의 도움을 받아, 보호소에 찾아온 남편에게, 자신이 원하

는 것, 즉 다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자신에 한 태도를 바꿔줄 것을 얘기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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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내가 한 마디만 얘기 했지. ‘(톤 높여) 그러면은 

내가 그런 나쁜 여자가 생각하면, 왜 결혼했어! 어?’ 그렇게, 그러면 하면은 

왜 그 돈으로 천 만원, 천 오백만원 있거든 차라리 다방에서 누구나 여자가 

그렇게 해지~ 하지만은 어떻게 설명했어? 그냥 dictionary만 있는 거예요. 

dictionary 있어도 뭐 그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계속 해는 거

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왔을 때, 왜냐면 그 사람이, 공장, 처음에는 공장 

다녔어요. (이선형: 음~) 내가 왔으니까 leave나봐. 한 달 동안 leave 있어. 

세상에 하루는 내가 왔을 때, 하루는 네 번 다섯 번 나한테 섹스해요. 나는 

얼~마나 아퍼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 했지. 내가 다방 여자는, 다방 여

자는 일, 일 안해니까 나는 싫어. 나는 다방여자만 하고 싶, 나는 다방 여자

만 일 하면은 차라리 고런 거 다섯 번 여섯 번도 할 수 있죠. (이선형: 다

섯 번 여섯 번 하느니 차라리 다방 여자 일을 하겠다 생각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왜 나한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쁜 여자만 하면은 그렇게 섹스 

열 번도 할 수 있지. 나쁜, 내가 그런 일 하면은. 나는 두 번이면 됐어! 얼

마나 아퍼! 아니 돼~ 두 시간 세 시간 나한테 막, 안 되면은 머리 잡으고, 

요기(머리) 있잖아요, 딱 고 발로 잡고, 아우 세상에 그런 거.

결혼 초기 남편은 나에게 힘으로 오랄 섹스를 강요하였다. 필리핀 클럽에서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해 보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였다. 나를 그런 여자로 생각하는 남편이 이해

가 가지 않았다. 결국 남편이 자신과의 결혼에서 원했던 것이 성적서비스를 받는 것이었

다면 결혼에 드는 비용으로 차라리 성매매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

였다. 그러나 결혼 초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아 사전으로만 간신히 이야기를 할 수 있

을 뿐이었다.

<4.3.> 남편의 과도한 성관계로 인한 고통, 필리핀의 부모님한테는 말할 수 없

어 그냥 집을 나오는 수밖에

헬렌: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running running 

하고, 또 필리핀 가고. 내 엄마가 어떻게 나는 어떻게 어떻게 설명해요. 나

는 한 명, 한 명 밖에 없어. 나는 막내예요. 나는 한 명 밖에 여자 없고. 우

리 아버지가 결혼식 얼마나 울었는데. 그렇게 나는 그냥, 그냥 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도와 주세요. 그런 말만 해요. 그런 말 모르고. 

나는 그냥 ‘참어라, 그냥 참어라 그냥’ 나도 한국말 배우고 싶어, 다문화에

서. 못 가고. 우리 집 앞에 사는 일본 언니 있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얘기해

서, ‘어머니~ 헬렌이 한국말, ○○에서 다문화 한국말 배워요~’ 왜냐면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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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안 되는 거는, 어머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 전화 하

면은 어머니 받으면은, 나는 앞에서, 나는 이름 헬렌하고, ‘헬렌~’ 그러니까 

알아 우리 친구 전화하는 거, ‘헬렌 없어’, 어떻게 해요? (허탈한 웃음) 얼마

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는 그거.

남편의 과도한 성관계로 나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는 필리핀의 부모님에

게 얘기할 수도 없었다. 한국말을 배우고 싶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아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 

헬렌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소통의 부재는 아내를 성

적으로 상화한다. 성적 친 함의 기회를 갖지 못한 매매혼적 성격의 결혼은 성적 

폭력에 한 감수성을 더욱 약화시킨다. 남편은 자신이 지불한 결혼 비용이 아내에 

한 성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결혼이주여성이 부부관

계에서 성적 욕망의 주체이자 동등한 성적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

로 이들의 ‘어머니 되기’ 정치학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3) 마지막 출산조절: 낙태

루프 시술은 린을 비롯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부분이 사용한 피임 방법

이다. 이 밖에 인공임신중절수술, 즉 낙태가 출산조절의 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었

다. 자궁외임신으로 수술을 했던 쑤언 이외에 최종적인 출산조절의 방법으로 수술을 

택한 경우는 조선족 출신의 숙과 순자, 하빈의 이야기에 등장한다. 이들이 낙태를 

결정했던 시기는 한국사회에서 낙태를 둘러싼 생명담론이 기세를 떨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었다. 또한 이들이 이야기

하는 낙태 경험 역시 생명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계획 로 되어가고 

있지 않음, 아이를 원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한 실망 등의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

다. 

첫째를 출산 한 후 숙은 루프와 콘돔의 방법으로 피임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었다. 숙은 그 임신을 유지시킬 수 없었다. 숙은 수술을 할 수 밖에 없

었던 상황을 매우 어렵게 이야기하 다. 숙은 자신이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제4장 ‘어머니 되기’의 정치학

- 167 -

이유는 아이에 한 남편의 태도 다. 아이를 ‘낳아도 그만, 안 낳아도 그만’인 것처

럼 행동하는 남편의 태도 속에서 임신을 유지시킬 이유를 찾지 못하 다. 남편이 적

극적으로 아이에 한 권리와 책임을 주장했더라면 숙은 기꺼이 임신을 유지시키

고 싶었다. 

<53.2.> 결국 인공임신중절

박 숙: 그게 확률이 높지가 않은데, (이선형: 맞어요) 응, 근데 임신이 

돼 가지구, 

이선형: 그 때도 그럼 수술 하셨던 거예요?

박 숙: 네에~

이선형: 어~ 몇 년도에?

박 숙: 그게 하도 오래 되 가지고 생각이 안 나. (웃음) (이선형: 애기 몇 살 

때) 그 애기가 아마, 만일시 태어났으면 원숭이띠 던 거 같애요. (이선형: 

그 애기가 태어났으면) 네. 그 해가 원숭이해 던 거 같애요. 

이선형: 원숭이 해, 아, 그러면, 2005년? 2004년? 아 모르겠다. 하튼 그 때쯤. 

박 숙: 네, 네. 

이선형: 99년도에 났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피임은 한 상태 는데, 임신

이셔가지고 좀 놀라셨겠어요?

박 숙: (웃으며) 아, 놀랐죠. 

이선형: 완전 놀라셨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임신이 된 건데, 그거는 뭐,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 수술 하기로는.

박 숙: … … … 그 때, … 아, … … 그니까 뭐, 애 아빠한테 뭐, 믿음이 안 

가고, 그리고 뭐, … 본인도 뭐 크게 뭐 낳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이선

형: 음~) 어차피 (웃으며) 아들 났으니까, (이선형: 음) … 그래서, … 그렇

게 된 거 같애요. (이선형: 음~) 응, 만일시 막 이게, … 남편쪽에서 뭐, 안

된다고 막, 했으면, (이선형: 꼭 낳아야 된다고 하면) 응, 응, 그러면 났을텐

데, 그거 아니니까, 응, 낳아도 그만, 안 낳아도 그만, 그래가지고, … … 그 

때, 

이선형: 그럼 그런 게 아니었다면, 낳고 싶으셨어요?

박 숙: 네.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어 놀랐다. 그러나 남편에게 믿음이 안 가고, 이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더 낳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 만일 남편이 수술을 반대했

으면 낳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 168 -

중국 조선족 출신인 하빈은 자녀 수와 터울을 미리 계획하는 등 출산 조절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 다. 그런데 둘째까지 출산 한 이후에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

고 임신이 되어 두 번의 낙태를 해야 했다. 그러나 수술을 결정한 것은 남편의 의견

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하빈의 의견이었다. 남편은 오히려 이미 임신을 한 것이므

로 출산을 원하 지만 당시 두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하빈

에게 또 다른 자녀의 출산은 자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

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12.15.3.> 인공 유산 결정 과정, 남편은 낳길 원했지만 나는 산후 우울증에 아

이를 더 낳을 수는 없었다

이선형: 아, 그래서 그 때, 아, 이거는 낳지 말자라고 바로 합의가 되신 거예요?

전하빈: 네. 애기 아빠는 가졌으니까 낳지, 그랬는데. 근데 그게, 그냥 낳지 하

니까, 날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애기들 둘 키우니까, 사실 그 때 우울증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둘이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 더 낳으면 어떻게 키

우냐고. 난 못 낳아. 자기가 낳아라도 난 못 나겠어. 그 때는 우울증이 너

무 심해서 그냥 지운 거 같애요. 

둘째 출산 이후 임신이 되었으나 당시 우울증이 있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수

술을 하였다. 

중국 조선족 출신인 순자에게 임신은 이주의 동기를 부여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구성된다. 순자는 결혼 전에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낙태를 하고 싶었다. 외숙모의 말

처럼 임신을 한 채로 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발목 잡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28.1.> 외숙모의 강력한 낙태 권유

정순자: 처음에 임신 했을 때는 외숙모가 가서 긁으랬거든요. 네가 한국 나가

서, 응 드라마를 보면, 중국에선 한국 드라마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 보면 

시어머니란 사람이 엄청 못되다는 거예요. 시누이들도 그렇고. 어떻게 가서 

살라고. 가서 시집가서 시집가서 살면서리 애 생겨도 생기는데 왜 지금부터 

애배갖고 너 어떡하고 뭐 할라고. 가서 발목. 가서 맘 같지 않으면, 안 좋으

면 나오면 되는데, 나오잖아~ 근데 애를 낳으면 애한테 발목 잡히면 너 어

찌 살라고. 외숙모도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근데 그 애를 지우기 싫드라구요.

처음 임신했을 당시 외숙모가 낙태를 하라고 했다. 임신 한 채로 시집살이 하게 되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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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아이가 있을 경우 나올 수도 없기 때문이다.

순자는 자신의 혼전 임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태몽과 남편의 강력한 의지를 동원

한다. 아들임을 암시하는 용꿈과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한 남편의 헌신적인 노력은 결

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

이다. 또한 자신이 한국에 나와야 할 이유이기도 하며 남편과의 관계를 결속시켜 주

는 가장 확실한 매개물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이름(김숙희)로 다른 남자(임정철)

의 부인으로 입국하는 순자가 남편 최병두와의 관계를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아이뿐

이었다.

<61.> [이선형 질문] 처음에 임신을 안 것은, 태몽을 꾸고. 

이선형: 그, 참, 그러면 임신일 때요, 처음 임신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정순자: 내가 우리 외숙모 집에 있다가 임신했어요, 사실은. 외숙모 집에 갔는

데 꿈을 용꿈을 꿨어요, 용꿈을. 용이가 막 세 마리가 막~ 우리 그 집 있는, 

그 냇가 있거든요. 그 냇가에서 막~ 떠 오는데요, 큰 용이 한 마리 내한테 

팍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 하고 소리치고, 그 용 머리가 엄~청 

커요. 그렇게 안기니까 넘느라고 이렇게 발딱 일어났는데, 꿈이 생생한 거예

요. 그래서 우리 외숙모보고 내가 이랬거든. 외숙모 나 이상한 용이가 나 

앞이면, 막 세 마리 냇가에서 뛰어 가는데, 막 먹장 구름이 치는데, 거기서 

내 뒤에 와서 툭 안기드라고 하니까, 너 그거 태몽이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몽? 나 몰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런 생리 오나 안 오나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

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 해 보자, 검사하니까 2주 됐 요, 2주. (이선형: 2주 

(웃음)) (웃음) 두 주일이 됐 요. 

<61.1.> 임신 2주 되었을 때, 수술한다고 했음

정순자: 그래서 제명아빠한테 전화 했거든요. 나 뗀다고. 애 뗄 거라고. 내가 

시집, 지금 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임신하면 챙피하고, 그 우리나라

도 똑같애요. 시집가기 전에 임신하면 챙피하잖아요. 챙피하고 내가 배 점점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61.2.> 남편, “애 떼면 한국 못 나올줄 알아라”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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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정순자: 네 그거 떼면, 그 애만 떼면 니는 한국 못 나올 줄 알라고. 막 으름장

을, 그 다음부터 우리 제명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요. 1월달에 들

어오면 2월달 나가 한국에 살고, 3월달에 들어오고, 한 달에 한 번씩 댕겼

어요. 내가 뗄까봐. (이선형: 음~) 그 애 떼 버릴까봐. (이선형: 음~) 그래 

용꿈 꿨다니까 무조건 남자라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몇 달 지나서, 한 5개

월 지나서 검사 하니까 아들이라고 말해주드라는 요. 중국에서는 알려줘요, 

아들이라고. (이선형: 응, 아들이라고) 그래서 나는 아들이 싫고 딸이 좋다 

그랬거든요. 나를 위해서는 딸이 좋다 그랬거든요. 아들은 무슨 엄마 생각하

는 게 없잖아요. (이선형: 음~) 키워주면. 그랬드마는, 그래도 아들 낳아야 

된다고. 

이선형: 그러면 남편은 처음 임신이라는 거를, 그, 아셨을 때, 남편은 절 로 못 

지우게, 

정순자: 네, 떼면 안된다고. 너 떼면 진짜 한국 못 나올 줄 알으라고. 그래서 

뗄까봐 막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거야. 한 달, 비자가 딱 한 달. 

순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출산을 한 후에 바로 또 임신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임신에 한 이야기는 중국에서 첫째를 임신할 당시와 전혀 다른 맥락 속에 놓이게 

된다. 중국에서의 임신은 성스러운 용꿈과 남편의 강력한 의지, 한국으로의 이주를 

보증하는 사건으로 기억되지만, 두 번째 임신은 그야말로 출산조절의 실패 다. 특히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남매가 있었던 남편은 더 이상의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

문에 바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 다.

<61.4.> 제명이 이후 임신, 낙태, 그리고 루프

이선형: 그럼 제명이 이후로 임신 되신 적은 없으세요?

정순자: 제명이 낳고, 제명이 낳고 또 금방 애가 들어서서, (웃음) [ … ] 

이선형: 그럼 그 해에 또 수술을 하셨어요?

정순자: 그 해, 그 해, 맞어요. 예~ 그 해 맞어요. 제명이 낳고 얼마 안 되갖고 

애가, 생리가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명 아빠 나 생리 안 하는

데? 그러니까, ‘임신 아냐~’ 이러드라구요. 그래서 그랬다구, 여기, 옛날에는 

이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지금 저 홍미마트 그 자리 죠. 그 

버스 정류장에서 얼마나 나를 나한테 욕 하는지, 여자가 그거, 여자가 그거 

관리하지 씨, 그럼 애 생긴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선형: 제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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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 네, 내가 너무 챙피해 갖고, 막 구석가에 가서 왜, 왜 내 탓이냐고. 

자기 탓이지, 왜 내 탓이냐고. 자기가 막 하지 말아야지. (웃으며) 막 이랬

어요 또, 길에서. (웃음) 그래서 맨 처음에 어디 갔는가 하면, 조산원에서 

내가 해산 했잖아요. 그래서 조산원 다시 가니까, 조산원에서 자기는 이거 

못 해준다고 하드라구요. 산부인과 가 보라고. 그 산부인과 알려주는 거예

요, 가만히. 그래서 그 산부인과에서 애 뗀거예요. 

이선형: 그랬구나. 왜 다시 낳고, 그냥 낳으실 생각은 없었어요? 응, 애를?

정순자: 우리 제명 아빠가 너무 난리 치니까, 나를 무슨 고아원을 만들거냐고. 

응, 미정이하고 제성이도 있는데, 제명이 하나 있으면 됐지, 왜 또 애 낳냐

고. 니가 무슨 생긴 로 다 낳을 거냐고. 애 넷이나 어떻게 키우냐고. 막 

이러니까. 알았다고. 가서 지우자고, 이러면서 가서 지운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숙, 순자, 하빈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낙태 경험은 출산 이후 

자녀의 성장 환경에 한 복합적인 사고의 결정임을 알 수 있다. 1차적으로 피임의 

실패로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낙태는 사후 출산 조절인 셈이다. 건강과 경제

적 능력 및 자녀 수·터울 등에 한 고려는 임신 이전에 성적 행동의 결과인 것이

다. 

제2절 법적 인정 투쟁

결혼이주여성의 혼인관계가 불안정해질 때, 이들의 어머니 지위 역시 매우 취약해

진다. 특히 아직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

들은 자신의 어머니됨의 지위를 두고 한국과 본국을 오가는 힘겨운 투쟁을 벌여야 

한다.113)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혼은 ‘국민의 배우자’에서 ‘국민의 어머니’로 자신의 

113) 현재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상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은 ‘결

혼이민자’(F-6)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를 시작한다. 1998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는 ‘국민

의 배우자’로서 결혼과 동시에 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1998년 이후부터

는 2년의 거주요건을 채워야 귀화의 기회가 주어진다. 5년 거주기간을 필요로 하는 

일반귀화보다는 거주기간이 짧아지기는 했지만 귀화 혹은 주권 취득 등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으로서 남편의 도움이 절 적이다. 

2012년 8월 1일부터 신원보증제도가 철폐되었다고는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 172 -

정체성을 재조정해야 하는 사건이다.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결혼이주여성, 즉 국

민의 배우자 지위를 벗어나는 여성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결혼이민자’

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즉 이혼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 있을 자격이 없”114)(문경연, 2010: 131)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귀화요건이 완화된다. 이 같은 제도적 조건은 결혼이주여성

의 이혼에서 자녀의 존재가 각별한 의미를 갖게 만든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모

성을 훨씬 도구적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준다. 남편은 아내의 이혼 시 자녀에 

한 양육권 주장을 체류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국민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더 이상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모성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체류 및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해서 

허용하고 있는 조항들은 한국의 이민 정책의 가부장성을 지적하는 사례로 많이 지적

되어 왔다(소라미, 2012). 그러나 이들이 한국인 자녀 출산 경험 자체만으로 어머니

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2절에서는 이들이 이혼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머니가 되기 위한 투쟁에서 동원되는 

다양한 담론적 전략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머니의 지

위를 확보하는 것, 여기에는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

의 어머니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구성하는 이야기를 통해 현재 한국의 

법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지구화시  모성 읽기를 시도한다. 

이혼 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것에는 다양한 힘이 작동한다. 법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양육권자가 될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한부모가 자녀를 양

육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여성이 이혼 시 법적으로 친

권·양육권자가 될 수 있게 된 것도 1990년 민법 개정 이후에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양육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자녀에 한 권리가 없이 자녀와의 애착관계에 따

라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윤덕경 외, 2002). 법적으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

서 남편 및 시가의 협조 없이 안정적인 체류권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14) 문경연(2010)의 연구에서 인용된 것으로 이혼한 한족 여성에 한 출입국 직원의 표

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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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성에 비해 저

임의 일자리에 있는 여성이 실제적인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에서 아버지보다는 어

머니로 결정되는 것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법에서 양육자의 결정 요소로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민법 제912조)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원에서의 판례에서

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 한다. 그러나 어

떤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할 것인가. 자녀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을 참작

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민법 제837조 2항)을 밝히고는 있지만, 실

제 현실에서 ‘자녀의 복리’를 결정하는 것은 다툼이 제기되는 역이다. 현재 이혼 소

송에서 자녀의 복리는 이혼 소송 시점 당시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혼에 이르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할 때, 그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입

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자녀와 양육부모와의 심리

적 애착관계의 지속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박정기·김연, 2003; 김지현·이기숙: 2011).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시 자녀 양육 관련 사항 역시 기존의 판례에 근거하여 

자녀의 연령이 낮고 이혼 당시 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모에게 친권과 양육권

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루시와 린의 이혼은 처음에 남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이혼 소송에 한 항소를 제기하여 실질적인 자녀 양육자

던 루시와 린이 친권·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루시와 린의 경우에는 자녀 양

육 환경의 지속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중요시하는 기존의 

판례가 긍정적인 향을 미친 경우이지만, ‘현 판 씨받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기준은 생모가 자녀를 빼앗긴 경우 어떤 권리 주장도 할 수 없게 만든다.115) 

115) 20년간의 결혼생활에서 아이가 없었던 남성이 이혼 후 19세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

고, 그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전부인에게 아이를 양육하도록 하고, 

베트남 여성과 이혼을 한 ‘현 판 씨받이’ 사건에서 자녀의 양육권은 생모가 아니라 

출생 이후 아이들을 양육해 온 전부인에게 주었는데, 이 때 법원의 논리 역시 ‘자녀의 

최  복리’ 다. ‘현 판 씨받이’ 사건에서 생모가 아닌 아이를 유괴한 것이나 다름없

는 전부인에게 양육권을 준 결정에서도, 소송 시점까지의 자녀 양육환경의 지속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기준이 양육자의 반인권적 태도보다 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준다. 

이때의 자녀 복리 판단은 “법적 공정성이나 인권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양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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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 할 경우 자녀의 양육 상황에 한 충분한 

고려를 할 수 없게 만든다. 가족 내에서의 신분과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이 연동되어 

있는데다가, 이혼으로 가기 전에 가정 폭력 및 갈등으로 인하여 가출 혹은 장기간 별

거 후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움이 절

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들은 본국 및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쉼터 및 이주민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

에 이혼 소송중인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이혼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체

류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소라미, 2009; 양현아, 

2013). 

이에 더하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자녀의 복리’로 볼 것인가에 한 구체적인 

맥락과 판단에 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최근 다문화가족의 이혼 시 

친권·양육권자를 한국인 아버지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행 민법상의 해석에 맞다는 주장(박진근, 2010)은 매우 위험하다. 이같은 주장은 

“저개발국가 출신으로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박진근, 2010)을 전

제로 한 당위적 추론에 가깝다. 또한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가족법 개정의 역사가 

담고 있는 양성평등의 철학(양현아, 2011)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1990년 민법 개정 

이전까지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가 될 수 없었던 여성의 지위를 결혼이주여성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여성에게 어머니됨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린, 타잉, 헬렌, 

루시, 숙, 이렇게 다섯 명이이다. 이 중에서 중국 조선족 출신인 숙만이 합의 이

혼을 하 다. 숙은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었고, 자신의 면접교섭권으

로 아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인 린과 타잉은 이혼 소송으

로 이어지기 전, 가족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에 자녀를 베트남에 보내는 방법을 택하

다. 필리핀 출신인 헬렌과 루시는 이주민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이다. 특히 

한국에도 초국가적 연망이 발달한 필리핀 이주민 단체(김정선, 2008)의 네트워크는 

헬렌과 루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친권과 

2013: 324)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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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이혼 소송 당시 남편과 별거 중

이던 루시와 린은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줄도 모르는 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이 남편에게 있다는 이혼 판결문을 받게 되었다. 이혼 소송 당시 루시와 린은 외국

인 신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없거나, 남편의 주소지로 되어 있었다. 그

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과 관련된 일정이 남편의 주소지로 가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

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이 될 수 있는 것이다.116) 그

러나 루시와 린은 이주민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하여, 결국 친권과 양육권

을 모두 되찾아 올 수 있었다. 만일 이 때 루시와 린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았

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117)

116)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

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 이 경우에 재판의 상 방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손쉽게 이혼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 논문의 <각주 99>를 참고할 것. 

117) 실제 린이 소개한 베트남 출신의 로안의 경우,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이와 함

께 쉼터로 피신하 다. 그런데 쉼터에서 남편 상담과 부부관계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기(당시 생후 12개월)를 잠깐 본다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일이 

발생하 다. 그 뒤로 남편의 가족은 로안에게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으며, 로안과 만나

려고 하지도 않았다. 당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로안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베트남의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려 전셋집을 얻었다. 3천만원은 자신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었다. 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주

권 및 국적 신청 시 한국에서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금액이다. 주권 신청 

시 재산관계 입증서류(국민 또는 주권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본인

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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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결혼연도 이혼연도 이혼 후 자녀 양육 관련 법적 권한

루시 2005 2008 재판 이혼, 이혼 후 남편 사망, 단독 친권·양육권

헬렌 2004 2011 재판 이혼, 공동 친권, 단독 양육권

박영숙 1998 2008
합의 이혼, 본인은 면접교섭권,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나고 있음, 남편이 친권·양육권

응옥타잉 2005 2011
재판 이혼, 본인이 친권·양육권/ 남편이 양육비 보내주고 

있으며 이혼 후 딸과 남편 만남

쩐티린 2006 2011
본인이 친권·양육권/ 남편은 양육비 보내지 않고, 아이를 

보려하지 않음

[표 6] 이혼 후 자녀 양육 관련 법적 권한: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1) 젠더와 민족의 각축장: 모성과 ‘한국인’

결혼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숙을 제외하고 루시, 헬렌, 타잉, 린은 이혼 

시점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신분이었

다. 가정 폭력과 갈등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여성들의 이혼은 한국인 아버지의 

부성과 외국인 어머니의 모성이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진행된다. 물론 이 경쟁이 항

상 치열한 것만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 그 정도와 시기, 특징의 편차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루시와 린의 남편은 이혼 소송 전에 아버지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모

습을 보 고, 헬렌의 남편은 헬렌의 양육자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소송을 계속 진

행중이다. 타잉은 이혼 후 남편이 딸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양육비도 정기적으

로 송금하며, 직접 재배한 쌀과 채소 등을 부쳐주기도 한다. 숙과 타잉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 환경을 위해 관계의 재조정에 성공한 경우이다. 

숙이 생각인터뷰 당시 친권·양육권을 두고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던 헬렌의 이

야기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시 구성되는 모성과 부성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헬렌

이 이혼 후 생계 부양과 자녀 돌봄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 때문에 “1등으

로 힘들어”도 아이를 아빠에게 보낼 수 없는 이유,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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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제시하는 것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 즉 ‘자녀의 복리’ 때문이다. 헬렌이 이혼을 

결정한 것도 남편과 계속 같이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인터뷰 당시에도 헬렌은 일곱 살 큰 딸 윤지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딸아이

가 또래에 비해 성적 발달이 빠른 것처럼 보이는 것,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야한 장면

에 너무 몰입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문제가 딸아이의 발달에 향을 끼쳤

다고 생각한다. 윤지를 데리고 오던 날 남편이 자신을 힘으로 제압하고 다시 과도한 

성적 스킨십을 시도하려는 것을 보고 있던 딸아이가 “아빠, 우리 엄마 뽀뽀하지마! 

자꾸 그러면 고추 만질거야! 계속 만질거야!”(1차: 11)라고 말하던 모습은 헬렌의 생

각을 더욱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편은 딸아이가 세 살때까지도 목욕 후에 

딸아이에게 자신의 음경을 만지게 하 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헬렌에게 강제로 “빨

리 고추 먹으라”(2차: 28)는 일이 다반사 다.118)

<19.> 아이들을 아빠한테 보내지 않는 이유: 아이들의 성장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

헬렌: 내가 왜 내가 애들은 아빠 안 보내[냐]면, 뭐가 애들 뭐가, 뭐가 잘, 어떻

게, 어, 어, 좋은 grow 하나도 없어라니까요. (이선형: 음~) 왜냐면 하루 하

루 씨발, 뭐 그렇게, 뭐 욕 같은 거 하고. 애들은 학교 가면 씨발, 막 싸우

고, 싸우도 할 수 있죠. 윤지는 막 그 섹스같은 거, 그런 거 윤지가 조금 있

다가 밖에서 막 담배 피고, 막 그렇게. 그런 거 내가 행복해요? 저도 안 돼

죠. 저도 저도 가톨릭도 많이 근데, 이혼도 싫 는데, 지금이 너무 힘드는 

거 때문에 그래도 나도 별 수, 할 수 없어요. 이 집안 나가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는 말 못해요, 저. 

아이들을 아빠한테 보낼 수 없는 이유는 아이들의 성장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욕하고 섹스하고 담배피고 그렇게 되면 안된다. 

헬렌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남편에게 아이를 보낼 수 없다. 남편과 남편의 형 

118) 헬렌이 새로 이사하는 ‘쉼터’ 서비스 중에서 가장 기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딸

아이가 성장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었다. 아이들의 상

담프로그램과 동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딸아이가 성장과정에서 받았을 상처와 왜

곡된 성관념을 바로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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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로 어머니가 키운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키운 딸을 보면 어머니도 믿을 수가 없

다. 남편이 자신의 누나가 카드를 쓰며 낭비하는 것을 두고 싸우는 것을 여러 번 보

았기 때문이다. 헬렌은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헬렌이 말하는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한테 “씨발”을 입에 

달고 살지 않는 것, 아이들 앞에서 음란물을 보지 않는 것, 아이들 앞에서 과도한 성

적 스킨십을 그것도 강제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헬렌의 남편은 이혼 소송이 “법 로” 진행된다면 자신이 친권·양육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아래의 화에서 보듯이 남편의 “법 로 해~”라는 말

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비롯하여 법 집행 환경이 한국인인 자신에게 훨씬 유

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뜻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남편은 결혼 전에 지방의 학에

서 법학을 전공하다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학을 중퇴하고, 그 사건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비록 학교를 중퇴하기는 했지만, 헬렌은 남편이 한국

의 법에 해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법’이 결국 남편

의 편을 들어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119)

그러나 자신이 법에 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 아버지의 근거 없는 자

신감은 국가 차원의 ‘다문화’ 정책과 전지구적 이주민 네트워크의 전폭적인 지원 속

에서 구축되는 필리핀 여성의 모성 전략에 상처를 입게 된다.120) 헬렌은 남편이 ‘한

119) 헬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의 장애는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 가끔 가족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 가끔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것 등의 

특징으로 서술된다. 시어머니에게 들은 남편의 사고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헬렌에게 

남편을 이해해야 함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인용되는 사건이다. 이혼 과정에서 헬

렌은 남편이 법적 지식과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을 압박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남편은 헬렌에게 절 로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 고, 그것을 빌미로 양육자 변경 소송을 하고 있다.

120) <16.2.6.> 남편의 전화 통화 녹음한 것: “씨발년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

는지 알아?” 중에서 남편의 이야기, “야~ 그래~ -- 그럼 법 로 햐, 법 로~ 법 로 

씨발. 웃기고 있네. 법 로 햐. 법 로 하자구. 진짜 네가 그 쉼터 그 수녀 씨발년들

하고 그렇게 하는 거, ----- 이명박 이 개새끼부터 수녀 씨발년들하고 이 개 씨발 좇같

은 년하고 네가 여기 온 것부터 잘못됐어. 알았어? 법 로 해! 이 씨발년아! 우리 집

안이 어떻게 됐는지 알어? 야 이씨발년아 왜 ---를 왜 가 이 좇같은 년아. (소리치며) 

그리고 이 씨발년아 와야될 거 아냐!! 아무튼 너는 --- 한 줄 알어. 그리고 씨발년아 

애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냐. 씨발년아. 네가 뭔데!! 야! 내가 늬들한테 항소

를 올렸는데도 너, 나, 월요일날 법으로 다 — 할거여. 알었냐? 이게 장난치나.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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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으로서 법적 우위를 점하려 하지만 그에 맞서 ‘다문화’의 이름으로 보호되고 있

는 자신의 모성을 항 담론으로 내세운다. 헬렌이 한국의 법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체성은 자신이 어머니라는 것이다. 자신이 한국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모성이야말로 남편이 자신에 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경제적, 민족적 편견

과 차별에 한 항 담론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임신·출산

을 경험한 여성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한 페미니즘 모성 연구의 비판

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 생물학적 출산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성해야 하

는 헬렌의 이야기에서 모성은 성별화된 시민권의 토 이기 때문이다. 헬렌이 ‘국민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성을 구축하고 그것을 자신의 입장과 권리의 출발점으로 만드

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헬렌이 ‘다문화’라고 명명한 체제 때문이기도 하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문제의 해결 패러다임 속에서 생산된 ‘다문화’ 정책은 모성

에 한 도구주의적 발상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헬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모성을 성별화된 권리의 기초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도 한다. 

<28.3> 법 로 하자는 남편, 한국인을 위한 법? 그러나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헬렌: ‘해봐~ 해봐~’ 막 그렇게.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법 로 해~ 법 로 

해~’ 그래서 들어보면, 그거 말하면은 좀, 좀 나한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자꾸 법 로 하라는 것은, 내가 법을 잘 모르니까, 너는 법 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시가 담겨있다는 말). ‘법 로 해봐~ 법 로 해봐~’ 나는 

그냥 그 사람이 up해는 거예요. 그 사람이 high 해는 거예요, 나는 down이

는 거예요. (이선형: 음~) 왜냐면 ‘해봐~ 법 로 해~ 우리 법 로 해봐~ 법

들이. 네가 네 스스로 생각해 봐. 알었어? 네가 할라고만, 할라고만 했으면 우리는 얼

마든지 씨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네 맘 로 했어, 너는. 알어? 내가 너같은 년을 

선택한 내가 내가 잘못이고 내가 너한테 속은 내가 잘못이여. 알어? 나 나 나 나 너 

싫어. 나 너겉은 독한 년은 싫어. 이 씨발년. 아주 거짓말 하고 그냥 너 겉은 거짓말

쟁이하고. 애기는 애기는 만나야 되잖아.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헬렌은 이혼 후 남편과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녹음해 두고 있었

다. 위 이야기는 그 녹음된 내용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헬렌의 남

편은 ‘이명박’으로 표되는 다문화 정책과 ‘수녀’로 표되는 필리핀 이주민 네트워크

를 자신이 생각했던 ‘법 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방해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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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봐~’ 뭐 이렇게 항상. 

이선형: 너는 뭐 어차피 외국인이고, 

헬렌: 외국인이니까 그냥 너 그냥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다, 법원에

서 다 그냥 법원에서 judge, judge든 애기 아빠가 원하는 거, 그거 따르는 

거 그렇게 생각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선형: 음~) 내가, 그 사람 말

로 내 말은 judge, 법원에서 내 말은 안 믿으나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상해는 거죠.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상, 이상해지. 나도 애기 

엄마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엄마한테, 애들 낳는 사람이 이렇

게 하면 안 되잖아요(나도 애기를 낳은 엄마인데,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죠). 너무나 무시하면 안 되잖아.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그렇게 안 되잖

아요. 그래서 여기, 그거 때문에 다문화가 나오는 것을 이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애기 아빠는 아냐~ 그냥 내가, 항상 무시 안하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 생각해는 거예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내게 남편은, 이혼 할테면 해봐라, 법대로 하라고 계속 말했다. 남편

이 ‘법대로’ 하라는 것은 내가 법을 잘 모르니까 네가 하면 뭘 하겠느냐고 무시를 하는 

것이다. 남편은 어차피 법대로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사도 당연히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내 말은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야기를 들

어보니 이상했던 것이다. 나도 애기를 낳은 엄마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된

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다문화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

하지 않는다. 

헬렌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고, 다시 이혼을 하는 등 어렵게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은 헬렌의 말처럼 “항상 애들만 생각하기”(<2.2.7>) 때문이었

다. ‘자녀의 복리’에 한 심사숙고의 주체로서 어머니 헬렌이 내린 결정은 자신이 아

이의 양육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결정이 항

상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는 추론과정

은 고도로 맥락화되고 관계적이고 종합적인 사고이기 때문이다(Ruddick, 2002[1995]; 

Gilligan, 1997[1982]). 

숙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남편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하기로 결정한다. 남편

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이 기 되는 자녀의 미래

를 생각할 때에 강력한 변수가 된다. 1998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결혼한 숙은 이

혼 시 이미 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으므로, 귀책사유 소재가 중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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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이혼은 자녀, 재산, 체류 등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없었다. 남편도 숙도 더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 경

우이다. 이혼 당시 10살이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큰 다툼

이 없었다. “4  독자 아들이 집이 있는 한국인 아버지 밑에서 ‘완전한 한국인’”으로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121) 

숙이 인터뷰 초반부에서 이혼 당시 남편을 양육자로 결정한 이유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남편이 ‘안정적인 집’이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떠도는 인생”과 남편

의 “안정적인 집”을 통한 비는 숙의 양육권 결정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

타난다. 이것이 표면적인 의미 로 남편은 이사를 안 다녀도 되고, 숙은 계속 이사

를 다녀야 한다는 거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숙이 말하는 남편의 ‘안정적

인 집’은 부계 중심적인 한국의 가족 제도 속에서 아들의 의미, 같은 민족임에도 불

구하고 조선족에 한 차별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차별의 낙인을 갖지 않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숙이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숙이 이혼을 할 당시 숙이 

이미 국적을 취득한 상태 다는 점, 숙의 아들이 열 살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이다.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면접교섭권만으

로도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여성들의 상황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또한 

아들이 열 살이 되어 이미 모자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혼 과정에서도 큰 이

견이 없이 합의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후 숙이 면접교섭권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다. 

<19.1.> 어렵게 다시 꺼내는 이유: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음

박 숙: ... ...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혼 하면 내가 애를 키울라

고 했어요. 근데 막상 이혼 할라고 하니까, 이게, ... ... ... 살 집 있잖아

요. 응. 살 집도 그렇고, 직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애를 키울 

자신이 없, 없, 없어요, 없어졌어요. 네. 내가 과연 그니까 애를 데리고 나

121) 그러나 숙의 남편이 4  독자 아들에 한 강력한 양육 의지를 드러낸 것도 아니었

다. 4  독자 논리는 오히려 숙의 입장에서 구성한 것이다. 처음 이혼 할 당시에 

숙의 남편은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어떠한 적극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았다. 그 

점이 오히려 숙을 황당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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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그니까 제 로 키울 수 있을까. 경제적인 게 받침이 돼야 애를 키우

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애를 

무작정 델꼬 나가가지고, 오히려 애한테 더 안 좋을 거 같더라구요. 네, 처

음에는 애가 어리니까, 그리고 애 아빠가 제 로 못 돌볼 거 같애가지고, 내

가 키울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이혼할라고 하니까, 그니까 그, ... 

그 이혼 기간에 있잖아요, 진—짜 생각이 복잡, 복잡하더라구요. 이거를 어

떻게 해야 될까. 진짜 복잡해요. 줘야 되나, 음, 내가 키워야 되나, 줘야 되

나, 키워야 되나, (웃음) 진짜. 진짜 잠도 안 오고, 네. ... 그러다가 애 아빠

도 처음에는 자기가 무조건 키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도장 찍을라고 하니까,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키워야 되겠다고 애 아빠가 

그러드라구요. 그리고 또 나도 생각해, 해니까 내가 지금 당장 델꼬 와가지

고, 먹고 자고, 뭐, 그거 하기가 좀, 네, 네. (이선형: 뭔가 딱 결정된 것도 

없는데) 네. ... ... 일단은 뭐 애 아빠가 키우다가 나중에 사정이 좋으면, 

그 때 델꼬 와도 괜찮지 않겠나. 네. 그 때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혼 전에는 내가 애를 키우려고 했는데 막상 이혼 하려니 살 집이 없어 자신이 없었다. 

이혼 기간에 아이를 키워야 할지 말지 정말 복잡했다. 남편도 자기가 무조건 키우겠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다. 

<19.2.>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를 둘러싼 엄청난 고민: 떠도는 인생 vs. 안

정적인 집. 

박 숙: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엄청 힘들었어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많

이 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되는가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나중에 생각 해 

보니까, 그래도 집 있는 게 낫지 않겠는가고. (이선형: 살 집이) 네. 그리고 

아무리 그, 뭐지, 신경을 안 쓴다 해도, 한 집에 그러니까 아들이잖아요. 그

래도. 설마, 설마, 설마 하면서, (웃음)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나오면, 애한

테는 잘해주겠지. (이선형: 음~)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이선형: 음, 음~) 

네. 나하고 이렇게, 내가 델꼬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도는 인생, 음,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인 이렇게, ... 집도 있고 하

니까, 이렇게 사는 게 더, 그리고 친아버지니까. 

이혼 할 때 아이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했다. 그래도 남편이 집이 있고,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잘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3.> 아들이라 아빠가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 아들 아들하는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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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선형: 음, 음. 왜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서 아들은 아빠가 키우는 게 

낫다고 왜 그러셨었잖아요. 

박 숙: 네, 거의 주변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딸 같은 경우는 그니까니 

이게 아무래도 손이 가잖아요. 뭐 씻기고 뭐, ... (이선형: 나중에 생리도 하

고 뭐) 네, 아무튼. 딸은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그러드라구요.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아빠가 키우는 게 낫다고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

는 아들 아들 하잖아요. 딸 보다는. 그러니까 아빠가 키우면 아무래도 좀 

잘 해주지, 네, ... 그런 걸 (웃으며) 주변에서도 얘기 많이 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빠가 키우는 것이 낫다. 

<20.> 이혼 후 다양한 자녀양육 선택지에 한 의견

박 숙: 그 때는 엄마가 중국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구, 엄마가 있으면 그

러면 엄마랑, 엄마보고 보라고 하면서, 내가 뭐 사회생활 해도 괜찮은데, 근

데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또 애를 중국에 보내자니 또 그렇더라구요. 

중국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교포들은 이혼하면. (이선형: 음, 음) 네. 자

기가 키우는 경우 거의 자기가 못 키우니까. 그니까 다들 단순하게 생각하

는 거 같애요. 그니까 이렇게 뭐 욱하든지 뭐, 뭐 어떻게 하지고, 좋게는 합

의 이혼 하지만, 막 이렇게 안 좋게 이혼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이선형: 그

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많이 상처 받죠. (이선형: 음, 음)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막 서로 욕하고 막 그런 거 본 애가 별로, 뭐, 응. 아무튼. 음. 

좀, 이게 주변에 교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닌 거 같더라구요. 

내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내가 아무 그게 없이 내가 키우겠다고 델꼬 나왔다

가 그니까 내 욕심인 거 같애요.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키우겠다고 델

꼬 나와가지고, 내가 일 다닐라니까, 먹고 살라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

요. 일 다니다 보면 애한테 신경 못 써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중

국으로 다 보내드라구요. (웃음) 친정 엄마 아빠보고 봐 달라고. 그러면 그 

애는 엄마 사랑도 아빠 사랑도 다 못 받는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서 크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큰 애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

선형: 음~) 제가 보니까. 

이선형: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박 숙: 그니까 좀 예의가 없고. 

이선형: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오냐 오냐 받아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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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숙: 네~ 예의가 좀 없고, 그리고 중국에서 살다가 나중에 그 형편이 좋아서 

델꼬 오잖아요. 그러면 적응을 못 해요. 

이선형: 음,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박 숙: 네. 애가 적응을 못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선형: 이도 저도 안되는구나.

이혼 할 당시에 엄마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보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엄마 없

이 아이만 중국에 보내는 것은 아닌 거 같았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모두 못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란 아이들은 나중

에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0.1.> 완벽한 한국애로 키우고 싶었음

박 숙: 저겉은 경우는 완벽한 한국 애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선형: 음~ 음~

나는 완벽한 한국 아이로 키우고 싶었다. 

<20.2.> 교포에 한 차별 물려주고 싶지 않음

박 숙: 차별받는 거 저는 별로, 별로 그니까 싫었으니까, 나부텀도 사회 생활 

하면서 이게 편견이 있잖아요. 교포에 한 편견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걸 

내 아들한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키우면 외국인 엄마 그게 

찍히거든요. 근데 아빠가 키우면 그거 안 찍혀요. 그래도 아빤 한국 사람이

니까. (웃음) 그게 친구들도 그걸 잘 모르거든요. 아 뭐 애는 뭐 엄마가 뭐 

중국 엄마다 그런 거 잘 몰라요. 애가 얘기하지 않는 한에는. 그러니까 겉

으로 봐도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똑같게 한국 사람 같으니까, 

그걸 못 느끼거든요. 

내가 교포라서 받은 차별을 아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내가 키우면 엄마가 외

국인이라는 게 찍히지만 아빠는 한국 사람고, 외모도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다. 

2) 양육비와 양육권의 거래

양육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양 능력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특히 남편

의 입장에서 이혼 소송 시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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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세우거나 아내가 양육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유가 남편으

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즉 돈 때문에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는 식의 주장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주장은 양육이 자녀에 한 권리인 동시에 부모의 의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와 양육권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한 헬

렌의 이야기에서 잘 나타난다. 이혼 시 헬렌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비양육자인 남

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남편은 헬렌에게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혼 후 헬렌이 2012년 3월 27일 남편 집을 나올 때, 남편은 큰딸 

아이를 못 데리고 가게 하 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어머니인 헬렌에게 있었지

만, 남편은 큰딸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절 로 아이를 내어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 두어, 어쩔 수 없이 둘째인 아들만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헬렌은 자녀인도

를 위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딸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122)

남편은 헬렌에게 딸을 보내면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각서를 쓰게 하 다.123) 남편

122)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기타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라 금전지

급 등 재산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유아 인도의무와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이행명

령이라 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1항). 의무자가 이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명령

에 의하여 유아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그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유아를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에 감치

할 수 있다. 다만 감치 중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서면으로 증명한 때에는 감치

집행은 당연히 종료되고, 즉시 석방하는 것이다.

123) 각서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남편이 헬렌의 입장에서 써야하는 각서의 내용을 

미리 써 준 버전이 있고, 그것을 보고 헬렌이 다시 쓴 버전이 있다. 남편이 써준 각

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헤렌은 윤지와 강이를 내 정식 아들 딸로 인정 받기로 

남편과 합의 봤기에 이에 서로 맹세함을 글로써 적습니다. 남편(김○○)은 윤지 강이

를 아들 딸로 포기함을 약속 하 기에 이를 글로써 맹세함을 적습니다. 나 헤렌은 양

육비를 포기합니다. 차후에 이 약속을 누구든지 어길 시에는 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보상함을 맹세합니다. 내남편(김○○)과 나는 이후 서로 연락이 없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맹세합니다.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헤렌 (인)”, 이것을 보고 헬렌이 다시 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헤렌은 윤지와 강

이를 내 정식 아들 딸로 인정반기로 남편과 합의를 보았기에 서로 맹세함을 글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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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이들을 헬렌의 ‘정식’ 아들과 딸로 인정해주는 신, 자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 당시 헬렌은 그와 같은 각서를 써 주지 않으면 이미 술에 취

해 있는 남편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분고분하게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딸을 데려 오기 위해서라면 헬렌은 어떤 각서라도 쓰겠다고 했을 것

이다. 남편이 이와 같은 각서를 요구한 것은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나 헬렌은 윤지와 강이를 내 정식 아들 딸로 인정 받기로 남편과 합의를 보았기에 서로 

맹세함을 글로써 적습니다. 남편(김○○)은 윤지, 강이를 아들 딸로 포기함을 약속하였기에 

이를 글로써 맹세함을 적습니다. 나 헬렌은 이후 양육비를 포기합니다. 차후에 이 약속을 

어길시에는 어긴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 짓기로 맹세합니다. 내 남편(김○○)과 나는 이후 

서로 연락이 없이 만날 수 없다는 것 또한 서로 약속합니다.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헬렌

그러나 헬렌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2년 6월에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냈다. 헬렌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난 것이기도 하며, 아이의 아버지인 남편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 일은 남편으

로 하여금 양육자 변경 소송을 하게 만들었다. 남편은 아이를 포기함으로써 모든 경

제적 책임과 부양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생각 로 

되지 않자, 다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 

<6.3.6.> 최근 남편이 다시 제기한 소송: 양육권 소송

이선형: 그러면 지금 왜, 얼마 전에 법원에서 다시 연락 왔댔잖아요. 

헬렌: 네. last week. 

이선형: 네, last week, 그러면 남편은 뭘 원하는 거예요?

헬렌: 애들 뺏기고, 내가, (이선형: 애들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왜냐

적습니다. 남편(김○○)은 윤지, 강이를 아들 딸로 포기함을 약속하 기에 이를 글로

서 맹세함을 적습니다. 나 헤렌은 이호 양육비를 포기합니다. 자후에 이 약속을 누구

든 어길 시에는 어긴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 짓기로 맹세합니다. 내 남편(김○○)과 

나는 이후 서로 연락이 없이 만날 수 없다는 것 또한 서로 약속합니다.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헤렌” 맞춤법은 원문에 있는 그 로 옮겼다. 다만 이름만 가명으로 바꾸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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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내가 지금이 주권124)이니까, 같이 가는,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애들 

키우는 사람이 제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뺏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deport, 필리핀에서. (이선형: 아~) 그런 거, 그래서 변호사를 내 변호사를 

읽어하니까 웃으는 거예요(내 변호사가 남편의 주장이 담긴 소장을 보고 웃

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사람이, 네 남편이 왕이냐? (웃음) 왜냐면 7년동안

에 나한테 한국 사람도 안 만들고, 그냥 비자를 한 1년 한 1년만 주는 거예

요. (이선형: 연장하고~) 연장하고. 애들은 두명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이선형: 왜 그렇게 해요) 얼마나 그런 잘못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 뭐가 하

고 싶어, 그사람이? 내가 필리핀 사람 했고,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돈도 없

고, 나는 일도 없고,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뺏기는 거예요. 또 케이스는 거예요. 

이선형: 지금 저, 어, 지금, 저 여자는 필리핀 사람이고 막 그래서 애를 키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애를 데리고 가겠다~ 저 여자는 필리핀으로 가라고 

해라. 

헬렌: 네, deport 해는 거예요, 그런 거. 

이선형: 아~

헬렌: 그래서, 당연하지, 누구나 그런 사람이. 어휴 (한숨)

남편은 나한테서 아이를 다시 뺏고 나를 필리핀으로 추방하려고 한다. 남편은 내가 필리

핀 사람이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도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혼한 여성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국내 체류를 인정하고 있는 법

제도를 알고 있는 남편은 헬렌에게서 양육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필리핀으로 ‘추방

(deport)’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125) 남편이 다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돈’ 때

문이다. 남편에게는 “돈이 곧 힘(Money is power)”(2차: 51)이다. 남편과 시가의 논

리는 “애들을 키울 거면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키워라. 돈 없어서 못 키

124) 헬렌이 말하는 ‘ 주권’은 비자체계에서의 주권(F-5)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서 체류할 수 있는 체류권을 의미한다.

125)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자(F-6-2)의 자격으로 남편의 신원보증이 없어도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국민 배우자

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해서도 자녀

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가하고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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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거면 애들을 줘라”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최근 새로 시작된 소송을 준비하면서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헬렌은 2차 인터뷰에서 남편과 시모, 그리고 남편의 

형으로부터 온 전화 중 일부를 들려주었다. 그 중에서 최근의 양육권 소송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는 남편의 형에게서 온 전화 내용은 남편의 가족 입장을 잘 보여준다. 

남편의 형은 헬렌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말고 아이들을 동생(헬렌의 남편)에게 넘겨

주면 엄마(헬렌 시모)와 알아서 키우겠다고 한다. 헬렌은 남편이 네팔 여자와의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하지만, 남편의 형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양육비 요청 여부이다.

<16.2.2.> 아주버님의 전화 내용 녹음한 것, 양육권 소송 후 아이들 데려오겠다

아주버님: … 동생한테 넘겨줘요. 그라면은 여기가 키울 테니까, 우리가. 

헬렌: 왜? 왜 그 사람들 다 지금이 다 다른여자 결혼, 

아주버님: 결혼하든 어쨌든 저기 키울꺼니까, 엄마하고 같이 키울꺼니가, 애들 

주라고~ 양육비 달라고 하지 말고, 

헬렌: 왜요? … … 왜 그렇게 말해요?

아주버님: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안 할거예요?

헬렌: 당연하죠, 왜 내가, 딸 내가, 

아주버님: (말 끊으며) 알았어요. 내가 변호사 사 갖고 이번에 항소 해 갖고, 내

가 육아권 갖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좋게 해 줄라고, 보내 줄

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하겠으면, 

헬렌: 아유, 알아서 해요. 나도 내가 뭐가 잘못했으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아주버님: 내가 변호사 사 갖고 애들 양육권 다시 찾아 갖고, 애들 데리고 올 

테니까 그리 알어요. 

헬렌: 네, 알겠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가족은 헬렌이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요구하지 않고, 자녀에 한 

모든 책임을 오롯이 혼자 떠맡는 것을 조건으로 마치 양육권을 양보한 것처럼 서술

한다.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즉 국민의 어머니의 자격으로 가능하다는 제도적 장치를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실제 많은 이주여성들에게 혼인관계의 단절 이후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 가장 현실적인 안인 것임에는 틀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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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이 취약한 결혼이주여성이 체류자격의 확

보를 위해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선택한다는 설명은 그녀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자 하는 남편 쪽의 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은 자신이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달라고 해야만 

했던 상황을 구구절절 변명처럼 설명한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17.3.>의 부분은 남

편이 새로 제기한 양육권 소송에서 헬렌의 전략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헬렌은 

이 답을 경제적 부양과 돌봄의 책임을 모두 맡아야 하는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고단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신한다. 남편의 월급과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도 없으며, 원하는 시기에 바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한다면 당장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남

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 설명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3.1.>에서 보듯이 헬렌은 자신과 아이들의 삶이 계속해서 남편과 연루되어 있다

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쓴 각서의 내용

로 자신이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남편과 무관한 삶

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헬렌이 ‘쉼터’에 가려고 하는 것은 그 곳이 단지 

거주지를 제공하는 쉼터가 아니라 향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쉼터’에서 나온 후에 공동 임  주택의 형식과 비슷한 거주지를 함께 제공

하기 때문이다. 즉 남편의 양육비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남편의 소에 맞서 자신도 적절한 양육자

임을 항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7.2.>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돈이 전부는 아님, 시어머니 시누이도 키우

지 못함

헬렌: 네, 맞아요. 나도 가끔도 많이 생각했죠. 나도 아무 것도 없고, 애들 키우

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생각 많이 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에서

도, 그냥 아빠 줘라, 막 그렇게 해요. 왜냐면 애기 아빠가 좀 돈, 돈도 있

고, 재산도 있고. 하지만 내가 생각했어도, 그 사람 돈 있어도, 행복한, 애들 

돈만, 돈만 필요한 거는 아니라, 그 사람, 애들은 같이 하는 사람이 사랑도 

받어도 할 수 있고, 그, 뭐지? 아, future 있잖아요. 돈, 돈 조금 있어도, 애

들만 좋은 생각, 좋은 길만 하면, 그런 거 좋겠죠. 내가 그런 거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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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 그 사람이 같이 해면은 안 되라니까. 어머니 있어도, 어머니 있어도, 

그 사람이 같이 생활 같은 것도 안 되라니까. 어머니 딸, 딸도 좋은 가족이

는데, 고모부 그런 거 착하고. 고모부 착해요. (이선형: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막 빚, 빚, 그 카드 있잖아요. 비자 카드 막 긁어 긁어도 아주버님은, 

뭐지? (이선형: 고모부) 고모부도 그런 거 말 한 번도 못 하고. 그냥, 여자

도 잘못했어, 막 그래서, 애기 아빠가 누나 엄청~ 화나는 것을, 돈 엄청, 막, 

막, (이선형: 막 쓰는 거) 막 쓰는 거. 애기 아빠 맨날 싸워, 둘이. 하지만 

아주버님은 뭐가 뭐나 나뻐하면, 아주버님도 처음에 결혼해서 이혼했으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은,

나도 가끔 내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많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사

람들도 아빠가 돈이 있고 재산도 있으니 아이를 주라고 한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는 데 

돈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돈이 조금이라 하더라도 사랑 받으면서 사는 것이 미래가 있다. 

남편은 아이들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적

합하지 않다. 

<17.3.> 양육권 소송에 임하는 헬렌의 자세: 파이팅, 양육비는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선형: 어쨌든 애기, 양육비, 지금 이거에 해서 양육비 직접 지급 이거에 

해서 즉시 항고를 한 거에 해서, 지금 다시 할려고 하는 거죠?

헬렌: 네, fighting 또 하는 거예요. 

이선형: 그러면은 일단 헬렌은 그래도 양육비를 양육비는 원래 맨 처음 했던 것

처럼 양육비는 계속 지급해라. 양육비는 달라, 라고 할 거죠?

헬렌: 어, 5월달에. (이선형: 5월달에) 네, 왜냐면 내가 다문화, 아니 뭐지, 읍사

무소 수급자 했는데, 왜냐면 우리 아들 4월달, 3월달 4월달 날, 날, 날씨가 

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프는 거예요, 강이가. 그래서 내가 어떻

게 풀타임이, 그래서 그 돈으로는 내가 100만원만이가 그 회사 한 달 월급

이 받으는 거는, 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돈 엄청 많이 나가요. 또 내가 

그 날, 병원 가면 일반으로. 왜냐면 무서우니까, 애기 아빠 알면. 내 돈으로 

2만원 만 오천원 같은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 나 죽어? 애들도 죽어, 우리도. 왜냐면 읍사무소에는 나한테 수급자 도

와줄 수 없 요. 왜냐면 애기 아빠가 그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월급 3백, 

4백만원 받으니까, 그런 거 도와 줄 수 없 요. 그래서 나는 한 달 동안 내

가 왔다 갔다라니까. 그, 그, 뭐지? 계속, 뭐지? 다, 뭐지? 신청해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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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조금도 아르바이트 하고, 그런 거. 네. 식당 다녀보니까, 식당도 안 되

고. 왜냐면 또 아프면.. 어제처럼~ 어제도 많이 아퍼서, 또 전화 전화 했고. 

그런 거. 그래서 못 해, 며칠. 왜냐면 내가 여기 4월달 왔잖아요. 5월달 애

들 어린이집 시작했어요. 나는 한 달 정도도, 3주 정도도 어린이집 계속 통

화해요. 왜냐면 4월달 같은 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 어린이집이 다 다 

자리가 없어요. (이선형: 맞아요, 맞아요) 네.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가

요~ 세상에 내가 막 울었다니까. 나는 안돼~ (울먹이는 소리) 내가 내가 어

떻게 해요. 막 그렇게. 그래서 애들 /여섯시간/ 보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

요. 왜냐면 공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 못 한다니까요, 선생님~ 전

입 전입 신고도 애기 아빠 도장 빌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당연하지. 

내가 그 사람이 전화 해면은 난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도장 만들으는 거예

요. (웃음) 아빠 이름으로. (웃음) 그래서 그것도 애기 아빠 알면은 나도 난

리는 거예요. (웃음) 왜 내 이름이 그런 거 만들어,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이야기 안 했어. 왜냐면 이야기 하면 나 또 난리. 진짜 100% 난리라니까. 

그래서 몰르게 해. 당연하지. 왜냐면 우리 지금 애들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그 전입신고도 안 되면은 어린이집도 안 되고, 내가 혼자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나도 다 하니까, 나도 할 수 할 수 할 수 있구나. 뭐 그렇게도 좀 하

고. 그리고 5월달, 5월 3일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그럼 어떻게 해. 돈 벌으

는 거는 한 달 밖에 안 됐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 100만원, 내가 조금 

조금이라니까. 왜냐면 다행히 다 여기 공짜하니까, 먹는 거, 애들만 먹는 걸

로, 그 어린이집도 그건 조금 더 하고, 그런, 네. (웃음)

[내가 양육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3월, 4월에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병원비도 많

이 들고,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재산이 있어 수급자도 될 수 없었다. 5

월에는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어려웠고, 전입신고도 남편의 도장

을 몰래 만들어서 했다. 

<17.3.1.> 헬렌이 이해하는 주권과 양육비의 관계

헬렌: 내가 아까, 내가 저번에 변호사 만났어도 상담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양육

비 때문에 그 난리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으로도 다시 붙여야 돼. 왜냐면 

내가 힘들어요. 아무 움직 못 해 때문에, 그래서 그 건도 다시 재판하고 다

시 만들어라고 엄마가 다 주권이, 주권이, 또는 양육비 포기하면 그 사

람이 우리한테 상관없는 사람이는거예요. 딱 끝나는 거야. 어, 그런 거 하

고. 또는 그런 것도 있어. 내가 다 주권이 같이 있어도, 그 사람도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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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줄 수 있어도, 있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 몰라. 재판이 아직 시작 안 

해니까. 왜냐면 그 통역 때문에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직도 몰

라. 왜냐면 그리고 어, 그리고, 뭐지? 하지만 변호사 말 로, 법원, ... 그래

서 여기 변호사 사무실 통화 했어. (이선형: 음~) 이 재판 어떻게 어떻게 도

와 주나. 어떤, 어디까지 도와 줄 수 있나. 막 그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좀 

어려운 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쉼터’ 가면 좋겠다.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내가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남편이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친권]을 

공동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내가 양육비를 포기하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아

니면 내가 영주권[양육권]이 있어도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 재판

을 해 봐야 한다. 

<17.3.2.> 헬렌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 ‘쉼터’ 입

소

헬렌: 왜냐면 애기 아빠가 지금이 이혼해 때문에, 이혼해 때문에 좀 내, 나는 

돈 없어, 집도 없어, 뭐 같은 거 없으니까, ‘쉼터’ 가면은 기술도 배우고, 진

짜 애들 키울 수 있도록 이쪽에 2년 동안에 할 수 있으니까, 애기 아빠 좀, 

좀, 좀, 힘이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상황이는거. 네. 왜냐면 나는 여기 계속 그 로면은 법원에서 나는 보일 수 

없잖아요. ‘쉼터’ 가면 그 수녀님이 다 보일 수 있어, 지금 그 사람이 지금이 

한국말도 배우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술도 배울 수 할 수 있고, 나중에도 

2년 동안이 나가면 주택 임  아파트 그 나라도 소개는 일도 할 수 있으니

까, 애들 키울 수 있다, 막 그렇게. (이선형: 음~) 네. 

이혼 하고 나서 나는 지금 집도 없고 돈도 없다. ‘쉼터’에 가면 기술도 배우고 아이도 키

울 수 있고 2년 후에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집도 가질 수 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빨

리 ‘쉼터’에 가고 싶다.

린의 이혼 과정에서도 자녀를 둘러싼 부부 갈등이 매우 심각했다. 린이 아이를 베

트남에 두고 남편과의 별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린은 남편과의 협상에서 훨씬 자유로

운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이 아이에 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형국에 이

르 다. 남편이 제출한 이혼 소송의 준비 서면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자신이 양

육권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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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편)는 사건본인(아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원고 및 원고의 부

모의 보호아래 성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피고(부인)로부터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부모가 살고 있는 ‘한국’이어야 한다는 점, 경제적 능력이 있

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남편의 주장의 마지막 부분,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여성의 이혼 소송의 준비 서면의 마지막 

부분과 조를 이룬다.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여성의 주장에 비

시켜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조하는 전략은 양육을 비용의 관점에서

만 바라보는 남성의 시각이 그 로 드러난다. 또한 남성이 돌봄의 주체가 되지 못하

고 결국 “원고의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조(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 로 드러나고 있다.126) 이 같은 다툼에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린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원·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및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원·피고의 별거 기간 동안, 주로 피고의 부모가 

베트남에서 사건 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린은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자신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 고, 그것이 재판부가 

자신을 양육자로 결정한 주요한 배경으로 설명한다. 시골에 사는 남편의 수입은 도

시에서 일하는 자신의 수입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다. 게다나 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된다는 것을 항변한다.

126) 앞서 헬렌 아주버님의 전화 통화 역시 헬렌이 아이들을 넘겨주었을 때 아이들의 돌봄 

주체는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어머니 혹은 재혼한 여성 등 또 다른 여성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이 그 로 예상된다. 남성은 결코 돌봄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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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

이선형: 그래서 그럼 그렇게 이혼이 된 거구나. 그러면 그 때 이 진우는, 진우

의 친권 양육권 그거 하는 과정에서 별로 어려움은 없었겠어요?

쩐티린: 네, 옛날에, 달라 그래서, 그냥 법원에서, 애기 못 데려 같애. 저기 시

집에 일 있으냐고. 내가 일 있어요. 시골에서 돈 많이 못 벌어. 안 좋아서 

같애. 그냥 내가 또 얘기 해서, 내가 지금, 3년 넘어 혼자 애기 키우해. 내

가 일해. 옛날에 다른 회사 일 해. 돈도 좀 많이 벌어요. 160, 170 받었어. 

그냥 토요일 일요일 다 일해. 계속 일 해. 없어요. 그냥 남편가 써서 150만

원 받어잖아요. 내가 돈 더 벌어, 이렇게, 그냥 또 좀 잘 살아서, 애기도 잘 

해줘. 그런 거 같애. 그냥 법원 내가 키우해야잖아. 남편가 한 달 20-30만원 

줘. 그냥 한 번도 안 줬어요. 

이선형: 음~ 음~ 그때는 린이 월급을 잘 받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너가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쵸? 

쩐티린: 네. 

이선형: 남편이 ‘(강한 주장 연기) 아니야, 절 로 안 돼. 애는 내가 키울 거야’ 

그랬어요?

쩐티린: 네. 옛날에 이렇게 판문 나왔어. 남편 또 애기 키우해 싶어. 그런데 음, 

또 그냥 남편 해서 저쪽도 변호사 했어. 나도 애기 키우해 싶어. 음~ 애기 

안 줘잖아요. 이렇게 막, 막 했어. 그냥 법원가 이렇게 막 뺏어 안 봤어. 안 

봐줘. 처음 이혼해, 그냥 얘기 막 이렇게 얘기 안 했어잖아요. 왜 이렇게 지

금 얘기 해, 막. 법원에서 막 이렇게 안 봤어. 막 뺐어. 내가 내놔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다음에 애기 키우해 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가 남편이 일이 있냐고 물어봤다. 시골에 일이 있지만 많이 벌지는 

못해서 [나보다] 크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지금 3년 넘게 혼자 애기를 키우고 

있고, 그 때 이혼 할 때는 주말에도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160만원에서 170만원을 벌었

다. 남편은 그 때 150만원만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돈을 잘 벌고, 애기한테도 더 

잘 해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내가 애기를 키우고, 남편에게 20-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

하라고 한 것 같다. 그래도 남편은 한 번도 안 줬다. 남편이 나중에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루시의 남편이 아들의 존재를 알고 루시와 친권·양육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

일 때에도 남편은 루시가 돈 때문에 아이를 원한다고 주장하 다. 사실 루시는 임신

을 했을 때에 이미 남편과 별거 상태 고, 출산도 남편과 상관없이 결정하 다.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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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육비 때문에 양육권을 원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역으로 양육을 비용으로 생각하

는 남편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루시는 임신 전에 양육비를 요청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루시가 양육비를 요청하지만 않는다면 남편은 아이에 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헬렌의 남편과 유사하다.

<16.1.> 남편은 돈 때문에 아이를 원한다고 주장, 그러나 나는 돈 필요없다함

루시: no, no. oh~ there is. Fighting. My husband said, she wants to get my 

son’s legal custody, because she wants to get my money, like that. So I 

don’t need your money, 주는 돈, uh, (이선형: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

어요. 그거 이야기 했어요. court에서. I don’t need your money. So my 

husband think that I want to get my son’s legal custody because of his 

money. I don’t care with your money. It’s all yours. I will raise my son 

alone. With my own money. I never asked money. I want, but I never 

asked money from his dad. Never. 주는 없어요. 진짜. 

이선형: 그러니까 your husband thought you wanted your son because of 

money. 아~ 그렇구나. 그러면 your husband realize that you really 

wanted only your son, from then he never argued his son?

루시: ya. So that’s why at third time he never appear, never.

이선형: appear, even appear. Even not appear. 

루시: ya, ya.

친권·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남편은 내가 친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남편이 주는 

양육비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나는 법정에서 분명히 이야기 하였다. 나

는 네가 주는 돈은 필요 없고 신경도 쓰지 않으니 네가 다 가지라고. 내 아들은 내 돈으

로 혼자 키울 수 있고, 돈 달라고 절대 하지 않겠다고. 최종 선고일에는 남편은 나타나지

도 않았다.

3) 초국적 이혼 가족의 자녀 양육

결혼이주여성에게 이혼은 모성 환경의 급격한 재조정을 요구하는 경험이다. 친

권·양육권자의 지정부터 시작하여 이후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비양

육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계속해서 이들의 삶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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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기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비단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

라 늘어나는 이혼 가구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이

혼은 어머니의 국적 및 체류권 문제, 이후 양육 환경에서의 초국적 돌봄 네트워크의 

형성, 새로운 돌봄 조력자의 이주 등 기존의 일국적 관점이 아니라 전지구적 관점에

서의 접근이 요청된다.127) 결혼이주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문제의 단순한 해법

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재생산 위기 패러다임에 향을 미치는 이유이다. 여

성이 수행하는 모성은 자녀수로 환원되는 출산율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성장에 필요

한 다양한 측면의 자원을 동원하고 배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의 이혼 후 양육 환경의 조성에서 있어서 숙과 타잉은 

부부간 소통과 협조가 가능한 반면, 헬렌은 법적 이혼 소송은 끝났지만 남편의 양육

자 변경 소송과 양육비 지급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린

은 아들 문제와 관련하여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만 남편이 어떤 연락도 받지 않는 상

황이다. 루시는 이혼 후 남편이 사망하 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는 온전

히 루시의 몫이다.

우선 타잉의 사례를 살펴보자. 타잉은 이혼 후 남편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

다. 인터뷰 증간에도 남편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등 남편은 여전히 타잉과의 재

결합을 원하고 있었다. 아래 타잉의 이야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남편은 30만원으로 

책정된 양육비에서 ‘할인’된 5만원을 쌀이나 김치 등으로 보전하여 보내주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타잉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던 흐엉이 “나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처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경제적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면 남편으로부터 25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타잉의 상황은 

크게 나쁘지 않다.

<13.5.> 양육비 25만원씩 송금하는 남편

응옥타잉: (베트남어로 얘기중) 30만원이예요, 양육비. 근데 자기가, ‘나 돈 없는

데요. 저도 돈 없었어요.’ 근데, 저기 법원 사람들 저한테 물어봤어. 애기 엄

마 어떻게 생각해요. 애기 아빠 양육비 어떻게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줘

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저도 살 수 있어요.’ (이선형: 그렇게 말했어요, 타

127) 이에 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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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이?) 네. 근데 저기 법원에서 그러면 애기 아빠가 5만원만 까줘. 25만원. 

준 요. (이선형: 아~ 그랬어요) 그 때부터 양육비 25만원. (이선형: 25만원 

된 거예요)

쑤완흐엉: 처음이는 25만원은 제 로 안 줬는데, 요즘이는 좀 생각 있나봐. 애 

크면서 아빠 원망스러울까봐 그러는지, 25만원 꼬박 꼬박 부쳐는 거예요. 

법원에서 양육비 30만원 판결이 났는데, 남편이 돈이 없다고 해서 5만원 깎여 25만원이 

됐다. 처음에는 잘 안 보냈는데 요즈음에는 꼬박 꼬박 부치고 있다. 

<13.6.> 쌀, 김치 등 딸 먹을 식재료를 보내기도 함

응옥타잉: 그 때 그 법원에서 5만원 까줬는데, 또 쌀로 김치랑 애기 좀 먹는 거 

좀 맛있는 거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자꾸 보내왔는데, 요즘에 없어

요. 안 보내요. 돈만. 25만원 지금 들어와요. 

이선형: 25만원은 꼬박 꼬박 들어와요?

응옥타잉: 네. 

이선형: 아우~ 그래도 다행이다. 그나마~

쑤완흐엉: 나보다 낫네~

이선형: 아 진짜 그나마 다행이예요. 왜냐면, 

응옥타잉: 그 때 안 줘요. 그 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생각에 좀 돈 있

으나봐.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쑤완흐엉: 그러면은 남편은 재혼 안 하나봐. 그래서 재혼 하면은 또 잊어버리고 

안 보낼 수 있는데. 

이선형: 남편은 재혼 안 했죠? 뭐 이혼 한 지가 작년에 이혼 했으니까. 

응옥타잉: (베트남어로 임옥씨와 얘기중)

쑤완흐엉: 재혼 아직 안 했어요. 

이선형: 음, 음.

5만원 깎아 준 대신 쌀이랑 식재료등을 보내곤 했다. 요즘에는 잘 안 보낸다. 그래도 25

만원은 꼬박 꼬박 부쳐준다. 

숙은 아이와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아들과 만나면서 일종의 장거

리 모성(long distance mothering)을 실천하고 있다. 숙은 자신이 친권·양육권자

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의 성장과 돌봄에 한 책임과 의무를 방

기한 것은 아니다. 숙이 아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상황, 자신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들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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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숙이 자신의 이같은 모성실천에 해서 다

른 사람들의 평가를 전하는 부분128)을 보면 이혼 후 친권·양육권을 갖지 않는 비양

육자에 한 시선을 볼 수 있다. 비양육자인 숙은 아이에 한 책임과 권한이 없

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간 여행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잘못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부질없는 짓으로 이해된다. 

숙은 이같은 사람들의 입장에 비판적이며 자신은 어머니로서 아들의 교육을 비롯

한 옷, 외식 등 필요한 일체를 사주는 모성 실천(mothering)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육모의 모성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부부간에 계속되는 갈등으로 아이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자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떨어져서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항변한다. 

<29.14.> 아이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남성들, 그러나 나도 내 애를 볼 권

리가 있음

박 숙: 그러니까 과거는 자기가 그거는 해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구요. 이렇게 애 만나는 거 있잖아요. 네. 

이선형: 아~ 네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는, 과거가 있는 거는 알겠지만, 애랑 계

속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박 숙: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선형: 음~) 또 내 애니까 내가 못 키우지만, 그래도 내가 볼 권리는 있잖

아요. 그런데 그거를 빼앗으려는 남자하고 내가 왜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

러면 그 남자도 이기적인 거죠. (이선형: 음, 음) 그니까 굳이 그런 남자하

고 살면 트러블이 생기, 언~젠가는 생길 거 같애요. 음. 살다보면. (이선형: 

알 거 같애요, 그 마음) 그니까, 지금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친구든지 

뭐 아는 사람들 보면, 이혼하고 재혼해가지고, 뭐 애를 낳고 사는 사람이든 

뭐, 남자 애를 (이선형: 남자 아이를 키우는) 키우는 사람들 보면 다, 힘들

어 하더라구요. 응. 그러니까 끊을 수 밖에 없어요. (이선형: 음~) 그 애를 

있잖아요. (이선형: 원래 자기 애를) 원래 애를, 네, 끊을 수 밖에 없더라구

요. 

이선형: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박 숙: 네, 끊게 되더라구요. (이선형: 아~) 그리고 남자 쪽에서도 못 만나게 

128) “<29.17.>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도 함”, “<29.18.> 아이를 만날 때마다 돈을 받

거나, 아빠 혹은 고모가 같이 나와 보는 사람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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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선형: 음~) 그렇죠. 

이선형: 그러니까 그거는 절  있을 수 없는 일이신거죠. 

박 숙: 그렇죠. 

이선형: 음~ 음~ 아이하고는, 지금 그 때 열 살 이후로 몇 년 동안은 계속 거

의 애 생각에는 그냥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아빠랑 같이 살지 않는 것일 

뿐인 거지, 그런 거는 뭐 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박 숙: 그렇죠, 네.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내가 

아이를 만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이를 내가 키우지는 못하지

만 아이를 볼 권리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남자하고는 살 수 없다. 

<29.15.> 아이와의 관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음

이선형: 자주 보고, 애 뭐 커가는 거 그런 거 다 얘기하고, 관계나 그런 거는 

소원해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신거죠?

박 숙: 그니까 애한테 그런 거 안 느끼게끔 할라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는, 

저는. (이선형: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니까, 어 애가 그래

도, 응, (웃으며)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네. 그 때는 그래도, 좀, (웃으며) 

뿌듯하죠. [ … ]

이선형: 그런데 남자애는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갈 텐데, 그 때 되면은, 얘가 

막 이게 뭔가, 얘기하기 시작할 거 같은데, 그런 게 걱정은 안 되세요?

박 숙: 걱정되죠. 지금은 더 걱정되죠. (이선형: 음~ 음~) 네. 그러니까 그냥 

노력하는 거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너를 버린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다고, 그거를 느끼게 해 주고 싶은 거죠. 음. 

아이가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아이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주고 싶다. 

<29.16.> 아이 만나는 것을 남편과 할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음

박 숙: 네, 네. 전화해가지고. 아빠한테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이선형: 음, 

음) 싫어, 해, 해지만,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선형: 그렇

죠) 얘기는 하고 나오라고. (이선형: 음~) 아니면 또 음, 안 좋으니까. 

이선형: 아빠는 안 좋아해요?

박 숙: 아무래도 만나는 거, 이혼하고 나면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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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어요? 안 좋지. 

이선형: 그래도 애 입장에서 보면, 엄마를 만나는 게, (작은 소리로) 좋을 거 같

기도 하고, 안 좋을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박 숙: 그러니까 나도 네, 그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자주 만나는 게 애한테 

좋을까, 응, 아니면 오히려 더 안 좋을까, (이선형: 어~ 어~) 네, 그런 생각

을 많이 해요. (이선형: 어~ 어~ 너무 이해) 그러니까 나하고 만나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집에 가 가지고, 또 아빠가 할아버지가 또 모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게 애한테 안 좋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얘

기하죠. 애기한테. 만일시, 너무 거 하면, 안 나와도 된다고. (이선형: 음, 

음) 그니까 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애가. (웃음) (이선형: 음~ 음~) 그 때는 

애가 막 고맙지. (이선형: 음~) 애가 그래도 (웃으며) 생각은 좀 있는 애다, 

응~ 그리고 애가 또 나하고 이렇게 놀러다니는 거 좀 좋아해요, 네. 

이선형: 아~ 그렇구나. 어디 놀러다니세요?

내가 아들을 만나는 것을 남편이 막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아들을 만나고 나면 아들이 집에 가서 남편이나 할아버지한테 한 소리 들을 것이 걱정되

어 아들에게 입장이 난처하면 안 나와도 된다고 말했다. 아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고마

웠다. 

<29.17.>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도 함

박 숙: ... 뭐, 여기 외국인센타 여기도 그렇고, 다문화센타도 그렇고, 그게 프

로그램이 있더라구요. (이선형: 네, 네) 그런데 그니까 그냥, (이선형: 같이 

가고) 같이 가는 거죠. (이선형: 음~) 1박 2일 뭐 해가지고. 네. (이선형: 

음~ 음~)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러드라구요. 아~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지 

않냐고. 

이선형: 왜, 왜?

박 숙: 그러니까 잘못하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네. 그러면 좀 이게 일이 커지

면, 응, 소송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이선형: 음~) 그니까 나보고 

거 겁도 없다고. (웃음) 

이선형: 엄만데?

박 숙: 그니까. 근데 겁도 없다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그런 사람

들이 있어요. (웃음)

이선형: 그거는 그렇다. 엄만데. 

아들과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들과 여행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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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린다. 여행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29.18.> 아이를 만날 때마다 돈을 받거나, 아빠 혹은 고모가 같이 나와 보는 

사람들 있음

박 숙: 그리고 애한테 돈 쓰는 것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선형: 

음~) 그러니까 그 남자쪽에서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러니

까 애를 만날 때마다 돈을 그 받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웃음) 

이선형: 애 보여주는 신 돈 받고 보여주는 거예요?

박 숙: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선형: (어이없는 웃음) 허~

박 숙: 아니면 아빠가 막 쫓아와가지고, 뭐, 그, 애들 쪽 있잖아요. 고모든지 

해 가지고 쫓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말 해거나, 막, 응. 

이선형: 아~ 애를 같이 데리고 나와서, 단 둘이 보게 안 하고. 

박 숙: 네.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선형: 음~ 그런 거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전혀?

아이한테 돈을 쓰는 것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남편들은 아이를 만날 때 

마다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남편 혹은 남편의 가족이 아이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경

우도 있다. 

<29.20.> 여유가 생기면 해외 여행도 가고 싶고 유학도 보내고 싶고

박 숙: 응, 적당히 유지하고 있어요. (크게 같이 웃음) 아~ 그래가지고, 이게 

막 여유가 생기면 막 애 데리고, 막 해외 여행도 가고 싶고. 네.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유학도 보내고 싶고, 응. 그런데 그 쪽에

서 그런 거 별로 안 원하니까. 음, 음. 그래가지고. (이선형: 그러시구나) 내 

마음으로는 내가 엄마니까 이런 거 같이 하고,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 내가 크게 여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거

든요. 그냥 먹고 사는, 응. 그래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애한테 막 해주고 싶

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여유가 생기면 아이와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유학도 보내고 싶다. 남편 

쪽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나는 엄마니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를 같이 

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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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데올로기의 경합: ‘좋은’ 어머니

‘당신은 좋은 어머니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이미 평가가 내포되어있다. 수많은 모성 

신화, 모성 찬양에 따르면 세상에 좋지 않은 어머니는 없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이 

‘좋은’ 어머니인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반면 다른 어머니, 예를 들면 

본국의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시누이, 여동생 등 다른 여성들이 ‘좋은’어머니인지 묻

는 질문에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답한다. 친정어머니는 모두 ‘좋은 어머니, 희생

하는 어머니, 법 없이도 사는 어머니, 태양같은 존재, 공기 같은 존재’로 의미화되는 

반면, 시어머니는 문제 있는 남자들, 즉 남편과 남편의 형제들을 키워낸 장본인으로

서 좋은 어머니가 아니다.

그러나 이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질문이 ‘당신이 생각

하기에 당신은 좋은 어머니인 것 같으냐’는 자기 인식을 묻고 있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은 어머니로 생각하는가?’라는 외부의 시선과 평가로 읽히기 때문

이다. 특히 인터뷰라는 화적 상황에서 연구자가 질문하는 형식은 더욱 더 외부의 

시선과 평가의 측면을 두드러지게 한다. 구술자들이 이 질문에 한 답을 구성하는 

과정은 자신이 놓여 있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반 하고 있다. 이들이 ‘좋은 엄마’ 혹은 

‘나쁜 엄마’인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이들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에 

한 스스로의 평가이기도 하다. 

‘좋은’ 엄마에 한 구술자들의 인식은 자신의 모성에 한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평가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성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질

문이 되기도 한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모성 연구에서 ‘좋은 엄마’의 개념 변화를 추

적한 데위(Dewi, 2011)는 이 여성들이 해외이주노동으로 송금하는 경제적 지원을 자

신의 모성 평가에서 중요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필리핀 및 남미 출

신의 이주가사노동자의 초국적 모성 연구에서도 이들이 자신의 모성을 생계부양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정의하거나 우편 및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감정적 유 를 확인하

는 어머니들의 모성활동은 이주의 시 가 수반하는 모성의 변화다(Hondagneu- 

Sotelo and Aviila, 1997; Parrenas, 2005).129)

129) 모성(mothering)의 계급적 성격과 인종적 차이에 한 연구들 역시 어머니의 경제적 

활동이 자신의 모성인식과 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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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사노동자의 초국적 모성과 달리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 ‘좋은’ 

어머니 혹은 모성의 내용은 다른 맥락에서 구성된다. 이 여성들이 놓여 있는 시공간, 

즉 현재 한국 사회의 어머니 노릇에 한 담론의 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초국

적 모성 수행에서 자녀와의 별거 상태가 모성의 특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이자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의 정당한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라는 

위치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모성을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다. 따

라서 이들의 모성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한 의미 구성의 경로를 따를 수밖에 없

다.130)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은 ‘좋은 엄마’의 범주에서 자신을 제외시

키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좋은 엄마’를 구성하는 이야기는 현재 이들

이 갖고 있는 모성 규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 ‘규범’의 내용은 현재 한국 사회

에서 사회적 통념으로 구성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전형적인 모성으로 환원되지 않

는다.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것처럼 자녀의 학교에서 배부하는 안내문을 이해하지 못

하는 미숙한 엄마의 모습은 이들의 입장에서 재현된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어

머니에 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다. 이같은 편견과 낙인은 이들의 모성 수행에 

한 평가에 일부 반 되기도 한다. 물론 그같은 편견과 낙인이 이들의 현실과 무관한 

상태에서 허상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부족

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

까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제 자녀의 한국어 습득 능력이나 

학습 능력의 면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걱정하는 여성들은 없었다. 학

습 매니저로서 자신의 모성을 평가한 이는 안젤라가 유일한데, 초등학교 3학년인 안

젤라의 딸은 학교에서도 최상위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자녀가 최상위권의 성적을 

내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어머니인 자신의 역할을 더 신경쓰기 

때문에 학습관리자로서 자신의 모성이 부각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부진한 학습 능력의 원인을 어머니의 특성으로 돌리는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모성 수행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중요

성은 중산층 전업주부에 의해 수행되는 모성 규범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130) 민족적 정체성과 모성에 해서는 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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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출신
국가

‘좋은 엄마’에 대한 인식

안젤라 필리핀 아이들의 숙제를 봐 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엄마 아님

루시 필리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엄마

헬렌 필리핀 항상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주기 때문에 좋은 엄마

전하빈 중국 우울증 걸렸을 때 소리를 많이 질러서 좋은 엄마 아님

정순자 중국 아이가 어렸을 때 돈 버는 것에만 신경써서 좋은 엄마 아님

박영숙 중국 안정적인 가정을 주지 못해 좋은 엄마 아님

레티쑤언 베트남 한국 엄마보다 못해서 좋은 엄마 아님

쑤완흐엉 베트남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응옥타잉 베트남 아이랑 잘 놀아주지 못해서 나쁜 엄마

쩐티린 베트남 떨어져 살아서 좋은 엄마 아님

[표 7] ‘좋은 엄마’에 대한 인식

현재의 ‘다문화 가족’ 담론은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들이 수행하는 

모성의 의미를 ‘자녀교육’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식하는 ‘좋은 엄마’란 무엇일까. 자신은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이들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은 이들의 답 그 자체보다는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에 한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이들이 다른 ‘어머니’에 한 평가와 기억 

속에서 구성하고 있는 ‘좋은 엄마’의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에 한 평가 속에서 직접

적으로 인용하는 생애사적 사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어머니의 결혼과 나의 이혼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데 있어 본국의 어머니에 한 기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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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어린 시절 보았던 어머니의 삶은 현재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

어 중요한 역사적 참조점이 된다. 이들은 어머니의 삶에서 현재 그들이 놓여 있는 

삶과 유사점을 발견한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농촌 마을의 빈곤 가족 여성이었던 

이들의 어머니는 남편의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정상 가족’을 유지하면서 높은 노동 

강도를 견디어 온 여성들이다. 딸들은 절 적 소득 수준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여

전히 한국의 하층계급을 벗어나지 못하며 인종적·성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단지 어머니의 삶과 자신의 삶의 동

질적 측면을 발견하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어머니에 한 기억

은 현재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도로 선택된 것

이다.

헬렌은 자신의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린 시절 아빠한테 맞으면서도 애들 때문

에 참고 산다는 엄마를 떠올렸다. 그 당시 애들을 위해서 아빠와 살겠다는 엄마에게, 

정말로 애들을 위한다면 아빠와 헤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했던 그 얘기를, 지난 

몇 년 동안 헬렌은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32.1.> 우리 엄마는, 항상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다

헬렌: 우리 엄마 항상, 말 로는 헬렌이 우리 우리 앞에서, 우리 같이 하면은 

좋겠다, 항상. 왜냐면 우리 엄마 5년 동안에 6년 동안이 항상 걱정하니까. 

(이선형: 음~) 우리 엄마 말 로 헬렌은 헬렌이 무슨 일 있으면 이 쪽에는 

못 도와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거 많이 걱정하고. 당연하지 엄마니까. 당연

하지. 딸이 너무나 너무나 모르고, 엄마가 같이 해는 거 행복해 같이 하는 

것을 하고 싶으지만, 힘들어도 같이 하면 또 좋아잖아요. 무슨 일 있어도 

이렇게 조금, 무슨 도와 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잖아요. 나는 너무 모

라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말 항상 힘내고, 그리고 애기 아빠 있을 때, 애기 

아빠가 그냥, 힘들어도 참고. 그리고 애들 때문에 참어. 애들 잘 키우고. 하

지만 내가 애기 때도 좀 힘들어요.

엄마는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항상 같이 있기를 바랐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엄마는 항상 힘내라고 얘기했고, 이혼 하기 전에는 애들 때문에라

도 참으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도 힘들었다. 

<32.1.1.> 남편에게서 엄마를 때리던 아빠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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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 우리 아버지도 엄마한테 너무 실망해요(심하게 해요). (이선형: 심하게 했

어요?) 네. 폭행하고. (이선형: 폭행했어요, 아빠도?) 네. 원래도 봤어요. 술 

먹으면 난리. (이선형: 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heritance 알아요? 

(이선형: 응?) heritance, (이선형: heritance? 어, 알아요. heritiage) 내가 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을 아빠가 행동, 내 남편처럼 해, 해는 거예요. (이선

형: 음~)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막 섹스 같은 거, 같은 거 안 했지만, 그 폭

행 같은 거, 그 행동 같은 거는, 나한테 해는 거, 그래서 나도 싫어. (이선

형: 어~) 왜냐면 다 가족이면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적 아빠가 엄마한테 때리고 심하게 했다. 남편을 보면서 아빠 생각이 났다. 아빠가 

남편처럼 성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폭력적으로 대한 것은 똑같다.

<32.2.> 어릴 적, 우리를 위해서 아빠와 헤어지라고 말했던 나, 그 말을 지금은 

내게 한다

헬렌: 왜냐면 옛날에는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항상 헤어져요~ 우리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엄마 참고, 계속 참는 것을. 그래서 우리 엄마 말 로, 어떻게, 

어떻게, 나하고 우리 오빠하고 어떻겠냐, 다른 사람 생각하면 어떻겠냐, 참

어. 그래서 내가, 엄마, 내가 엄마한테 한 마디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 

아빠는 헤어져를 못 해. 그냥 그러면 딸 아들 중요해면은 그런 사람이 헤어

져야지. 딸 아들은 중요하면.’ 우리 엄마가, 필리핀 이혼, 이혼 없지만, 하지

만 헤어지는 거는 그냥 따로 따로 살으는 거예요. 이혼 할, (이선형: They 

didn’t divorce?) No divorce, but live separately fast. 우리 엄마가 안 된 

거죠. 하지만 그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내가, 뭐지? 생각하는, 이혼해, 왜 

그렇게 참어? 그렇게. 하지만 지금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내 말, 내 말은 그 

말 나한테 지금이, 나 지금이 해는 거죠. 그니까 엄마가 이혼하라고 이혼하

라고, 왜냐면 아버지가 계속 폭행하고, 피까지 막 머리까지 나고, 나와는 거

잖아요. 엄마가 이혼 못 하고. 우리 때문에, 애들. 사람이 어떻게 생각 하냐

고. 이혼해는 거는 안된, 안된 . 하지만 나, 나한테 지금이 우리 남편이 하

니까, 애들 때문에 좋은 일 하면은 그 사람도 계속 살 수 없잖아. 애들 때

문에. 애들도 훌륭한 사람 되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이혼해잖아요. 그래서 내

가 좀 마음이 아프죠. 

이선형: 음~ 그러니까 헬렌은 어, 옛날에 헬렌이 엄마한테 했던 말을 지금

헬렌: 나한테, 

이선형: 나한테 하고, 헬렌도 이혼을 결정 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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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 네, 이혼을 결정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 때문에도, 우리 우리 오빠 둘 찰

랑찰랑이잖아요. 막 그렇게. 막 싫으니까. 우리 집이 막 오면 시끄러워서, 

아빠가 막 시끄러우면 우리도 막 도망가고 그렇죠. (이선형: 그렇죠. 집에 

있기 싫고) 네, 그래서 내가 그냥 힘들어도 그냥 참어. 나는 여자니까. 나는 

혼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마음이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엄마 왜 이렇

게 살았냐. 막 그렇게. 그냥 엄마나 참어, 그렇게. 

이선형: 엄마는 다 그냥 참으셨구나. 

헬렌: 네. 하지만 지금이 아버지가 나이 좀 많으니까 좀 괜찮아네. 우리 애기때, 

elementary, elementary, high school도 좀, (이선형: 그렇고) 했지만 너무나 

심하게 아니고. elementary, elementary만 때. 나는 elementary 하고 우리 

오빠는 high school, 오빠는 막 그래서, (이선형: 껄 껄 ?) 아우, 그 

middle 항상 아버지 막 싸우고. 네, 그래서 나 그렇게 싫어. (이선형: 막 싸

우는 소리 나고) 그래서 강이도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이뻐.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래서 윤지가 고쳐야 돼. 나도 나는 고치, 엄마가 중요하지만, 우

선 나도 한국말 공부해야 나는 어떻게 어떻게 설명해도, 딱딱딱 부러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어릴 적 엄마는 우리 때문에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는 아들 딸이 중요하면 더 헤

어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피까지 났으면서 엄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았다. 오빠랑 아빠랑 싸우고 시끄러울 때도 엄마랑 나는 참기

만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기 싫다. 

위 이야기는 2차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서, 엄마의 양육 철학을 묻는 질문에 

한 이야기로 나온 것이다. 아빠의 폭력으로 머리에서 피가 나기도 했던 엄마는 이혼

한 여성에 한 사람들의 시선과 자녀들이 받아야 할 차별 때문에 계속 참았다. 카

톨릭의 향으로 법적인 이혼은 어려웠지만, 헬렌은 엄마가 아빠와 떨어져 살기를 간

절히 바랬던 것이다.131) 헬렌이 결혼 생활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을 알았을 때도 엄

마는 참아라, 애들 때문에 참으라고 다독 다. 참고 또 참으라는 엄마의 이야기를 떠

131) 가톨릭의 향을 받은 필리핀의 가족법은 혼인은 신성한 결합이기 때문에 이미 맺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다시 새로운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이혼도 

재혼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혼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은 혼인무효,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적 별거’ 판정을 받는다. 이와 같은 판정은 미성년자, 

정신이상, 중혼, 사기, 폭력이나 협박, 성교불능, 6년 이상의 유기 당했을 경우와 같은 

극한적인 상황에만 적용된다(김민정, 200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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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순간, 헬렌은 그렇게 참기만 했던 어머니에게 자신이 했던 그 말을 자신에게 

되뇌이고 있었다. 무엇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길인가에 해서 헬렌은 자신의 해석

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 고, 그것은 어머니의 삶을 돌이켜 보더라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참고 또 참으라’는 말은 친정 어머니뿐 아니라 같이 살던 시어머니에게서도 

누누이, 그리고 지금까지 듣던 말이다. 아래의 이야기는 1차 인터뷰의 시작 부분에서 

헬렌이 결혼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풀어놓는 이야기의 일부분이

다. 이미 법적으로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렌의 시어머니는 헬렌

에게 계속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한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즉 헬렌의 남편이 

20 에 심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그 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니 헬렌이 참

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헬렌이 남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이

유를 확증할 뿐이다. 

<2.2.8> 이혼 후에도 전화하는 남편과 시모

헬렌: 그냥 항상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항상 전화해요. 잘못해서, ‘우

리 지금 진짜 끝나는 거야?’, ‘나한테 그런 말하지마~’ 다 이혼했는데 왜 그

렇게 항상 물어봐야지? 우리 시어머니도 전화 하면은, ‘진짜 헬렌 끝나는 거

야? 진짜 헬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어머니 왜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나 언제까지 참어야요? 다 이혼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해서 그렇

게 물어봐요~ 나 좀 편해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말 로 

참어, 나 언제까지 참어야해요? 나 죽을 때까지 참어야해요?’ 나는, 나는 혼

자 참을 수 있지만 애들은, 애들 때문에 진짜 많이 걱정했죠. 애들, 애들, 

설령 한 사람이 키우고 싶으면, 이런 아빠가 같이 하면 못 해요. 그래서 어

머니가 ‘그럼 참으야지. 애기 아빠가 그런 성격 하니까. 승질 다 아니까. 그

럼 헬렌이가 참아야 돼’ 고러는 말 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런 

법도 있어요?’ 내가 그랬어. 어머니 그렇게 말해요. 너무나~ 옛날부터 지금

까지 어머니 그렇게 말 항상~이예요. 참으라고 해요. 나는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가, 못 참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아버지 못 참으는데, 내가 왜 참어해

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나도 동물도 아니는데. 동물도 못 참어요! 동물

도 혼나면은 더 난리는데, 왜 내가 (웃음) 왜 내가, 그래서 항상 그 어머니

가 전화 하면, 레코드, 레코드 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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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남편은 전화해서 정말 끝나는 건지 물어보았고, 시어머니도 이렇게 끝나는 

거냐고 전화를 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참을 수 있지만 애

들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같은 이유로 남편이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어머니

는 남편의 사고 전력을 들어 계속 참으라고 했지만, 나는 동물도 그렇게 대하면 더 이상 

못 참는다고 얘기했다. 

“나는 동물도 아니에요. 동물도 못 참아요! 동물도 막 하면 더 난리친다구요! 죽

을 때까지 참으란 말이예요!”132) 헬렌은 시어머니가 젊어서 남편의 외도, 자신을 존

중하지 않는 것을 그냥 그렇게 참고 또 참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란 남편이 

지금 헬렌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차 인터뷰에서 다시 이야기 되는 시

어머니의 전화 속에서 시어머니는 여자가 참으면 결국 문제 있는 남자도 다 들어오

게 되어 있다는 논거를 들어 헬렌을 설득한다. 그러나 헬렌에게 그것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참았기 때문에 아들을 망친 것이며, 그것은 다시 자신의 아들로 이어지게 될 

것을 지지해 주는 이야기일 뿐이다. 

<25.2.> 헬렌에게 다시 오라고 설득하는 시어머니

헬렌: 응~ 어머니도 그렇게. (이선형: 음~) ‘진짜 끝나는 거야? 헬렌은 알잖아, 

헬렌은 , 애기 아빠는 여자 없으면 못 살으는 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

머니도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아우 진짜 내가 그래서 ‘(톤 올리며 소리친

다) 그러면 결혼해요! 나한테 전화 하지 마요!’ 안 그래요, 언니! 아니 안 그

래요, 선생님? 그 사람이 여자가 결혼하니까, 내가 그래서 다시 가는 거야? 

안 그래요? 그거 무슨 뜻이, because my mother-in-law always tell me, 

‘really? you don’t back your husband? really you leave your husband? 

how if, you know that your husband is, he don’t any girl in beside, he 

not live, he not live.’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시 결혼 해요. 그 사람이. 좋

은 메느리 찾으세요. 왜 전화해서 나한테 그래? 나는 나쁜 것은 내가 나가

는 거. 그래서 내가 못 참으니까 내가 나가지. 내가 잘못했으는 거 뭐가 잘

못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을 내가 참어야 돼요?’, ‘내가, 내가 봐, 시아버

132) 이후 녹취록의 직접 인용이 아닌, 중간 삽입 인용의 경우에는 구술자의 말을 이해하

기 쉽게 번역하여 인용하기로 한다. 이들의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취록 텍스

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그 현장의 이해관계가 중요하

기 때문이다. 번역은 이와 같은 현장을 반 한 연구자의 이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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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뭐 바람폈어도 막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계속 참으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러면 어머니가 행복해요? 그런 게 그런 게 딸, 아들 아버지 행동

해는 거, 아들 아버지 행동해는 거 다 따라해잖아요. 그럼 강이도 다 그렇

게 똑같이 해요? 그런 거 싫어요! 나도. 저 혼자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싶어

요.’ 응~ 그렇게 얘기 했어요. 어머니 말 로, /중, 중, 절리한?/ 뭐지? ... 

중요한? ... (이선형: 응?) 애들, 애들 키우면, (이선형: 응) 중요한 애들, 중

요한? (이선형: 중요한? important?) 어, 아뇨, 아뇨. ... .... ... (이선형: 애

들 키우는 게 중요하면? 뭐?) 네, 중요한? (이선형: 중요하면, 중요하다, 

important?) 어, important, (이선형: 중요하면?) 어, 아니 아니. 아 잠깐만요. 

(생각 중) 훌륭한, 훌륭한, (이선형: 훌륭한~) 훌륭한 애들, 훌륭한 애들 키

우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잘해야지.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애들은 중요한? 

(이게 아닌데 표정)’ (이선형: 훌륭한) ‘훌륭한 애들 키우고 싶으면, 이런 아

빠가 같이 하면 못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선생님? 좋은 애들 grow 하면 

그런 사람이, 애들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막 그렇게 막 나

쁜 행동, 애들 뭐가, brain 안에서 뭐가 배워해요? 좋은 일이예요? 아니잖아

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항상 훌륭한 사람이 키워, 키우고 싶으면 가족 이렇게 

아빠 엄마랑 맨날 싸우면 애들도 나쁘죠. 엄마처럼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애들 너무나 king 이잖아요. (이선형: 떠받들고~) 응. King이, 이렇게 아무 

것도, 왕처럼 아무 것도 못 해는 거죠. 나는 아니 independent 사람, 그래

서 내가 마쳐야 돼요. 일곱 살 여덟 살 다~ 하는 것을 내가 내가. 왜냐면 

엄마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지? 어,

이혼 후에 시어머니는 남편이 여자가 없으면 안 된다며 나보고 다시 들어오라고 설득하였

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잘못을 모두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하는 

것처럼, 내가 남편의 폭력을 참는다면 아들이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엄마 아빠가 매

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훌륭하게 될 수 없다. 

헬렌의 절규는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남편의 폭력을 견딘 친정 

어머니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자녀를 위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삶은, 헬렌에게 애들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한 동의를 구한다. “안 그

래요, 선생님?” 헬렌은 ‘이혼’이라는 결정 앞에 속수무책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던 필

리핀의 친정 엄마와 한국의 시어머니의 결정을 정확히 그들의 논리로 뒤집는다. 그



제4장 ‘어머니 되기’의 정치학

- 211 -

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그들이 공유하는 ‘애들을 위

해서’라는 그 논리로 말이다. 이혼이 불가능했던 필리핀이나, 이혼이 법적으로는 가

능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려웠던 한국에서 여성들이 불행한 결혼생활을 감내할 수밖

에 없었던 그 이유가 헬렌에게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그 지점에서 시어머니

와 친정어머니를 설득한다.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는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힘들었던 삶을 이제는 ‘이혼’으로

라도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은 헬렌의 경우만은 아니다. 린은 부모님이 이제는 이혼을 

하길 바란다. 린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오빠의 아버지 고, 어머니의 남편으로 기억

된다. 부인을 때리는 남편이었고, 오빠의 폭력을 바로잡지 않는 아버지 다.133) 린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참고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린이 보기에 지금까지 가족의 

생계를 꾸려온 것은 온전히 어머니의 힘이었지 아버지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

다. 어머니 역시 가난 때문에 젊은 시절 가족의 반 를 무릅쓰고 한 재혼이었다. 아

버지는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두 명에 

한 지원에만 신경 썼고,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에 해서는 무신경하다. 

현재 베트남 가족의 실질적인 생계 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는 린에게 아버지는 자신

이 번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가족 돌봄과 부양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

나 있다. 

<22.1.> 부모님의 결혼 관계: 아빠의 재혼, 폭력

쩐티린: 어, 지금, 엄마 마흔은 넘어도 엄마 자꾸 때맀어요. 자꾸 때맀어요. 그

냥 참어 살아도, 그냥 아빠, 아빠가 옛날에 와이프, 오빠랑 나왔었잖아요. 

막 그냥 다 뭐 해서 다 오빠 갔잖아요. 

이선형: 그게 무슨 소리에요?

엄마가 마흔이 넘었는데도 아빠가 자꾸 엄마를 때린다.

133) 린의 인터뷰에서 린의 감정이 가장 격하게 표출되었던 순간은 바로 어린 시절 오빠한

테 맞은 기억을 이야기할 때 다(<22.4.>). 청소 안 했냐고 때리고, 청소 했냐고 때리

고, 이유 없이 자신을 때리고 못살게 구는 오빠들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

다는 린은 어릴 적 오빠가 때린 가슴이 아직까지 아프다고 했다. 오빠와 자신의 갈등

은 곧 어머니와 아버지의 갈등을 의미했고, 그것은 곧 아버지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린은 오빠의 폭력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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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처 소생인 아들 둘만 신경쓰는 아빠, 가족들을 돌보지 않음

쩐티린: 아~ 내가 아빠가, 옛날에 한 번 결혼 했어. (이선형: 음, 음) 오빠 두 

명 나와. 

이선형: 아~ 오빠 두 명 있어요?

쩐티린: 엄마가 돌아갔어. (이선형: 아~) 그냥 내가 엄마 다시 만났어. (이선형: 

아~) 내가 세 번째 딸 나왔어. (이선형: 아~) 저기 뒤에 동생, 지금 세 명이

잖아요. (이선형: 어, 어~) 그냥 오빠가 신경 안 썼어. 

이선형: 오빠가?

쩐티린: 응, 도와 해 줘도 없었어. 그냥 아빠가 맨날 돈 있어, 다 오빠 줘. (이

선형: 아~) 뭐, 뭐 해서 다 오빠 줘. 내가 네 명 뒤에, 신경 안 썼어. (이선

형: 아~) 너무 힘들었어. 엄마도 힘들어. 왜 이렇게 좀 안 좋아냐고. 애기도 

다 애기잖아요. 왜 그래냐고. 또 그냥 뭐, 말 안 좋아. 막 때리잖아요. 엄마 

힘들어요.

엄마는 재혼이었다. 아빠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명의 아들만 신경 쓰고 엄마와의 

사이에서 낳은 네 명의 아이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엄마를 계속 때렸다.

<22.3.> 오빠들

<22.4.> 어릴 적 오빠들한테 맞은 이야기: 감정의 폭발

<22.5.> 아빠한테 혼난 기억

<22.6.> 오빠들은 가족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음

<22.7.> 지금도 엄마를 때리는 아빠, 엄마는 이혼하고 싶어함

<22.8.> 나도 엄마 이혼 했으면 좋겠어요

쩐티린: 네. 내가 또 엄마 빨리 이혼, 엄마 좋겠어요. 

이선형: 음~ 이혼 했으면 좋겠어요?

쩐티린: 네. 

이선형: 빨리 그냥. 

쩐티린: 아빠 아직도 다 몰라잖아. 말도 안 들어, 뭐도 다 맨날 아빠가 잖아. 

뭐 집에 돈 땅 다 아빠, 오빠 주고 싶어잖아요. (이선형: 어~) 그냥 아직도 

몰라, 뭐 누구 집에 다 부쳐, 누구 집에 다 해줘잖아요. 다 내가 딸이잖아

요. 아빠 맨날 돈 줘서, 지금 이혼 해, 맨날 오빠 줘봐. 다음에 아빠 아파

서, 누구 해냐고. 오빠도 생각, 오빠도 한 번도 안 봐줘 같애요. (이선형: 

음~) 이렇게 다음에 아파서 그냥 뭐 나 일 못 해, 그냥 집 나와서 누구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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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이렇게 알아서 해. 내가 정말 마음 이렇게요. (린이 지금도 계속 울면

서 얘기 함) 지금 내가 다 했어잖아요. 내가 신경 안 썼어. 맨날 내가 미웠

어. 왜 이렇게 돈 안 줘. 맨날 전화 돈 달라 그랬어요. 내가 돈 어디 있어? 

내가 또 열심히 돈 벌어잖아요. 그냥 왜 이렇게 맨날 돈 자꾸 달라 그랬어

요.

나는 엄마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 아빠는 아직까지 모든 재산을 오빠한테 주고 싶어한

다. 그런데 아빠가 아플 때 오빠들은 돈을 쓰지 않고, 다 내가 쓴다.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아무도 나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 아빠는 자꾸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

흐엉에게 어머니는 중요한 생애 단계에 한 기억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흐엉의 이야기에서 결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어머니에 한 기억은 흐엉

이 자신의 삶에 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인터뷰 당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던 흐엉은 어릴 적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결정을 

어머니가 된 지금에서야 이해한다. 흐엉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어머니의 삶이 지금 현재 자신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생

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녀 위해서 사는 엄마”134)로 정리했

던 자신의 어머니의 삶에 한 평가는 흐엉 자신의 삶에 한 평가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자식의 혼사를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듯이 흐엉 역시 자신

이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로 자녀의 혼사를 들고 있다. 게다가 자신이 외국 출신이

기 때문에 더욱 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출신 부모로서 혼주

가 된다는 것, “당당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위태로운 가족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135)

<30.6.> 자식 혼사 때문에 이혼 안한다는 엄마의 말 이제야 이해 간다

쑤완흐엉: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 엄마는 워낙 너무 착하고, 아버지, … 

134) 사실 많은 구술자들에게 어머니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착한 

엄마’, ‘좋은 엄마’, ‘뭐든지 다 해주는 엄마’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135) 그러나 흐엉이 이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자녀의 혼사 때문은 아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지금까지 참고 산 세월이 억울해서

이기도 하다. 이미 남편과의 친 한 관계도 손상되었고, 남편이 경제적 부양의 의무마

저도 방기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혼을 한다 해도 흐엉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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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안 하면서, 놀면서, 우리 엄마는 계속 참고 살으는 거, 저도 이해 못했

겠어요. 엄마 왜 굳이 그렇게 참고 살아야 되는 거냐, 아버지 없어도 엄마 

혼자 키우는 거나 키우는 거 마찬가지는데, 엄마가 하는 말은 나중에 니들 

시집 갈 때 그 때는 안 좋다고. 그런 거예요. (이선형: 음~) 그래서 저도 이 

상황 부딪치면서 그런 생각 또 드는 거야. (이선형: 음~) 그래서 가끔 처음

에는 그, 뭐라지, 이혼녀 되기 싫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는데, 점점 살면서 

그래도 뭐, 나는 한국 와서 외국인이고 나중에 애들이 결혼해면서 사돈이랑 

만나서 나는 더 등등해는 자리 앉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애가 뭐 되겠

냐고. 더 참고 살아야는 거예요. 근데 참을만큼 참아야지. 어떻게냐고. 이 

상황에서. 살면서 계속 마음이 조마 조마해지. 언제는 사채 들어가서 응, 행

패 부리고, 남편은 빚 갚아야 된다고, 아니면 어느 날이는 갑자기 애 하나 

나타나서 애 아빠 이, 저기, 하고, 책임져라 하고, 어치게 할까, 그런 맘이, 

생각도 미쳐.

엄마는 너무 착해서 아버지가 일도 안하고 놀았는데도 엄마는 계속 참고 산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참고 살아야 했는지,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말이다. 엄마는 나중에 우리가 시집 갈 때 안 좋다고 그랬는데 내가 요새 

엄마 생각이 든다. 나도 나중에 애들이 결혼 할 때 사돈 앞에서 당당하고 싶어서 계속 참

고 있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사채업자가 들이닥칠지 남편의 아이가 나타날지 그런 생

각이 든다. 

2) ‘한국 엄마’보다 못한 엄마

한국 엄마의 모성 실천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좋은 엄마’의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한국 엄마들의 모성 실천 그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엄마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좋은 엄마’로 구

성될 뿐이다. 

쑤언은 자신이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을 잘 해주

지 못하고, 한국어를 잘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한

다.136) 또한 아이들의 유치원 행사에서 주눅이 드는 자신의 모습은 다른 한국 엄마

136) 실제 쑤언은 요리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 다. 시부모와 같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안일보다 농사일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반찬을 만드는 일은 쑤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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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계속 비교하게 만든다. 쑤언이 좋은 엄마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유치원 

행사에서 만나는 엄마들이다. 아이들의 생일 잔치에서 앞에 나가 생일 축하인사를 

멋지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엄마들,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에 아이의 생활과 발달 단

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묻는 엄마들, 쑤언은 그런 엄마들에 비하면 자신은 한없

이 부족하게만 느껴진다. 

<37.>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셨어요?’ 좋은 엄마요

이선형: 그, 결혼 전에, 어렸을 때, 결혼 전에 어렸을 때는 결혼해서 어떤 엄마

가 되고 싶으셨어요?

레티쑤언: 그, (웃으며) 좋은 엄마 되고 싶었어요. (웃음)

이선형: 좋은 엄마가 어떤 엄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레티쑤언: ... .... ... .... 그, ... ...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글쎄요, 잘 생각 안

나네요. (웃음) 글쎄요, 그런 생각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몰

라요. (웃음)

이선형: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레티쑤언: 네.

결혼 전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좋은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는 잘 모르겠다. 

<37.1.> 좋은 엄마예요? 아니에요!

이선형: 그럼 지금 생각하시기에, 지금 쑤언씨가 좋은 엄마인 거 같은세요, 아

닌 거 같으세요?

레티쑤언: (바로 이어서) 아니요. (웃으며) 아닌 것 같애요. 

이선형: 왜, 왜, 왜요?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다. 

<37.1.1.> 한국 엄마보다 못 하니까요, 한국어도 음식도

레티쑤언: 지금은, ... ... 저 한국엄마보다 더 못해잖아요, 저는. 

이선형: 왜, 왜, 왜요? 뭘 못해요?

레티쑤언: 아니 나이도 어리니까, 또 베트남, 그 한국의 한국의 생활도, 음식 있

잖아요. 잘 못해니까. 사실 가끔 애기들 보면 불쌍한 생각도 있어요. 다른 

몫이다. 쑤언이 시어머니한테 배운 반찬은 매운 찌개류 중심의 어른 반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요리하기 어려워하 다. 예를 들어 파프리카 같은 것이 아

이들한테 좋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요리해줘야 할지 모르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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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보다 더 못해잖아요. 

이선형: 더 못하는 게 뭐 음식요?

레티쑤언: 음식도 그렇고, 한국어 가르쳐줘도 그렇고. 

이선형: 한국말 가르쳐주는 거. 

나는 한국 엄마보다 못 해주기 때문이다. 한국 음식도 못하고 한국어도 잘 못 가르쳐준다. 

<37.2.> 유치원 행사에서 용감한 한국 엄마 보며 드는 주눅

레티쑤언: 저기, 유치원에서 가끔 행사 행사 했어요. 근데 저기 반에 다른 엄마

는 막 쪼리쪼리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겁 많고, 민망하고, 막 많이 없어

요. 그냥. 한 쪽에서. 그냥 불쌍했어요. 애기들이. 

이선형: 애기들이?

레티쑤언: 네. ‘(속으로 생각하는 말 재연) 난 왜 저러나. 난 왜 용감 없나~’ (웃

음)

유치원에서 행사 할 때 나는 겁이 많고 민망해서 말을 거의 하지 않는데 다른 엄마들은 

말을 많이 했다. 용감하지 못한 나 때문에 아이들이 불쌍했다. 

쑤언에게 “(친정)엄마는 좋은 엄마예요?”라고 물어보면, 바로 “네”라고 답한다. 쑤

언에게 친정 엄마는, “다 잘해주고, 새벽에 나가서 돈도 벌고” 그런 엄마, 좋은 엄마

다.137) 쑤언이 ‘좋은’엄마를 구성하는 데에는 현재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모성의 일면

이 투 되게 마련이다. 모성(mothering)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녀교육이 지배적인 한

국사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한국어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은 한국어를 모국어

로 하지 않는 외국 출신 어머니들에게 좌절감을 가져다준다. 분명 ‘좋은’엄마가 공부

를 잘 시키는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은 ‘좋은’ 어머니가 되기에 결정적인 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평가 

역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다. 아래 인용된 <66.3>의 화에서 보는 것처럼 쑤언은 

자신은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에서 부족하고 결핍된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137) “음, … … … (웃음) … … 저기, 저기, … 전에는 다 잘해줘요. 그 전에 학교 갈 때. 

그거 생각하면 좀 속상해죠. 엄마 새벽에 나가고. 돈 벌고. 돈, … 저 해튼, (웃으며) 

잘 몰라요.” 이렇게 시작하는 쑤언의 이야기는 쑤언의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

릴적 부모님의 고생담으로 넘어간다. 1980년  베트남 농촌 시골마을에서 자란 쑤언

의 기억 속에서 구성되는 ‘좋은’ 엄마는 노동하는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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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좋은 엄마 요건은 사랑 많이 주는 엄마

이선형: 아, 그럼 그거 때문에 계속 좋은 엄마가 아닌 거 같애요?

레티쑤언: 네, 그게. (웃음)

이선형: 그러면, 저기, 쑤언씨 생각하기에 좋은 엄마는 아이한테 공부를 잘 가

르쳐 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 같애요?

레티쑤언: 그거도 아니고. 꼭 그거는 아니고. 어떻게, 사랑 어떻게, … … 사랑 

많이~ 해 주고, … 어떻게 다 잘 해주면 좋은 엄마 같은,

이선형: 그러면 쑤언씨는? 좋은 엄마 같애요?

레티쑤언: (웃으며) 자신 없네요. (웃음)

이선형: 자신 없어요?

레티쑤언: 네. 

이선형: 그래도 지금 와서 애들이랑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좋은 엄마 같

은데?

레티쑤언: (웃음)

이선형: 근데 자신이 없어요?

레티쑤언: 글쎄요. (웃음)

이선형: 아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웃음)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쳐 주는 것 때문에]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다. 공부 가르쳐주는 엄

마가 좋은 엄마는 아니고 사랑을 많이 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이지만, 자신이 없다. 

<66.3.> 저는 좋은 엄마 같은데 보는 사람이

레티쑤언: … 저헌 테는, 좋은 엄마 같은데, 혹시 보는 사람이, (이: 음) 그게 

중요하죠. (웃음)

이선형: 아, 보는 사람 말고, 보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쑤언씨가 자신이 생각하

기에 어떤 거 같애요?

레티쑤언: 음, (웃음) 중간 같은데요. (웃음)

이선형: 어? 중간~

레티쑤언: 네. 

이선형: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는구나. 

레티쑤언: (웃음)

나는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이 그렇게 안 볼 것 같다. 

‘좋은’ 어머니의 요건에서 한국어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우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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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머니가 우려하는 것 보다 한국어 습득 능력이 뛰어나다. 어린이집, 또래 친

구, 학교 등 충분한 한국어 사용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쑤언의 두 아들

들은 또래의 한국어 사용과 비교해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쑤언이 걱정하는 것

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때 그

것의 원인을 베트남 출신 엄마의 탓으로 돌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다.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매를 둔 안젤라가 자신을 ‘좋은 엄마’가 아니

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젤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TESOL 자격증을 취득하여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와 친구의 

어 과외를 해 주는 등 학습지도를 못하는 엄마가 아니다. 딸아이도 성취동기가 높

은데다가 어, 중국어까지 섭렵하는 모범생이다.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할 뿐만 아니

라 어머니를 이해하고 위로한다. 딸아이는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아서 해결한다. 

<18.> [이선형 질문] 좋은 엄마예요? 공부를 못 봐줘서 좋은 엄마 아니에요

이선형: and then, I want to know if you, I want to know you think you 

are a good mother or not. 

안젤라: (차분한 목소리) I’m not good mother. 

이선형: why~

안젤라: ① because I cannot teach my children to their homework, I’m, I 

was very sad. Because it’s my, in Philippine, parents, usually mother, 

their duties is to teach help them to their homework in the school, but 

only, I can teach only in English, but mostly some I cannot. So I saw, 

지산이, ‘(징징 는) 아~ 이거 어떡해~’, but 지윤이, ‘you wait me! 이거 먼

저 내 숙제, 숙제 다 하면 내가 가르쳐주까’ 이렇게, ‘아니~ 지금해, 지금해, 

나 게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근데 엄마 가르쳐 주까?’, ‘왜 안 가르쳐, 왜

에~’, ‘어떻게 나 몰라 이거~’ (웃음) 그, 내가 I’m very sad. I say, sorry, 

I’m sorry I cannot teach you. I don’t know that Korean, it’s difficult. So 

I’m very sad. So sometimes I regret, ‘why I marry Korean~’ because of 

that situation. I should marry American or Filipino, maybe these two. I 

don’t know this, so I say sorry 지산이 지윤이. ② But 지윤이 say, ‘don’t 

sorry mom. Don’t say sorry, I will study hard by myself, I will teach 지

산이.’ 이렇게, 지윤이. So I was crying, not see. (지윤이가 안 보이게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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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제스처) ‘엄마~’, 아냐, ‘I was showing(?), I’m sleepy’ (웃음) 지윤이 

don’t want me cry. ‘엄마~ 울지마, 내가 공부해, 열심히 해, 내가 가르쳐 

줘 지산이’, 근데 but it’s my responsibility to teach 지산이, but how can 

I teach, that’s my problem. ③ So I told to my husband, ‘다른 일 있어 

보고, 이거 밤 일해는 안 된 . 지산이 우리 애들이 가르쳐 해’, ah, before, 

when before we married, I have conditions for him, I say, ‘if I marry to 

you’, at first time I think, if we get baby, and they grown up, how can 

I teach her? I don’t know Korean, the Korean is difficult. But my 

husband although one to teach, but my husband 약속이 안 했어요. So 

that’s why if my husband, my children, saw they suffered of their 

homework, they don’t know, they are crying. I was also [crying], so 

‘ah~ why I married,’ sometime I say like that to me. But 지윤이 say, ‘걱

정하지마, 엄마. 내가 가르쳐 지산이’, but 지산이 want to do also first. 

But 지윤이 want to finish her homework first, after 지산이. 

이선형: do you think what’s the most important duty of mother, usually?

안젤라: ④ it’s, uh, first, I want to teach her when it comes homework, I 

want to teach her, because specially 지산이 and 지윤이. Some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지윤이가 몰라요. (이선형: 음, 음) 그니까 I call to my 

husband and my husband always didn’t answering. So 그냥 이렇게, 지윤

아. 선생님 이야기 해. ‘선생님 이거 정말 몰라요. 내 엄마가 한국말을 몰라

요’ 이렇게 진짜 네가 선생님이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했어? ‘네’, 그러니까 

지윤이 지금 3학년 4반 이야기해서, ‘선생님~’ 이렇게 해요.

이선형: 선생님한테 설명해 달라고,

안젤라: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윤아~ 어떻게 하면은, 그 선생님 가르쳐, 지

윤이’ 네. 그 지산이도 돼요. 뭐 문제, 숙제가 그 한국말 어려워요. (웃음) 

지산이가, 지윤이는 또 괜찮아요. 어~ 친구가 많아 있어요. 전화했어요. ‘그 

이거 뭐니? 몇 번 이게?’, ‘아~’ 가르쳐 있어요. 근데 너는 이거 나도 해도 

몰라요, 또 change, 바꾸 바꿔요. 근데 지산이는 친구가 엄마는 옆에 있어, 

전화는 밤에 안 된 요. 그러니까 지윤이는 가르쳐요.

①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다.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슬

프다. 필리핀에서는 아이들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엄마 일이다. 그런데 나는 아이

들 영어만 가르칠 수 있다. 아들인 지산이가 숙제를 어려워하면, 딸인 지윤이가 자기 숙

제를 다 하고 가르쳐 준다. 그럴 때는 내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된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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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람이나 필리핀 사람과 결혼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 지산이와 지윤이한테 미안하다. 

② 그런데 지윤이는 “엄마, 미안해하지 마요. 내가 혼자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지산이는 

내가 가르칠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 지윤이가 보지 않게 자는 척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지윤이가 “엄마, 울지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지산이 가르져출게”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데 지산이를 가르치는 것은 내 일이다. ③ 그래서 남편에게 “다른 일 하고 밤에는 애

들을, 지산이 좀 가르쳐 주라”고 말을 했다. 결혼 전에도 나는 남편에게 내가 나중에 아이

를 낳으면 한국말을 못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걱정했다. 그 때도 남편은 자

신이 가르치면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지산이가 숙제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울게 

되면 나도 그냥 울고, 지윤이가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산이는 내가 가르치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④ 지윤이는 모르는 것이 나오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봐서 해

결하라고 했다. 

3) 아이를 버리지 않는 엄마

앞서 살펴보았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생존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언제든 아이를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이같은 취약함은 ‘좋은 

엄마’의 요건에 아이들과 함께 있어준다는 항목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를 베트남에 보내고 한국에 혼자 돌아왔을 때, 남편과 시아버

지가 아이를 찾으러 베트남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켜낸 린은 자신이 ‘베트남 

엄마’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 다. 린이 말하는 ‘베트남 엄마’는 이혼 시 아이를 

남편에게 “버리는” 한국 엄마와 달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도 아이를 절 로 포기하

지 않는 강인한 모성을 가진 엄마로 구성된다. 

<31.3.> 이혼해도 아이 버리는 한국 엄마와 달라, 난 베트남 엄마

쩐티린: 아, 저기 한국 엄마가 이혼해서 애기 그냥 버려 막 키우해지 않아잖아

요. (이선형: 음~) 너무 힘들어, 돈 벌어 때문에. 그냥 키우해지 않아잖아요. 

그냥 내가 애기 꼭 키우해야잖아요. 돈 없어도 시집에 돈 안 줘도, 그냥 내

가 애기 꼭 키우해야는데. (이선형: 음~) 너무 힘들어도 열심히 일해, 돈 벌

어, 애기 키우해야하는데. 엄마, 베트남 엄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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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아~ 그게 베트남 엄마 같애요?

쩐티린: 네~

이선형: 아~ 한국 엄마들은 이혼 했을 때, 힘들고 막 그러면, 

쩐티린: 네~ 애기 안 봐줘요. 

이선형: 안 봐 주고 그러니까. 

쩐티린: 네. 

이선형: 그러면 베트남 엄마인 게 더 좋아요?

쩐티린: 네, 더 좋아요. 

이선형: 한국 엄마인거 보다. 

한국 엄마는 이혼 할 때 아이를 버리지 무조건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 돈 버는 것이 힘들

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아기를 꼭 키워야 한다. 돈이 

없어도 시집에서 돈을 안 줘도 내가 꼭 아기를 키워야 한다. 나는 힘들어도 열심히 일해

서 돈 벌어 아이를 키우는 베트남 엄마이다. 

린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는 타잉 역시 ‘좋은 엄마’가 어떤 엄마인

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든 일이 있어도 딸을 버리지 않는 것을 주요한 조건으로 언급

한다. 어린시절 타잉의 어머니가 가난해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타잉 역

시 이혼 후 힘들게 살 것이 분명해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 아이를 남편에게 주

지 않고 자신이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이 ‘좋은 엄마’인 중요한 이유다. 

타잉은 아이의 양육 환경에 해서 다각도로 고민한다. 한편에서는 딸이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딸이 겪어야 할 사회적 고통

은 계속 걱정이 된다. 딸의 성장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에 한 고

려 속에서 딸의 양육을 결정한 타잉에게 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자신

이 ‘좋은 엄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타잉이 현재 자신의 모성실천에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주야간 교 로 인

하여 딸아이와 함께 놀아줄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친정어머니가 

딸의 주양육자로서 딸과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정작 엄마인 자신은 딸과 놀이터에도 

한 번 같이 못 나가는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타잉은 딸아이가 백일 무렵 

베트남에 보내 친정 어머니에게 초기 양육기의 도움을 받았고, 아이가 세 살 되던 해

에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같이 와서 지금까지 주 양육자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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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이같은 양육 환경은 이혼 후 딸 아이의 양육비를 벌어야 하는 사람이 타

잉이어야했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와 경제적 부양과 돌봄 노동에 한 분업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당분간 타잉과 친정 어머니 사이에 이같은 노동 분업은 피할 수 없

을 것이다. 타잉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딸아이와 놀아주지 못해서 

‘나쁜 엄마’라는 사실은 자신의 모성 평가에서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다.

<50.> [이선형 질문] 좋은 엄마예요?

이선형: 음~ 그, 타잉이 이렇게 보기에, 좋은 엄마인 거 같으세요?

응옥타잉: 음, 좋은 엄마요? … (웃으며 작게 뭐라고 함)

이선형: 좋은 엄마인거 같애요?

응옥타잉: 저도 몰라요. (웃음)

이선형: 아이, 한 번 생각해 봐요. (웃음)

내가 좋은 엄마인지는 잘 모르겠다. 

<50.1.> ‘좋은 엄마’가 불러일으키는 상념

응옥타잉: 어, 어떤 사람인데, 근데 원래 그래요. 우리 엄마도 우리도 힘들게 키

우 힘들지만, 엄마도 안 버려잖아요. (이선형: 응, 응, 응) 또 내가 딸 하나 

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또. 근데 옛날에 애기 아빠가 ‘너, 나한테 딸 줘. 

너 만약에 너 또 결혼 해. 그렇게 또 애기도 낳을 수 있잖아’ 근데 자기가 

애기가 낳을 수 없어 같애요, 그렇게. ‘나한테 딸 줘’, ‘안 줘! 못 줘!’, ‘뭐가, 

근데 잘 키우면 내 주께’ 근데 맨날 술 먹고, (이선형: 음~) 근데 애기가 여

자 잖아요. 근데 아빠 그러면 그리고, 또 슬프고. 엄마 같이 저 같이도 힘들

지만, 이게 더 나아요. 애기가. (이선형: 음~) 근데 만약에, 저 이런 것도 걱

정 됐어요. 저, 외국 엄마니까. (이선형: 음~) 근데 걔가 학교 가면, 다른 사

람이 그렇게도 챙피하게 있어요. (이선형: 음, 음) ‘아~ 쟤가 외국 엄마야~ 

한국 말 못 해. 이거 같이 놀지 마’ 그런 것도 있어요. (이선형: 음, 음) 왜

냐면 다른 언니들 지금, 애기가 아홉 살 돼요. 아홉 살 됐어요. (이선형: 음, 

음) 그 말을 잘 하잖아요. 근데 와서, ‘엄마, 왜 엄마가 한국 말 몰라요? 엄

마가 한국말 알아야 돼요, 왜 한국말 몰라요?’ (이선형: 음~) 그게 마음에 아

프는 거죠. 

우리 엄마도 우리를 힘들게 키웠지만 버리지 않았다. 예전에 남편이 나는 결혼하면 또 딸

을 낳을 수 있지만 남편은 힘드니까 딸을 달라,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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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았다. 딸이라서 더 내가 키우는 것이 낫다.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아기한테는 이

렇게 엄마랑 사는 것이 낫다. 하지만 외국 엄마라서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이혼을 경험한 헬렌에게 아이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자신이 ‘좋은 엄

마’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헬렌이 이혼 과정에서 두 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기까

지는 그야말로 힘겨운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혼 시 헬렌이 양육자로 인정이 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혼 후 첫째인 딸아이를 헬렌에게 주지 않았다. 남편은 딸아

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절 로 아이를 인도하지 말 것을 부탁하여 헬렌이 

딸아이에게 접근할 수도 없었다. 이혼 후 한 달이 넘도록 헬렌은 서울의 쉼터에서 

아들과 지내다가 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자녀인도에 관한 이행명령제도를 활

용하여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138) 헬렌은 실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하여 모든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죠~”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은 헬렌의 이혼 과정이 바로 자신이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3.2.> [이선형 질문] 좋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항상 아이들과 같이 있

고,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엄마

이선형: 아유~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어쨌든 그러면 헬렌은 헬렌이 

좋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헬렌: 저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죠~

이선형: 어떤 면에서?

헬렌: 음~ 제가 애들 왜 키우, 키우는 맘이 있으냐면, 내가 애들, 제가 애들 엄

마기 때문에 무슨 일 있어도 내가 항상 애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

서도, 힘들어서도 엄마가 있으면 중요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기, 임신 때, 

애기 때, 엄마가 애들 내가 애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항상이 있으는 거예

요. 그리고 내가 좋은 길, future 다~ I want to give, but really in this 

time, 나는 없어요, 없었지만, 내가 공부, 지금이 가는 거는 공부 열심히 하

고, 좋은 일 잡으면은 저도, 애들 모가 모가 하고 싶은 거, 언제까지도 갈, 

138)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당시 남편은 딸아이를 인도하는 신 헬렌이 남편에게 어떤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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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랑 갈 수 있으는 것을 제가 힘들어도 그렇게. 

이선형: 지금 힘들어도 지금 가서 애들이랑 가서 이걸 배우면, 더 좋은 미래로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엄마이다. 힘들어도 아이들과 같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미

래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좋은 엄마다. 

루시 역시 자신을 ‘좋은 엄마(good mother)’로 부르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 남편과

의 별거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루시가 남편과 상관없이 어머니가 되기로 결

정할 때부터 루시는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해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루시가 자신을 ‘좋은 엄마’라고 평가할 때 그 핵심 역시 자신은 절 로 아들을 떠나

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4.4.> ‘좋은 엄마’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이선형: what does it mean ‘good’, when you are saying, ‘I’m a good 

mother’?

루시: ok, I’m a good mother, because I just direct, I’m a good mother 

because I never leave my son. That’s it. I’m a good, because I never 

leave him. I never leave him with his father or with his dad’s family. 

Even though I, I know that, I knew it,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is 

very hard to raise son in Korea. BUT I, I, I, I stayed. I stand in it. I 

stand for it. Ok, I can, I can take care of my son just with me.

내가 좋은 엄마인 이유는 나는 절대로 아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들을 남편

이나 남편 가족에게 주지 않았다. 비록 한국에서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처음부터 알았지만, 나는 그것을 견뎌냈다. 나 혼자서 아들을 키울 수 있었다. 

린, 타잉, 헬렌, 루시가 이혼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좋은 엄마’인 이유로 들었다면, 숙은 이와

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좋은 엄마’의 요건을 구성한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을 양육자

로 지정한 것에 해서 숙은 큰 후회를 하지 않았다. 숙이 자신을 ‘좋은 엄마’라

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아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이혼으

로 인해 아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부각된다.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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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보듯이 숙은 자신이 아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야기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꺼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해서 숙의 내면에서 일고 있는 

저항이다. 안정적인 가정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외부의 시선에서 평가를 내려보지만 그것은 숙의 입장은 아닌 것이다. 그 뒤에 길

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혼 한 외국여자”로서 받아야 했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시

선에 한 고발이다. 국제결혼 한 여성들은 남편이 “남편이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

문에 어떤 폭력에도 참아야 하는 존재이며, 만일 이혼을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29.> [이선형 질문]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책임감이 없고 이기

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선형: 어~ 아유 그러시구나. 근데 그 아까 이 궁금한게, 왜 좋은 엄마가 아닌

신 거 같다시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그거 때문에요?

박 숙: 그렇죠. 부모라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애한테 아무래도, ... .... 

그, ... ... ... 아, 그, 뭐지, 안정적인, ... ... 그, 가정을, 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의무, ... ...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 그러니까 지금겉은 

경우는 막 이게 책임감이 없다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솔직히. 

이선형: 누가요?

부모라면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주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29.1.> 외국 여자의 이혼 자체를 나쁘게 보는 한국 사람들, 남자가 돈 들여 

데리고 왔는데 참고 살아야지

박 숙: (웃으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외국 여자가 이혼 했다는 그것 자체가 벌써 나쁜 여자라고 그러드라구요. 

(이선형: 음~) 네, 거의. 그래요. 이혼 했다 그러면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 해가지고, 이혼해도 있잖아요, 남편이 때리든지 뭐 어

떻게 해서 이혼해도, 여자가 잘못 했다고 생각해요. (이선형: 음~) 네. 

이선형: 그런 느낌이 막 들으세요?

박 숙: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제 잘 몰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거

의 부분 그러드라구요. (이선형: 어~) 그러니까 그 남자분도 그렇고, 그러

니까 이게 여자를 돈 주고 델꼬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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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어~ 남자가 응, 돈 많

이 들여가지고 데꼬 왔는데, 응, 그럼 참고 살아야지 않는가하고. 응.

한국 사람들 중에 외국 여자가 이혼한 것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외국 여

자는 무조건 참아야하고, 돈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9.2.> 회사에서 이혼 한 것은 비 로 함

이선형: 음~ 그러면 여기서 이혼 하셨다는 거를 별로 말씀, 

박 숙: 안 해죠. 지금 회사에서도 (웃으며) 노처녀인줄 알아요. 

이선형: 그러시구나. 

박 숙: 얘기를 안 하니까. 본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짐작해죠. 이 나이에 

설마 결혼 안 했을까. 돌싱일거 겉다고 짐작은 하는데, 내가 아니다고 하니

까. (웃음) 그러니까 이게 회사 생활 할라니까, 본인아니게 거짓말치게 되드

라구요. 

이선형: 아, 그럼 지금 회사에서는 그러면 노처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는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29.3.> 잘먹고 잘사는 이혼한 외국여자에 한 안 좋은 시선

박 숙: 네. 전에는 막 이렇게 시청 겉은데 다닐 때는 제가 돌싱이라고 처음에

는 몰르고 얘기 했다가, 네. 

이선형: 그게 좀 안 좋았,

박 숙: 네, 엄청~ 안 좋았어요. 

이선형: 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안 좋아요?

박 숙: 그니까 일단 아줌마들이 나쁜 여자라고, 음. 

이선형: 그러면 일단 돌싱인데, 외국인, 외국에서 국제결혼 했는데 돌싱인 것까

지 합쳐져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이혼했다고 그런 거예요?

박 숙: 외국여자니까. (이선형: 아~) 외국여자인데다가 이혼을 했으니까, 그렇

죠. 그리고 겉으로 보면 잘먹고 잘사니까. (웃음) 네. 그러잖아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국제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잘지내는 나를 보고 아줌마들이 나쁜여

자라고 했다. 

<29.4.> 쫓겨나듯이 이혼당하는 이주여성들에 비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조선족은 상황이 나은 편

박 숙: 다른 외국 그 여자들은 이렇게 이혼 해면, 엄청 힘들거든요. (이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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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네. 근데 노숙생활 하는 것처럼 엄청 힘들거든요. 뭐 그 사글세 백만

원짜리, 그 (이선형: 그래요~) 백에 십만원인가, 십오만원짜리, 거의 십오만

원에서 이십만원 할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포겉은 경우는 친척들이 많잖아요. (이선형: 아~) 네. 

그러니까 도와주는 데가 많으니까, 그나마 좀 낫죠. 

이선형: 음~ 일단 처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박 숙: 그니까,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네 좀 낫죠. 걔네들

보다는. 근데 걔네는 도움을 못 받잖아요. 친정부모 초청도 하기가 어려워

요. 이혼 당해면, 거의 추방 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선형: (작은 소리로) 

음, 음, 그렇더라구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선형: 불안하고) 졸지에 

불법 체류자가 되더라구요. (웃음) 걔네는. (이선형: 네, 많아요) 네, 너무 진

짜, (이선형: 어이 없어요) 불쌍 하더라구요. (이선형: 완전 너무 어이없어

요.) 와 가지고 남편한테 그거 핸 것도 불쌍한데, 애까지 띳기고, 응, 뭐, 쫓

겨나, 그러니까 거의 맨발로 이렇게 도망나오든지 쫓겨나오는 경우가 있더

라구요. (이선형: 맞아요) 나 그렇게까지 그런 줄은 몰랐어요. (이선형: 음~) 

차별은 있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줄은 몰랐어요. (이선형: 음~) 

네. 그런데 외국인 센타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고 듣고, 네.

이혼 후에 조선족은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보다는 상황

이 낫다. 

안정적인 가정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은 숙 자

신의 입장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이다. 숙은 2차 인터뷰 말미에서 ‘좋은 엄마’는 자

신감 있는 엄마로 이야기 된다. 숙이 ‘좋은 엄마’의 요건으로 일하는 엄마, 자신감 

있는 엄마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그에 앞서 여동생에 한 평가와 연결된다. 

숙이 보기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두 명의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여동생은 ‘좋은 

엄마’다.139)

 

<64.1.> 좋은 엄마의 기준은 자신감 있는 엄마

이선형: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숙씨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좋은 엄마란 어

139) ‘좋은 엄마’의 기준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은, “<64.> [이선형 질문] 여동생은 좋은 엄마? 

복이 좀 더 있고, 동네의 자랑, 학 간 동생”으로 열심히 사는 동생에 한 부러움 

섞인 칭찬의 이야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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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좋은 엄마다 딱 들었을 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

인거 같으세요?

박 숙: 자신감 있는 엄마가, 네, 최곤거 같애요. (이선형: 자신감 있는 엄마가) 

네. 그니까 직장여성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음, 그런 거 같애요. [ … ] 사실

은 집에 있는 엄마가 뭐, … 원래는 뭐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

안 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엄마들이 뭐, 집안일 밖에일 다 하잖아

요. (이선형: 그렇죠) 슈퍼맘이다잖아요, 슈퍼맘. 그러니까 엄마들이 단핸 

거 같애요. 아무래도 애핸테도 이게 자신감 있는 엄마해고, 그냥 집에서, 집

에 있으면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아무래도 쳐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엄마보

다는, 더 나은 거 같더라구요. 근데 뭐, … …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지만, 

직장 다니면 애한태 뭐 신경 뭐, 얼마나 쓰겠는가고, 근데, 집에 있는다고 

많이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에 있는다고 또 응, 애한테 너무 올인해도, 

응, 안 좋은 거 같애요.

아이에게 좋은 엄마란 자신감 있는 엄마다. 집에만 있으면 관리도 안 되고 직장 여성이 

멋있어 보인다. 직장 다니면 아이한테 신경을 못 쓴다고 하지만 아이한테 너무 올인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다.

숙이 자신의 동생 이야기를 통해서 ‘일하는 멋진 엄마’를 좋은 엄마로 이야기하

는 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한 평가 속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숙은 아이를 직

접 양육하지 않지만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매 순간 자신의 삶

의 가치관을 점검한다. 숙은 주변에서 이혼 후 돈을 벌기 위해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많이 보았다. 이주여성 뿐 아니라 한국인 여성의 경우에도 이혼 후 여성들

은 경제적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직종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숙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신감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다른 

삶의 가치관을 내세우는 것을 역설한다. 숙이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 ‘봉사’는 돈으

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표적인 사례이다. 

<29.6.> 다시 들어가야되나 생각하다가.. 애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기 위

해 최선을 다할 뿐

박 숙: 그렇죠. 애를 위해서. 도로 들어가야 되나. 생각을 해죠, 솔직히. 근데, 

... ... 이제는 어차피 저지른, ... 일이니까, 그냥, 애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안 될라고. (이선형: 음~) 음.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그냥 노력할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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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죠. 그냥.

아이를 위해서 남편과 재결합을 해야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아이한테 부끄

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한다.

<29.7.> 부끄럽지 않은 엄마는 법을 지키고 나쁜 길로 가지 않는 것

이선형: 그럼 애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박 숙: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 ... 열심히 사는 거죠. 네. 열심히 그냥. ... 

법을 지키면서. (같이 크게 웃음)

이선형: (웃으면서) 법을 안 지키는 게 뭐가 있다고. 

박 숙: 법을 지키면서. 음. ...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도 다니고, 음. 그리고 뭐, 

... .... 음, 웬만하면 그러니까 나쁜 길로 안 갈라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쩝.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면, 이게 나쁜길로도 가잖아요. 

이선형: 그렇죠. 

박 숙: 네. 그러니까 그런데로 안 빠질라고, 많이 노력을 하죠. 

이선형: 그 때 아이가, 아이 생각에 더 그런 게 더 많이 드시는 거죠?

박 숙: 그렇죠. 

이선형: 아이 때문에. 

박 숙: 그런 생각 할 때는 내가 좀, 옛날 분들이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음, 일단은, 음, 나부터 살고보자 그런 생각 많이 하기 때문

에, 애는 좀, 음.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는 나쁜일을 하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29.8.> 이혼 후 돈 벌기 위해 아무일이나 하는 사람들, 나쁜길로 가는 사람들

박 숙: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해요, 보면. 음. 돈을 많이 있으

면, 음. 그래가지고 이혼 한 경우, 막, 돈을 많이 쫓더라구요. 

이선형: 음~ 무조건 일단 돈이나 벌자. 

박 숙: 네. 돈이 있으면, 그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덜 그니까, 그 (이선형: 무시

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응, 그리고 돈이 있어야 내 자식, 응, 이렇게 

더, 그니까, 잘 살 수 있다, 음. 그런게 좀.

이선형: 돈이 최고다. 

박 숙: 네, 그게 강해지더라구요. 

이선형: 다 필요 없고 돈만 벌면 된다는

박 숙: 이혼하는 경우, 이혼 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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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더 돈 많이 준다면, 이런 거 다 가리지 

않고, 직종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거죠. 

박 숙: 네, 그렇죠. 근데 그거, 그거는 외국 여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더라구요. 

(이선형: 한국여자들도) 한국 엄마들도 보면, 그러드라구요. 어떤 엄마들은 

보면 애를 위해서 뭐, 네, 그, 

이선형: 성매매도 하고.

박 숙: 네. 

이선형: 술집에도 나가고. 

박 숙: 네, 네. 거기는 돈 많이 주니까. (이선형: 그렇죠) 뭐 애 학 보내고 

유학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선형: 음, 음) 네.

이혼 후 돈을 벌기 위해 직종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다.

아래의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숙이 자신의 모성을 의미화하고 있는 측면은 물질

적인 측면보다는 도덕적인 측면이다. 아들에게 돈을 물려주기 보다는 숙 스스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30.1.> 삶의 가치관의 변화: 돈, 돈, 돈 하는 삶보다는 의미있는 삶을 살고 싶

더라

박 숙: 철학, 신념? 음, ... ... ... ... ... .... ... 내가, ... ... 막 돈, 돈, 돈, 

하면서 (웃음) 사는 것 보다는,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게 되더라구요. 

근데 지금 그게, ... ... 맞는 건지는 잘 몰르겠어요. 아직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 애한테, 더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그, ...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남을 도우면서 사는게 내 애한테 더 도움이 되

는, (이선형: 음~ 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 한테도 그러

니까, ... ... 돈, 권력보다는 인간, 한 인간으로서, 음, 주변을 둘러, 둘러 보

면서 살 수 있는, 응, 그니까, ... ... 저울을, 저울질 하는 거죠. 어떻게 살

았으면 좋겠는가고. 음. 성공, (이선형: 성공, 출세, 돈, 이런 것일지) 네, 그

런 거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이선형: 더 가치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그게 내가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가야, 선택해고 

가야 할 길이고, 내 자식이 나중에 그니까, 응, 그, ... 본보기? (이선형: 

응~) 그게 될 거 같기도 같고.

돈을 쫓는 삶보다는 의미있는 삶을 살고 있다. 아들이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삶보다는 주

변을 둘러보면서 살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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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

흐엉이 자신을 ‘좋은 엄마’라고 평가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것 역시 자신에 한 

도덕적 평가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흐엉은 자신이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적

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쁜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늘 최선을 다

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건데 자신은 ‘좋은 엄마’인 것이다. 흐엉은 자신이 ‘좋은 엄

마’이기는 하지만 ‘좋은 며느리’는 아니라는 점을 바로 이어 얘기한다. 흐엉은 자신의 

모성에 한 평가에 있어서는 자신의 평가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있어서도 

자신이 있다. “허수아비”남편과 살면서 “미혼모”처럼 경제적 부양과 아이들 돌봄을 모

두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며느리’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외부의 입장

에서 자신의 역할에 한 평가를 할 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항목이

다. 흐엉은 자신이 ‘좋은 엄마’인가라는 평가를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 즉 아내, 어

머니,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한 평가로 받아들인다. 

<42.> [이선형 질문] 좋은 엄마,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나쁜 엄마라는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이선형: 음, 그렇구나. 좋은 엄마인 거 같으세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 볼 

때, 나는? 나는 좋은 엄마인가? 

쑤완흐엉: 음, 저는, 저 진짜 저 자신은, 과장하는 아니고, 진짜 저 최선을 다해

서 사니까, … … (이선형: 좋은 엄마 같애요?) 응. 한번이라도 양심이나 뭐 

하는 말, 뭐 나쁜 엄마는 생각 없었어요.

이선형: 음, 한번도. 

쑤완흐엉: 응, 

이선형: 그러니까 나는 내가 손을 얹고 생각해도 나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거기 때문에, 

쑤완흐엉: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는 거고, 물론이는 좋은 엄마는 거는 좀 빠지

지. 항상 이런 시간, 늦게까지 애 챙겨야 되는데, (같이 웃음) 못 하는 거 

사실이지만, 근데 다 애 위해서. 그래도 보는 시간 만큼이는, 짧은 시간 애

들을, (갖다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애들 어떻게 하는지 강하게 하는데, 하

하하 (웃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항상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한 번도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엄마

는 아니다.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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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시 에 잘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유 있어요

쑤완흐엉: 다른 사람, 선생님 그렇지만, 다른 사람 저 나뻐 볼 수 있잖아요. (이

선형: 아유~) 남편, 시 , 시 이는 애 보고 저는 시 이 연락 잘 안 하니

까. 연락도 해 봤자 뭐 하겠어요? 옛날에 남편, 외박하면, 제가 얘기 했잖

아, 그 뭐라 하는지 알아? 여기 자고 있다는 거야. 분명히 남편은 저기, (이

선형: 딴 데 있는데) 딴 데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시누들이 그렇게 카

바해 준거야. 그런데 점점이 사람이 싫어지고, (이선형: 그렇죠) 입을 닫니까 

저도 말 안하고, 민희보고 고모한테 얘기하라고. 고모 뭐라 하는지 알아? 민

희야, 네가 공부에나 신경써라. 그 일은 신경쓰지 말고. 네 엄마 알아서 살 

거다. 

이선형: 진짜? 어~ 아유, 그러게. 

쑤완흐엉: 그래, 뭔가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시 은 아, 남편 어디 가는지 

알구나. 딱 느끼는 거지. 어디 갔냐, 언제 가냐, 안 물어보고. (이선형: 어~) 

답이 나오잖아. (웃음) 

이선형: 그러면 지금 흐엉씨는 거의 혼자 키우시는 거나 다름 없어요. 혼자 키

우는 거잖아요.

쑤완흐엉: 저 몇 년 내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선형: 어, 몇 년 내내. 

쑤완흐엉: 애 날때도, 애 아플때도, 혼자 병원가고, (이선형: 애 아플 때도) … 

… 해튼간에 남편은 허수아비야. 

물론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 주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무책임한 허

수아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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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돌봄 네트워크의 초국적 배치

5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머니로서 수행하는 모성실천(mothering)의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전지구적 이주의 여성화는 본국에 자녀를 두고 이주하여 해외 중산

층 가족의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들의 등장을 

가져왔다. 북미 지역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남미 가사 노동자의 모성, 필리

핀 출신의 가사노동자들이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지에서 수행하는 모성에 한 

연구들은 ‘초국적 모성(transnational motherhood)’과 돌봄 노동의 국제적 분업(Glenn 

1992, Sassen, 1994; Hondagneu-Sotelo and Avila, 1997; 파레냐스, 2009[2001])을 주

목하게 만들었다. 기혼 여성의 이주는 본국에 남겨진 가족의 돌봄 공백을 발생시키

고, 이 돌봄을 메우기 위해 친족 및 다른 돌봄 노동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돌봄 

연쇄(care chain)(Hochschild, 2002)가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되는 한국결혼이주여성의 모성실천에서는 기존의 이주연구에서 

발전시켜 온 초국적 모성과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 이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주 이후 구성한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국, 즉 친정가족

이 동원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

이주나 재혼여성의 결혼이주에서 초국적 모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

한 구술자들은 이혼 및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돌봄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본국 가족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돌봄 네트워크의 배치 양상은 

한국의 사회적 재생산 시스템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임과 동시에 기존의 시스템에

서마저도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140)

140) 이것은 이주노동자에 한 정책과의 상 적 비교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한 

정책적 지원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일 뿐 실제 여성들의 모성실천에서 발생하는 문제

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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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출신국가 본국과의 연계 및 자매의 결혼이주

안젤라 필리핀
한국에 온 여동생에게 결혼 권유, 일 년에 두 번 정도 필리핀에 돈을 보냄, 매달 

보내는 것은 남편이 반대하며, 안젤라는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보내고 싶음

루시 필리핀
여동생 없음, 가족처럼 같이 자란 이모와 외삼촌의 아이들에게 선물과 학비 등을 
적극 지원해 왔음. 필리핀에 자주 방문하며, 현재 아들도 필리핀에서 이모와 살고 

있음. 

제1절 초국적 가족의 형성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결혼으로 구성한 한국에서

의 가족뿐만 아니라 본국의 출신 가족과 맺고 있는 관계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 중요

하다. 1절에서는 다른 자매들의 결혼이주로 인하여 초국적 가족을 형성하게 된 이야

기를 다룬다. 전통적으로 가족 및 친족 네트워크는 이주의 주요한 통로가 되어왔다

(Castle and Miller, 2003). 이주에 한 신고전주의적 설명, 즉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이주를 보기 위해서 가족 및 이주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중범위 수준의 연구에서 가족은 중요한 관심을 받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의 이야기에서도 다른 가족원들의 이주는 모두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

의 경우 가족 및 친족의 이주가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베트남 및 필리핀 출신의 

여성들에게서도 가족들의 결혼 이주 및 노동 이주가 발견되었다. 아래의 표는 본 연

구에 참여한 여성들의 자매의 결혼이주와 본국과의 연계 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자매들의 연쇄적인 결혼이주를 통한 초국적 가족의 형성은 여성 이주민의 유입 통

로로서 노동 이주보다 결혼이주에 해서 좀 더 유연한 한국 정부의 가부장적 이주 

정책의 효과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 중심의 친족망을 새

롭게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중국 조선족과 달리 가족의 연쇄이주가 활발하

지 않은 필리핀 여성과 베트남 여성에게 자매의 결혼이주는 큰 의미를 갖는다. 결혼

이주가 아니더라도 노동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한 가족원들의 연쇄이주를 통한 초국적 

가족의 형성과 본국 가족과의 연계는 이주여성들의 모성 실천의 주요한 환경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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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 필리핀
여동생 없음, 이혼 시 받은 위자료 중의 일부를 필리핀 집에 보낸 것이 전부임. 

필리핀 방문 역시 이혼소송 당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여 방문할 수 있었음. 

전하빈 중국
여동생 없음, 중국의 가족들도 한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족들과 

교류하며 지냄, 남편의 사업에 어머니의 돈을 빌려 투자함.

정순자 중국
남편이 언니의 한국 결혼이주 소개 했으나 헤어짐, 결혼 후 불안정한 신분으로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함. 한국에 일하러 온 동생 편에 가끔 돈을 보냄

박영숙 중국

여동생이 한국 남자와 연애 결혼하여 살고 있음, 중국의 가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 이 일로 어머니는 중국으로 귀국하여 지내고 
있음. 영숙이 중국에 가기보다 어머니가 일 년에 두 번 정도 한국에 방문하고 

있음. 

레티쑤언 베트남
막내 여동생이 한국 남자와, 바로 밑의 여동새이 중국 남자와 결혼하였음, 출산 

전후로 베트남 방문(3회), 결혼 초 베트남에 돈을 조금씩 보냈으나, 출산 후 
어려워짐. 베트남에 집을 새로 지었음. 

쑤완흐엉 베트남
결혼이주한 여동생 없음, 아파트 구입시 친정엄마한테 돈을 빌림, 한국에 와 있는 
남동생한테도 남편이 돈을 빌린 적 있음. 남편이 현재 베트남에 가서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 아이들도 방학 중에 베트남에 자주 방문함. 

응옥타잉 베트남

결혼이주한 여동생 없음, 결혼 초 임신 중 친정아버지가 쓰러졌으나 가족의 
반대로 방문하지 못하고 돈만 보냈음. 가족갈등으로 출산 후 3개월 된 아기를 

베트남에 보내고 양육비를 보냈음. 이 때 보낸 돈으로 베트남에 집을 새로 지었음. 
아기가 친정 어머니와 한국에 다시 왔을 때에는 한국의 생계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지는 못함. 

쩐티린 베트남

결혼이주한 여동생 없음, 부부갈등으로 돌 전부터 베트남에서 친정 어머니가 
아들을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40만원씩 규칙적으로 송금하고 있음. 
베트남에 땅도 조금 구입해 놓았으며, 질병 치료도 베트남 병원을 선호함. 향후 

아들을 어디에서 키워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표 8] 본국과의 연계

1) 연쇄 결혼이주: 자매의 국제결혼

베트남 출신인 쑤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 후 쑤언의 여동생 중 두 명이 국제

결혼을 하 다. 막내 여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 고, 바로 밑의 여동생이 중국 남

자와 결혼하 다. 1남 4녀 중 세 명의 여자 형제가 국제결혼을 하여, 중국과 한국 베

트남에 걸쳐 가족원들이 거주하는 초국적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여동생들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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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결혼 결정에는 쑤언의 결혼이 중요하게 향을 미쳤다. 쑤언이 한국 남자와 결혼

한다고 했을 때에 동생들은 모두 환 하지 않았다. 사실 가족뿐 아니라 쑤언의 동네

에서도 국제결혼은 “딸을 파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쑤언보다 더 국제결혼을 원했던 

쑤언의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이유도 어머니가 딸을 

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이 생긴 것은 결혼이 성사될 경우 중개업체

가 주는 돈 때문이었다. 

<50.3.> 동네에서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에 한 인식: 딸 팔았냐

이선형: 근데 이렇게 외국으로 결혼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해서는 어떻

게 생각했어요?

레티쑤언: 처음에는, … 처음 저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막 /땅/ 팔아 가냐고, /

땅/ 팔았냐고. 막 뭐라 했 요. 험담했어요. (이: 음~) 처음에는. 

이선형: 음~ 땅 팔아서 시집 보내냐고?

레티쑤언: 네, 아니, 딸, 딸, 

이선형: 아~ 딸 팔았냐고. 

동네 사람들은 국제결혼을 딸을 파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50.3.1.> 국제 결혼 성사되었을 때 돈을 조금 받기 때문

레티쑤언: 멀어, 저 한국 멀어잖아요. (이: 한국 머니까) 그리고 결혼하면 돈 조

금 받아요. 저기 회사에서. 쬐금 받어요. 

이선형: 회사에서 쬐금 받고, 얼마 정도 받는데요?

레티쑤언: 저 전에 얼마 받었는, … (생각중) 3, 3-40만원 정도요. 

이선형: 3-40만원 정도, 한국돈으로 했을 때

레티쑤언: 네, 네. 

이선형: 고건데, 딸 팔았냐고, 사람들이. 

레티쑤언: 네 네. (웃음)

이선형: 아이고, 그런 말 들으면 엄마가 되게 속상하셨겠어요?

레티쑤언: 네. (웃음)

이선형: 엄마가 뭐라고 하셨 요?

결혼이 성사될 경우 결혼중개업체로부터 돈을 조금 받기 때문이다. 

<50.3.2> 엄마는 딸이 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제 결혼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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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쑤언: 엄마, 그냥, 그 사람들 몰래 말 했어, 몰래. (이: 몰래) 엄마 못 들어 

그냥. 다음에 그냥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사람 직접 아니고, (이: 음) 그 

소문 나잖아요. (이: 뒤에서 막) 네, 네, 그렇게. 근데 확실히 누구 몰랐잖아

요. 그냥. 엄마, 베, 아 그냥 원래 그 한국이라고 하면, 좀, 여기 잘 살아잖

아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딸 잘 살아라나~ 그렇게 보내준 거예

요. 엄마가 그래서, 얘기 했어요. (이선형: 아~) 팔아 그거 때문 아니고, 저

기 저 뭐지, 잘 살아라나~ (좀 잘 살라나)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엄마 앞에서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엄마는 베트남보다 잘 사는 나라

로 시집을 가면 딸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시켰다. 

쑤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트남 농촌마을의 사람들은 중개업체에 의

한 결혼에서 매매의 성격을 간파하 다. 쑤언은 중개업체가 여성의 집에 돈을 지불

하기 때문에 ‘매매’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중개업체에 의한 졸속 결혼 과

정이 그들의 문화에서 ‘정상적인’ 결혼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베트남 농촌마을

에서 국제결혼에 한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은 ‘국제결혼’이 빈곤의 물

림을 끊을 수 있는 유력한 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로 지은 집에 최신

식 가전제품과 가구는 국제결혼이 빈곤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다. 쑤언의 마을에서 국제결혼은 사센의 말 로 여성의 이주를 통해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생존회로의 일부로 작동하 던 것이

다(Sassen, 2002). 

베트남 농촌사회에서 마을의 젊은 여성들 부분이 만 및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 만인 마을’, ‘한국인 마을’이 형성된 것은 폐쇄적인 베트남 농촌 사회에서도 급격한 

사회변동이었다(리티퀴, 2011). 고향마을을 제외하고 멀리 나가본 경험이 거의 없는 

농촌의 가난한 젊은 여성들에게는 고향마을에서 계속 가난하게 살거나, 이주노동자가 

되거나, 결혼이주를 하는 선택지가 가능했다. 이 상황에서 만 및 한국 남성과의 국

제결혼을 알선하는 중개업체의 조직적인 등장은 이들이 이주의 방편으로서 결혼이주

를 선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48.2.> 한국인과 결혼했으면 했지만 잘 안 되었음, 남편은 소개 안 시켜주고

이선형: 어~ 그랬구나. 그러면 그러면은 그래도 언니들이 지금 다 한국에 있잖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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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쑤언: 네, 

이선형: 쑤언언니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막내 언니, 아 여기는 언니 아니구나, 

동생,

레티쑤언: 네

이선형: 언니랑 동생이 다 한국에 있는데, 이 동생도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을

까요?

레티쑤언: 오고 싶는데요, 근데, 시윤 아빠가, 뭐, 부탁해는 막 싫었 요. 뭐, 

뭐, 친구 없다고, 아는 사람 없다고, 그냥. 

이선형: 친구, 시윤 아빠가?

레티쑤언: 네~ 그냥 그 언니가, 아, 그 동생이 그냥 알아서 했나 몰라요. 저기 

그냥 중국에서 결혼했 요. (이선형: 어~) (갑자기 톤 올라가며) 그리고 요

즘은 한국 사람 거의 안 와요~ (이: 안 와요?) 네.

언니와 동생이 한국에 있지만 남자를 소개하지 못해서 동생이 중국 남자와 결혼을 했다.

위 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쑤언은 동생이 중국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은 “한국 

사람이 거의 안 오기”때문으로 설명한다. 배우자의 국적 결정은 국제결혼이 이루어지

는 상황에 의존적이다. 쑤언은 바로 밑의 여동생도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를 바랐으

나 잘 되지 않았다. 그 사이 중국 남자와의 결혼을 소개하는 중개업체가 동네에 들

어오게 되고, 여동생은 중국 농촌 남성과 결혼을 하여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국제결혼의 성사는 결혼 당시 중개업체의 활동,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의 

간소함이 어떤 나라의 남성과 결혼하게 되는가를 결정짓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베트남 여성들의 국제결혼에서 7-80%를 차지하던 만 남성과의 결혼 비율이 감소하

게 된 것은 만 남성과의 국제결혼절차에서 인터뷰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이었

다.141) 한국 남성과 결혼한 쑤언의 여동생은 쑤언의 집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정도

141) 만 남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베트남 여성의 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의 

TECO(Taipei Economic and Cultural Office in Ho Chi Minh City)에서 배우자 비자 

인터뷰를 커플 당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다가 2000년 들어 국제결혼하는 인구가 급증

하자, 비자 발급 기 시간이 길어져 당사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개별인터뷰를 중단

하고 그룹인터뷰를 실시하 다. 그러자 배우자 비자 발급 건수가 2000년에 들어 급격

하게 증가하 다. 그러나 2005년 들어 다시 개별 인터뷰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는 만 사회 내에서 베트남 이주민 여성들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예를 들면 여성들

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경로로서 결혼이주가 이용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

다. 만 남성과의 결혼절차가 어려워지자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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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에 살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의 문화축제에도 같이 참여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정보도 교환하는 등 한국에서의 새로운 친족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쑤언 이외에 중국 조선족 출신의 정순

자와 박 숙, 그리고 필리핀 출신의 안젤라에게서 보인다.142) 이 중에서 순자 언니는 

동생의 남편 소개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결혼’이 되어 현재 미등록 신분

으로 일을 하고 있다. 순자의 언니는 중국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후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동생의 남편이 소개하는 남자 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

고 믿었다. 실제 순자의 남편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를 소개 해 

주었다. 순자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그 남자의 경제력이 취약해 보 고, 무엇보다 동

네에서 술을 많이 먹는 모습을 보았던 터라 별로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니는 소

개자인 제부를 믿고 남자의 상황을 크게 개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이주

하고자 하는 열망에 빠르게 결혼을 성사시켰다. 결국 결혼 후에 그 남자의 내연녀가 

등장하여, 언니의 결혼을 위장 결혼으로 신고하기에 이른다. 순자의 언니는 그 뒤로 

미등록 상태가 되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

<29.1.> 남편의 소개로 결혼한 언니, 위장결혼이 되어 지금은 헤어지고 미등록 

상태로 서울에 거주

정순자: 언니도 우리 애기 아빠가 소개 잘못 해 갖고요, 한국 남자하고 소개 시

켜 줬는데, 한국 남자가 내연녀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연녀가 언니가 나오자마자 술 처먹고 맨날 집에 와서 땡깡 부리고 다 깨

부시고, 또 둘이서 짜 기 때릴라 하고 그래서 언니가 3개월 버티다가, 3개

월 버텨서 사는데 내연녀하고 그 남자가 짜고 들어서 위장결혼이라고 술 먹

고 신고했어요. 술 먹고 이 여자가 내연녀가 자꾸 ‘위장결혼 했지? 했지?’ 

하니까, 술 먹고서리, 술 취한 김에 ‘(자포자기목소리) 그래 했어~’ 또 이랬

나봐. 그래서 가서 고발한 거예요. 술 먹고 그 내연녀가 남자를 끌고 가서 

했다 해라고 이 시킨 거예요. 그래 또 그 자리에서 ‘그래, 했다고’ 그래서 그 

작성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 출입국이고, 경찰서고 맨—날 불려

다. 이것은 2008년 베트남 현지조사 당시 TECO와 주베 한국 사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다.

142) 결혼 목적이 아닌 돌봄을 목적으로 이주하 거나, 이주할 예정인 경우는 별도로 논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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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면서 조서를 꾸며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골치 아퍼요. 그래서 도망갔죠, 

우리 언니가. 못 살겠다고서리. 그래서 도망가서 지금 불법 체류로 있잖아

요. (이선형: 아유~ 그렇구나) 우리 언니가 지금.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돌

아가시기 전에 ‘내가 잘못한 건 진짜 느네 형제가 친형제가 같이 있었으면 

남자를 잘 해줬으면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오손 되고 좋잖아요. 근데 

그런 남자를 소개 해 줬으니.

남편의 소개로 언니도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으나 그 남자에게 내연녀가 있었다. 그 여자

가 술 먹고 남자를 시켜 경찰서에 위장 결혼으로 고발하게 하였다. 계속 조사를 받다가 

언니가 집을 나가 지금은 미등록 상태로 체류중이다. 

위 이야기에서 순자는 언니가 ‘위장결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연녀’의 모함 때

문에 ‘위장결혼’이 되었고, ‘위장결혼’에 한 조사를 받는 과정이 골치 아파서 집을 

나갔다고 설명한다. 언니의 결혼은 ‘위장결혼’인 것인가? 무엇이 위장결혼인가? 사실 

‘위장결혼’과 ‘진짜결혼’ 사이에는 고정되고 명확한 구분은 없다(김현미, 2011). 한국 

생활에서 사회적·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여성들에게 ‘위장결혼’은 남편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도 한다. 남자에 해서 확실

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결혼이므로 양방의 필요, 즉 여자는 이주의 기회를, 

남자는 돈을 번다는 양쪽의 요구가 서류상의 결혼을 가능케 한다. 브로커들은 만일 

한국에 가서 남자랑 잘 맞으면 진짜 결혼을 해서 살아도 된다는 말로 여성들의 이주 

결정을 돕는다. 

사실 순자 언니의 결혼뿐 아니라 순자 자신의 결혼 역시 초국적 이주산업의 일부

다.143) 순자의 결혼은 위장결혼과 진짜결혼의 경계에 있다. 순자가 자신의 신분이 

아닌 ‘김숙희’의 신분으로, 최병두(남편)의 아내가 아닌 임정철의 아내로 한국에 입국

하게 된 이유를 남편이 이미 다른 중국 조선족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 기 때문

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그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순자 역시 남

143) 순자의 남편은 가족의 연쇄이주의 효과를 극 화하기 위하여, 아내 정순자를 김숙희로 

만들었다. 정순자의 부모는 이미 고령과 질병으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었기 때문에, 정순자는 한국으로 이주할 기회를 원하던 사람들의 딸인 김숙희가 되어

야했던 것이다. 남편 최병두 역시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여 

돈을 벌었고, 부인 정순자 역시 김숙희의 부모로부터 결혼 후 자신들을 초청하는 

가로 거액의 돈을 지불하 던 것이다.



제5장 돌봄 네트워크의 초국적 배치

- 241 -

편의 결혼중개업의 파트너 혹은 사업에 한 암묵적 용인으로 보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 

<51.> [이선형 질문] 남편의 위장결혼 사업에 하여

이선형: 그러니까. (웃음) 그러면 그 때 남편 분 만나셨을 때, 남편이 그 때 소

위 그런 그, 그, 위장 결혼 이거를 되게 많이 하셨었잖아요. 

정순자: 네, 

이선형: 알고 계셨어요?

정순자: 저 알았어요, 위장, 

이선형: (바로 끊어 질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순자: 네, 그거 하니까 우리 외삼촌이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 그거 하다가, 

막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막 때리고 하는데, 한국 나가서 그거 걸리면 어떻

게 하냐. 아 괜찮다고 하던 게, 아니 벌써 나와서, 내가 나와서 3개월만에, 

그게 터졌어요. (이선형: 그랬잖아요) 네. 

이선형: 그러면 처음에 그래도, 그거 아셨을 때, 

정순자: 네,

이선형: 뭐 이렇게 거부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정순자: 그건 없었어요. 본인이 뭐 돈번다고 하니까.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위장결혼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외삼촌도 걱정을 했다. 

그래도 나는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결혼이 이주의 수단이며, 이주산업의 일부로서, 결혼시장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의 진정성을 확인할 길은 요원하다. 순자에게 ‘위장결혼’은 처음부터 기

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결혼과정에서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이

해된다. 결혼과정에서 ‘위장결혼’의 요소를 찾아야 한다면, 차라리 자신의 경제적 상

황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한국 남성이 ‘위장결혼’에 해당한다는 것이 

순자의 생각이다. 동네에서 부녀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

고 있는 순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조선족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하지만, 순자는 

절 로 그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공한 결혼중매라 하더라도 그 결혼이 

불안정해지고, 하다못해 여성이 가출이라도 한다면 그 모든 비난은 애초 결혼에 뜻이 

없는 여성, 즉 위장결혼을 목적으로 한 여성을 소개한 순자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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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51.2.>).144)

이처럼 초국적 가족의 형성 과정의 하나인 연쇄적인 결혼이주는 여성 이주민의 유

입 통로로서 노동 이주가 아니라 결혼이주에 해서 좀 더 유연한 정책을 펴고 있던 

한국 정부의 가부장적 이주 정책의 효과이며, 순자와 순자의 언니의 결혼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국 조선족의 ‘위장결혼’은 그것의 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김현미, 

2011).

같은 중국 조선족 출신인 숙의 여동생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

지만, 순자의 언니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다. 숙의 여동생은 ‘동네의 자

랑’으로, 몇 안 되는 학에 진학한 경우이며, 회사에 다니다가 한국 남자를 만나 연

애로 결혼을 하 다. 숙이 이야기하는 동생의 결혼은 이주의 목적으로 선택된 것

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그려진다. 무엇보다 동생 부부의 만남에 제3

자의 개입이 없고, 당사자의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숙은 여동생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 하 다. 무엇보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 차별

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콩깍지’가 끼어 언니의 말을 들을 

수 없었던 여동생도 이제 “애 두 개나 낳고” 살고 있다. 숙은 한국 사회에서 이방

인으로서 남성중심적인 젠더 질서에 편입된다는 것의 의미를 전하고자 하 으나 그

것이 동생의 결혼이주를 막지는 못했다. 

필리핀 출신인 안젤라의 여동생 새라는 안젤라가 귀화 한 후 안젤라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새라는 결혼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단기 방문으로 이주하여 돈을 벌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 미등록 상태로 머물고 있다. 안젤라는 새라에게 한국남자와

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으나 새라는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새라

에게 한국남자와의 결혼은 안정적인 거주권과 노동권을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

지만, 언니의 결혼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한국의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들어가고 싶

지는 않다.

쑤언, 순자, 숙, 안젤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자매들의 연쇄이주는 한국의 외국

144) 순자 역시 결혼 초에 동네사람들의 시선에서 “쟤가 언제 도망갈까”라는 생각이 읽혔다

고 한다. 그래서 더욱 더 악착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와의 갈등 속에서 가출을 감행한 순자가 다시 돌아 온 것은 아들에 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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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책의 속성을 그 로 반 한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 화하기 위한 중

개업체의 개입이 두드러진 베트남에서 쑤언의 여동생들의 결혼이주는 중개업의 향

을 많이 받는다. 순자의 언니와 숙의 여동생은 중국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의 양

상의 다변화 상황을 보여준다. 1990년  말부터 2000년  초, 브로커를 통한 국제위

장결혼, 부모초청의 방식으로 이주한 경우 소요되는 이주비용은 2000년 당시 중국과 

한국의 환율차이가 컸기 때문에 한국에서 1년만 일하면 충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김

화선, 2011: 135). 게다가 1998년에 결혼한 숙의 이야기에서처럼 국적법 개정으로 

결혼과 동시에 국적을 부여하던 법이 개정되어 발효되기 직전이었던 상황 역시 결혼

이주의 증가를 가져왔을 것이다. 해외이주노동의 경험이 풍부한 안젤라의 여동생은 

결혼보다는 일을 먼저 시작하 으나 한국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에 한 정책의 미비

함은 결국 결혼을 안으로 생각하게 하 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주 경로에도 불구하고 여자 형제들의 연쇄 이주는 초국적 

가족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후 이어지는 본국 가족과의 경제

적·문화적 교류와 연결되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경계를 일국적 관점이 아니라 초

국적 관점에서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토 로 작동한다. 

2) 본국 가족과의 경제적 자원 교환

초국적 가족의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본국 가족과 맺고 있는 연계망이다. 

매매혼적 결혼과정에 배태되어 있던 인권침해적 요소는 결혼 후 본국에 보내는 송금

의 문제와 결합되어 부부간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하 다(변화순 외, 2008:44). 국제결

혼 당시 남편이 결혼 조건으로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송금하기로 약속했으나, 결혼 

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아내의 주장과 결혼의 목적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남

편의 주장이 갈등한다. 

전지구적 이주의 여성화에 한 행위자 수준의 설명에서 여성들의 이주 동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에 한 경제적 지원이다(구즈먼, 2011; 리티퀴, 

2011; Parrnas, 2001; 이해응, 2005). 북미와 유럽 중산층 가족의 재생산 노동을 담당

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의 노동이주와 한국의 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직종의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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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노동이주는 빈곤의 물림을 

끊어 내거나 가족의 계층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다. 결혼이주의 동기에서 가족

을 도와 줄 수 있을 거라는 기 는 이들이 결혼을 감행하는 데 중요한 힘으로 작동

한다. 베트남 농촌 마을에서 고향을 제외하고 멀리 나가 본 적이 없는 젊은 여성들

이 한 번 가 본 적도 없는 국가로의 해외 이주를 결심하는 것은 이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은 여성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전략이

기도 하다. 

쑤언의 결혼에서 국제결혼에 한 가장 강력한 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쑤언이 아니

라 쑤언의 어머니 다. 어린 나이의 쑤언은 머나먼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것을 원하

지 않았고, 친구들과 더 노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와 “좋은 신

랑을 만나게 되면 엄마를 도울 수도 있을지 모른다”(<55.1.>)는 생각에 국제결혼을 

결정하 다. 쑤언의 어머니가 네 명의 딸 중에서 세 명의 딸을 한국과 중국으로 보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딸들에게 가난을 물림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

었다. 

쑤언의 결혼은 어머니의 기 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쑤언은 

결혼 후 베트남에 번듯한 집을 지었고,145) 출산을 전후하여 베트남을 방문하 고, 쑤

언의 어머니가 보기에 두 명의 아들을 낳아 한국의 부계 중심적 가족제도가 요구하

는 의무도 이행하여 마음도 놓인다. 그리고 실제 한국에 방문하여 쑤언의 가족과 1

년이 넘게 생활을 해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한국에서 들려오는 베트남 여성에 

한 비극적 소식으로부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쑤언은 현재 베트남 부모님에게 매

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있지는 못하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의 일부를 아껴서 보내

고 싶지만 자녀의 성장과 쑤언 스스로도 만나야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그것도 

쉽지 않다. 신 쑤언은 어머니를 한국에 초청하여 어머니가 한국의 농촌 마을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베트남 가족에 한 지원을 신한

다. 첫째 아들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쑤언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직

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베트남에 있는 

145) 마을에서 비교적 일찍 결혼한 쑤언은 자신보다 늦게 결혼한 집 딸들도 다 새 집을 지

어주는 데, 자신은 집을 지어주지 못하여, “한국으로 시집가더니 가난하게 사나봐. 왜 

아직까지 집도 못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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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146)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이 본국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본국으로 자원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이동 역시 일회적인 이동 

이후 유입국에서 남은여생을 마무리하는 구 이민이 아니라 다른 제3의 장소 혹은 

본국으로의 귀환 이주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문화적 자원 역시 본국

과 한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노동이주와 달리 결혼이주, 그리고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 지위를 갖게 된 이주여성은 오히려 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을 받기도 하다. 

결혼하기 전에 홍콩에서 오랫동안 입주가사노동자로 일했던 안젤라의 삶은 이를 

잘 보여준다. 홍콩에서 이주노동자로 있는 동안 안젤라에게는 하나의 목표, 즉 태풍

에 침수되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녀는 그 목적을 이루었

다. 30  중반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노동이주냐 결혼이냐를 결정해야 했고, 안젤라는 

결혼을 택하 다. 당시 안젤라가 있던 도시에서 국제결혼을 하려면 ‘센터’에 가야 한

다고 알려주어 간 곳이 통일교 교회 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안젤라는 한국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안젤라는 결혼 후 남편의 수입을 자신이 관리한다. 남편은 안젤라에게 모든 월급

을 갖다 주고, 용돈을 타서 쓴다. 안젤라는 필리핀에 송금하는 문제, 그리고 자녀교

육에 들어가는 비용, 치매로 요양 중인 시모의 돌봄 비용 등 전체적인 가계의 지출과 

수입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147) 따라서 결혼 초 필리핀에 있는 가족을 돕는 것

도 중요하지만, 필리핀 가족을 부양하느라 한국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는 없다는 

남편의 의견에 안젤라는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었다. 남편의 그와 같은 의견은 

필리핀 가족에 한 안젤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정으로 

146) 쑤언은 아이들에게 예쁜 옷을 맘 로 사주지 못하는 것, 장난감을 맘 로 사주지 못

하는 것에 한 불만이 매우 강했으며,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아들에게 학

습지라도 시켜 주고 싶은데 그것을 반 하는 남편에게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

리고 읍내에서 베트남 친구들을 만나 맘 로 먹고 싶은 것도 못 사먹고, 쇼핑도 눈으

로 구경하기만 해야 하는 생활을 끝내고 싶다. 

147) 많은 이주여성들의 이야기에서 남편이 자신을 경제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

의 생활비만 주면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데에서 분노를 표한다. 남편의 그와 같은 행

동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여겨지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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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때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 남편은 일 년에 두 번 돈을 보내고, 필리

핀에 있는 가족들과 맘 놓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월급날마다 편의점에서 국제전화 

카드를 사다 주었다. 그러나 언제나 형제들 간의 도움을 강조하 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안젤라는 필리핀에서 6명의 아이들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언니를 도와주기 위

해서라도 빨리 일을 하고 싶다.148) 또한 비싼 한국의 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서라도 미리 저축을 해야 하는데 남편의 수입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젤

라는 더욱 더 취업을 하고 싶다. 안젤라의 이야기는 결혼이주 이후 한국의 저소득층 

가구의 성별분업 구조에 편입된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로서, 남성 1인 생계부양자 

체제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높아지는 사교육 부담이 전업주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안젤라의 모성 경험은 경제적 자원과 배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욕망과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한국 거주 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사업 및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부족한 자금을 빌리거나, 혼인관계의 파탄과 더불어 최소의 사회적 

안정망을 본국의 가족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흐엉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족한 자금 4천만원을 친정 엄마에게서 빌렸다(<13.3.>). 게다가 흐엉의 남편은 사

채를 갚는데 흐엉의 남동생에게 돈을 빌렸다. 그 돈도 8백만원에 이른다(<27.>). 흐

엉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것은 아파트 분양 당시 자신이 붓고 있던 청약통장이 있

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흐엉이 아파트 구입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흐엉의 이

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기를 원한 것은 남편이었다. 남편은 일단 청약통장을 부은 

흐엉의 이름으로 구입 한 후, 부동산 시세차익이 생길 경우 자기 뜻 로 아파트를 처

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실제 흐엉은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

하고 나서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결혼 후 남편과의 계속 되는 부부갈등 속에서 언

제라도 이 결혼을 청산하고 다른 곳, 예를 들면 큰아버지가 계시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생활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 기 때

문이다. 그 이주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이었느냐의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말이다. 

1990년  중반 베트남에 와 있던 남편과 짧은 연애로 만나 결혼을 해서 한국까지 

148) 안젤라가 이 언니의 자녀들에 해서 느끼는 감정은 매우 각별하다. 만일 아이를 낳

지 않았다면 이 조카들 중의 한 명을 입양해서 키웠을 것이며,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을 돕기 위해 필리핀에서 사업을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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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게 된 흐엉은 결혼 이후 남편과의 친 한 부부관계를 더 이상 기 하기 어려운데

다가 남편의 외도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아파트를 매매

하고 싶어 하는 남편의 요구에 흐엉이 응하지 않자, 남편은 불규칙적으로나마 갖다 

주던 쥐꼬리만한 생활비도 일절 중단하 다. 2차 인터뷰 당시 남편은 아예 베트남에

서 살겠다며 흐엉에게 말도 없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 다. 베트남에서 처가 식

구들에게 기 어 숙박과 체류비등을 감당하며 지내고 있는 남편의 행동을 흐엉은 절

로 이해할 수 없다. 흐엉의 말 로 ‘미혼모’처럼 살고 있는 흐엉은 생계부양과 자녀 

돌봄으로 지칠 로 지쳐있는데, 흐엉의 남편은 베트남에서 가이드를 동하고 여행

을 다니면서 처가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흐엉의 이야기는 전형적으로 생활능

력이 없는 남편을 신하여 생계부양자가 된 여성의 이야기이다. 가족에 한 경제

적 부양책임을 방기하는 남편에게 베트남 처가의 비난과 아내의 불만은 아무런 변수

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같은 불만의 증폭이 흐엉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내놓는 결

정을 하게 만들기를 바란다. 흐엉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워질 

때, 아파트를 처분할 시점이 오게 되면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7.6.> 가출신고 받은 경찰도 이혼하고 싶어하는 흐엉의 마음 이해

쑤완흐엉: 네, 어제 기차 타면서, 경찰에 신청 때문에 전화 왔어요. (이선형: 

어~ (웃음)) (웃으며)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확인해니까, 아줌마 신

고하는 날, 아주머니 신고하는 날, 남편 18일날 아침에 나갔잖아. 아홉시에 

나가해. 같은 날로 남편은 해외로 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를 종결해야 

되겠다. (이선형: (웃음)) 나중에 남편 들어오면 물어봐, 어디 갔다 왔나. 

(이선형: (웃음)) 그래요? 처음에 파출소 신고하니 저보고, 이혼하냐고 하잖

아. 아니 나 이혼 왜 해? 이혼 하면은 10년 전에 해야는데, 10년 더 지나갔

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혼 못 하겠다고. 어디 가든지 몰라지, 있어도 소용 

없지만, 그래도 이혼 할래도 안 해줄거야. (이선형: 음~) 미쳤냐고. (이선형: 

음~) 좀 더 갖고 있으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못하는 거, 그럼 그 때 이혼 

할 거야. (웃음) 나 어제 형사님이 전화해잖아. 그러면 저는 혹시 이혼, 가

출신고확인서 뗄라면 어떻게 해요? 이혼하게요. 그랬더니, 형사님이 자~세히 

알려주는거야. (웃음) 근데 접수하던 형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이고, 

아저씨도 술도 많이 드셨네요. 벌금도 엄~청 나오네요. 키도 작네요. 어, 빨

리 이혼해야 되겠네. (웃음) 형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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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선형: 어, 어) 옛날에는 저는 참 속상하고 (우는데? 이겼는데?), 왠

지 요즘이는 그냥 너무 많이 부딪히는지. 

이선형: 그냥 인제 거의 그냥, 

쑤완흐엉: 응, 남이는 것 같애. 

이선형: (웃으며) 남. 아유 그러시구나. 

남편의 가출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남편이 해외로 나갔다고 얘기 해 주었다. 내가 남편 

가출신고를 하자 경찰이 나보고 이혼 할 거나고 물었다. 나는 억울해서 이혼 못하겠다고 

했다. 경찰에게 다시 전화해서 이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출확인서류 떼는 법을 묻자 경

찰이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중국 조선족 출신인 하빈과 숙이 본국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맥락

은 상이하다. 하빈은 남편이 친구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친정 엄마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다. 오빠와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빈의 가족생활은 

한국에 좀 더 초점이 옮겨와 있다. 부모님의 집 역시 짐을 다 빼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한국에 살고 있으며, 오빠의 가족 역시 한국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다. 하

빈의 남편은 향후 중국의 부모님이 살고 있던 시골에 가서 살 마음이 있다. 남편과 

달리 하빈은 중국으로의 귀환 이주에 한 계획은 없다. 

<25.4.> 나는 중국에서 살기 싫어요, 한국이 더 좋아요

전하빈: ...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같이 크게 웃음) 여행 삼아 중국 간

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 가서 산다는 거는 좀, 하고 싶지가 않

아요. 저는 한국이 더 익숙해져서 한국이 더 좋아요. 아직은. 

나는 중국에 여행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한국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

<25.4.2.> 아이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간다면 잠깐 살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전하빈: 아이들 위해서도 중국은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중국으로 유학간다면. 

중국 가서 잠깐 살다 올 수도 있을 거 같애요. 애들이 뭐, 저는 중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애들 가는 데는 따라 갈 거 같애요. 아빠는 뭐 간

다면 기러기 아빠로 보낼 수 있는데, 애들 간다면 따라 갈 수 있을 거 같애

요. 

아이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간다면 같이 중국에 가서 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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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생활이 10년이 넘어가는 하빈에게 한국은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 이같

은 적응은 단지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현재 9세와 7세의 아이들의 어머

니로서 하빈은 아이들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

에 한 소속감의 강도가 높아졌다. 한 생명의 보호, 성장, 훈육시킴으로써 사회에 

적응시키겨 나가는 것이 어머니 일의 핵심(Ruddick, 2002[1995])인 것처럼 하빈은 자

신의 아이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보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하빈의 말을 한국인으로 완전히 동

화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독이다. 하빈의 한국 생활은 한국의 이민정책이 상정하

는 것처럼 ‘한국인 며느리’, ‘한국인 아내’로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체화한 순종적인 

가족 구성원이 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았다.149) 하빈의 이야기에서 중국인 정체

성, 중국에서의 삶에 한 기억,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진정한 ‘다문화’에 한 

인식은 하빈이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

험이다.

본국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은 결혼이주여성의 혼인관계가 불안정해졌을 때 더욱 큰 

효과를 가져 온다. 결혼 후 언어적 문제. 임신·출산 양육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웠던 여성들에게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혼인관계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기반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했듯이 한국에서 이들의 체류권이 남편의 보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혼은 언제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안정적인 체류권

을 보장받았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혼 전에 국적을 취

득한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는 문제가 없지만 그 때의 체류라는 것은 말 그 로 강제

출국당하지 않는 것,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안정적인 거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지하 월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는 돈이 없고,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의 기회를 잡기가 어렵고, 여기에 자녀라도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149) 하빈의 남편이 일찍 부모님을 여의는 바람에 하빈에게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요구되

지 않았다.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갈등이 남편과의 갈등 뿐 아니라 시모를 비롯한 

시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면 하빈의 한국 생활은 다소 하빈에게 유리

한 맥락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결혼 초기 남편의 유일한 가족인 누나, 즉 

시누이의 집에서 5년 정도 같이 살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시누이와의 갈등은 시

모와의 갈등에 비견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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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출신국
혼인
상태

돌봄 환경
현재 상황 및 향후 계획

공간 인적 구성

안젤라 필리핀 유지 한국 어머니(전업)
아이들을 캐나다 혹은 필리핀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 있음

루시 필리핀 이혼
한국 

필리핀

어머니(취업)
외할머니·이모(전

업)

이모에게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의 
돌봄을 맡길 생각임, 나중에 아들이 호주 
혹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함

헬렌 필리핀 이혼 한국
어머니(취업)

시어머니(취업)
쉼터의 도움을 받고 있음, 쉼터에서 나올 

경우 필리핀 친정어머니를 초청하여 

복잡해진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 이들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곳은 가족의 지원을 활용한 사적 부조와 국가 차원에서 이들이 기본적

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적 부조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할 

경우 쉼터에 머물 수 있으며, 이혼 후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취업 연계교육, 일시 거

주지 제공, 수급권자가 될 경우 생활비와 보육료 지원 등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주민 

지원단체와 종교단체의 연계망을 통한 도움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도움

의 연계망에 포착되지 않는 여성들이 있다. 국적도 취득하 고, 언어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닌 여성, 숙이 그런 

경우 다. 중국 조선족 출신인 숙은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결혼 10년만에 이혼을 

결심하 다. 아들은 남편이 키우고, 자신은 한 달에 한 두 번 아이를 만나는 것으로 

합의하 다. 결혼 후 한번도 임금노동을 한 적이 없이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숙은 

당장 혼자 살 집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이 때 숙은 한국에 나와 있는 가

족들,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도 안전한 전셋집을 

구한 숙이 이혼 후 기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 및 친족 연계

망이었던 것이다.

제2절 모성(mothering)의 국제적 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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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고 싶음

전하빈 중국 유지 한국
어머니(전업)
시누이(전업)

아이들이 원하면 중국에 유학갈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계획은 아님

정순자 중국 사별 한국
어머니(취업)

시어머니(전업)
공부보다 한국·중국을 오가며 장사해서 

돈을 벌기 원함

박영숙 중국 이혼 한국
어머니(전업)
아버지(취업), 

시아버지(전업)

이혼 후 남편이 아이의 주양육자이며 한 
달에 한번씩 아들을 만남. 향후 아들이 

유학하고 싶다고 하면 도움을 주고 싶음

레티쑤언 베트남 유지 한국 어머니(전업)
시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나 시어머니는 
농사일에 주력함, 자녀돌봄과 가사일은 

쑤언이 전담

쑤완흐엉 베트남 유지 한국 어머니(취업)
남편이 가계에 경제적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생계부양과 돌봄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음

응옥타잉 베트남 이혼
한국 

베트남
어머니(취업)

친정어머니(전업)

이혼 전 별거기간에 베트남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이혼 후에는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음

쩐티린 베트남 이혼
한국 

베트남
어머니(취업)

친정어머니(전업)

이혼 전 별거기간 베트남에 아이를 두고 
왔으며, 이혼 후에도 베트남에 있는 

친정어머니가 주 양육자임

[표 9] 돌봄 환경

1) 국경을 넘어가는 아이들

결혼이주를 통해 가족을 이룬 여성들의 모성 실천은 한 국가의 경계 안에서만 이

루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최초의 정주형 이민자로서 결혼·임신·출산을 경험한 한

국인의 며느리이자 어머니로 기 되었다.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회복하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 차원의 인구학적 위기에 한 해법을 제시할 것처럼 보 다. 그러

나 이들의 임신·출산 역시 한국의 저출산 경향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황정미, 2012b;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기택 외, 2012), 여성의 모성 경험은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성의 행위성(agency)이 동시에 작동하는 역이다. 

여성이 국가 정책의 수동적인 상으로만 존재했던 적은 없으며, 현재 결혼이주여성

의 모성 경험 역시 이와 같은 사회적 제약 속에서 이들이 수행하는 행위성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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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모성 경험에 주어진 사회적 제약은 결혼 이전에서부터 축적된 중층적 결과

이다. 농촌 경제 개발을 통한 근본적 개발 인프라의 구축보다는 노동력의 수출을 통

해서 국내 실업과 자본 축적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송출국의 문제가 있다. 여기

에 한국의 결혼중개업은 국가간 경제적 격차와 결혼시장에서의 젠더 격차를 절묘하

게 결합시켜 최 의 이윤을 창출하는 초국적 결혼이주 시장을 만들어내었다. 이들의 

결혼이 애초부터 이같은 불평등 구조에서 출발하 기 때문에 이들의 결혼 생활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관계를 기 하기란 쉽지 않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불투명

성은 이 모든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적 조건이 

혼인관계가 불안정해 질 때 어떻게 향을 미치느냐이다. 부부관계가 갈등 국면에 

들어섰을 때 자녀를 본국에 보내는 행동은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

는 최선의 방법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중에서 본국에서 아이를 보낸 경우는 베트남 출신인 린

과 타잉, 그리고 필리핀 출신인 루시의 이야기에서 나타난다. 린의 아들은 생후 10개

월 되었을 때부터 6세인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자라고 있으며, 타잉의 딸은 생후 3개

월부터 4세까지 베트남에서 자라고, 현재 한국에서 자라고 있다. 루시의 아들은 인터

뷰 당시 휴가 차 필리핀에 갔다가 4개월째 머무르고 있는 중이었다.

우선 린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터뷰 당시 린에게 가장 큰 걱정은 도

체 아들을 어디에서 키워야 되는가라는 문제 다. 여섯 살인 아들인 한국어는 전혀 

하지 못하고 베트남어만 하는 상황에서 학령기에 도달한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지, 베트남에서 키워야 할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린의 아들이 어

떻게 해서 베트남에 머무르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린은 출산 후 10개월이 되었을 때 여동생의 결혼식 참석 차 베트남을 방문하 다. 

결혼 후 만 2년 4개월만의 베트남 방문이었다. 린은 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후에 아

들과 함께 남편이 있는 전라북도 부안으로 가는 신 홀로 귀국하여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아래의 내용은 린이 베트남에 있으면서 왜 아이를 두고 홀로 귀국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다. 린

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빨리 돈을 벌어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베트

남 가족에게도 한국 가족에게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되었다. 자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는 자녀양육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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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명했다. 실제 출산 후 조리과정에서 베트남의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움을 주기

는 했지만 남편은 좋은 양육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린에게 10개월이 된 

아이와 지금 귀국한다는 것은 향후 몇 년 동안 자신이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을 의미했다. 

<6.1.1.>베트남에 아이를 두고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혼자 입국

쩐티린: 네, 돌 전에요. 이렇게 갔다가 생각, ① 와서 여기 한국에서 애기가 돈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② 그러니까 가서 너무 생각 많이 했어요. (이선형: 

베트남에 가서) 남편 잘 해지 않아. 맨날 나빠 만들어. 돈도 안 줬어. 내가 

집에 가서 그냥 비행기만 사 줬어. 가서 그냥 백만원만 줘. 내가 애기 알아

서 해 살아. 3개월? 비행기 사줬어. 3개월 좀 놀러 갔다와. 3개월에 백만원

만 줘서, 베트남 정말 모잘랐어요. 살아 있어도 모잘라. 애기 있어야잖아요. 

베트남 가서 어떻게 일해. 일해도 못 했어. 여기 한국 와서 지금 베트남에

서 뭐 해도 못 해잖아요(베트남에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

다. 한국에 왔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하던 일은 이미 없는 상태. 3개월 동안 

돈이 모잘라 돈을 벌어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냥 집에 있어. 그렇게 

애기 키워 해. 또 좀 먹어. 이렇게 어디 가도 돈 필요해잖아. 100만원으로 

어떻게. 모잘랐어. ③ 내가 또 많이 생각했어. 여기 와서 남편 같이 살아 

맨날 참아. 행복해지 않아. 맨날 싸웠어. 애기 안 데려와. 정말 못 살아. 애

기 안 나와도 못 살았어. 맨날 아버지 어머니 남편 막 애기 나와 안 나와 

맨날 혼나. 사람 못 핼 거 같애요. 그래 애기 그냥 놔뒀어. 혼자 왔어. 일 

다녔어요. (번호 ①, ②, ③은 필자 삽입)

여동생의 결혼식 때문에 베트남에 방문한 린, 베트남에 가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아이와 베트남에 체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을 주는 남편을 보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대로 남편과 계속 산다는 것은 남편과 시부모

의 바람대로 아이를 또 낳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인데 린은 그 생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가 없었다. 남편과 항상 싸우면서 불행한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돈을 버는 쪽을 택하고, 

린은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잠시 맡겨두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위 이야기에서 ①부분이 아이를 두고 온 목적, 아이가 있으므로 돈을 벌어야 한다

는 것이고, ②부분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에 의존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키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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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다. 베트남에 체류하는 동안 남편이 준 돈으로는 매우 부족했으며, 자신이 일

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다가 단절된 경력 등으로 돈을 버는 것도 불가

능했다. ③부분은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이후의 삶을 예상하는 것이

다. 4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린은 결혼 초기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출산에 한 압박

을 계속 받고 있었다. 둘째 출산에 한 압박, 자녀 양육을 전담해야 하는 상황, 그

리고 남편에 한 불만과 가족 갈등으로 계속 싸우게 될 것이 분명한 그림은 린에게 

더 이상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린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7.4.1.> 남편에게 한국에서 살기 싫다, 베트남에서 살겠다고 전화 함

쩐티린: 인천에서 내가 전화 통화 왔어. 얘기, 남편 나 지금 못살아.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맨날 참고 이렇게 했어. 내가 정말 참어 못해. 왜냐면 못 

살아서 그냥 이혼해. 나 지금 베트남 살고 싶어. 한국 다시 와 안하고 싶어

요. 이렇게 막 남편 울었어. (이선형: 남편이 그 때 막 울었어요?) 막 얘기 

나 울었어. 또 그냥 외국인 센터 전주에서 이렇게 가서 베트남 사람 통역 

이렇게 잘 해잖아요. 가서 좀 베트남 다시 전화 해. 얘기 막 해. 나 잘못했

어. 나 알았어. 빨리 와. 애기 다시 만들어 얘기 안 할게. 또 그냥 빨리 와. 

나 마음 바꿔 해. 나 애기 보고 싶어. 애기 사랑해. 뭐 막 이렇게 얘기 했

어. 나도 마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원래 맨날 나뻐 만들었어. 어떻게 마음 

돌려냐고. 나 지금 정말 못살았어. 그냥 이혼해줘요. 이혼하고 싶어. 이혼해

줘요.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얘기 했어. 그냥 남편 또 맨날 전화 얘기해. 

내가 또 안 받았어요. 그냥 받아도 맨날 똑같애.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참어. 9월 3일 와서 저기 친구 회사 나가서 11월?

혼자 인천으로 귀국하여 남편에게 전화하여 얘기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 이혼해 

달라, (인천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나 그냥 베트남에 살고 싶다, 한국에 다시 가고 싶

지 않다며 울면서 이야기 하였다. 남편은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애기 낳자고 다시 얘기 안 하겠다.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 아기 보고 싶고, 사랑한다. 빨

리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 동안 남편이 바꾸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바꾸

겠는가. 나는 그냥 이혼해 달라고 얘기했고, 그 뒤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편은 부인이 이혼을 통보한 채 연락이 두절되자 아버지와 함께 베트남에 직접 

아이를 찾아 나선다. 린은 남편과 시부가 베트남으로 아이를 데리러 갔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 진우를 남편이 알지 못하는 할머니 집으로 일단 피신시켜 놓았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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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계속 집에 오는 남편과 시부가 불쌍하여 진우를 보여주게 되었는데, 린

의 예상 로 그들은 진우를 데리고 가려 하 다. 린은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들을 

준다면 자신은 죽을 것이라는 (“절 로~ 진우 주지 마. 진우 줘서 나 죽었을거야”) 

협박으로 부모님을 설득하 고, 남편과 시부는 다음에 진우가 한국에 오려면 비자를 

연장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사관에 가야 한다는 말로 린의 부모를 설득하 다(“진우 

지금 비자 끝났어. 다음에 한국 못 들어가. 빨리 사관 데려 갈거야”). 결국 이들은 

사관에 가기에 이르 다. 남편과 시부는 아이를 한국에 데려오는 데 필요한 여권

을 확보하기 위해 비자 문제와 사관 방문까지는 성공하 으나 린의 처로 결국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실패하 다. 

<7.4.3.> 아빠, 엄마한테 절 로 아이를 보여주지 말라고 강조

쩐티린: ① 아빠 엄마 이렇게 연락 왔어. 지금 남편 시아빠 왔어. 어떻게 해냐

고. 이렇게 애기 보고 싶어. 애기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해냐고. ② 내가 절

로! 애기 보여 줘 안 돼. 내가 애기 보여줘. 애기 혼자 데리와. 내가 버

려. 그냥 나가. 그렇게 어떡해하냐고. 절 로 안 돼요. 진우가 보여줘선 안 

돼. 그러니까 엄마도 들었어. 할머니 집 몰라잖아요. 왜냐면 할머니 집 데리

갔어. ③ 그냥 맨날 아침에 집에 와서 저녁에 저기 호치민 호텔 가서 자잖

아요. 아침에 와. 이렇게 와. 애기 어딨냐고. 린 어딨냐고. 제발 좀 만나 하

고 싶어. 그냥 내가 안 만났어. 그냥 전화 통화 해, 얘기. 아빠 그냥 한국에 

와서 가. 내가 지금 멀리 일해. 나와 만나. 없어. 시간 없어요. 할 수 없어

요. 옛날에 내가 거짓말 얘기 했어. 내가 하노이시 이렇게 가서 멀어. 멀어. 

일했어요. 그냥 아버님 남편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 만나 하지 마요. 내가 

그냥, 지금 필요 없어. 이혼하고 싶어요. 막 얘기 했어. 그냥 맨날 갔다 왔

다 갔다 왔다 3일? 4일? 4일 정도 내가 이렇게 너무 불쌍해. 봐서 이렇게 

진우 보여줬어요. 

이선형: 엄마한테 얘기해서?

쩐티린: ④ 네. 엄마 여기 얘기 해서 진우 보여줬어. 진우 보여줘서 어떻게 알

아(진우 보여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막 이렇게 진우 데리 가고 싶어. 

한국 데리 가고 싶어. 내가 생각도 다 똑같애요(내가 예상했던 로예요). 

뭐 생각해도 다 나와요. 진우 막 데리가고 싶어. ⑤ 내가 아빠 엄마 얘기했

어. 절 로~ 진우 주지 마. 진우 줘서 나 죽었을거야. 그렇게 얘기 했어. 아

빠 엄마 무서워. 진우 안 줬어. ⑥ 그냥 아버지 남편 거짓말 얘기 했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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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금 비자 끝났어. 다음에 한국 못 들어가. 빨리 사관 데려 갈거야. 

같이 가. ⑦ 그랬을 때 진우 비자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너무 많이 남았

어. 내가 그냥 엄마 아빠 그냥 무서워 하지마. 내가 그냥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우 괜찮아. 그냥 아빠 엄마 주지 마. 절 로 주지 마. 그냥 

진우 데리와 싶어? 그냥 내가 가서 데리와요. 그냥 아버님 남편 다시 와서 

한국 와서 내가 만나서 좀 얘기 해요. 내가 얘기 듣기 괜찮아요. 내가 가서 

진우 데리와요. 이렇게 그냥 안 드렸어. 아버님 남편 그냥 안 드렸어. ⑦ 

진우가 엄마 아빠가 사관 데리와요. 사관 데리와서 내가 막 싸웠어요. 

사관에서 사람 있잖아. ⑧ 내가 또 그냥 막 전화해. 나 나쁜 사람, 왜 애

기 데리와. 왜 안 줘? 왜 왜 왜 애기 이렇게 베트남 놔뒀어? 이렇게 막 그

냥 얘기 있잖아. ⑨ (흥분해서 따지듯이 얘기함) 내가 오빠가 알아냐고! 내

가 집에 살아. 내가 알아잖아. 그냥 남편 아버지 아버님가 얘기 좋아해. 한

국 사람 좋아하냐고. 왜 이렇게 얘기 나쁜 얘기냐고. 나쁜 내가 얘기 하지

마! 내가 애기 잖아. 내가 알아서 해. 그냥 몰랐어. 얘기 하지 마요. 막 안 

좋아 얘기 해. 내가 이렇게 얘기 해. 그냥 얘기 안 해요. 어 또 그냥, 애기 

데리 와. 베트남 놀러 와. 이렇게 다시 데리 안 돼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에요. 이렇게 그냥 막 얘기했어잖아. 애기 비자 있어요. 내가 데리와 싶어 

내가 그냥 데리와요. 괜찮아요. 걱정치 마요. ⑨ 사관에 있는 사람요. 아

버님 남편 전화 못했어요. 누구도 못 해잖아. 지금 사관만 부탁했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막 얘기했어. 또 그냥 아버님 어머님 빨리 여권 내놔. 애

기 데리와. 내가 애기 여권도 내놔 하지마! 애기도 내놔 하지마! 그냥 절

로 주지마. 이렇게 엄마 아빠 애기 안 줘서, 그냥 엄마 아빠 들어줬잖아요. 

⑩ 애기도 데리와. 데리와서 뭐 해. 안에서 비자도 해. 뭐 불법도 아니잖아. 

뭐 어떻게 하냐고. 그냥 전화 와서 내가 다 얘기잖아. 엄마 아빠 알아? 내

가 다 알아서 안 했어요. 이게 그냥 사관 막 나쁜 얘기 해서 내가 나쁜 

얘기 했어잖아( 사관에서 나를 나쁘게 얘기했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얘기 

했어. 또 그냥 내가 아버님 전화 했어. 아버지 뭐 얘기 하고 싶어. 그냥 한

국 다시 와요. 내가 다시 만나 얘기 해요. 그냥 베트남에서 엄마가 아빠가 

애기가 그렇게 뭐 나빠 만들어 하지 마. 힘들어 만들어 하지 마요. 

①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남편과 시아버지가 와서 애기를 만나

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② 내가 절대로 아기를 보여줘서는 안된다. 아기를 보여주

면 남편이 아기만 혼자 데리고 온 후에 나를 버리고, 그냥 나가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아기를 보여줘서는 안된다. 엄마도 이해를 하고 남편이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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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할머니 집으로 아이를 피신 시켰다. ③ 그 뒤로 남편과 시부가 매일 아침마다 집에 와

서 아이를 보여달라,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나는 지금 멀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 일단 한국에 돌아가라. 나는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 계속 찾아와서 아이

를 보고 싶어하여 아들을 보여주라고 하였다. ④ 진우를 보여줬더니 예상대로 진우를 데

려가려고 하였다. ⑤ 나는 부모님한테 절대로 진우를 주지 말아라, 진우를 준다면 죽을 

것이라 하여 부모님이 무서워 아이를 내주지 않았다. ⑥ 그러자 남편과 시아버지가 아이

의 비자 문제를 언급하며 대사관에 가야 한다고 하였다. ⑦ 하지만 나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 진우 비자는 기한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사실을 얘기하고 절대로 무

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였으며, 만일 진우를 한국에 데리고 와도 남편이 아닌 자신이 직

접 데려오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대사관에까지 갔다. ⑧ 나는 대사관 직원과 통화

를 하였다. 대사관 직원은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여 정말 화가 났으며, 큰 소리

로 따졌다. “당신이 알아? 우리 집 얘기야, 내가 더 잘 알아. 남편, 시아버지 얘기가 맞는 

거 같애? 왜 한국사람 얘기만 믿어? 왜 나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해? 내 애기야! 내가 알

아서 해! 당신은 모르면 얘기하지 마” 내가 이렇게 화를 내자 그 사람도 더 이상 얘기하

지는 않았다. ⑨ 대사관에서 더 이상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남편과 아버지는 우리 부

모님한테 아이의 여권을 내 놓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였다. 나는 부모님한테 애기도, 여권

도 주지 말라고 얘기했다. ⑩ 결국 아이가 베트남에 있는 것은 아무런 불법 행위가 아니

고 아이의 엄마인 내가 대사관 직원과 모두 얘기했기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일단 한국에 들어오라

고 설득하였다. 

린이 베트남에 없는 상황에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베트남을 방문한 상황은 린에게 

최 의 난관이었다. 게다가 부안에 있는 같은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으로부터 시어머

니가 “우리 며느리는 미쳤다. 이런 사람이 어딨느냐. 며느리가 온다고 해도 아이만 

받고 내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온 남편과 시아버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적으로 인식된다. 게

다가 자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아들을 지켜야 할 부모님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린은 부모님까지 설득해야 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린의 부

모님을 비롯하여 사관 직원 등을 설득하여 자신들의 목적, 즉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어느 정도 목적한 바 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 을 것이다. 진우

를 보게 되었고, 사관에 동행하여 진우의 여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 을 것이

다. 그러나 린은 필사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한다. ②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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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처럼, 지금 아이를 뺏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린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

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관 직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을 조시키고, 아이에 한 절 적 권력을 행사

하는 위치로서의 어머니를 강조한다. 

이혼은 부부관계의 법적 해소이지만 동시에 자녀와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과

제를 남긴다. 미성년 자녀에 한 친권과 양육권 지정, 면접교섭권의 실행, 양육비 

지급의 문제 등은 향후 자녀의 양육환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이다. 특히 한국사

회에서 기본적인 신분보장을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이같은 갈

등국면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또한 자녀와 관련된 사항의 협상은 평화로

운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초래한 폭력 및 갈등 상황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를 두고 벌이는 일종의 생존전쟁이다. 린에게 ‘베트남’

이라는 공간은 자신의 불리한 협상력을 보충할 수 있는 곳이다. 그 곳엔 자신의 입

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과 친족이 있고, 직접 면하지 않고 

전화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것일지라도, 베트남어로 자신을 변할 수 있는 

환경은 절 적으로 유리하다.

그렇다면 린이 이 같은 협상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남편과의 이혼인

가? 물론 아이를 베트남에 두고 와서 남편에게 전화로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

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라기보다는 협상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린이 원했던 

것은 시종일관 경제적 독립이었다. 

남편과 시부가 베트남에서 돌아오고, 린은 인천에서 사는 별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별거 기간에도 린은 명절, 휴가 기간에 지방에 있는 시가를 방문하는 등 곧바로 이혼

의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남편의 사과도 있었고 린의 체류 연장 시

점도 맞물리면서 이들 부부는 재결합을 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재결합 역시 오래 

가지 못한다. 재결합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남편과 린이 원한 것

은 동일했다. 즉 베트남에서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사는 것, 즉 가족의 재결합이었던 

것이다. 베트남에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는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아이를 데려오는 비용을 누가 지

불할 것이냐는 문제 다. 린은 지금까지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은 모두 베트남에 있는 

아이의 양육비로 송금하 기 때문에 베트남에 갈 돈이 없으므로, 남편이 비용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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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게 돈을 먼저 줄 

수 없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아들을 데려오면 그 후에 비용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서 린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이를 데려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인천의 전자회사에서 좀 더 일을 하면 고용기간 1년을 채우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아

서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하 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린이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

하지 않았다. 

<7.10.> 비자 연장 후 이혼 전까지 생활, 린의 계획

이선형: 어~ 2010년에. 그러면 그러면 비자 연장하고, 그러고서도 계속 부안에 

있었어요?

쩐티린: 아니 비자 연장해서 내가 집에 다시 왔어. 좀 3일 4일 거기서 있었잖

아. 내가 또 아버님 얘기 했어. 여기 부안에서 일 없었어요. 내가 지금 인

천에서 전자 회사 다녔어요. 지금 내가 돈도 없었어. 그 동안 돈 벌어서 애

기 다 부쳤어요. 돈 얼마 안 남어요. 지금 좀 아버님 좀, 회사 좀 다니고 

싶어. 좀 일 돈 벌어요. 음~ 다음에 11월? 내가 1년 됐어. 퇴직금 좀 받어. 

돈도 좀 더 벌어. 이렇게 내가 베트남 가서 진우 데리와. 돈 좀 있어, 이렇

게 진우 잘 키우해, 잘 살아요. 

비자 연장 이후에 집에 와서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부안에는 일이 없고, 지금까지 번 돈

도 베트남에 양육비로 모두 부쳤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다. 인천에서 회사를 좀 다니면, 

돈도 더 벌고 1년이 될 때까지 다니면 퇴직금도 나오니까 베트남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7.11.> 시아버지, 인천일 그만두고 부안에서 살아라, 남편은 잘 해주지 않음

쩐티린: 이렇게 그냥 아버님가 말 안 들었어. 막 얘기, 와서 살아 싶어. 지금 

당장 데리와 살아요. 퇴직금 얼마?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 했어. 그냥 

이렇게 좋아만 얘기 해. 돈 안 줘요. 내가 그 연장해서 와서 일 해 한 달 

안 됐어. 내가 또 막 시골 내리갔어. 버스도 탔어. 그렇게 얼마 힘들어 왔

어. 와서 돈 없어요, 남편도 잘 해줘도 안 해. 그냥 맨날 놀러 갔어. 내가 

혼자 집에 있어. 시어머니도 같이 도와 해. 반찬 만들어. 음식 만들었어요. 

그냥 남편 몰랐어. 그냥 나갔어. (이선형: 음~ 음~) 남편 정말 사랑해지 없

어 같애요. 

이선형: 음~ 음~ 그렇구나. 그러면 그럼 어쨌든 시아버지는 린씨의 그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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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일단 부안에서는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내가 인천에 가서 돈을 벌

고, 돈을 좀 더 모으고, 퇴직금도 해서, 돈을 좀 해서, 그 때 진우도 데려오

고,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반 를 하셨던 

거죠?

쩐티린: 네. (이선형: 그렇게 하고 린씨가,) (말 자르며) 아버지가 일 맘에 안 

들어요. (이선형: 일 하는게) 왜 이렇게 멀어 일 해. 왜 이렇게, 빨리 와서 

살아. 여기 빨리 와서 살아라는 거야. 이렇게 인천 너무 멀리, 왜 이렇게 멀

리 갔어. 퇴직금 얼마 받으냐고, 나 지금 돈 주께. 빨리 와. 이렇게 얘기 했

어요. 

시아버지는 다 필요없고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살라고 했다. 그까짓 퇴직금 내가 

주면 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말뿐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다. 체류연장하고 남편 다시 만나

면서 인천에서 부안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 돈도 많이 들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시어머니 

반찬 만드는 것 도와주고, 남편은 계속 밖으로만 나가고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다.

결국 린은 베트남에서 아들을 데려오지 못하 다. 아들을 데려오는 비용의 문제 

뿐 아니라 아들을 데려온다고 해도 결혼생활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

기 때문이다. 아들을 데려오는 순간 자신은 이 가족에서 배제될 것 같았다. 남편의 

태도, 시아버지의 태도들은 그러한 린의 믿음에 확신을 주었다. 그 같은 치 국면이 

오래 지속되면서 남편 역시 아들에 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고 이혼을 원하

다. 

<7.15.> 이혼 당시 남편은 아이에 해서도 별로 미련을 보이지 않음

이선형: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남편은 그 때 이미 너 알아서 해, 이 때 진우에 

해서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쩐티린: 그냥 애기 집에 집에 잖아(애기가 베트남 집에 있잖아) 그냥 진우 데리

와 빨리 데리와 살아. 안 데리와 우리 집에 진우가 /정이/ 핼 거야. 

이선형: 어떻게 한다고요?

쩐티린: 그냥 정리해. 

이선형: 아~ 정리해. 

쩐티린: 그냥 진우 몰라 할 거야. 진우 그냥 조카 아니잖아. 애기도 아니잖아

요. 그냥 막 정리핼 거야. 

남편은 베트남에 있는 아기를 빨리 데려오지 않으면 다 정리하고 모른 척 하겠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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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린은 남편이 아들과 살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 했지만 그 기

는 더 이상 충족되지 않았다. 린은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기를 바랐다. 린

에게 어머니 지위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만들었고, 자신의 목소

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었다. 그러나 그 힘마저도 남성중심적 부계계승의 원리

가 확고하게 지켜질 때의 이야기이다. 아이가 남편에게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때 그 힘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린의 생존을 위협한다.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 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린에게, 남편은 매달 25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그러나 린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 다.

<6.3.1.>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시부모님을 직접 만남

쩐티린: 그냥 내가 작년에 휴가 가, 휴가 내가 시골 내려갔어. (이선형: 전라도

에?) 네. 다시 물어봐. 왜 양육비 돈 안 줬어. 아버님도 한 번 만나고 싶어. 

이렇게 만났어요. 어, 아버님 얘기, 그냥 너, 계좌 통장, 내가 안 줘. 그냥 

엄마가 베트남 엄마가 계좌 통장 번호 줘. 다음에 나 돈 있어, 돈 부쳐 줄

게.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 했어. 남편 말 안 했어. 미쳤어(하고). 그냥 밖에 

나가. 집에 안 왔어요. 저기 어머니가 화나서 얘기, 왜 돈 주냐고. 애기 여

기 한국 한민국 없어서잖아(없었잖아). 왜냐 베트남에 있어, 왜 돈 부치냐

고. 부치지마. 이렇게 시어머니 이렇게 얘기 해서, 지금 2년 넘었어도 한 번 

안 줬어요.

이혼 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시부모를 만나 양육비를 달라고 하였다. 시아버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베트남의 친정 어머니에게 직접 양육비를 줄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고, 남편은 절대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시어머니는 아이가 한국에 없

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편은 아버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 으며, 

시어머니는 베트남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양육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펴

고 있다. 시아버지만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직접 송금하겠다

고 하지만 이 역시 말뿐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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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인 타잉 역시 결혼과 동시에 임신·

출산의 시기를 거치면서 동시에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누적되어 출산 후 3개

월 만에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야 했다. 타잉이 결혼생활에서 힘들었던 것은 남편과

의 관계 보다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다. 임신인 것을 알았을 때의 기분을 묻는 질문

은 타잉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분 나빴어요. 슬펐어요”라고 답하 다. 결혼 

초기 낯선 환경에 놓여진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없는 시모의 적 감

은 타잉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남편은 결혼 직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시모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16.2.> [이선형 질문] 임신을 알고 슬펐던 이유는 시모의 계속되는 구박

이선형: 어~ 그러면 애 생겼을 때는, 근데 그 때는 왜 그렇게 슬펐어요?

응옥타잉: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와서는데(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싫어해요, 저

한테. 

이선형: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니까. 

응옥타잉: 네. 밥 해줘도, ‘(앙칼진 목소리) 안 먹어! 안 먹어!’ 그렇게 하는 거

예요. ‘엄마 식사하세요~’, 그 때도 한국말도 많이 몰라요. ‘엄마, 식사~’ 그

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그렇게 불르는 거예요. 근데, ‘안 먹어! 

안 먹어!’ (웃음) 저 느낌에, ‘(너무 이해 안되고 어이 없어서 속으로 생각하

길) 왜 그러는 거야?’ (이선형: (웃음)) 저도 처음에 와서 친척도 없어, 혼자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선형: 네~) 왔다 갔다 다 할머니들. 친구도 없

고. (웃음) 그래서 저도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임신을 알고 슬펐던 것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부족한 실력이나마 

밥을 해서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다고 다짜고짜 소리를 쳤다. 안 그래도 나도 처음에 와

서 너무 힘들었는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시모의 폭언이 계속 되자 나도 살고 싶

지 않았다. 

<16.2..1.> 농사일, 집안일을 다 했는데도 시모가 구박하는 이유 모르겠음

이선형: 그러면 와서 농사일도 계속 하셨어요?

응옥타잉: 저도 약 같이 하고 했어요. 콩도 밭에도 그렇게도 하고. 근데 마음에

도 안 들어요, 어머니가. (이선형: 어~) 저도 일 안 한게 아니라, 같이 했어

요. (이선형: 어~ 다 같이 했는데) 밥도 해 주고, 반찬도 몰랐는데, 또 하고, 

또 엄마 식사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맘에도 안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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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어~ 그냥 뭘 해도 다 맘에 안 드셨나봐요?

응옥타잉: 네. 그 때 물어봤어요, 우리 신랑이랑(그 때 우리 신랑한테 물어봤어

요).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엄마도 마음이 좀 나뻐, 기분 나뻐, 그러니까. 근

데 그런 게 아냐.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외국인이니까 혼자 와서 딸 아

들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너무 미워해? 근데 내가 어

떻게 살으라는 거야. 

결혼 하고 농약 치는 일도 돕고, 콩밭도 맸는데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부

족한 실력이나마 반찬도 만들었는데 맘에 들어하지 않았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셔

서 그런 거라고 했다. 하지만 혼자 외국에 온 나를 딸처럼 생각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

이 들었다. 

<16.2.2.> 외출 시에도 혼자 두고 감

응옥타잉: 돈도 안 주고, 어디 가면, ‘너~ 집에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웃음) 

신랑 차 탔는데, 따라가, 저도 가고 싶어, (이선형: 네, 네) 왜냐면 집에 혼

자 좀 무서워요. (이선형: 그렇죠) 근데 엄마랑 우리 신랑이랑 가는데, 엄마

가 ‘너 가~ 집이 가~ 안에. 집에 있어’ (웃음) (이선형: 진짜?) 네.

쑤완흐엉: 어디 가는데?

응옥타잉: 시장 아니면 친척 저희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놀러가. 근데 안 

데려가요. ‘넌 집에 있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

생활비도 안 주고, 가족들이 근처에 사는 친척집에 갈 때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만 가고 나

는 혼자 집에 있으라고 하였다. 너무 힘들었다.

타잉은 부족하나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무를 다 하

다고 생각한다. 농사일을 안 한 것도 아니며, 밥을 안 차린 것도 아니며, 시어머니

에 한 예절을 안 지킨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큰 소리를 치고 적 적으로 

하 다. 타잉은 시모가 남편을 잃은 상실감 때문이라면, 차라리 혈혈단신 이국타향

에 혼자 와 있는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여 더 딸같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잉은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낯선 나라에서 온 자신에 한 ‘환 ’를 기 하 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알 수 없는 적 감뿐이었던 것이다. 시모와의 갈등을 견디다 

못한 타잉은 칼을 들고 자살기도를 한다. 이 광경을 보게 된 시모는 타잉에게 다시

는 그렇게 하지 말라며, 내가 잘못했다고 타잉의 행동을 멈추었다.150) 하지만 그 후

에도 시모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타잉은 아이를 낳으면 가족 내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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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위치가 좀 달라질까, 시모가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기 를 하

다. 그러나 문제는 타잉이 딸을 낳았다는 것이다. 타잉의 출산으로 구박거리가 추가

되었다. 

<38.2.> 임신 중 나갔다가 아이 생기면 좋아질까 해서 다시 들어옴

응옥타잉: 네, 네. 나갔었는데, 내 친구랑, ‘너 지금 어디갔냐? 너 임신 했잖아~ 

그냥 참어. 이렇게 참어 살아.’ 근데 참어서도, 애기 나와, 저도 아마 처음에 

베트남에[서] 왔으니까, 애기 나오면 그 친척 다 좋은 거죠. 그게 저도 생각, 

그렇게 더 좋은 거죠. 

임신 중 집을 나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애도 있는데 조금 더 참아라, 베트남에서 

와서 처음이라 힘든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

했다. 

<38.2.1.> 딸이라서 더 나빠짐

응옥타잉: 근데 애기 나오고, 더 나빠져요. (이선형: 음~) 안 좋은 거예요. 어머

니가. 딸 나와 때문에. (이선형: 딸 나온 거 때문에) 더 나뻐져요. (이선형: 

더 나뻐져요) 네. 

이선형: 그러니까 타잉씨 생각에는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응옥타잉: 네, 가족이 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조카 있으니까, 그렇게 더 

좋겠어요. (이선형: 음~) 근데 그렇게 아냐. (이선형: 음~) 더 안 좋으는 거

예요. 

하지만 딸을 낳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더 구박을 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지 않았

다. 

가족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희망, 즉 출산이 오히려 사태를 더 

150) 타잉은 이혼 한 후에서야 이 사건에 한 시모 버전의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듣게 

된다. 시모는 이 사건에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베트남 며느리가 나를 칼로 죽

이려고 협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하 다는 것이다. 시모가 정말 그 상황을 정말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다. 시모가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

단 타잉의 행동을 멈추기 위한 것이지, 타잉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 앞에서는 잘못

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모함하는 행동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쪽이든 타잉과 시모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마음도 부족하 다. 무엇보다 이것은 이윤의 극 화만을 목적으로 한 졸

속 결혼과정의 구조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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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키는 지경에 이르자 타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시모와의 갈등

을 적극 중재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자신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151) 타잉은 

결국 딸을 품에 안고 집을 나왔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텔에서 열흘을 머물 다. 

집에서 나올 때 남편 지갑에서 당장 아이 분유를 사기 위해 수표 세 장을 들고 나왔

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수표가 10만원권 세 장이 아니라 100만원권 세 

장이었다. 타잉은 자신이 집으로 들어간다면 분명 3백만원을 훔쳐 달아난 도둑으로 

몰릴 것이며, 시어머니는 자신을 ‘도둑 사람’으로 몰아세울 것이 분명하다. 이 때 베

트남으로 아이를 보내는 비용이 160만원이라고 하여,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베트남에 

보냈다는 것이 타잉이 구성하는 베트남에 아이를 보내게 된 경위이다.

<43.2> 집에서 나올 때 갖고 온 돈이 하필 백만원짜리 수표 3장, 도둑으로 몰

릴 위험

이선형: 그럼, 이런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냥 나는 힘든데, 나는 일단 나가서 

돈을 벌고, 그 사이에 아빠, 애 아빠가 애를 좀 보라고 해야 되겠다. 베트남

에 보내지 않고. 그런 생각, 

응옥타잉: 안돼요! 그렇게. (이선형: 안돼요?) 왜냐면 저 나가니까 돈도 데려와

요. 돈도 갖고 왔어요. 그 때 우리 신랑이 양파 팔아서, 근데 지갑에 그, 3

백 얼마에, 넣었어요. 근데 저 만원짜리 안 갖고 왔어요. 근데 3백, 그 수

표, 그거 저는 갖고 왔어요. 근데 백, 그냥 돈 준줄 몰랐어. 근데 여기 돈가 

어떻게 해냐. 저도 돈도, 없어서, 저도 몰랐어요. 근데 백, 백, 그게 여기 십

만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세 개가 갖고 오면, 삼십만원 정도니까, 

그래서, 좀 애기도 우유도 사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 (이선형: 나올 

때) 그래서 돈을 갖고왔어요. 근데 갖고왔어는데, 수표가 세 개가 3백만원이

예요. (이선형: 그게 3백만원이었던 거예요) 그 때, (이선형: 양파 판 돈이었

구나) 네, 그 때, ‘아우, 어떻게 해냐. 도둑 사람이잖아요.’ 

이선형: 나, 이렇게까지 큰 돈인지 몰랐는데.

응옥타잉: 네, 도둑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찾으면 나 죽어야. 

나 죽는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다시 집에 못 들어가. 왜냐면 도둑 사람이니

까.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 나가는거예요. (이선형: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사람이 그냥 160만원, 애기 그냥 보내주는 게 160만원이예요. 그냥 그냥 보

151) 예를 들면 임신 중 과도한 성관계 요구, 술 먹었을 때마다의 성관계 요구 등은 타잉

이 견디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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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어요. 사람이 그 때 도와주니까. (이선형: 음~) 근데 호텔만 살아는 거예

요. 저 친구 집에가 그 같이 하면은 그 친구가, ‘아~ 너 그런 여자 도와주니

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호텔에만 있어요, 애기랑. 

이선형: 애기랑 호텔에 있었어요? 계속?

응옥타잉: 네, 

이선형: 어이구, 

응옥타잉: 모텔에서 그냥, (이선형: 모텔에서) 며칠 동안이지? 12일, 12일 돼서, 

애기 보내. (이선형: 음~) 돈도 다 없어져. (이선형: 그랬겠네요) 애기도 가

고, 또 시작, 돈 벌려고 이렇게. (이선형: 다시 시작하고)

타잉은 결혼 생활이 힘들어 집에서 아이만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집에서 나올 때 급하게 

쓸 돈을 조금 챙겼는데 그게 하필이면 백만원 수표 3장이 되어, 자신이 도둑으로 몰릴 수

도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 때 아이만 베트남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결국 아이만 베트남에 보낸다. 

타잉이 아기를 베트남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아기의 신분을 위장해야했다. 자신이 

딸과 베트남으로 돌아갈 경우 공항에서 남편에게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딸을 다

른 베트남 사람의 아이로 만들어서 그들 편에 베트남의 가족들에게 딸을 보냈다고 

했다. 그 후로 2년간 남편과 별거하는 동안 베트남의 딸에게 양육비를 보냈고, 남편

과 다시 재결합 하게 되면서 딸을 데리고 왔다. 

수표의 금액을 제 로 확인하지도 못하고, 도둑으로 몰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 12

일 만에 아이의 신분을 위장하여 베트남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타잉의 설명

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12일 만에 아이의 신분을 위장하여 베트남에 

아이를 보내줄 사람과 방법을 알아보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 3개월된 아기

의 신분을 위장하여 베트남으로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이를 베트남에 데

리고 갈 가짜 부모를 물색해야 하며, 아이가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아이가 그 가짜 

부모의 아이라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위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베트남 사

람과 한국 사람이 모두 포함된 조직적 연계망이 동원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게 한다. 타잉은 정말 3백만원을 3십만원으로 알았던 것일까? 남편의 지갑에 3백만

원이 있었던 이유가 당시 양파를 팔은 시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만일 이 모든 일이 타잉의 치 한 사전 계획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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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타잉이 아이를 베트남에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에 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자신의 체류권이 남편에게 종속되

어 있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모의 폭력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들었다.152) 타잉이 이혼을 원하 다면 당연히 자녀의 문제를 생각 할 수 밖에 없

으며, 한국 사회에서 남편에 비해 자신의 위치를 설득할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약자인 자신보다 남편이 아이를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 우선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긴 후 자신이 돈을 벌어 남편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다. 아이를 맡길 안

전한 곳은 본국의 가족 혹은 쉼터 및 양육시설이다. 타잉은 본국의 가족에게 맡기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타잉의 경우처럼 부부갈등과 이혼 등으로 한국에서의 체류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정

폭력피해자의 경우 내국인을 위한 쉼터에도 입소가 가능하며 이주여성만을 상으로 

하는 쉼터도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53)

필리핀 출신인 헬렌과 루시의 경우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쉼터와 이주민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본국의 가족에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이혼 후에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 가출과 재결합, 이혼, 다시 재결합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혼에 이르

152)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

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

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 한 사유가 있을 때. 타잉의 경우 시모로부터

의 부당한 우는 이혼 사유가 된다. 

153) 여기에는 수적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이주여성들이 쉼터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타잉이 소개해 준 베트남 출신 로안의 이야기가 그런 경우이다. 로

안은 지방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돌 정도 지난 아기를 데리고 쉼터에 입소하

다. 그러나 쉼터에서 남편을 상으로 상담을 하고, 로안과 남편을 만나게 하는 과

정에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로안과의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후 남편은 로안

을 상 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젊은 남자 변호사가 로안

에게 성적 관심을 표하는 등 로안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겪어야 했다. 로안과 타잉

은 소위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결국 

같은 한국인 편을 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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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헬렌의 경우 그녀가 아이들과 머무르면서 살 곳을 제공해 주고 있는 이주민 

지원 단체 시설과 수녀님들의 존재는 헬렌의 한국 사회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헬렌을 지원하는 이같은 연계망이 없었다

면 남편은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154)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타잉은 절 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같은 

이야기는 베트남 여성들에 한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만들어낸 베트남 여성에 한 이미지, ‘절  

도망가지 않는, 가족을 중시하는 순수한 처녀’이미지는 자신들의 피해를 부각하기 위

한 과정에 결합되어 한국인 남편의 가부장적 폭력에 속수무책 당하고 마는 피해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현재 국내혼의 이혼 후 양육비 지급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법제도의 제

정 및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린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한국의 가족 관련 법

과 정책이 초국적 가족과 모성에서 발견되는 아동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

며, 아동의 권리 문제, 모성과 부성의 권리와 의무에 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한국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인 자녀가 한국이 아니라 본국에 보내져 양육되고 있는 

현상을 ‘유아디아스포라’로 명명한 허오 숙은 한국형 다문화 정책이 한국의 양육 환

경의 현실, 즉 높은 비용과 고동의 노동을 요구하는 열악한 양육 환경과 만나면서 유

아디아스포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허오 숙, 2009).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가 다자녀 및 맞벌이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울 때 선택하는 안으로서 자녀를 외

국으로 보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린과 타잉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를 베트남으로 보내 적극적으로 이별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돌봄 공백으로

만 설명할 수는 없다. 갈등·폭력·가출·별거·이혼소송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일련

의 혼인관계 해소의 과정에서 아이는 여성의 행위성에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어찌 

보면 여성의 유일한 협상력은 아이로부터 나온다. 결혼관계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154) 헬렌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소위 ‘다문화’ 정책에 한 강한 비판을 하는 것은 남편 입

장에서 보면 당연하다는 이야기이다. 남편은 이혼 후에 술을 먹고 헬렌에게 몇 번의 

전화를 하 고, 헬렌은 그 모든 통화를 녹음해 두었으며, 그 중의 일부를 들려주었다.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남편의 분노는 헬렌뿐 아니라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와 통령, 헬렌을 도와주고 있는 쉼터와 종교 단체 그 모두를 향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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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여성에게 법적, 사회적,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해주는 위치로 부상하게 된다.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체류 보장, 

즉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은 제도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기 하는 가장 큰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한국의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라는 인구정책의 일환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해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혼시 남편들이 이주여성을 ‘추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아이는 단지 체류를 

보장하는 ‘담보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결혼생활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여

성들에게 ‘어머니’라는 정체성은 이들이 남편과 시가를 상 로 그나마 협상할 여지가 

생기는 유일한 정체성이다. 이 협상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을 할 경우 아이와의 관계는 훨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

이게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친권·양육권이 체류자격과 연동되어 있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혹은 체류자격을 인정받는다하더

라도 자녀와의 친 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적으로 이혼

한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적으로 자녀를 정기

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린과 타잉이 베트남에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족 갈등과 이혼 등으

로 인한 돌봄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돌

봄 공백을 친정어머니에 의존하여 메워온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90

년  중후반 ‘신모거제’라는 이름은 자녀 양육을 위해 친정 부모가 사는 동네로 이사

하는 부부들을 지칭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 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를 본국으로 

보내는 것은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절 적으로 부족한 사회적 돌봄 체제의 부족함을 

반 한 것이다. 그리하여 큰 부부갈등이 없어도 다자녀이거나 부모의 장시간 노동으

로 인하여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본국으로 보내기도 한다. ‘유아디아스포라’(허오

숙, 2009)가 되어 국경을 이동하는 아이들은 국제결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 사

회의 재생산 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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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국적 모성(transnational mothering)의 등장

초국적 모성은 전지구적 여성의 이주화로 인해 기혼 여성이 단독 이주하게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자녀와 별거하게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성의 양상을 지칭하기 

위한 개념이다. 북미 지역 및 유럽 지역에서 종사하는 필리핀 출신의 이주 가사노동

자와 남미 지역의 가사노동자들은 본국에 두고 온 자녀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유입국의 고용주의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 초국적 모성에 한 연구는 자녀 

양육이 이유로 어머니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별분업의 근거를 다시 질문하게 

만들었다. 기존의 모성 연구가 자녀와 어머니가 동일한 국가, 동일한 지역, 같은 공

간에서 돌봄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초국적 모성의 등장

은 그 같은 전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이같은 초국적 모성이 발견되는 것은 중국에 

자녀를 두고 한국으로 온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의 개혁개방이후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위치에 근거하

여 모성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경제적 부양자로서 자녀의 교육 및 사업에 필요한 물

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모성을 구성하는 핵심이다(이해응, 2005). 그

렇기 때문에 조선족 사회에서 기혼여성의 이주가 불러일으키는 여성인구 유실담론, 

가족 해체의 위기 등은 기혼여성의 이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조선족 사회의 재생

산 문제가 가족, 그 중에서도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

족 기혼 여성들, 즉 이주하는 어머니들은 이주를 통해 돌봄을 방기한 것이 아니라 새

로운 돌봄의 형태, 모성의 의미를 만들어간다. 이들의 노동은 자녀 교육을 통해 가족 

계급의 상승을 이루는 기초이며 모성의 토 가 된다.

본국에 자녀를 두고 이주한 기혼여성의 초국적 모성과 한국으로 이주하여 결혼을 

하고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모성이 같을 수는 없다. 앞서 이해응(2005)의 연구에서도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이주와 한국에서 출산을 경험한 조선족 출신의 결혼이주여

성의 경우에 정체성 인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초국적 모성을 실현하

고 있는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경우 한국에서의 저임금 노동자로서 자신을 정체화

하기 보다는 귀국 이후 중국에서의 삶, 즉 자녀의 성공, 가족의 계급적 상승 등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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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비추어 자신을 정체화한다. 그러나 결혼으로 이주한 기혼여성의 경우, 즉 재

혼의 경우 한국 내 조선족 집단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국에 자녀를 두고 이주한 경우가 아니라 한국으로의 결혼 이주 이후 초산을 경

험한 여성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주 연구에서 보이는 초국적 모성의 형태가 나타난다

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 앞서 논의한 것처럼 본

국의 가족들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을 경우 초국적으로 모성실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베트남 출신인 린과 타잉, 그리고 필리핀 출신인 루시의 이야기에서 이같

은 초국적 모성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타잉과 루시의 경우는 일시적인 초국적 

모성 실천인 반면, 린의 경우에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타잉은 아이를 베트남에 보내고 남편과 별거하는 2년 동안 한국 에서 미등록 노동

자로 일하면서 번 돈을 모두 베트남으로 보냈다.155) 타잉은 이 때 처음으로 베트남

에 돈을 보냈다. 많은 이주여성들의 이주동기처럼 타잉 역시 결혼 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창시절에도 공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

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이 먼저 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은 그런 기 와

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타잉의 말처럼, “행복도 없고, 돈도 없는”(<33.2.>)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나마 별거 기간 동안 타잉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면서 베트남에 돈돈 

보내고 집도 새로 지을 수 있었다. 

<40.6.> 아기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 베트남에 돈을 많이 보냈고, 그 때 집을 

지었음

이선형: 그러면 타잉씨는 어쨌든, 그래도 타잉씨가, 타잉씨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래도?

응옥타잉: (웃으며) 네. 근데 저, 못 챙겼었어요. (웃음) 그냥 마음에, 그렇게도 

생각해도, 그렇게 많이 줬어요. 옛날에, 애기 베트남 있으면, 저, 많이 보내

줬어요. 

155) 베트남 이주민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타잉은 베트남에서 온 남성 연수생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남성은 타잉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도망 나오게 

된다. 결혼으로 와 있는 베트남 언니의 시아버지가 운 하는 세탁소에서도 일하고, 성

남에의 작은 공장에서도 일을 하 다. 성남에서 일할 때가 월 백만원으로 임금도 제

일 높았고, 공장의 상사와의 관계도 원만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공장장이 지어

준 한국 이름을 계속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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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아~ 애기 베트남에 있을 때?

응옥타잉: 네, (이선형: 아~) 집에도 크게 다시 만들으고, 

내가 돈을 제일 잘 벌기는 하지만 집에 많이 챙겨주지는 못한다. 마음은 있지만. 옛날에 

아이가 베트남에 있었을 때는 돈을 많이 보내줘서 집도 크게 만들었다.

아이를 베트남에 보내고 2년 동안 한국에서 일을 했던 시간에 한 타잉의 기억, 

타잉의 이야기에서 중심은 자신이 이룩한 경제적 성취와 노동의 경험이다. 아이와 

떨어져 있어야 했던 별거의 고통이나 아이에 한 그리움 등은 자주 언급되지 않았

다. 초국적 모성 연구에서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장기화 되면서 아이와의 감정

적 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아이의 교육과 훈육에 개입하고자 하는 어머니들

의 노력은 초국적 모성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Hondagneu-sotelo and Avila, 

1997; Parrenas, 2001·2005). 그러나 타잉에게 중요한 모성실천은 경제적 부양의 책

임이다. 타잉은 임신, 출산, 산후조리 등 초기 모성경험에서 궁금한 점은 베트남의 

친정 어머니에게 물어서 해결하 다. 시모와의 적 적인 관계 속에서 딸을 출산한 

타잉은 출산 후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출산 

신생아 목욕, 수유, 배꼽 떼는 것, 재우는 방법 등 타잉은 베트남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로 모든 것을 물어서 해결하 다. 이렇듯 이미 한국에서부터 타잉의 모성 경험

의 주요한 조력자로 친정 어머니가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잉은 베트남

에 보낸 자녀의 돌봄 환경에 해서는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타잉은 비록 

미등록 신분이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던 돈과 행복을 찾은 것처럼 보 다. 타잉

이 초국적 모성을 수행해야 했던 시기는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시기 다. 

필리핀 출신인 루시는 결혼한 지 한 달만에 남편과 별거를 하 고, 별거 기간 중 

임신 사실을 알았다. 루시의 모성 경험은 미혼모의 모성 경험과 유사하다. 출산을 결

정할 당시 이미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마음 먹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온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싱글맘이 되기로 한 루시의 모성 환경으로 미

루어 볼 때, 루시 역시 아이를 필리핀으로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수 있다. 

다행스럽게 루시는 필리핀 수녀님과 이주민 지원단체, 미혼모 자립 시설 등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아 한국에서 지낼 수 있었다. 루시의 출산 소식을 들은 필리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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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루시가 아이를 필리핀으로 보내고 새출발을 하기를 바랐다. 결혼 후 루시가 겪

었을 극심한 고통을 루시가 아이를 낳은 후에야 알게 된 루시의 외할머니는 루시에

게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고통을 또 감당하기 보다는 루시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고 싶었다. 필리핀 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루시는 아들을 필리핀에 보내

려고 하 다. 그러나 그 당시 공교롭게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어 아들과 함

께 다시 귀국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뒤로 아이를 혼자 양육하 다.

루시가 한국의 열악한 양육 환경과 필리핀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아들을 필리핀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루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과 관련이 

있다. 어린 시절 루시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고, 지금까

지 어머니와 어떤 감정적 유  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156) 

<19.5.> 어린시절 부모와 떨어져 살았던 것의 향도 있음

이선형: because I mean, actually you lived separately with your parents, 

루시: ya, so I DON’T want to happen it again. Ya, ya, so that’s why, so 

that’s why, see, even though I, very, there is a moment also that I feel 

very 진짜 tired, stressful that after work I need to like this, but that’s 

ok! For as long as I can see my son I can. So that’s ok.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 나는 정말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일 끝나고 진짜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아이와 같

이 있는 것이 좋은 것도 다 그런 이유다.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아이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루시를 인터뷰하던 당시 루시의 아들은 필리핀에 4달 째 체류 중이었다. 

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의 돌봄 공백을 우려하여 루시는 급기야 필리핀의 이모를 초청

하기에 이른다. 아들이 필리핀의 가족들과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휴가 차 

필리핀을 방문하 다가 아들은 그 곳에 두고 이모의 입국 수속이 완료되는 로 한

국에 같이 오기로 하 다. 그러나 이모가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 수속에 

시간이 걸리고 루시의 주권 신청 역시 생각했던 것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아들이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루시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초국적 

156) 자세한 내용은 3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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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실천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베트남 출신인 린은 현재 아이를 베트남에 두고 한국에서 양육비를 벌기 위해 일

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혼 후 린은 베트남에서 자라고 있는 아들 

뿐 아니라 베트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린의 어머니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이 있었던 아버지와 재혼을 하여 4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 중 맏이가 

린이고 막내는 2011년에 출산하 다. 린에게는 아들보다 어린 여동생이 있는 셈이다. 

이 여동생의 출산을 결정한 것도 린의 어머니가 아니라 린이었다. 린이 경제적 생계 

부양자이기 때문이다. 린의 아버지와 오빠들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오히려 린은 아버지가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뺏어 결혼한 오빠

들에게 준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어머니에 해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

에 린은 하루 빨리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린은 고등학교 시절, 동네에서 성장하기 시작하 던 고무나무 채취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학창시절에 한 린의 기억 중에서 행복했던 기억은 선생님으로부터 돈 

관리를 위임받은 것이다. 린은 이 같은 기억을 통해 자신이 돈 버는 일에 재주가 있

음을, 수(數)에 능하고,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어릴 적 꿈

을 묻는 질문에도 린은 꿈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계산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답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도 고속 승진을 하여 단순 채취에서 관

리직으로 진급하 으며, 자신이 결혼을 할 당시에도 회사 사장님이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며 자신의 결혼을 말렸다는 이야기들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장치들

이다. 또한 린이 한국에 올 당시 어떤 자세 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린은 어머

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어린 시

절부터 알았다.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린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

에 한국에 가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한다. 

<9.3.3.> 어디가든 뭘 하든 잘 할 자신이 있던 나, 한국으로 오는 것 하나도 무

섭지 않았다

쩐티린: 내가 베트남에서 많이 잘해잖아. 여기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안 

무서워요. ‘어떻게 살아. 내가 또~’(내가 또 어떻게 사나 이런 근심) 괜찮아

요. 옛날에 집에서 농사도 했어요. 그냥 내가 또 했어. 내가 안 무서워요. 

이선형: 음~ 음~ 그렇구나. 뭐든지 어디에 가도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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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티린: 네, 네, 열심히. 잘 살아 있어요. 

이선형: 베트남에서도 실제로, 이걸 해도 잘한다고 그러고, 이걸 해도 잘한다 

그러고, 실제로 다 잘 했었고. 

쩐티린: 네. 옛날에 베트남에서 어 좀 조금만 배워 했어. 컴퓨터가 했어. 공

부했어잖아. 회사 일해. 그냥 맨날 컴퓨터만 일해. 그냥 손님 와서 알려줘. 

어~ 뭐 사고 싶어? 그냥 좀 얘기해줘잖아요. 이렇게 일해. 많이 안 힘들어 

같애요.

내가 베트남에서 뭐든 다 잘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까, 그것은 무섭지 않았다. 

집에서 농사일도 잘 했고,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열심히 잘 살 자신이 있었다. 베트남에

서도 영어와 컴퓨터를 잘 알지 못했지만 회사에서 금방 배워 일을 잘 했다. 안 힘들었다. 

이런 린에게 가장 힘든 일은 지금 베트남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

다. 우선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2011년에 태어난 늦둥이 여동생의 

양육도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린과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여동생도 

린이 보내주는 돈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이 가족은 린과 여동생, 그리고 린의 어머

니, 이렇게 세 명의 여성이 미취학 아동 세 명(린의 아들, 어머니의 늦둥이 딸, 린의 

여동생의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린은 한국에서 보내는 돈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보험 판매 등의 일을 하고 있

다. 전지구적 여성의 이주가 가져온 초국적 모성 실천의 전형적인 형태를 띄고 있으

며, 린의 아버지도 린의 남편도 여동생의 남편도 이 재생산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린의 아버지는 현재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끔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지만 주양

육자는 여전히 어머니와 여동생이다. 여동생 역시 결혼을 하긴 하 지만 너무 가난

하여 별도의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살고 있으며 여동생의 남편은 돈을 벌

러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린의 남편은 아들의 양육비는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으며 

궁금해 하지도 않는다. 여성의 이주가 재생산 역의 젠더 질서를 교란하여 남성의 

양육 노동 참여로 가지 않고 다른 여성 가족원에게 돌봄 책임이 전가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비단 린의 가족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가 이주노동자로 

떠난 가족의 돌봄 역에서 남성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의 사

례(Parrenas, 2001·2005), 인도네시아 이주 가사노동자의 사례(Dewi, 2011),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 이주노동자의 사례(이해응, 2005)에서도 발견된다. 남성들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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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방기는 개별 남성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기혼여성, 특히 어머니의 

이주를 본국의 가족 해체 담론과 결부시켜 여성에 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조건의 결과이다. 린의 경우에는 아들인 오빠들이 아버지 부양의 의무를 전혀 이행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린이 아버지의 부양과 더불어 아들과 딸이나 다름없는 여동

생의 양육 책임을 고스란히 지고 있는 상황이다. 린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여 

자신이 아버지에 한 부양책임에서 자유롭고 싶다. 린에게 어린 시절 오빠와 아버

지의 폭력 때문에 생긴 심신의 상처에 더하여 이후 경제적 부양 책임마저도 방기하

는 것을 보면서 린 역시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경계 밖으로 이들을 어내고 

싶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및 출산 이후에 본국과의 연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때로는 자녀의 양육을 본국의 가족에게 의지한다. 이 기간 동안 여성들

이 본국에 송금하는 돈은 가족들이 자녀를 키우고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양육비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아이를 위해 사용되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본

국의 재생산 비용을 한국에서 벌어 보내는 것이다. 결혼이주로 입국했지만, 이주노동

자로서 본국의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는 일종의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

는 것이다. 린은 인터뷰 당시 본국에서 아이를 키워주는 어머니가 생각지도 않았던 

늦둥이 아이를 출산하는 바람에 여동생의 양육까지 책임져야 했다. 40  중반의 어

머니가 임신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결정권자는 자신도, 남편도 아니

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딸, 즉 린이다. 

<3.3> 엄마의 출산 결정에 린이 중요한 역할

이선형: 처음엔 되게 놀라셨지만, 엄마가 좋 요?

쩐티린: 처음 놀랬어, 엄마도 그냥 임신 좀 빼내고 싶어, 안 낳으고 싶어, 애기 

다 컸어, 지금 나와서 얼마나 힘들어 또 알아잖아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

기함) 그냥 버려도 많이 불쌍해. 애기가 지도 몸이 많이 만들었어. 버리는 

거 너무 불쌍해. 그렇게. 엄마 많이 생각 했어. 연락 왔어. 내가 또 그냥, 

엄마가 이렇게 버리면 얼마나 죽겠어. 그냥 버려서 동생도 너무 불쌍해잖아. 

그냥 엄마가 애기 낳아. 내가 열심히 일 해서 돈 벌어 부쳐줄게. 그렇게 엄

마 그렇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냥 애기 낳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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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음~ 엄마가 린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쩐티린: 네. 

이선형: 그래서 린이 동생 어쨌든 버리는 건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부쳐 줄테니까 그냥 낳으라고 한 거예요. 

쩐티린: 네. 

이선형: 그럼 린이 지금 다 돈은 베트남으로 부치시는 거예요?

쩐티린: 네. 엄마도 인제 얼마 못 벌었어. 내가 여기 돈 벌어, 맨날 부쳤어. 엄

마 애기 키워해, 내가 애기도 키워해 줘야 잖아요. 

엄마는 생각지 못했던 임신을 종결하고 싶었지만, 딸인 린이 열심히 돈 벌어서 부쳐줄테

니 아이를 낳으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엄마는 린을 믿고 아이를 낳아 지금 베트남에서 린

의 아들과 자신의 늦둥이 딸을 같이 키우고 있다. 

린은 평택의 전자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한달에 3-40

만원씩 베트남에 송금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린의 어머니가 린의 아들과 2011년 출

산한 늦둥이 딸, 그리고 린의 여동생이 낳은 딸까지 이렇게 세 명의 미취학 아동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베트남에서 결혼한 린의 여동생은 아직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하

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 린의 여동생은 둘째를 낳고 싶지만, 린이 반 를 하고 

있다. 적어도 린은 현재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자신의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

는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이다.

제3절 돌봄 이주의 발생

3절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돌봄을 위해 본국의 가족이 이주하는 

경우를 다룬다. 앞서 1절에서 여자 형제들의 결혼 이주 및 노동 이주를 다루었다면 

3절에서는 애초 돌봄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방

문 동거(F-1)의 비자를 발급 받아 결혼이민자의 부모 혹은 가족이 입국하여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157)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산후조리 시기 돌봄과 

157) 결혼이민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부모의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부모가 사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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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출신국가 가족 이주 현황

안젤라 필리핀

언니가 홍콩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한 경험 있음(현재는 필리핀 거주), 오빠가 석사 
졸업 후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서 일하다 사망함. 여동생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음. 아이들과 방학 때 필리핀 가족 방문. 사촌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아이들 교육을 위해 캐나다에 가고 싶어하나 남편이 반대함. 

이후 자녀의 돌봄을 위해 본국의 친정 어머니 및 다른 여성 가족원의 이주를 촉발시

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실천의 특징이다.158) 임신·출산 과정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본국의 친정 엄마를 초청하여 산후 조리의 도움을 받

고, 이후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 주변의 돌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속 친

정, 즉 본국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

돌봄을 위한 이같은 가족원의 이주는 몇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

성들의 모성을 둘러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취약함을 드러낸다. 한국 사회의 가부

장적 부계가족이 여성들의 결혼이주를 유도하 다고는 하지만, 정작 한국사회에서 이

들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개별 가족의 책임이다. 남

편의 가족원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들은 친정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가족원에게 돌봄을 요청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다문화 가족의 재생산 시스템이 

결국 또 다른 여성의 이주를 통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성을 통한 여성의 

통합 기획마저도 실패한 것임을 드러낸다. 이 실패가 의미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 정

책의 실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재생산 시스템의 

취약함이 지구화 시  돌봄 노동의 국제 분업 시스템과 만나고 있는 최전선으로서 

다문화 가족이 맞닥뜨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령 등의 사유로 한국에 오지 못 할 경우 부모가 아닌 경우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중 

여성 1인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

별 상 및 제출서류 등 안내 매뉴얼, 2012. 6). 2013년 5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

정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도 방문동거(F-1) 체류자

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58) 조선족 출신의 중국 여성들은 출산 이전이라 하더라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면 결혼

과 동시에 부모님을 초청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가족 전체의 이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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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필리핀

아빠의 형제들이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사촌 이모 가족도 호주에 살고 
있어, 가족들이 미국 및 호주로 이주를 권유하고 있음.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없음. 향후 아들이 크면 가족이 있는 미국 및 호주로 갈 생각이 

있음. 

헬렌 필리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없음,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가족이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한 후에 필리핀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고 싶은 생각 있음

전하빈 중국
오빠가 한국에 제일 먼저 일하러 왔고, 하빈이 결혼 한 후에 부모님도 한국에 

지내는 시간이 많음. 다른 친척들도 거의 한국에 이주한 상황임. 

정순자 중국

중국에서 이혼하여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언니의 재혼을 남편이 소개하였으나, 
위장결혼으로 신고되어 현재 미등록상태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음. 언니의 딸도 
방문취업으로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 나와 있는 이모와 고모가 

많음. 남동생도 한국과 중국을 오가고 있음. 

박영숙 중국

여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음. 고모가 한국에 돈 벌러 제일 먼저 
왔고, 이 고모가 남편을 소개 했음. 결혼 초 부모님을 초청하여, 부모님이 

한국에서 일을 하던 중 2002년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는 귀국, 중국에 살고 
있음. 어머니는 일년 한 두 번정도 한국 방문. 

레티쑤언 베트남

바로 밑의 여동생이 중국 남자와 결혼, 막내 여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현재 
린과 자동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고 있음. 친정 

어머니가 한국에 일하러 방문한 적이 있음, 2번 방문하였고, 한 번 방문 시 6개월 
정도 체류하였음. 

쑤완흐엉 베트남
남동생이 가족 초청으로 한국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미등록 상태임. 큰 아버지가 
미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어 흐엉의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말렸음. 둘째 출산 후 

친정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음. 

응옥타잉 베트남 이혼 후 베트남의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딸을 돌봐주고 있음

쩐티린 베트남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 없으며, 베트남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의 
늦은 출산으로 생긴 어린 여동생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베트남이 
생활의 중심임, 출산 직후 친정 어머니가 3개월 정도 체류하며 산후조리 해 

주었음

[표 10] 가족의 해외 이주 상황

1) 임부와 산모의 돌봄을 위한 이주

여성들이 결혼 후 낯선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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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족원들로부터의 배려와 이해를 끌어내고, 가족원으로서 존중받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의 경우 여성들의 기 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남편 가족들이 임부와 산모에게 바라는 새로운 요구 사항들의 추가로 갈등이 커지기

도 한다.159) 이 때 산후 조리 등의 목적으로 본국의 어머니를 초청하는 것은 남편의 

가족과 아내의 입장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다.160)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의 경우에도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하여 별도의 산후조리가 필요 없었던 루시, 위장 

신분으로 가족을 초청할 수 없었던 순자, 출산 후 베트남으로 아예 아이를 보낸 타

잉, 시모의 도움을 받은 헬렌을 제외하고 모두 가족을 초청하여, 돌봄의 도움을 받았

다.

중국 조선족 출신인 하빈은 결혼 직후 부모님을 초청하 다. 임신 중 입덧 관리와 

태아 발달 상황 체크 등 산전 관리를 위한 병원 방문에 하빈의 친정 어머니가 동행

하 다. 임신 중 당시 서울에서 손위 시누 가족과 같이 살고 있던 하빈은 부모님이 

같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 초기와 임신 기간에 친정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후 조리는 친정 어머니가 해 줄 수는 없었다. 입국 초기라서 거

주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다. 창고를 개조한 좁은 공간이라 산모와 신생아가 

거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첫째의 산후조리는 시누가 해주었고, 둘째를 출산 했

을 때는 부모님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의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본국의 가족이 돌봄 이주를 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과 다른 친척들이 결혼 초부터 같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던 하빈의 경우에도 산후 조리 시점에서 문제에 봉착하 다. 최상의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 돌봄이 제공되는 공간 이 모

든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12.11> 첫아이 출산 후 산후조리과정에서 시누한테 느꼈던 섭섭함

이선형: 그러면 병원에서 입원하시다가,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하빈: 산후조리도 진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엄마, 엄마가 서울 살지만, 

집, 아주 작은, 창고 집 있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 보면 창고 쓰다가 세 

159) 4장에서 논한 자녀 수와 성별 터울 조절 등의 문제가 표적이다. 

160) 물론 이것이 가능한 경우도 어느 정도 혼인관계의 신뢰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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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준 집 있잖아요. 아주 좁은 집. 이 정돈데, 여기서 반 갈라서 여기 작은 

방이고, 여기 조금 더 갈라서 거실이고, 그 담에 조~그만 데가 주방이잖아

요. 엄청 좁아요. 이 정도고 넓이가 이 정도고. 그런데 손 윗 시누가, 고모

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는 친정 엄마가 몸 조릴 해 준다. 그러니까 올케

는 애기 낳으면 친정에 가 있으라. (웃음) 그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

요. (이선형: 음~) 고모도 친정에 한 번 가 본 적 있어요, 사실은. (이선형: 

음~ 음) 어떻게 엄마는 해 주고 싶지만, 그러면, 엄마 집은 안 되고, 우리 

집에 엄마보고 오라 그러실까요? 그럼 안 된 . 그러면, 그거는 안 돼지, 어

떻게 우리가 있는 데 친정 엄마까지 와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 내가 친정, 

친정에는 그리 집이 좁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애기 낳기 전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가 좀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그 동안. 그래서, 음, 

그냥 어쩌구 저쩌구 지나갔어요. 

출산 전 시누와 산후 조리 문제로 논의하였다. 친정 엄마가 서울에 살았지만 창고 같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산후 조리를 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시누는 친정 엄마가 와서 조리

를 해 주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12.11.1.> 다행히 출산 후 시누가 맘이 바뀌어 산후 조리 해 줌

전하빈: 애기 딱 낳으니까, 고모가 맘이 바뀌었어요. 내가 해 줄게. 엄마 집도 

좁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고모가 너~무 잘 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애기 낳았으니까, 처음으로 낳았으니까, 이게 애기를 어떻게 씻겨야 될까, 

아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모가 다~ 씻겨, 딱 시간 되면 애기 다 씻기고, 

예. 저 밥도 그냥 방까지 갖다 주시고, 인제 고모가 일 하시니까, 쉬는 날. 

[하략]

다행히 출산 후 시누가 마음을 바꾸어 산후 조리를 해 주겠다고 했고, 고모가 신생아 돌

봄과 산모의 돌봄을 모두 도맡아 주었다. 

<12.11.2.> 같은 집에 사는 시누가 당연히 산후조리 해 줄거라 기 했는데, 무

서운 한국 사회

전하빈: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같은 집에서 사니까 해 주겠

지. (이선형: 어~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와~ 

한국 사회 진짜~ 무섭다. 네, 그 때부터 아~ 진짜, 원래 한국 사회는 별로 

안 무섭고 재밌다고 생각 했는데, 진짜~ 무섭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

요. (이선형: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형제간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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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략] 

하빈은 이 과정에서 같은 집에서 사는 데도 산후 조리는 해 줄 수 없다고 하던 초기 시

누의 입장 때문에 한국 사회가 무섭다고 생각했다.

중국 조선족 출신인 숙도 결혼과 동시에 부모님을 초청하 고, 산후조리 역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다. 하빈과 마찬가지로 숙 역시 출산 당시 친정 어머니

가 살고 있는 공간에 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친정 어머니가 숙이 살고 있는 집

으로 올 수도 없었다. 숙은 그 당시 시아버지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출신인 흐엉과 린이 본국의 어머니를 초청한 시점은 출산 직후 산후 조리

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흐엉은 첫째 출산 시에는 어머니를 초청하지 못하 고, 둘

째 출산 할 당시 어머니를 초청하여 도움을 받았다. 흐엉이 둘째를 출산 할 무렵 방

문한 어머니는 임신 전에 입국하여 산후 조리를 해 주었다.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 

흐엉이 아이와 함께 베트남을 방문하여 아이를 두고 혼자 입국하여 어머니가 3개월 

정도 베트남에서 둘째를 돌봐 주었다. 

<12.2.1.> 친정 엄마가 와서 애 봐주다가 애랑 같이 베트남에 있다 오기도 함

쑤완흐엉: 응. 얼마 전엔 엄마도 있었어요. 엄마는 애 봐줬는데, 애 낳기 전에 

1주일 엄마 와서, 애는 14개월 되고,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 가서 3개월 

있다가 애기 놓고, 저는 나오고, 애는 그 쪽이 있었고, 애기 3개월 더 있다

가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6월쯤 할머니 왔는데, 얘는 생일날 10월 21일날

이난, 할머니 갔어요. 가기 전에 좀 안 좋은 거야. 제 남편은 우리 엄마는 

나가라고, 쟤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야.

엄마가 산후 조리를 해 주었다. 아이가 14개월이 되었을 때 베트남을 방문하여 아이만 두

고 혼자 돌아왔고, 아이는 3개월 후에 친정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왔다. 

<13.6.> 살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친정 엄마 집에 있어도 나한테 욕하고

쑤완흐엉: 집에 살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애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친

정 엄마 와서 살면은 막-- 욕하고, 소리지르고. 

이선형: 친정 엄마한테요?

쑤완흐엉: 막 그러는 거야. 

이선형: 남편이 친정 엄마한테 욕하고 소리지른다고요?

쑤완흐엉: 엄마 아니고, 저한테. (이선형: 아, 친정 엄마 있는데,) 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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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리 엄마는 얼마나 더 속상해. 

이선형: 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쑤완흐엉: 그러니까 목적이 안 되니까. 더 화나는 거지. 집 파는 것이 목적인

데. 요새는 엄마 가니까 좀 조용한데, 모르겠어요. 언제 또 폭발할지 몰라

요. 

이선형: 그런데 친정 엄마가 있을 때 더 욕을 하는 건가요?

쑤완흐엉: 뭐 엄마 있으니까, 제가 더 나가잖아요. 더 나가서. 얘기 드니까, 보

건복지, 뭐 질병관리본부에 아르바이트 지방 가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가고 

내일에 와요.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남자는 뭐 의심 둘 수 있지. 근데 나

는 떳떳해요. 그런 게 없어. 진짜.

친정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 주고 있는 동안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자꾸 나가게 되자 남편은 친정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계속 욕을 했다. 

베트남 출신인 린의 어머니도 린이 출산을 했을 때 한국을 방문하 다. 린의 이야

기에 따르면 이 때 남편의 행동은 린에게 가장 이해 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이다. 

베트남에서 린의 어머니가 와서 같이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린의 남편은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고 시가에서 생활하 다. 린은 자신이 출산을 하고 아이와 함께 있는데

도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보러 오지 않는 것, 자신의 어머니에 한 예의를 다하지 

않음에 해서 분노했다. 

<7.16.1.> 출산 후 친정어머니가 와 있을 때 남편 전혀 신경쓰지 않음

쩐티린: 옛날에 애기 낳았을 때, 엄마도 한 번 데리왔어. 음~ 그냥 남편 엄마가 

또, 음, 뭐, 뭐야, 맨날 와서 인사 해도 안 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시집에 가서 집에 내가 내가 엄마가 애기가 세 명만 계세요. (이선형: 음~ 

음~) 엄마도 또 왔어. 다음에 애기 6개월 해서 내가 또 막, 일하고 싶어. 

돈 없었어. 또 마음 너무 힘들어. 답답해잖아요. 남편가 막 물어봤어. 내가 

좀 엄마 데리 왔어. 좀 일하고 싶어 이렇게. 처음[엔] 안 된 . 그냥 내가 

막 얘기 했어. 그냥 애기 엄마가 데리와 괜찮아. 엄마 데리와 했어. 그냥 

내가 일 안 보내요. 그 엄마 데리와. 내가 친구가 돈 빌렸어요. 돈 없어서, 

그냥 친구가 빌려서, 엄마 비행기 사 왔어. 또 그냥 뭐 먹고 싶어, 엄마 사 

갖다 줘야잖아요. 그냥 일 안 보내서, 내가 일도 못 했어. 내가 엄마 와서 

맨날 와서, 동네에서 좀, 바지락? 많이 잡어 왔어. 이렇게 그냥 갔어.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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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 한 시간 골라 줌, 5천원? 5천원 되잖아요. 그냥 하루 좀, 세 시간 

네 시간 정도도 있어. 하루 10시간 정도도 있어. 그렇게 막 시간 다 틀려

요. 시간 다 안 똑같애 잖아요. 엄마가 좀 애기 봤어. 5개월 넘어 그냥 남

편 집에 안 완요. 그냥 시집에 맨날 갔어요. 일 끝나고 와서 그냥 집에 갔

어. 시, 시엄마 집에 갔어. 집에 안 와. 애기도 안 봐줘. 내가 엄마 그냥 아

기 알아서 해, 이렇게 해요. 

아이를 낳고 베트남의 어머니를 초청하였다. 엄마가 한국에 오는 비용은 친구한테 빌렸다. 

엄마가 왔을 때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고 나는 동네 바지락 고르는 일을 했다. 이 기간 동

안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다. 

위 린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지만 본국의 어머니를 초청하는 것은 자신의 돌봄 뿐 

아니라 출산 이후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본국의 어머니를 초

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출산 및 산후조리의 시점은 어머니의 돌봄 이주를 정당화하

는 계기의 역할이 더 강하며, 실제적인 돌봄 이주의 성격은 아래에서 논하는 자녀의 

돌봄을 위한 가족의 이주에서 잘 드러난다. 

2) 결혼이주여성의 일·가족 양립의 조건: 자녀 돌봄 이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돌봄 노동에 공백이 생겼을 때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보육 및 육아 서비스 정책에서 ‘다문화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161), 

이 지원 정책만으로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빚어내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

은 한계가 있다. 

이혼한 여성들의 경우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하는 상황은 일종의 긴급 지

원 상황이다. 남편의 귀책사유가 입증이 되고, 이혼 판결 주문에 남편의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이 명시되어도 이것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여성들에게 가능한 

선택지는 본국으로 아이를 보내거나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혼 과정 및 이혼 

161)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서 ‘다문화 가정’은 1순위에 속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저소득 및 한부모 등 다른 가족 유형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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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여성의 생계 지원을 위해 쉼터, 이주여성 자립 시설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말 그 로 긴급 지원으로 장기적인 책이 될 수는 없다.

베트남 출신인 타잉은 출산 후 딸을 베트남으로 보내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다. 이

후 남편과 재결합을 할 무렵 친정어머니가 딸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 다. 그러나 

타잉의 재결합은 오래가지 않아 결국 이혼으로 끝이 났다. 이혼 후 안산의 전자부품

공장에서 주야간 교 로 일을 하고 있는 타잉은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보너스 포

함 월 평균 210만원의 소득으로 3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타잉의 노동시간

으로는 어린이집에 가는 딸아이의 보육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양육자가 

절 적으로 필요하다.162) 타잉의 친정 어머니가 딸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책임지

고 있으며, 타잉은 주말에도 딸아이를 보기가 어렵다. 4일 근무, 하루 휴일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말이라고 해서 항상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잉은 어린 딸아

이와 맘 놓고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미안하다. 

타잉이 다니는 공장은 다른 곳에 비해 노동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 그

러나 타잉은 직원 교육 및 업무 배치, 임금 측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자신이 힘들더라도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계를 설명하는 

용어들이 낯설고 입에 잘 붙이 않지만 핸드폰에 있는 사전으로 익혀가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타잉도 주권이 나오면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딸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주야간 교 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54.2.> 주권 나오면 주간 근무 회사로 이직 희망

응옥타잉: [ … ] 토요일 일요일 저 교 , 근무 또, 근무 시간 들어가서, 그렇게 

또 쉬면 안 돼고. (이선형: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저, 주권 나오면, 저 

여기 회사 좀 그만 둬요. (이선형: 아~ 주권 나오면 그만 둘 거예요?) 왜

냐면 좀, 주야간 힘들고, (이선형: 그렇죠) 그리고 월급 많지만, 근데 힘들어

요. 애기도 놀 시간도 없어.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도 안 쉬고. 또 다른 회

162)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평일 7:30~19:30, 토요일 07:30~15:30이며, 이 외에 자정까지 시

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등을 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모든 어린이집이 연장보육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

용자가 많지 않을 경우 쉽게 신청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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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바꿔 같애요. 

이선형: 다른 회사로 바꾸고 싶어요?

응옥타잉: 네, 주간, 주간만 해도, 그냥 일이 많아. 그냥 한 달도 150? 160만원 

정도 받아요. (이선형: 음, 음, 주간만 해도) 네, 근데 지금 국적, 주권 신

청 해 때문에 (이선형: 어~) 그 지금 저 돈도 없고, 그냥 일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선형: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 다녀야죠.

주말에도 근무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주말에 쉴 수가 없다. 주야간 교대가 너무 힘들어서 

영주권 나오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아이와 놀아줄 시간도 없다. 

<54.3.> 외국인 임금 차별 없는 신 노동 강도도 똑같음

응옥타잉: 네, 네, 네,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외국 사람 때문에. 근데 월급이 똑

같해니까. 그래서 똑같이 배우야지. (웃음) 

이선형: 그렇지. 외국 사람이래도 월급은 똑같으니까 배우는 것도 똑같이 해야 

돼죠.

응옥타잉: 말, 말 소리도 못 하겠어요, 저. 왜냐면 똑같으니까.

이선형: 똑같으니까~

응옥타잉: 네

[회사에서 일하는 용어] 다 알아야 한다. 외국 사람이라고 해도 월급은 똑같기 때문에 배

우는 것도 똑같이 배워야 한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겠다. 

타잉의 노동환경이 전제하고 있는 노동자는 다른 가족에 한 돌봄의 책임과 의무

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근 적 남성 노동자

의 가족임금이 노동자의 재생산을 담당할 성별 분업에 기초한 것처럼 주야간 교  

노동자는 자녀 혹은 노인에 한 돌봄을 할 시간도 체력도 없다. 타잉은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친정어머니와의 노동 분업으로 가족을 유

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163) 

<7.> [이선형 질문] 친정 엄마의 비자 상황

163)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중에서 주야간 교 로 일을 한 사람은 루시가 유일했다. 루

시는 인터뷰 당시 주야간 교 를 하는 직장으로 방금 막 이직을 한 경우 는데, 그것

이 가능한 이유는 그 당시 아들이 필리핀에서 3개월 째 머물고 있었으며, 향후 아들

의 돌봄을 도와 줄 이모의 입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타잉과 마찬가지로 

주야간 교 일은 생계부양자 이외에 별도의 주양육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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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엄마는 몇 년도에 들어오셨어요?

응옥타잉: 2008년, 

이선형: 아이고, 그러시구나. 

응옥타잉: 아뇨. 2009년.

이선형: 네, (타잉의 서류들을 챙겨주며) 이것도 잘 챙기세요. 

(흐엉씨와 타잉 베트남어로 얘기중. 어머니의 입국 연도 확인 중)

쑤완흐엉: 2009년 7월에 한국 왔는데, 3개월만에 비자 연장 안 되고, 손녀 때문

에 계속 살아와야 되는 거예요, 무비자로.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엄마는 2009년 7월에 딸과 같이 입국하여 살고 있다. 미등록이라 베트남 집에 가고 싶어

도 못 간다.

<7.1> 베트남에 다녀오고 싶어도 못 가는 엄마, 눈물 흘리는 홍

응옥타잉: 네. 엄마도 몇 번에, 나도 집에 베트남 가고 싶은데, 근데 너 아이 

때문에, 나 간다면 너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

륵)

쑤완흐엉: 집에서 형제 어떻게?

(두 분이 베트남어로 화중)

이선형: (타잉에게) 울지 마세요~

엄마는 베트남에 가고 싶지만 갔다가 다시 못 오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 

타잉의 어머니는 2009년 7월에 단순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 고, 164) 3개

월이 지난 후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이다. 타잉은 혹시라도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출입국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딸을 만나러 안산에 올 때에는 

어머니를 친구 집에 피신시키고, 딸 아이에게도 할머니에 한 언급을 하지 말도록 

교육을 시킨다. 베트남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진학 및 결혼으로 베트남을 방문

164) 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가족·친지가 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

우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는다. 현재 한국의 출

입국관리법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을 목적으로 부모 및 다른 가족 

중 여성 한 명에 하여 방문동거(F-1) 비자를 발급하고 최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 5월 출입국 시행령 개정으로 결혼이민자의 가사보조인

에 해서도 방문동거(F-1)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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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어도 재입국이 불가능할까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잉은 인터

뷰 당시 자신의 주권 문제와 ‘불법 사람’인 어머니의 체류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지금의 행복이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타잉은 

몹시 불안해했다.165) 현재 타잉의 삶에서 친정 어머니가 없다면 삶의 질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딸아이의 돌봄 공백은 물론이고 타잉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

어짐으로써 타잉에 한 돌봄 공백도 발생할 것이다. 타잉과 친정 어머니의 노동 분

업은 이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다. 재생산이 책임이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체제 속에서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일·가족 양립이 가능할 길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 자녀의 돌봄을 위해 본국의 가족 초청을 진행 중인 루시와 향후 어머니를 초

청할 계획을 하고 있는 헬렌은 아이들이 학령기에 도달하면서 가족 초청을 구체화하

고 있다. 이주여성 입소시설에 2년간 거주할 기회를 얻은 헬렌은 현재 자녀의 돌봄 

공백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받은 상처

를 치유할 수 있는 미술 치료, 놀이 치료 등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헬렌은 매우 

만족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이 시설에서 거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 될 

경우 이들도 타잉과 루시가 겪었던 문제를 고스란히 겪게 된다. 헬렌은 한국의 긴 

방학기간 동안 딸아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어머니를 데려 올 생각이다. 또한 헬렌

에게도 어머니의 이주는 단지 자녀의 돌봄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아이들과 혼자 살

아야 하는 헬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6.1.> 엄마 초청 이유는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돌봄을 위해서

이선형: 그러면은 저기, 그 엄마가 오셔서, 그, 뭐, 엄마를 초청하고 싶은 이유

는?

헬렌: 이유는, 음, 왜냐면 애들도 학교 가면, 시간 너무 짧으잖아요. 그래서 내

가 일 가면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선형: 그렇죠) 그리고 항상, 애들 중

요한 거 때문에. 우리 딸도 딸이잖아요. 우리 상황 모든 나라에서는. 나쁜도 

165) 타잉은 딸과 어머니, 이렇게 모녀 3 로 이루어진 가족생활에 매우 만족하 다. 게다

가 타잉의 남편은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딸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인터뷰에 같이 동석하 던 흐엉이 오히려 타잉을 부러워할 정도 다. 

타잉이 자신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으니 자신보다 낫다는 

흐엉의 평가는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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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뉴스도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리고 행복해죠. 엄마가 있으면. (이

선형: 음~) 혼자보다. (이선형: 음~) 네. 

엄마를 초청하고 싶은 이유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짧아 방과 후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뉴스에 안 좋은 얘기도 있어서 딸이 걱정된다.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혼자 이는 것보다 좋다. 

<26.3.> 싱글맘의 어려움

헬렌: 그래서 내가 진짜 엄마 하면은 진짜~ 힘들겠다. 왜 내가, 내가 엄마 되

면, 내가 일 하고, 애들 하고, 일 하고, 애들이잖아요. 그, 내가 애기 아빠 

있을 때, 그냥 애들만, 집안만, housewife만 하는 거잖아요. 아빠는 그냥 일 

하고, 집에 오면 밥도 주고. 그런 힘들지만, 이렇게 내가 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애들 혼자 키우고, 내가 일 하고, 어, one hundred percent 힘드는 일

이잖아요. 내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애기 아빠 그렇게 생각 안 해는 거예

요. 그 애기 아빠는 무슨, 무슨 일, 무슨 힘들으냐구. 애들 키우는 거 뭐가 

힘들으냐구. 그런 말 나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아, 그래요?’ 애들 

키우는 것을 그 사람이 안 해 봤으니까, 그렇게 말, 애들 키우는 것을 뭐가 

힘들으냐구. 그렇게 항상. 

남편이 있을 때 나는 주부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 나는 일도 하고 애들도 내가 혼자 키워

야 한다. 그런데 남편은 나보고 ‘뭐가 힘드냐, 애들 키우는 게 뭐가 힘드냐’고 한다. 그 사

람이 안 해 봐서 그렇다.

헬렌은 현재 타잉이 겪고 있는 그 생활, 즉 생계 부양자인 동시에 자녀 양육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헬

렌이 생각한 것은 필리핀 친정 어머니의 이주이다. 

헬렌과 마찬가지로 루시 역시 본국 가족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결혼 한 달 만

에 남편과 별거하게 된 루시는 임신·출산 신생아 돌봄의 시기에는 쉼터에 거주한 

덕분에 오히려 돌봄 공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남편과 별거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루시는 남편의 살해 협박 때문에 출산할 때까지 미혼모 시설에서 숨어 지내

야했다. 이 기간 동안 미혼모 시설과 수녀님들의 도움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루시

는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다. 

출산 후 아이가 백일을 넘기자마자 루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하기 

시작하 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같은 필리핀 출신의 친구들과 이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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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의 인연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 무엇보다 루시는 타잉, 

헬렌과 달리 필리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을 졸업하 기 때문에 학원에서 어 

강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나마 일·가족 양립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 교 를 해야 했던 타잉과 달리 어 학원 강사는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이었다. 인터뷰 당시 필리핀에 머물고 있던 루시의 아들은 이모와 함께 한국에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어린이집보다 일찍 집

에 와야 하는 아들이 혼자 있게 되는 것이 걱정된 루시는 어려서부터 아들이 잘 따

르는 이모를 같이 초청하여 머물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모가 루시

의 직계 가족이 아니어 서류 준비가 늦어지고 있었다.166)167)

<10.5> 아들 돌봄을 위해 이모 초청, 그러나 직계 가족이 아니어서 서류가 복

잡

루시: and also I decided to invite my aunt to come to Korea, to come to 

Korea and take care of my son. (이선형: ah~) ya, so that’s why. And 

then this women (---whether) Korean embassy asks some additional 

papers for my aunts. Because they say that if she is my family, my first 

family, mom or my sisters or brothers, that’s ok, that’s very easy. But 

because she’s just my aunt. Ya, so that’s why it’s kind a, they ask for 

bank statement, VIR, tax income, or employment certificate, others a lot. 

So that’s kind a, it takes, it takes, (laugh) a month for prepare. So that’s 

why [they are not here]. So hopefully this month , they come to Korea, 

hopefully. (이선형: hopefully) ya. Because next year he will be grade 

one. So that’s why he need to study, he need to, ya. 

루시의 아들은 2012년 5월에 엄마와 필리핀에 휴가차 방문했다가 그 곳에서 인터뷰 시점

166) 루시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이모, 외삼촌들과 한 가족처럼 지냈다. 루시에게는 외

할머니가 주양육자 으며, 가장 친 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루시의 

엄마가 큰 딸이어서, 루시의 이모들은 루시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루시가 자

라면서 언니처럼 의지하고 자란 가족이다. 자세한 내용은 3장 참고할 것. 

167) 출산·육아 지원으로 부모를 초청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가족의 초청을 허용하고 있다

는 것을 루시는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았다. 이모와 아들의 출국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루시와 이모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착오가 생겼기 때문이라고도 하

다. 2013년 1월까지 루시의 아들과 루시의 이모는 한국에 도착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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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8월까지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 루시는 이모를 한국에 초청하려고 하는데, 한국 대사

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바람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 내년에 학교에 가야하고, 공부

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모와 아들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헬렌과 루시가 친정 어머니를 초청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족 네트워크를 통한 연쇄

이주이면서 여성들의 모성실천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

성들의 모성실천의 양상에서 발견되는 돌봄이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이 놓여 있

는 사회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일·가족 양립이 불가능할 경우 여성들이 손쉽게 택

하는 친족 네트워크의 활용은 결혼이주여성에게도 다르지 않으며, 제도적 지원이 더 

취약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더 가족에 의존하

게 된다. 결혼생활이 유지될 경우 시가는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돌봄 자

원이 될 수 있지만, 이혼 및 별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나마 있던 자원마저 상실하

게 되므로 돌봄 이주는 더욱 촉진될 수밖에 없다. 

베트남 출신인 흐엉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남

편이 오랫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아 실제로는 일인 생계부양자이자 돌봄 제공자의 책

임을 맡고 있다. 인터뷰 당시 흐엉은 집안일과 7세인 둘째의 돌봄에 첫째인 16세 딸

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첫째가 어렸을 때 흐엉은 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일

을 하면서 생계부양과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 다. 그러나 둘째가 태어나고 남

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흐엉은 점점 단독 생계부양자가 되어 갔다. 흐엉이 베트

남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또한 흐엉의 초청으로 남동생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혹은 퇴근 후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한다.168)

시골에서 시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쑤언 역시 친정 어머니를 초청하 다. 쑤언의 

출산을 전후아여 각각 6-7개월씩 2회 방문하여 쑤언과 함께 살았다. 쑤언은 어머니가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이야기하 다. 실제 쑤언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같은 방

을 쓰면서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서 배추·감자·양파 등과 관련된 밭일과 논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쑤언은 가족 내에서 철저한 분업 원리에 따라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잉이나 흐엉의 경우처럼 생계와 돌봄을 동시

168) 2차 인터뷰가 있던 주말 저녁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준 것도 한국에 있던 남동생이었

다. 물론 남동생이 조카의 돌봄이 주된 이주 목적이 아니라 노동 이주가 주된 목적이

었지만, 급할 때 동원되는 노동력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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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책임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뜩이나 말이 없고 시부모와 일상적으로 부딪

히는 갈등 속에서 친정 어머니의 존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든든한 힘이 되었다. 

<62.2>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불편하지만 편한 척 하고 지낸 친정 엄마

이선형: 엄마는 한국말 잘 못하시고. 그럼 여기에 와 계신 동안 불편하진 않으

셨 요, 엄마가? 그래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레티쑤언: 아니, 불편해요. 근데 불편하지만, 그냥 편하게 편한 척 했어요. 엄마

가. 

이선형: 아, 그냥 편한 척 했어요, 엄마가. 불편했지만. 

레티쑤언: 네, 

이선형: 그랬구나. 그럼 와서 다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레티쑤언: 네, 같이 먹었어요.

이선형: 그러게 쑤언씨는 더 좋았을 텐데, 엄마 있어서. 

레티쑤언: 네. 좋았어요. 

이선형: 근데 엄마는 그래도 좀 불편하긴 하셨겠어요, 그죠?

레티쑤언: 네. 

친정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동안 불편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62.3> 남편이랑 놀러도 가고, 아이들이 외할머니 있어서 좋아했어요

이선형: 다른 가족들은 어땠어요? 잘 해줬어요? 그래도?

레티쑤언: 저기, 저기, … 

이선형: 남편이랑 시부모님들이 엄마한테 잘 해줬어요?

레티쑤언: 네, 

이선형: 와서 엄마 계신 동안 어디 이렇게 저기, 남편이 엄마한테 잘 해줬어요?

레티쑤언: 네, 좀 시간 있으면 놀러 갈 때도 있어요. 

이선형: 놀러 가기도 하고. 음~ 애들이 너무 좋았겠다. 외할머니 와서. 

레티쑤언: 네. 시윤이 아직도 외할머니 얼굴 생각나요. 

이선형: 아직도 생각나고. 

레티쑤언: 보고 싶 요. 시윤이는. 

이선형: 보고 싶다고, 시윤이는. 

친정 어머니가 와 있는 동안 가족들이 같이 놀러가기도 했다. 

<62.3.1> 외할머니가 일 가서 간식으로 준 빵을 갖다 줘서 좋아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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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쑤언: 왜냐면 저기 엄마 일 갖다 오면, 빵 같은 것도 갖고 오고. 음료수도 

갖고 와요. (이: (웃음))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왜 보고 싶냐고, 저기 외할

머니 가끔 빵 사왔잖아요. (웃음) 

이선형: 외할머니인가, 빵인가? (같이 웃음) 그랬구나. 

레티쑤언: 네.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가 일 가서 참으로 내 준 빵을 집에 갖고 오는 것을 좋아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생애과정에서 일·가족 균형에 한 필요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남성 1인 생계부양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보

다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 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이주 역시 경제활

동 참여에 한 높은 욕구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다만 결혼 초기 임신·출산 경험과 초기 자녀 양육 등의 문제, 

부부간 신뢰 부족의 문제 등이 부인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일·가족 양립의 문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제기된다. 이 때 이들의 이주민 지위는 이들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이들의 모성 환경의 열악함이 이들의 권리를 박

탈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이 어머니로서 한국사회의 

온당한 시민으로서 우 받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모성에 근거한 보편적 시민

권을 주장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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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어머니됨(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

6장은 한국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식하는 국가/민족 정체성과 모성의 관계를 다룬다. 

여성들이 자신의 국민됨(nationhood)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정체성을 구성하

는 서사(narrative)의 특징은 무엇인가. 국민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적은 결

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가.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라는 이들의 모성 지위가 국민 

정체성과 결합할 경우에는 어떠한가를 살펴본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경계에 서 있는 이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표상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자신이 어머

니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의 의미망에 포획된 ‘한국 어머니’들에 한 평가는 때

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폄훼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목표로 그려지기도 한다. 

제1절 국적의 다층적 의미

2012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

자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1%(여성 47.4%, 남성 46%)가 

한국 국적이 있다고 응답하 고, 현재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귀화 의사를 밝힌 

경우가 59.5%에 달했다.169) 이 같은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들 역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 거나 취득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적을 취득하기를 바라는 것은 ‘한국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이

들이 바라는 ‘한국인’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들에게 귀화의 경험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으며, 어떤 의미망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가.

169) 귀화가 아니라 주권을 신청하고 싶다는 항목에는 14.6%가 응답하 다(한국여성정책

연구원·전기택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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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출신
국가

결혼(유지기간) 및 
이혼 시기

현재 국적
(귀화 연도)

국적 변경에 관한 입장 및 향후 계획

안젤라 필리핀 2002년(11년) 한국(2005년)
필리핀 국적 포기 후회, 향후 국적 변경 계획 

없음

루시 필리핀
2005년(1개월), 
2008년 이혼

필리핀
한국 영주권 신청 예정(2013), 귀화보다는 

영주권 신청을 선호함

헬렌 필리핀
2004년(8년), 
2011년 이혼

필리핀 향후 한국 국적 취득 희망

전하빈 중국 2003년(10년) 한국(2004)
결혼 후 2년이 되었을 때 귀화, 향후 변경 

계획 없으며 귀화도 후회하지 않음

정순자 중국
1998년(15년), 
2009년 사별

중국 향후 귀화 예정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간이귀화의 방식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

으며,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사망 및 실종 등에 의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간이귀화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귀화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2년의 거주기간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

이 등으로 인하여 부부갈등과 가정폭력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시기이다. 외국인 

등록증을 연장하든 귀화를 하든 아내는 자신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자신의 신

원을 보증해 줄 남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체류권이 남편에게 종속되

어 있는 제도 하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의 가능성은 애초부터 차단되어 있

는 셈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중에서 숙과 흐엉이 결혼

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 고, 안젤라와 하빈이 결혼 이후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

건을 채운 후 귀화를 하 으며, 쑤언과 린이 인터뷰 중간에 귀화 신청을 하 고, 타

잉 역시 인터뷰 도중 주권을 신청하 으나 향후 귀화를 희망하 다. 루시는 국적

보다는 주권을 선호하여 역시 인터뷰가 끝난 직후 주권 신청을 하 다. 이혼 후 

자녀 양육 및 생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헬렌과 신분 문제를 해결하고 있던 

순자 역시 향후 귀화를 희망하 다. 이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맥락

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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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중국
1998년(11년), 
2008년 이혼

한국(1998) 결혼과 동시 귀화, 변경 예정 없음

레티쑤언 베트남 2006년(7년) 베트남 2012년 한국 국적 신청 완료

쑤완흐엉 베트남 1996년(17년) 한국(1996) 결혼과 동시 귀화, 변경 계획 없음

응옥타잉 베트남
2005년(19개월), 

2008년 이혼
베트남 한국 영주권 비자 소지, 향후 국적 취득 예정

쩐티린 베트남
2006년(2년), 
2011년 이혼

베트남 2012년 한국 국적 신청 완료

[표 11] 현재 국적 및 향후 국적 변경 계획

1) 아내의 자유와 남편의 불안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안정적인 체류권

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신분은 항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국가로

부터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연장 날짜를 지키지 못하거나 신원보증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 언제든지 미등록 신분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체류는 이들이 한국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

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의 출발이다.

여성의 국적 취득이 내포하고 있는 정확히 이 같은 속성으로 인하여 아내의 귀화

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남편과 아내의 협상은 서로에 한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바

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남편이 아내의 귀화에 해 소극적인 것은 아내에 한 통제

권이 상실되는 것에 한 불안과 공포에서 기인한다. 남편의 이같은 불안과 공포는 

근본적으로 속성 만남, 집단 맞선, 이윤 극 화를 목표로 한 시장의 원리가 주도하는 

결혼과정에 내포된 것이다. 

결혼 후 농촌 마을에서 시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쑤언은 결혼 후 6년이 지난 2012

년이 되어서야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아래 쑤언의 이야기를 보면 남편은 아내

의 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뿐더러 매우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쑤

언은 남편의 그런 입장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남편의 그런 태도는 결국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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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

<8.6.> 남편이 국적 신청을 미뤘던 이유: 도망갈까봐

이선형: 그럼 그 전에 남편 분한테, 시윤이 아빠한테, 계속 국적 빨리 하자 얘

긴 했었는데, 시윤이 아빠가 ‘아우~ 시간 없다, 시간 없다’고 계속 안 하셨던 

거죠?

레티쑤언: 네. 네. 안 해도 된다고. (웃음)

이선형: 어~ 안해도 된다고. 시윤이 아빠는 왜 그러셨을까요?

레티쑤언: 아니 그 ... 원래는 그 국적 따는 사람 도망 많으잖아요~ 그거 (웃으

며) 조심했나봐요. 몰라요. 안 해줘요. 

이선형: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레티쑤언: 네. 

남편이 시간 없다고 국적 신청을 미뤘다. 국적 따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서 조심하느라

고 그런 것 같다. 

<8.7.> 5년 넘어서 신청하게 되어 서운함, 선에서 투표도 못하고

이선형: 서운하셨겠어요?

레티쑤언: (웃으며) 네~ 

이선형: 좀 많이 서운하셨죠? 어떤 점이 서운하셨어요?

레티쑤언: 저기 ... 아니 다른 사람 원래는 3년, 한국 오면 그 국적 신청 하잖

아요, 근데 저는 지금 5년 넘어가잖아요. (이선형: 그러니까요) 안 해줘요 

그게~ 그게 속상했어요. 

이선형: 네. 내가 뭐 그걸 했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레티쑤언: 네. 네. 

이선형: 그런 사람 취급하고. 그죠? 그런 게 되게 섭섭하셨겠어요. 사실은 국적

이 있어야지 쑤언씨도 다른 이런 거를, 

레티쑤언: 네.

이선형: 여기서 활동하고 하시는 거를 훨씬 편하게 하시는 건데, 

레티쑤언: 네. 네. 그 ... 뭐, 통령 하는 것도,170) 투표 그거 선거하잖아

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국적 따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국적 

안 따면 할 수 없어요. 

이선형: 그렇죠. 아이구 그러면 이번에 투표 못 하셨겠네요?

170) 인터뷰 직전인 2012년 4월 11일에 시행된 19  국회의원 선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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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쑤언: 네. (웃음)

이선형: 그러니까 여기서 산 지가 벌 써 몇 년인데, 그죠?

레티쑤언: 네. 8월 달에가 딱 6년이예요. 

다른 사람은 한국 오면 바로 국적 신청하는 데 5년이 넘어도 신청을 해 주지 않아서 속

상했다. 선거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자신의 국적 신청에 한 남편의 태도가 결국 자신에 한 불신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단지 국적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국어 수업에도 참여 할 수 없었던 것 역시, 

쑤언이 출신국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기회에 노출이 될 것을 두려워하 던 

가족들 때문이었다.171) 남편은 쑤언이 나가서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서 “성격이 안 좋

아질까봐”, 더 이상의 한국어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 다. 또한 쑤언의 시

아버지 역시 쑤언의 외출에 해서도 계속 통제를 하 다. 시아버지가 외출 시 복장,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 지 등에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물어 볼 때마다 쑤언은 

자신을 성인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 

<10.> 나가서 한글 배우는 것을 식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음

이선형: 어디 좀 다니시거나 그러고 싶진 않으셨어요? 

레티쑤언: 저도 학교 다니고 싶어요. 저기 한글 배우는 거. 

이선형: 네, 네. 

레티쑤언: 근데 저 식구들은 싫었 요. 하지 말라구요. 

이선형: 음~

레티쑤언: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거 같애요. 여기 학교 들어가면 베트남 사람들 

있잖아요. 막 만나고 이상한 얘기 듣고 나쁜 소리 듣잖아요. 그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가고 싶어요. 

이선형: 어~ 어~ 그러게요. 그러면 처음에 오셔가지고 바로 애 낳고 그러셔가지

고 한글 배우러 다니고 그런 거를 전혀 못하셨겠구나. 

레티쑤언: 네~ (웃음)

171) 남편은 쑤언이 베트남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를 반 한 것은 아니었다. 쑤언이 친언

니처럼 지내는 베트남 언니는 남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다. 세차장을 운 하는 남

편이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의 아내도 베트남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쑤

언에게 소개를 해 준 것이다. 남편이 걱정했던 것은 아내의 베트남 친구가 아니라 베

트남 이주민 공동체를 통한 아내의 집단적 행위성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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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그래도 어쨌든 간에 쑤언씨는 한글 배우러 계속, 애 어릴 때라도 같이 

가면 되니까, 그쵸?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레티쑤언: 네. 

이선형: 그래도 나중에 그래서 뭐 가족들이 ‘네가 가서 베트남 사람들 만나서 

안 좋게 서로 물들고 이럴까봐 걱정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는 해 주셨어요?

레티쑤언: 그런 것 같애요. 

이선형: 아~ 그냥 생각하시기에. 한 번 물어는 보지 그러셨어요? 나 왜, 

레티쑤언: 아니 아버지도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아버지 말 아무 말 안했는데, 

시윤 아빠가 했어요. 시윤 엄마 뭐 성격 안 좋아진다고, 그 얘기 저한테 했

어요. 아버지는 ... (생각해 보며) 아버지도 말 했을 거 같애요. 베트남 사람 

만나면 나쁜 얘기 막, 몰라. 베트남 사람 다~ 좋은 사람 아니, 아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172) [ … ] 근데 시윤 아

빠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웃음) 잘~ 한다고. 나는 아이 

뭐 이 정도는 잘 해. 지금도 이거보다 잘 하는 사람도 많아. 그랬는데, 아이 

됐어~ 그러는 거예요. (웃음)

나도 밖에 나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가족들은 내가 나가서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 

나쁜 소리를 들을까봐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베트남 사람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닌데,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나는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지만 남편은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쑤언이 국적 취득에 한 가족들의 불신과 소극적 태도를 넘어 국적 신청의 계기

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학령기에 도달한 아들 때문이었다. 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엄마가 베트남 출신이면 아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쑤언의 

논리는 가족들에게도 설득력을 가졌다.173) 

아내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는 필리핀 출신 헬렌의 이야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결혼 한 지 8년 만에 이혼을 한 헬렌은 결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

하 다. 헬렌은 간이귀화 거주요건이 지나서부터 계속 국적 취득을 하고 싶었으나 

남편의 반 로 할 수 없었다. 아래 인용문에서 헬렌이 전하는 남편의 말에서도 알 

172) 베트남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한 강한 반발. 베트남 사

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173) 인터뷰 당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귀화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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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현재 국적법 하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존재는 남편에게 예속된 것이나 다름

없다. 아내의 귀화는 남편의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27.3.> 결혼 당시 귀화하려 했으나 남편 반

이선형: 그러면 그 전에, 국적 신청 할려고 했었어요?

헬렌: 그렇죠~

이선형: 남편한테 계속 얘기는 했었어요?

헬렌: 그렇죠~ (이선형: 어~) 국적 안 돼. 

이선형: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말, 네가 그거 하면은 도망갈 거라고. 

헬렌: ‘왜, 국적 따면 도망, 도망 가? 국적하면은 네 맘 로, 네 맘 로 할 수 

있으니까 국적 따고 싶어?’ 그렇게. 

남편은 내가 귀화를 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도망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화를 반

대하였다. 

헬렌은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고 이혼 과정에서도 법을 공부한 남편이 계속해서 ‘법

로’를 주장하 기 때문에 국적 취득이 훨씬 더 중요했다. 헬렌에게 국적 취득은 남

편과 동등한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이다. 남편은 헬렌을 모든 면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다운’)으로 취급하 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신체적 특징으로 놀

리고(“더러운 원숭이야”), 부족한 한국어 실력 등을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에게 

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남편의 의견에 유창한 한국어로 반박하여 멋진 모습을 보

여주고 싶다. 헬렌은 남편의 부당한 우,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남편에게 정확한 

언어로 말하고 싶다. 국적은 자신의 말에 권위를 실어줄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28.2.> 국적만 있으면, 남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 되고 싶다

헬렌: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것을, 국적만 있으면은 나도 한국, 한국 사람 따르

고 싶어요. 무조건 다 나도 진짜 한국, 그 국적, 국적 받으면 느낌이 어떻게 

느낌인지 잘 몰라. 그냥 excited 되는 거예요. (웃음) excited 하고, 그리고 

진짜, 그 애기 아빠가 모든 모든 다운 만들어잖아요. 나도 나도 할 수 있으

니까, 그래서 내가 ‘쉼터’ 가고 싶으는 것을, 나중에 애기 아빠 만나는 것을, 

그 뭐지? straight(strength) 같은 거 잖아요. 그 뭐지? 보이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 (이선형: 너 없이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당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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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도 저기 뭐지? 아, ... ... 그 사람, 보이는 것을, 놀리는 것을 하고 싶

어요(그 사람이 보고 놀라게 하고 싶어요). 그 뭐지?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

테 너무 가난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만났을 

때 surprise같은 거 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선형: 아~) 왜냐면 

그 사람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그 사람, 나,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거만 생각해는 거예요. ‘아이고~ 말 좀 봐. 말 좀 봐. 좀 똑바로 좀 말해~’ 

막 그렇게 해는 거예요. ‘아이구~ 좀, 아이구, 아이구’ 막 그렇게 해는 거예

요. 나한테, 항상.

나는 지금 하루 빨리 국적을 따서 한국사람이 되고 싶다. 국적을 받으면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난다. 지금 ‘쉼터’에 가는 것도 빨리 자립해서 

나중에 남편을 만났을 때 나도 당당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남편이 나를 보고 예전에 무시

하던 헬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싶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남편에게 예속

된 자신의 신분을 자유롭게 만들고 동등한 인간이 되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국적을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174) 많은 이주여성들에게 국적 취득 혹은 

주권은 가장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떠오른다.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국어 실력과 더불어 국적은 자신의 말에 권위를 실어줄 법적인 

장치로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국적 취득은 남편의 불안이기도 한다. 혼인

에 의한 간이 귀화,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 이들이 하루빨리 한

국 사회에 통합되기를 바라는 국가의 정책과 달리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한국사

회의 완전한 성원권을 갖는 것이 일차적 목표는 아니다. 물론 부부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룬 경우에는 오히려 아내의 귀화를 남편 입장에서 추

174)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이 귀화한 시점에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결혼이민자도 복수국적(‘이중국적’ 용어 변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이전 국적법 하에서는 한민국 국적 취득시 기존의 국적을 ‘포기’해야 

했지만,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기존 국적을 한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

행사 서약’을 할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되었다. 단 이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만 해당되며, 혼인관계가 종료된 여성의 경우에는 복수국적 허용 상에

서 제외되었다. 법무부에서는 제외 이유를 이혼한 여성들에 한 복수국적 허용이 “가

정해체를 더욱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며, 복수국적이 허용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귀화허가 후 적절한 점검활동으로 위장결혼 등의 사유가 사후에 발각되면 귀화허가

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처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제6장 어머니됨(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

- 303 -

진하지만175)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분의 남편들에게 아내의 귀화는 아내에 한 자

신의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가족에 대한 소속감: 가족과 국민의 경계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국적에 해서 민감하게 의식할 때는 자녀들이 학령기에 

도달했을 때이다. 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학교는 차별과 폭력으로 아이

들이 죽을 수도 있는 곳이다.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

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사례를 보도하는 미디어

와 실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례들로 더욱 굳어지게 된다. 이들은 자녀가 ‘다문화’라

는 낙인을 찍고 학교생활을 시작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에게 낙인은 학교에 제출

하는 서류에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기재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족관계

등록부 혹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자신에 한 어떤 특별한 표식도 없기를 바란다. 자

녀와 아버지가 같은 세 를 이루고 있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에서 자신이 배제되

는 경험,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성명 체제로 올라가 있는 것이 낙인으로 생각된다.

중국 조선족 출신인 하빈과 숙이 엄마의 한국 국적 취득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이 서류상의 다문화 가족 표식 때문이었다. 필리핀·베트남 출신의 여성

들과 달리 외모와 언어의 측면에서 구별이 거의 없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여성들에

게도 ‘외국인’이라는 표지는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남편과 자녀의 가족에 속하

지 못하게 만든다.176)

아래의 이야기는 베트남 출신 쑤언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175) 부부간 갈등이 크지 않아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안젤라와 하빈의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176) 하빈이 정작 학교에 서류를 낼 때 보니, 주민등록등본 비고란에 자신이 귀화하여 한

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더라는 얘기를 전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

는 하빈이 학부모가 되었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혼 초와 달리 하빈은 

그와 같은 차이를 교육하는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빈이 전하는 

이 이야기에서도 차이를 감추기 위한 자신의 과거 노력은 결국 효과적이지 못하 다

는 점, 따라서 차이는 감추기보다는 맞서야 한다는 다문화 강사로서의 의견을 피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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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근거로 하여 남편에게 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 다는 이야기이다. 앞서 언급

하 던 것처럼 쑤언의 남편은 아내의 귀화의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못했지만, 쑤언

이 제시한 이유는 설득력이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왕따를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들이 

‘왕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쑤언에게 가

장 큰 공포이다. 그렇기 때문에 쑤언은 개명까지 생각하고 있다. 쑤언이 레티쑤언이

라는 베트남 엄마가 아니라 ‘김미진’이라는 한국 엄마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다문화 

가족’의 표식을 없애기 위해서이다.177)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구별되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는 구조적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다.

<8.4> 지금 시점에서 국적 신청한 이유: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왕따 당할까

봐

이선형: 신청만 한 거니까.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신청하신 이

유는 따로 있어요?

레티쑤언: 음, ... ... (웃으며) 글쎄요? (이선형: (웃음)) 아니 그거는 좀, 아기 

좀 있으면 학교 들어가면 그거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베트남 엄마구나’ 할

까봐. (소리 커지며) 왕따 할까봐요! 국적 하면 좀 한국 사람 되잖아요. (이

선형: 네, 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아니면 안 할라나~ 그런 생각 했어요. 

이선형: 아~ 국적을 따면은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니까. 그런게 좀 덜 

할까 싶어서요. 

레티쑤언: 네. 

이선형: 그 얘기는 저기 시윤이 아빠가 하신거예요, 쑤언씨가 생각 하신 거예

요? 그 생각은? 

레티쑤언: 저요~

177) 모든 결혼이주여성들이 귀화시 개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에게 상 적으로 익

숙한 어식 이름을 가진 안젤라와 헬렌, 루시는 개명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는 반

면, 쑤언과 타잉은 개명을 하고 싶어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타잉은 귀화 전임에도 불

구하고 이미 직장에서는 쑤언이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과 똑같은 ‘김미진’으로 불리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구술자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꾼 

베트남 출신 여성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소개자는 그 여성을 베트남 이름이 아니라 반

드시 한국식 이름으로 불러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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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아~ 쑤언씨가 그래서 시윤이 아빠한테 얘기 했어요?

레티쑤언: 네~ 했어요. 말을 했어요. (웃음) 많이 했어요. 국적 이거 신청 하는 

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안 가요. 그리고 저기 저 언니도, 산수리 언니

도 신청 했는데요, 면접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웃음)

국적 신청을 계속 미루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국적 신청을 서두른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 것이 알려졌을 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국적’이 가족에 한 소속감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한

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 포기했던 본국적은 자신의 원가족에 한 소속감을 상실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2010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 이전에 귀화를 

했기 때문에 안젤라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만 했

다. 그러나 안젤라의 ‘귀화 이야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필리핀 국

적을 상실한 이야기이다. 

한국에 거주한 지 11년이 되어가는 필리핀 출신 안젤라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2005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 다. 안젤라의 귀화는 안젤라의 생각이 아니라 남편의 

의견이었다. 남편은 외국인 등록증을 연장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고, 안젤

라가 향후 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낫다고 안젤라를 설득

하 다. 안젤라에게 한국 국적의 취득은 쑤언이나 타잉, 헬렌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

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이 아니었다. 안젤라의 귀화 이야기에서 귀화 당시 양육환경

에 한 기억이 등장하는 것은 안젤라가 자신에게 귀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이다. 당시 안젤라는 3살, 2살의 유아를 데리고 외출하

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시누이나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안젤라에

게 안이 될 수 없었다. “소주 먹고 아기한테 뽀뽀하는” 시가 식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래 화의 첫 부분에서 안젤라가 이야기하는 시가 식구들의 모

임 문화, 술 먹으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아이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시가의 

가족 문화는 안젤라가 자신의 아이들을 맡길 수 없게 만드는 요소 고, 매번 연장해

야 하는 외국인 등록증보다는 귀화 신청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남편의 의견을 받아

들이게 만들었던 맥락으로 제시된다. 

<12.4.> 귀화하던 그 당시, 초기양육기와 비자연장이 어려워 남편이 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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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항상~ 슬퍼요. (웃음)

이선형: 항상 슬퍼요. 

안젤라: 네. I say, I don’t know. I just thinking, because I was at that time, 

at my condition, I feel difficulties in my case with my husband, my 시

어머님 also, and my 시누이, 왔다 갔다 우리 집이예요. 그러니까 so much 

stress with me. 시어머님 왔다 갔다 우리집, 아뇨 시누이, because my 

mother-in-law. So that’s why always come, drinking wine, my last baby, 

they altogether come, very noisy, and then drinking, 시끄러워요, 소주도. 

그래 애기가 항상 울어요. 내가 문 닫었어도 계속 시끄러워요. 왔다는 애기

가는 뽀뽀했어, 술 먹는데가. ‘뽀뽀는 하지 마요~’ (웃음) ‘냄새요~’ (웃음) 

‘아니 왜! 왜그래~’ 그렇게. (웃음) [ … ] 

안젤라: ye, because my husband say, if I didn’t make you up Korean ID, 

always disturbing me, I’m working, and then you also, ‘여보 비자 없었

어’, 그 my husband I’ll make you up Korean ID, I don’t want to go 

back to, go back to embassy. Ye, so that’s why my husband making. 

(이선형: ah~ your husband make up) ye. (이선형: ah~) because of his 

work. He don’t like to disturb. 

이선형: oh~ 그러면은, it’s a, first, who’s decision to get a Korean ID?

안젤라: my husband. 

이선형: ah~ your husband. Ah~ It’s not for your decision, exactly.

안젤라: not for my decision. Because he say, ‘아~ 힘들어~ 항상 왔다 갔다’ 

그 담에 애들이도 데리고. Korean embassy 애기 데리고, 거기 ID만 만들

어. 그냥 혼자 있어 안 되지. 그냥 애들이, 그 시어머님 안 돼요. 우리 항상 

데리고요. 

귀화 하던 2005년에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시누이들이 자주 왔다.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시누들은 올 때 마다 시끄럽게 얘기하며 술을 먹었다. 

그래서 갓난 아기가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많이 울었다. 게다가 술먹고 애기한테 뽀뽀해서, 

냄새 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남편은 외국인 등록증을 연장할 때 마다 같이 가는 것이 번거롭고, 일을 하는 데 있어 방

해가 되고, 애들도 어린데 같이 매번 연장하러 가는 것도 힘들다며 귀화를 하는 것이 낫

겠다고 하였다.

안젤라는 귀화 신청을 위해 남편과 출입국 사무소에 갔던 날, 너무 많이 울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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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 다. 안젤라에게 귀화 기억의 정점은 자기 눈앞에

서 출입국사무소 직원에 의해 필리핀 여권이 찢어지고, ‘너는 이제 한국 사람이다’라

고 호명하는 장면이다. 안젤라의 눈앞에서 훼손된 필리핀 여권은 안젤라에게 필리핀 

가족에 속할 수 있는 징표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안젤라에게 한국 국적 취득

은 필리핀 가족의 계보로부터 박탈되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다. 이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고 자란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178) 

<11.2.> 필리핀 여권이 찢어지고 한국 여권 발급 받던 날, 생각만 해도 눈물이

이선형: 그렇구나. 그러면 how, do you remember what’s the feeling to get a 

Korean nationality? Do you remember the moment?

안젤라: the moment?, when I was in the Samsung, Samsung renewing visa, 

oh, passport. I make up my husband to bring, brought me there for 

making Korean passport ID. And then the one who working there, he 

saw me, she saw me, now pronounce, I pronounce, you will be Korean 

citizen, I was crying. (이선형: oh~ you were crying~) (눈물을 흘리기 시

작하는 안젤라,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함) I’m, I feel 

different. (이선형: ah~) ye. My husband, ‘왜 울어?’, ‘아~ 싫어요~’, ‘(이해

가 안 되는 남편) 왜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 있잖아. 나랑이~’, ‘안

돼~’, ‘거 잘랐잖아!’ (웃음) ‘잘랐으니 어떡해? 아 안돼~’ 그렇게. 그러니까 

했어 했잖아, 거기에서. 

이선형: 아, 거기에서 딱 필리핀, 

안젤라: 여권, 

이선형: 여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안젤라: 네. I feel cry and then I feel VERY VERY sad. Ye I’m very very 

sad. Just now I feel, I remember, ye. 

178) 안젤라에게 한민국 국적의 취득이 필리핀 가족으로부터 이방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

되지만, 이것이 곧 출입국 직원의 말처럼 ‘한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한

민국 국민의 자격을 취득하 지만, 일상생활에서 안젤라는 끊임없이 자신의 민족 정체

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서는 이어지는 ‘3) 사회적 인정’ 부분에서 다

시 다루기로 한다. 안젤라는 현재 자신이 한국인으로 귀화한 것을 후회한다. 당시에 

주권을 받아도 외국인 등록증의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주권 

신청을 했을 것이며, 실제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사관을 찾아간 적도 있으나 절차

가 복잡하여 신청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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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그냥, only remembering make you sad.

안젤라: ye, I feel sad. (웃음)

이선형: can you explain the sad feelings? Why are you so sad, even you 

are crying now. So what makes you so sad?

안젤라: um, … (또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함) because my 

father, my family, um, my father want, if I want to stay there together 

with my family, I cannot. But because I’m holding Korean ID, I stay 

there, I should pay, for example, if one year, how much? Ten thousand 

pesos? Ye, I feel I’m a stranger from Philippine. (이선형: Um~) because 

I’m not, so that’s why, but my originally I was borne there and my 

parents it’s also. My my lineage, both of them, my mother and my 

father are Filippinos. So I was so, (웃음).

이선형: it’s like you became a stranger from your origin family.

안젤라: ya, ye. but my husband say, 

이선형: (안젤라는 웃으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 don’t cry~

귀화 신청 하던 날 삼성동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도심공항 출장소] 직원이 나를 

보더니 내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사람이예요’ 라고 말을 했고, 나는 그 자리

에서 울었다. 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듯이 남편이 아이들과 자신이 있는데 왜 우냐고, 

이제 필리핀 여권 잘랐으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나는 여권을 잘라버렸으니 

어떻게 하냐고 얘기했다. 정말 정말 슬펐다. 지금 그 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또 슬프고 

눈물이 난다. 필리핀에 아버지랑 가족들이 모두 살고 있는데, 나는 한국 여권을 갖고 있

으니 필리핀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 내가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부모

님도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내 조상이 다 필리핀에 있는데, 나는, ...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국적은 가족에 한 소속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한국

에서 구성한 가족의 경계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본국의 가족 경계로부터 

박탈되는 경험으로 이해된다. 국제결혼은 가족의 경계와 국민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

는 가족의 등장을 가져왔다.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아내, 남편, 자녀의 국적이 일치

하지 않는 이 조건은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가 직면한 새로운 국면을 제공한다. 자

신의 국적을 변경함으로써 가족의 경계와 국민의 경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하빈, 

숙, 쑤언, 안젤라의 노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경계의 불일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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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이 경계를 불일치는 단순한 소속감의 차원을 넘어서 실

질적인 권리의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법적으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권리를 위임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국적과 같은 국적

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매순간 불편함을 겪기 때문이다. 타잉이 자신이 아이를 키

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주소 이전을 위해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180)

3) 사회적 인정의 징표

귀화를 하게 되면 신분증으로 외국인 등록증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한국사회에서 “초록색 외국인 등록증”이 아니라 

“하얀색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외모에서 드러나는 인종적 차이, 어눌한 한국어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국인임을 드러내는 징표로 기능한다. 

주민등록증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이들은 순간적으로나마 차별적 시선이 약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아래의 하빈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으로 자신의 신

분을 증명함으로써 교묘한 차별과 의심의 시선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국

적 취득의 중요한 이유이다.

 

<43.2.> 외국인등록증 보여주는 거랑 주민등록증 보여주는 거랑 눈빛이 달라요

전하빈: 네. 그리고 어디 다닐 때도 인제 한국 사람이면, 신분증 갑자기, 갑자기 

가끔씩 검사 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이면 눈치, 사람들 눈빛이 좀 달라요. 

달르거든요. 외국사람일때는 이렇게 봈다가 또 다시 봤다가 이렇게 하거든

179)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에게도 복

수 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180) 2010년 국적법 개정에서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복수국적 허용 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혼 후 본국과의 관계가 더욱 접해지

는 현실에서 이혼 한 여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혼 한 

여성에게까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가정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은 ‘국

적’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통제하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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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한국 신분증 딱 바뀌니까, (이선형: 주민등록증 딱 하니까) 응, 그냥, 

(이선형: 보는 거 없이) 네, 네, 네. 그런 것도 좀 많았어요. 

이선형: 그런 게 좀 편해지신?

전하빈: 네, 더 편해졌어요. 살기 편하기 위해서 국적 취득했다, 그렇게.

신분증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 내가 

국적을 취득한 것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였다. 

중국 조선족 출신인 하빈은 결혼 후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을 채우자마자 귀화 신청

을 하 다. 하빈 역시 안젤라와 마찬가지로 귀화 신청 당시 20년 넘게 살아온 중화

인민공화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서 눈물이 났다고 한다. 당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민국 국적법 상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적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빈과 안젤라에게 귀화가 슬픈 것은 기존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포기해야 하는 데서 오는 박탈감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민국 국적의 취득은 국가에서 자신을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인

정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특히 중국 조선족의 경우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

을 하고 왔다가 정작 한국에 와서 상상하지 못했던 ‘민족 차별’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민족 정체성 보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라는 국민 정체성을 더욱 발달시키게 

된다(박혜란, 1994; 유명기, 2002). 하빈은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

만, 국가가 나의 정체성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국적’의 의미를 해석한다. 중국 조선족

이기 때문에 억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없던 하빈에

게도 한민국 국적의 취득은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181)

<24.> [이선형 질문] 국적 변경시의 감정, 너무 슬펐다, 그러나 한편 기쁘기도

181)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한 후 연변을 방문한 한국인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조선

족을 보고 감동한 나머지 그들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조선족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니 중화인민공화국

이며, 중국을 조국이라고 부르며 중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박혜란, 

1994:13). 중국의 항일투쟁과 해방전쟁에 적극 참여한 조선족은 민족구역 자치권리를 

얻어냈다. 1952년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실시요강에 근거하연 연변조선족 자치

구가 창립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소수민족에 한 민족정책이 조선족의 국가의식

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리흥우, 1994, 박혜란 1994:13-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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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지금, 나중에 국적이 금방 나오셨잖아요. 

근데 국적 그거 할 때 망설이진 않으셨어요?

전하빈: 울었어요. (이선형: 음~) 왜냐면 그게, 뭐지? 국적, 그 쪽에 포기 뭐, 뭐

지? (이선형: 포기 해야되잖아요) 네,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십 몇 년 

정도 그래도 살다 왔는데, 그거를 포기해라는 거는, 진짜 너무 슬펐어요. 

이선형: 아~ 그거를 해야 될 때. 

전하빈: (바로 이어) 슬프기 반면에, (이선형: 네) 기쁘기도 했어요. 왜냐면 사람

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 줘도, 이 사회에서는 나를 인정을 해 줬다, 이 나

라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그 때는, 반면에 좀 기뻤어요. (이선형: 음~ 슬프

면서 기쁜, 그런게) 네. 왜냐면 나중에 애들께도 뭐 좀 미칠 거 같애요. 

향을 좀 미칠 거 같애요. (이선형: 음~) 네, 엄마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

고, 애들하고 아빠만 한국 국적이면, 나중에 좀 향을 안 끼칠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네. 

하빈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20년 넘게 갖고 있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에 눈물이 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에서 나를 한국 사람으로 받아주었다는 사

실에 기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엄마로서 아이들과 같은 국적을 갖게 되어 좋

았다. 

하빈과 달리 필리핀 출신인 안젤라는 자신의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 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한 질문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 시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공원에서 마

주치는 사람들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이 여성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출입국 사무

소 직원이 ‘너는 이제 한국인이다’라고 호명하는 것만으로는 안젤라가 한국인이 되기

에 충분하지 않다. 한국 여권을 소지하는 것,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는 것, 이것들은 

한국 사회에서 안젤라의 법적 신분을 밝혀주는 장치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과 안젤

라가 사회적으로 ‘한국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안젤라가 한국 사람들과의 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안젤라의 이야기는 ‘나는 필리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 

사람들은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

인 이해이다. ‘나는 필리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한국인이라고 말한

다’는 이 진술은 국민 정체성에 한 자기 인식과 외부 인식의 괴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안젤라가 자신의 국민 정체성을 인식하는 방식, 즉 혈통과 전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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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유산의 측면에서 필리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

졌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안젤라에게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민족

이 아니라 시민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안젤라가 전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국민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언어,182) 외

모, 국적,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아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안젤라는 한국 사람들과의 화 속에서 자신의 국민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세웠다. 이미 귀화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법적으로 한국인이라고 생각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우선 안젤

라의 외모가 한국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젤라가 먼저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의심’에서 출발하고, 안젤라는 그 ‘의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젤라는 오히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한국인임을 인정하

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 다. ‘나는 필리핀 사람’이라고 화를 시작할 경우 청자들은 

안젤라가 주민등록증도 있고, 한국에서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아 살고 있기 때문에 당

연히 ‘한국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183) 

안젤라가 사람들과의 화 속에서 ‘필리핀 사람’과 ‘한국 사람’의 신체적 차이를 전

면에 내세우면서 립구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모

성과 국적이다. 주민등록증이 법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것이라면 모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보증한다. 두 명의 아이들과 정상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적

극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만드는 자원이 된다. 그것이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안젤라

182) 언어의 측면은 이 화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안젤라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안젤라의 정체성을 탐문하게 만든 계기이

다. 외모가 외국인인데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관심의 상이 되지 않는다. 외모는 

분명히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물건을 흥정하는 모습에서 정체성에 한 질

문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183) 사실 그 복잡한 과정보다 안젤라가 선호하는 것은 그냥 ‘아줌마’로 불리는 것이다

(<12.2.>) 한국 사회의 시장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줌마’ 정체성이 그녀의 

복잡한 차이들을 무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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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12.7.> 안젤라 생각엔, 난 분명한 필리핀 사람, 사람들의 계속되는 교정, 넌 한국사람이

야

이선형: (웃음) 아 그래요? 근데 In your opinion, do you think, you are 

Filipina or Korean?

안젤라: ① In my opinion~ I should be a Filipino. Because I, my parents 

are all Filipinos, in also obviously in my appearance, I’m Filipino. But 

I’m holding an Korean ID, so I cannot keep that, I’m Filipino. I’m 

holding, because of ID. ② Yes if they say, are you Korean?, what do 

you think? It’s obviously I’m Filipino. Oh, but how about you visa? I 

have a Korean ID. ‘그니까 you 한국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③ I cannot 

say that I’m, I’m, if I say I’m Korean,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진짜 너 한국사람?’ 이렇게 말해. ‘왜에요?’ (웃음) ‘내 피부 때문에? 눈코

요?’, ‘네에!’, ‘어디나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기(아직) 나 Filipino

예요. ‘진짜야?’ 그렇게 물어봐. (이선형: 음~) ④ ‘나, 나는 필리핀 [아니고], 

한국 사람이예요’, ‘어떻게? 남편 한국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내가 ID 누

구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국 사람이’, ‘아~’ (이선형: 어~)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는 필리핀이예요. ‘한국, 한국 결혼했어?’, ‘네!’, ‘아~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나봐요, ‘네’, 그니까 ‘아~ 한국 사람이지’ 이렇게 나중에 얘기해

요. 네. (웃음)

이선형: 아~ 그렇구나. 먼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네가 왜 한국 사람이

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나 필리핀 사람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서, 

안젤라: 네, 

이선형: 근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리고 한국 ID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안젤라: 네, 다 이해해요. ⑤ 근데 먼저 한국 사람, ‘(놀라며)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해요. ‘어떻게? 어떻게요? 어떻게 한국사람이 이 얼굴이 눈이 커? 피

부가 하얀 아냐?’ 이렇게 말해요. (이선형: 어~) 그러니까 /야네요? 아니에

요?/ 근데 왜 어떻게 한국 사람 이렇게 질문 많아요. ‘한국 사람 결혼했어? 

애기 낳았어? 어디서 애기 나와? 필리핀?’, ‘아뇨오~ 여기 다예요’, ‘몇 번 결

혼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이예요~’, ‘진짜?’ 이렇게, ‘왜요?’, ‘그 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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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예요?’, 아직도 결혼했어, 애들이 없어요. 처음이예요. ‘아~ 좋아, 좋

아.’ 이렇게. ‘한국 사람 좋아~’ 그러니까 처음이예요, 필리핀이예요. (이선형: 

음~ 음~ 그러네요) (웃음) 나중에 이야기는 ‘아~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같이 웃음) 왜냐면 한국사람이[라고 하면], ‘(놀라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해요. 이 얼굴 보여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니까, 말 안 해요. 필리핀이

예요. ‘몇 년 한국 있어?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점점점 이야기

해요. ‘네, 결혼했어요. 애들이 두 명이예요.’, ‘아빠는?’, ‘한국 사람이예요~’, 

‘아~ 그렇구나’, ‘어디서 태어났어, 애들이?’, ‘여기 한국에요’, ‘아~’ 그러냐구. 

알았다구. (웃음) 

이선형: (그럼 사람들이 그제서) ‘그럼 한국 사람이네~’

안젤라: 네~ 이렇게 해요. (같이 웃음)

① 내 생각에 나는 당연히 필리핀 사람이다. 우리 부모님도 필리핀 사람이고, 내 외모도 

필리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서 계속 필리핀 사람이라고 할 수

가 없다. ② 사람들이 나보고 ‘한국 사람이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당연히 필리핀 사람

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나는 주

민등록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럼 한국사람이네!” 이렇게 말한다. ③ 내가 먼저 한

국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내가 한국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네가 

정말 한국사람이야?”라고 묻는다. 그래서 나는 “왜요? 내 피부때문에요? 눈코때문에요?” 

라고 질문하면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는 어느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보고 그 때 나는 아

직 필리핀 사람이라고 말한다. ④ 내가 필리판 사람 아니고 한국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

은 남편이 한국 사람인지 묻는다. 나는 당연히 한국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국적을 딴 

거라고 얘기한다. 처음 얘기할 때는 필리핀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다보면 나

중에는 나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⑤ 그런데 먼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내 

외모를 보고 놀란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과 결혼했는데, 애기 낳았는지, 애기를 필리핀에

서 낳았는지, 한국에서 낳았는지, 초혼인지 재혼인지 등을 물어보고는, 내가 한국 사람이

라는 것을 인정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하빈과 안젤라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이들에게 ‘국

적’은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원권으로 이해된

다. 그러나 하빈과 안젤라의 이야기에서 국적의 변화 과정에서의 양가적 감정은 국

민이라는 정체성의 이중적인 면을 보여준다. 국민은 한편으로는 운명과 기억, 도덕적 

공감을 함께하는 인종적 국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민주적 과정을 통해 시민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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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된 전체로서의 국민일 수도 있다(벤하비브, 2008[2004]: 242). 하빈과 안젤라는 

혈통적 운명 공동체로서의 ‘한국인’ 정체성에 균열을 내는 정체성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제2절 정체성의 구성: 어머니됨과 국민됨의 결합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국민 정체성을 인식하는 과정은 종족적 특징과 시민적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184) 국민 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

(nationhood)’에 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또는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기인식

으로 정의된다(Brubaker, 1992). ‘국민’과 ‘민족’을 구분할 필요가 없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민족의 국민들이 생겨나고,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에 한 연구(황정미, 

2010; 윤인진·송 호, 2011)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국민정체성 인식에서도 혈통과 같

은 종족적 특징보다는 국적, 한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소속감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절에서는 여성들의 국민 정체성 인식에 있어 모성 경험이 결합될 경우 어떤 서사

를 구성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절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국적 취득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2절은 이들의 정체성 서사에서 모성 경험

의 의미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여성들이 자신의 모성과 국민됨에 

한 의미부여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자신을 필리핀(또는 중국, 베트

남) 사람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과 필리핀(또는 중국, 베트남) 엄마로 생각하는지

에 한 질문에 해서 이들은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 필리핀(또는 

중국, 베트남) 엄마인 동시에 한국 엄마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다가 시간이 

184) 일반적으로 국민 정체성은 종족적-혈통적 모델(ethnic-genealogical model)과 시민적-

토적 모델(civic-territorial model)로 구분한다. 종족적-혈통적 모델은 귀속적 속성이 

강하고 혈통을 중시하는 반면, 시민적- 토적 모델은 토와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자

격요건이 강조된다. 전자가 전통과 문화적 유산의 공유 등을 포함한다면, 후자는 국민

으로서 동등한 권리 및 의무의 행사, 제도를 포함한다(Jones and Smith, 2001, 윤인진　

송 호, 2011: 14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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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출신
국가

결혼(유지기간) 및 
이혼 시기

모성(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의 결합

안젤라 필리핀 2002년(11년) 필리핀 민족성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함

루시 필리핀
2005년(1개월), 
2008년 이혼

필리핀 민족성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함, 나는 필리핀 사람
필리핀 엄마이기도 하고, 한국 엄마이기도 함

헬렌 필리핀
2004년(8년), 
2011년 이혼

민족성에 대한 의식 강하지 않음, 지금은 필리핀 엄마지만 
한국 엄마가 되고 싶음

전하빈 중국 2003년(10년) 민족의식 매우 강함, ‘한중이 엄마’로 표상

정순자 중국
1998년(15년), 
2009년 사별

“나는 제명이 엄마”, 떳떳하게 중국에서 왔음을 밝힘

박영숙 중국
1998년(11년), 
2008년 이혼

같은 민족의식 강함

레티쑤언 베트남 2006년(7년) 베트남 엄마와 한국 엄마가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됨

쑤완흐엉 베트남 1996년(17년) 한국 엄마에 대한 동일시 전략에서 베트남 엄마로 이동 

응옥타잉 베트남
2005년(19개월), 

2008년 이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

쩐티린 베트남
2006년(2년), 
2011년 이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

[표 12] 모성(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의 결합

지나면 한국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혹은 그 반 로 결혼 초에는 한국 

엄마이기를 바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베트남 엄마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한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에도 조선족 정체성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

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은 국민에 성차가 기입되는 

과정은 구체적 협상과 역동적인 정체성 재구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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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책임한 한국인 남성과 생계부양자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과정과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에 한 변화가 개인의 정체

성 인식과 어떻게 결합되어 구성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흐엉의 생애사이다. 

앞에서도 언급하 듯이 흐엉은 결혼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 기 때문에 흐엉의 결

혼생활에서 국적의 변동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

다. 흐엉은 자신을 베트남 사람으로 생각하며, 한민국 국적이 자신의 국민 정체성

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흐엉의 정체성 구성에서 국적 변동은 큰 사

건이 되지 않는다. 특히 흐엉은 요즘 이주한 여성들이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더욱 

더 국적 취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볼 때 자신에게 국적이 큰 의미가 없음을 더 

실감하게 된다.185) 국적과 상관없이 ‘요즈음’에 ‘원래’ 베트남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게 

된다는 흐엉의 이야기는 자신의 국민됨에 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뜻한

다. 또한 ‘원래’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혈통, 출신 성분으로서의 베트남을 

강조하는 것이다. 

<43.1> 요즘에 나는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요

쑤완흐엉: 요즘에 나는, 저는 저 베트남 사람이예요. 원래 베트남 사람이예요. 

이선형: 원래 베트남 사람이라고. 

쑤완흐엉: 응, 베트남 사람이예요. 

요즘 나는 베트남 사람이라고 말한다, 원래 베트남 사람이라고. 

<43.1.1>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선형: 그래도 국적은 한국 국적이잖아요. 지금. 그래도 내가 어느 나라 사람

이라는 거에 국적은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쑤완흐엉: 중요해지 않아, 저한테는. 

이선형: 어, 중요하지 않아요. 어, 그러시구나.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185) 타잉의 1차 인터뷰에 같이 있었던 흐엉은 타잉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주권 

및 국적 취득을 통한 안정적인 체류를 확보하는 것이었음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국적 

의미의 차이가 더 조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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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다른 사람들에게 국적이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 의미 없어

요

쑤완흐엉: 다른 사람에, 뭐 한국 국적이는 따기만 하면, 얼마 안 돼 하면, 이혼

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한국 국적 16년이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상관 

없어요. [하략]

나한테 한국 국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흐엉은 16년간의 한국 생활에서 젠더와 민족의 고정관념을 해체하면서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특히 모성 경험과의 결합은 이 재구성의 과정을 훨씬 역동적으로 만든

다. 흐엉이 베트남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라는 질문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베

트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베트남 엄마인가 한국 엄마인가’라는 질문에는 ‘헷갈

린’다고 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흐엉은 자신이 베트남 사람으로서 ‘베트남 엄마’

로 불려야 할 것 같지만 현재 자신이 한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참조하는 다양한 

모성 수행은 ‘한국 엄마’의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에 한국 엄마로 불려야 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베트남 엄마’와 ‘한국 엄마’가 헷갈리는 것은 단지 자신의 모성 

실천이 베트남식인가 한국식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

니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흐엉이 이야기는 자신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라고 있

기 때문에 다른 한국 엄마들이 하는 것만큼 자신도 해줘야 하는데, 그만큼 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반성이다. 흐엉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딸아이를 걱정하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과외나 진학지도를 비롯한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걱정하 다. 흐엉에게 사교육 시장에 한 정보로 무장한 한

국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중심의 모성은 현재 자신의 모성 실천을 부족한 것으로 보

이게 한다. 

그러나 흐엉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열악한 생활에서도 이혼을 하거나 가출을 하여 

자식을 버리는 이기적인 한국 엄마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성이다. 흐엉이 한국 엄마

에 한 타자화를 통해 ‘베트남 엄마’로 자신을 구성해하는 것도 이 맥락이다. 사교육

을 중시하는 중산층 전업주부의 모성과 1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실패로 인하여 

불안정해진 하층 계급 가족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국 여성의 사례는 ‘베트남 

엄마’를 위해 필요한 한국 엄마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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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선형 질문] 한국 엄마, 베트남 엄마? 헷갈려요, 근데 베트남 엄마에 더 

가까워요

이선형: 그러면, 그 엄마, 어쨌든, 자기, 흐엉씨가 한국 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베트남 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쑤완흐엉: 저, 솔직히로요?

이선형: 네, (웃으며) 솔직하게. 

쑤완흐엉: 저도 헷갈려요. 어떨 때는 나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더 강하게, 더 좋

은 모습, 음, 더 자신 있는 엄마 돼 줘야 되고, 어떤 날에는, ‘그래, 나는 한

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있고요. 근데 베트남 

엄마로 더 강해 같애요. (이선형: 아~ 베트남 엄마라는 생각이?) 안 그러면

은, 그렇잖아요. 한국 엄마는 저처럼 사는 엄마 없을 걸? (이선형: 음~) 애

는, 네 새끼 네가 알아서 키워야지, 나 혼자 키우냐고~ 그렇잖아요. (이선

형: 음, 음) 자기 인생 자기 즐겨 살지, 저처럼 살겠어? (이선형: 음) (작은 

소리로) 살 수 없을 걸.

이선형: 그럼 지금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강인한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더 이렇게 강한 엄마로 만드는 거 같애요?

쑤완흐엉: 그런 거는, 그 때문에 그런, 내 살으는 힘인 거 같애요. 나는 외국 

사람, 베트남 사람이라서 더 강하게, 더 믿음스러운 엄마, 더 자랑스러운 엄

마, 그렇게.

흐엉은 자신이 베트남 어머니인지 한국 어머니인지 헷갈린다. 그러나 자신이 베트남 사람

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엉이 베트남 엄마로 자신을 호명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갖는다. 첫째 가족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자신의 모습을 강조한다. 흐엉이 남편의 

경제적 기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은 ‘한국 엄마’들과의 비교를 통해서이다. 만일 한국 여성이었다면 

이 모든 책임을 혼자 떠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흐엉이 보기에 한국 

엄마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 보다는 자기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베

트남에서 왔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

한다.186)

186) 흐엉이 자신의 국민 정체성을 이처럼 구성하는 데에는 국제결혼을 둘러싸고 ‘한국 여

성’과 ‘베트남 여성’에게 다르게 배치된 이미지를 그 로 활용함으로써 공모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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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흐엉이 베트남 사람으로서, 그리고 베트남 엄마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

는 것은 흐엉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존재론적 차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아래

의 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흐엉은 처음에는 자신이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이 드

러나지 않기를 바랐다. 한국인과 똑같은 엄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제 로 직장생활

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빚을 지고 해외로 도피하는 남편 신 가족을 이

끌어 온 흐엉은 자신이 베트남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인 남편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남편에게 “나는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타국에 와서 일 

하면서 애 키우는데, 한국 사람은 당신은 뭐하냐”고 소리치는 흐엉은 점점 자신을 베

트남 사람으로 만든다. 혹시나 남편이 ‘베트남에서 온 부인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더 정신을 차려야 겠다’라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가족에 더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은 흐엉만의 생각일 뿐 남편은 가족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간다.

<43.2.1.> 헷갈리는 이유는 정체성의 역사성 때문, 처음에는 한국 나중에는 베

트남

쑤완흐엉: … 사실 그 말이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 살면은 조

금, 틀려 생각, 점점 틀려져요. 처음에는 저는 한국인 엄마라는 거를 원해. 

한국사람을 원해요. 근데 지금이는 나는 그 로 사는 거야. 나는 원래 베트

남 사람, 베트남 엄마예요.

이선형: 음, 처음에는. 

쑤완흐엉: 뭔가 처음에는 덮어주고 싶고, 씌워주고 싶고, 그, 외국인 나타지 않

으는 그런 거 노력하고, 점점이는 저도 한국인 사람보다 (믿지?) 않고 사니

까, 오히려는 나는 외국사람이 더 (이선형: 음, 지금은) 이고 싶어요. 

이선형: 아, 그렇구나. 그렇게 바뀌게 된 거는 어떤 계기로 그렇게 바뀌게 되셨

을까요?

내가 베트남 엄마인지 한국엄마인지는 헷갈린다. 처음에는 한국 엄마를 원했지만 지금은 

베트남 엄마다. 처음에는 내가 베트남 엄마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지금은 베트남 

엄마라는 것을 더 얘기하고 싶다. 

<43.2.2.> 무책임한 ‘한국인’ 남편과의 생활에서 책임감 있는 ‘베트남인’ 아내가 

구성됨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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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완흐엉: 저 가정환경 때문에 그치. (이선형: 어~) 나는 외국 사람인데, 타국 

와서 살고 일 하면서 애 키우고,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뭐 하냐. (이선형: 

어~) 그 때문에. 중요해는 힘이 같애요. (이선형: 어, 어) 그렇게 살면서 더, 

뭐라지, 강하게? 더 자신있게 사는 모습 보주면, 남편도 부끄러운 줄 알고 

미안한 줄 알고, 빨리 돌아 올 줄 알고, 근데 아니에요. 너무 오랜 시간 걸

릴 거 같애. 마음 속에는 있건지 몰르겠지만, 아닌 거 같애. 행동이랑 말투

이랑. 사람 눈빛이 보여주니까. 아니까. 

내 가정환경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생활비도 벌어오지 않고, 가족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외국에서 왔음

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나를 보고 남편이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흐엉은 젠더와 민족의 위계의 허구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

성한다.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에게 배당된 노동시장의 위계,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가족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념 등은 지난 흐엉의 삶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

다. 흐엉은 자녀를 돌보지도 않는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흐

엉 자신이 자녀에 한 돌봄과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하면서 흐

엉은 자신의 정체성을 ‘베트남 엄마’로 구성해가는 것이다. 무책임한 ‘한국인’ 남편과

의 생활은 자신을 책임감 있는 ‘베트남인’ 아내로 구성하는 서사를 발달시킨 것이다.

2) 부정과 자부심의 공존: “필리핀 엄마”, “베트남 엄마”

“필리핀 엄마,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지윤이 엄마 안젤라는 밖에

서 종종 이렇게 딸과 같은 반에 다니는 아이들의 인사를 받는다.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하는데도 꼭 ‘필리핀 엄마’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다. 6살 시윤이 엄마 쑤언

은 아들에게 “베트남 엄마가 좋아, 한국 엄마가 좋아?”라고 가끔 물어본다. “베트남 

엄마 좋아요!” 시윤이의 답을 들을 때마다 쑤언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7살 민수 엄

마 흐엉은 피곤한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누울 때, 아들이 베트남 말로, “엄마 잘

자~”라고 이야기 해주면 그날의 하루가 다 풀린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필리핀 엄마’, ‘베트남 엄마’, ‘한국 엄마’ ”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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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필리핀, 베트남, 한국은 출신 국가를 뜻하기도 하고, 자녀의 

국적, 혹은 거주지를 뜻하기도 한다. 필리핀 엄마는 필리핀에서 온 엄마이기도 하고, 

필리핀에 있는 엄마(친정 엄마)이기도 하다. 한국 엄마는 한국인 자녀의 엄마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어머니노릇을 하는 여성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모성을 민족성에 따라 구별해내고 평가하는 체제를 반 한 것이기도 하다. 

“필리핀 엄마”, “베트남 엄마”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엄마, 

“한국 엄마”에 비해 타자화된 엄마이다. 타자화라는 것은 지배적인 시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타자화인 것이지 이들에게 ‘베트남 엄마’, ‘필리핀 엄마’는 자신의 모성을 한

국의 지배적인 모성과 구분 짓는 자부심의 자원이 되기도 한다.

아래의 화에서 “필리핀 엄마”에 한 안젤라의 이중적 심정이 잘 드러난다. 딸의 

친구들이 저 멀리에서 딸과 안젤라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필리핀 엄마”

라고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안젤라가 걱정하는 것은 딸아이의 반응이다. 안젤라는 

여느 친구 엄마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냥 “아줌마”라고 하기를 바라지만 인사성도 바

른 친구들은 “필리핀 엄마”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의 핵심은 안젤라가 자

신이 “필리핀 엄마”로 불리는 것에 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앞에

서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딸의 반응이다.

엄마가 필리핀 출신인 것에 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랑스러워 한다는 

딸의 답에 다시 확인 질문까지 해 보아도 딸은 ‘필리핀 엄마’를 인정한다고 답한

다. 딸의 인정은 자신의 모성 수행에 한 만족스러운 평가로 읽힌다. 초등학교 저학

년 학부모로서 자녀의 학습지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미안함도 상쇄할 

만한 평가이다.187) 지윤이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에는 엄마의 어실력도 포함

되어 있다. 실제 안젤라는 지윤이와 같은 반 친구 중에 엄마가 중국에서 온 친구와 

팀을 짜서 서로의 아이들에게 어와 중국어 과외를 시켜주고 있다. 지윤이는 어

에 소질이 있고, 어로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여름방학마다 어 캠프에 가고 싶어

하고, 좀 더 크면 필리핀이나 캐나다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 지윤이는 엄마의 

187) 사실 안젤라의 딸 지윤이는 성취동기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모든 과

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모르

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심지어 자기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의 학습을 도와주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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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연계망 속에서 성장하 기 때문에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것은 장애가 되

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되는 것이다.

<12.10.> “안녕하세요, 필리핀 엄마”: 엄마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딸

안젤라: 근데 다른, 다른, 어,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음… 가까워요, 거기 동부 

센트레빌에, ‘안녕하세요~ 필리핀 엄마~’, 이렇게 해요. [ … ] 네. 우리 딸래

미 있고 이웃집에. 근데 그 1학년에 첫번째 지윤이랑 같은 유치원이예요. 

근데 졸업해서 1학년이예요, 거기, 부, 구 초등학교. 근데 우리 딸래미 마

지막 거기서 유치원, 가까워요, 우리 집에. 거기 동부센트레빌. 인사는 잘한

다요. 근데 ‘필리핀 엄마~’ 

이선형: 아, ‘안녕하세요, 필리핀 엄마’ 그래요?

안젤라: 네, 그렇게. (웃음)

이선형: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안젤라: ‘왜 필리핀 엄마 말해?’, ‘아줌마만 해야지~’ (정말 크게 웃음) ‘필리핀 

엄마, 아~ 복잡해. 필리핀 엄마는 하지 마~’ 

이선형: 그냥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렇게 해야지. 

안젤라: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선형: 왜 필리핀 엄마 그렇게 하냐고. 

안젤라: 네. 그 담에 지윤이랑 같이 거기, 삼성 시장 간다고, 거기, 

이선형: 뭐한다고요?

안젤라: 삼성 시장 거기 L마트 한다고, 뭐 필요해서 가요. 그 담에 이거, (줄넘

기 하는 시늉), (이선형: 줄넘기) 줄넘기도 하러요(줄넘기 사러요). (저 멀리

서 지윤이를 알아본 친구가 크게 소리치며 인사한다) ‘지윤이 엄마~ 지윤이 

필리핀 사람 엄마~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해요. 

이선형: 진짜?

안젤라: 네~ 다른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선형: 어~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은 저기 어떠세요?

안젤라: ‘아우~ 저기 가르쳐줬잖아. 아줌마만~ 계속 이야기해 필리핀이’, 그 담

에 바로 옆에 애가, ‘아? 필리핀이야? 누구 엄마?’ 이렇게 해요. (이선형: 

어~) 거기 지윤이랑 친구랑. 그래 지윤이가 물어봤는데(그래서 지윤이한테 

물어봤는데), ‘지윤아, 어때? 막 엄마는 다른 친구 이야기, 필리핀 엄마, 챙

피해? 행복해? Or are you proud?’, ‘아니~ 왜, 왜 챙피해. 내 엄마는데.’ 

(이선형: 어~ 지윤이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지윤이예요. ‘내 엄마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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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피해’, (이선형: 아~) ‘나는 proud~ 왜냐면 엄마가 외국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지윤이가. (웃음) ‘진짜야? 진짜?’ 이렇게. ‘그냥 이야기만, 아파 여기

(가슴 가리키며)?, ‘아니!’ 이렇게요. (웃음)

딸아이랑 유치원을 같이 다닌 친구가 딸과 같이 가는 나를 보고 “안녕하세요, 필리핀 엄

마”라고 인사했다. 필리핀 엄마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줌마라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

음에 삼성시장 가다가 또 만났는데, 큰 소리로 “필리핀 사람 엄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했다. 큰 소리로 얘기해서 다른 친구들도 들었다. 내가 딸아이한테, “지윤아 다른 친구들

이 엄마보고 필리핀 엄마라고 해서 챙피해, 행복해, 자랑스러워?”, 딸아이가 “아니, 우리 

엄만데 왜 챙피해? 나는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서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했다. “진짜야? 

속으로는 마음이 아픈데 그냥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물어봤는데도 아니라고 대

답했다.

베트남 출신인 쑤언도 아들에게서 ‘베트남 엄마’로 인정받고 싶다. 그러나 지구화 

시  ‘ 어’라는 자원과 초국적 가족 연계망이 발달한 필리핀 출신 안젤라와 달리, 결

혼이주를 제외하고 해외 이주에 한 직·간접 경험이 없는 쑤언에게 ‘베트남 엄마’

는 “많----이” 사랑하는 것을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 

<25.3> “시윤이 베트남 엄마 속상하지 않 요”188)

레티쑤언: [ … ] 시윤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시윤아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 시

윤이보고 짝꿍이, 시윤이 엄마 베트남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고, 베트남 엄마, (단어 생각 중) 속상하지 않 요. 안 속상해요.

이선형: 안 속상하 요, 시윤이는?

레티쑤언: 네. 지금 그러는데 담엔 몰라요. (웃음)

시윤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짝꿍이 ‘너희 엄마 베트남 사람이구나’라고 해도 시윤이는 

속상하지 않다고 했다. 

188) 위 화는 이주여성들이 자녀들과의 화에서 ‘베트남 엄마’, ‘한국 엄마’라는 말을 사

용하여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모성을 결합시키고 있음을 알게 된 중요한 화이다. 

본 연구에서 2008년에 인터뷰 했던 흐엉의 사례를 제외하고 2012년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만난 쑤언의 이야기 속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주제 던 모성과 정체성, 그 중에

서 민족 정체성과 모성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발견하 다. 그러나 

쑤언에게 이후에 ‘당신은 베트남 엄마입니까, 한국 엄마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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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한국 엄마 좋아, 베트남 엄마 좋아?” 베트남 엄마 좋 요

레티쑤언: [시윤이한테] ‘한국 엄마 좋아, 베트남 엄마 좋아?’ [물어보니까] 베트

남 엄마 좋 요. (웃음)

이선형: 아이고 귀여워라. 왜 그렇 요? 뭐라고 하면서 그렇 요? 쑤언씨가 그

렇게 물어봤어요?

레티쑤언: (웃으며) 네, 물어봤어요. 베트남 엄마 좋 요. 

이선형: 아, 그렇구나. (웃으며) 왜 물어봤어요?

레티쑤언: (웃으며) 그냥 궁금하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나. (웃음) 그냥 궁금해 

물어 봤어요. 

이선형: 아, 그랬더니 그래요. (같이 웃음) 기분 좋으셨겠어요? (웃음)

레티쑤언: (웃으며) 네~

시윤이한테 한국 엄마가 좋아 베트남 엄마가 좋아라고 물어봤는데 베트남 엄마가 좋다고 

했다. 

위 화에서 쑤언이 ‘한국 엄마’와 ‘베트남 엄마’의 조를 통해 아들에게 묻고자 

했던 것은 아이들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 것에 한 인정 여부 다. 엄마가 다른 

친구의 엄마들(‘한국 엄마’)과 다른 것에 해서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

는 질문이었던 셈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조금만 맥락이 달라진다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아들이 ‘베트남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베트남 엄마’로 부르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베트

남 엄마’로 부르는 것은 ‘한국 엄마’보다 못한 엄마를 뜻하며, 베트남 엄마를 둔 아이

들에게 한 놀림과 조롱의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아래 인용한 화와 바로 앞에서 인용한 <25.4>의 화는 이런 의미에서 조적이

다. 분명히 1차 인터뷰에서는 아들이 베트남 엄마가 좋다고 하여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33>에서는 자신이 베트남 엄마인지 한국 엄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쑤언이 민족정 정체성과 모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쑤언은 베

트남 엄마이자 한국 엄마이고 싶다. 자녀의 친구들이 자신을 ‘베트남 엄마’라고 부르

는 것에 해서 자녀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길 바라면서도 동시

에, 자신은 한국보다 열등한 것으로 비춰지는 ‘베트남’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싶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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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선형 질문] 베트남 엄마예요, 한국 엄마예요? 진짜 잘 몰라요. 

이선형: 음, 음. 그러게 지금 쑤언씨는 생각하기에 내가 베트남 엄마인 거 같으

세요, 한국 엄마인 거 같으세요?

레티쑤언: 그거 지금 생각 안 해 봤어요. (웃음) 잘 모르겠네요. 

이선형: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베트남 엄마인가? 한국 엄만가?’

레티쑤언: (생각중)

이선형: 누가 그렇게 쑤언씨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거 같애요?

레티쑤언: 글쎄요. (웃음) 잘 몰르겠네요. (웃음) (침묵: 계속 기다리는 침묵) 진

짜 잘 몰라요. (웃음)

쑤언은 자신이 베트남 엄마인지 한국 엄마인지 생각 안 해 봤을 뿐만 아니라, 잘 모르겠

다. 

<33.2.> 베트남 엄마와 한국 엄마, 베트남 엄마 같기도 하고, 한국 엄마 같기도 

하고

레티쑤언: 베트남 엄마는, ... 몰라요 한국 살으니까 한국 엄마 조금, 한국사람 

됐잖아요. 베트남 엄마 한국 사람 됐는데, 왜 베트남 엄마냐고 그러면 약간 

그 기분 약간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나 베트남 엄마구나’ 그러

면 기분 듣기 안 좋잖아요. 한국 엄마라고 혹시 하면, 기분 좋아요. 베트남

은 약간 조금, 약간 밑엔가? 한국 약간 위에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엄마 좋아. (웃음)

이선형: 아~ 한국 엄마라고 하는 게, 그런 점에서는 좋고, 어~ 그런데 그러면 

또, 그럼 안 좋은 점은요?

레티쑤언: 쩝. ... ... 뭐요?

이선형: 그러니까 나는 한국 엄마라고 불리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답 안 하시고, ... ... .... 

레티쑤언: 그, ... .... .... ... ... (웃으며) 잘 모르겠어요. 

이선형: 이, 그게 한국말로 말씀하셔서 설명하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아니면 저

기 베트남 말로도 정말 잘 모르시겠는거예요?

레티쑤언: ... .... 아니 어떻게 말 해야 되나, 이렇게. 잘 몰라요. (웃음)

이선형: (같이 웃음) 그냥 한 번 생각 해 보세요. 

레티쑤언: ... ... ... ... 한국 엄마도 같고, 베트남 엄마도 같고. (웃음)

이선형: 한국엄마이기도 하고, 베트남 엄마이기도 하고. (같이 웃음) 그러면 그

거는 국적을 취득해도, 국적을 내가 한국 국적을 갖는다고 해도, 내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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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이기도 하고, 내가 베트남 엄마이기도 하고, 그런 건 거죠?

레티쑤언: 네.

한국에 사니까 한국 사람 되고, 한국 엄마 됐는데 베트남 엄마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다. 

한국 엄마라고 해야 기분이 좋다. 한국 엄마 같기도 하고 베트남 엄마 같기도 하다.

<33.3.> “한국 엄마 좋아요. 베트남 엄마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챙피해하진 말았으면 좋겠구요”

이선형: 그럼 시윤이랑 기정이한테는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시윤이랑 기정이를 

낳고 난 다음에도 별 차이는 없었어요?

레티쑤언: 아니, 근데 저는 한국 엄마 좋아요~ 베트남 엄마 그 소리 안 들었으

면 좋겠어요. 

이선형: 아~ 베트남 엄마라는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레티쑤언: 네. 이담에 더 시윤이 크면 약간 그 소리 들으면 약간 기분 안 좋지 

않을, 친구들 다 한국 사람 엄마인데, 나만 왜 베트남 사람이냐구.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속상하잖아요. (웃음)

이선형: 아~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런게 없다, 생각하면요? 그런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상관 없구요?

레티쑤언: 네. 

이선형: 그런게 아니다라고 하면 상관 없는데, 애들이 친구들이 다 엄마는 그건

데, 근데, 시윤이가, 

베트남 엄마 소리는 안 듣고 한국 엄마라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자기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냐는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 

<33.4.>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했으면

레티쑤언: (말을 자르며 바로) 아니 근데 아니 시윤이 기정이가 아니 베트남 사

람 엄마인지 알 잖아요. 기분 안 좋은 느낌 없으면 좋겠다고. 그렇다고 생

각했어요. 시윤이 기정이가 이 담에 크면. (이선형: 크면) 자랑스럽다 그렇

게 많이. 약간 창피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이들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안젤라와 쑤언에게 ‘필리핀 엄마’, ‘베트남 엄마’는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

으킨다. ‘필리핀’과 ‘베트남’이라는 수식어는 자신의 모성에 한 낙인인 동시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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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족 정체성에 한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들이 ‘한국 엄마’와 ‘필리핀

(베트남) 엄마’를 계속해서 오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3) 이기적인 한국 엄마와 헌신적인 외국 엄마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어머니됨을 구성하기 위해 ‘한국 엄마’는 꼭 필요한 타자

이다. ‘한국 엄마’와 자신의 모성을 구분 짓는 전략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부족한 

것으로 타자화하는 시선을 그 로 차용한다. ‘한국 엄마’들에 한 비난과 타자화는 

이주 어머니 모성의 근거가 된다. 결혼 후 한 달 만에 들어간 별거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혼자 출산을 결정한 루시는 임신 기간 동안 미혼모 지원 시설에서 지냈

다. 이후 남편이 알게 되어 친권·양육권 분쟁을 동반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지만 

루시가 임신을 확인한 시점은 이미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을 한 상태 기 

때문에 루시의 어머니 되기 과정은 미혼모의 임신·출산 경험과 유사하 다. 

루시는 자신의 모성 경험을 한국과 필리핀 문화의 조를 통하여 자신을 ‘필리핀 

엄마’로 구성하 다. 미혼모 지원시설에서 출산 후 입양을 계획하고 있던 한국인 미

혼모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루시는 한국의 모성 환경의 일부를 접하게 된다. 미혼

모라는 이유로 가족들이 받아 주지 않아 시설에 입소 할 수밖에 없고, 출산 후에 아

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한국인 여성들은 루시로 하여금 한국에서의 

어머니 삶, 여성의 삶의 억압적 측면을 확인하게 하 을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출산

과 양육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필리핀 가족의 존재는 필리핀 문화의 우수성에 해서 

더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편과 상관없이 출산을 하기로 한 결정, 아이를 필리핀

에 보내지 않고 함께 살면서 양육하기로 한 결정, 이 같은 결정은 루시가 자신을 한

국여성들과 구분짓는 중요한 행위성의 발현이다. 

<22.1> 필리핀 엄마로 불리는 것이 더 좋아: 입양보내고 낙태하는 한국 엄마

루시: uh, Filipina mother, ya, yes. 

이선형: why?

루시: I’m just proud being a Filipina, being a Filipina mother. I’m just 

being, I’m just really proud of it. Because some other Korean mo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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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a, some, it’s just some, ok? (이선형: never mind), ya, ya, because 

they choose to send their kids or their son or daughter to 입양 (이선형: 

um~) which is I don’t understand why? Ok you say, 안 돼 because we 

are not married with my husband or with my boy friend, it’s not a 

good reason. For me it’s kind a, why you can stand being a mom with 

your son or with your daughter. Why you send them to 입양, like that. 

why you abort your son or your daughter. So you are not a good 

mom. For me are they are not good mom. I can’t, I can’t call them as 

a mom, because what they did. So that’s why kind a, ya I proud of 

being a Filipina mother like that.

나는 필리핀 엄마인 것이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어떤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을 입

양보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그 엄마들은 아이 아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이유는 아니다. 내가 보기엔 아

이와 함께 엄마로서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입양을 보내고 낙태를 하는가. 그건 좋은 

엄마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 그건 다 좋은 엄마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필리핀 엄마인 것이 자랑스럽다. 

루시는 입양과 낙태, 자녀와의 별거 등에 해서 매우 비판적인 자신의 입장을 카

톨릭이 지배적인 필리핀 문화로 설명한다. 그러나 루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필리핀 

여성들이라고 하여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하여 모두 루시와 같은 입장인 것은 아니

다. 이혼하면서 아이를 남편에게 보내거나 필리핀으로 보내는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

되고 있어도 다른 애인을 만나는 경우 등을 많이 보아 왔다. 루시가 특히 자녀와의 

별거를 반 하는 이유는 루시 역시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살다가 결국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로 성장하 기 때문이다. 물론 루시는 부모의 부재로 

인한 결핍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루시를 키워준 외할머니와 이모, 삼촌과의 관계

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적 유 관계와 지원 때문이었다. 

<19.3.> 싱글맘에 한 한국과 필리핀의 차이, 가족들은 아이를 포기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음

이선형: 혹시 그 할머니가 이런 말 하진 않았어요? Why don’t you send your 

son to his father?

루시: (강한 부정) Never! Never! Never!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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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never, never. Oh~

루시: ya. Never! That’s Philippine style. So that’s why I said, 진짜 너무 달라

요. 한국인 필리핀인. 필리핀인, 그냥 만약에 임신 하면, 남편 없어요, 결혼 

안 했어요. 만약에. 남편 없어요. 괜찮아요! 상관 없어요. 그냥 계속 해. 근

데 Korean style, 남편 없으면, 임신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챙피해요. 근데 

왜 챙피해? 그래서 when I stayed in 생명의 집 in 용인 with some other 

Korean (이선형: girl?) ya, they are all 17, 18, 19, 30 years old. So I’m 

just wondering. Why you stay here? They are Korean. Why didn’t they 

stay with their family? And then they said that it’s 챙피, it’s 안돼요. 챙피

해요. (놀라서 묻는 표정) ‘어? 왜 챙피해?’ like that so, [they said] it’s 

Korean style, Korean culture. If you [want to be a mom, you] must be 

married first. So that’s why [I said] oh~ ok. But in the Philippines it 

doesn’t matter. No one cares. If I got pregnancy, then that’s ok. With or 

without husband, that’s ok. But some other family, it’s kind a, it’s kind 

a 안 좋아요. But they can still live with their, with their family not with 

other families. So not same. So even though we don’t have enough 

money, it’s just ok. Ya. 

이선형: 그러게요. 그런면에서 한국이 너무 여자들이 살기 안 좋아요. 

[필리핀 가족이 루시의 출산 소식을 듣고 아이를 아빠에게 보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

문에] 절대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필리핀 스타일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필리핀이 너무 다르다. 필리핀에서는 남편 없이 임신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편 없이 임신한 것은 창피한 일로 생각했다. 미혼모 시설에 있을 때 한국인 미혼모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들이 창피함 때문이라고 했을 때 너무 놀랐고, 

그것이 한국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국에서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먼저 해야 하는 것 같다. 필리핀에서는 상관없고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내가 임신을 

했으면 남편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 물론 어떤 가족들은 안 좋아 할 수 있다. 그래도 같

이 살게는 한다. 가난한 집이라도 그렇게 한다. 

<19.4.> 아이를 기르지 않는 어머니들에 한 비판

루시: [ … ] 여기 한국에 진짜 abortion가 괜찮아요. 아마도 그것도 때문에. 그

래서 아니면 임신 할 때, after they delivered, 입양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는 아~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But I think not same. Also other 

Filipina, some other foreign woman, foreign woman who marr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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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e are different mind. Different because some other friends of 

mine, they give their daughter or son, kids 줘요~ to their husband 

which is I DON’T like. I don’t want like that. I will fight for my son or 

I will fight for my daughter’s custody. I will. Ya. They said, ‘아~ 나중

에. 괜찮아. 나중에. 우리 애기 나중에. 우리 엄마 어디 그냥 나중에 만나.’ 

아 그거 아니에요. 싫어요. 어~ 그래서 지금도 ‘그냥 옛날에 왜 don’t you 

your son send to the Philippines? 이게 힘들어. 같이 있으면 힘들어’ 근데 

난 그렇게 같이 안 해요. 그냥 어린이집. 근데 ‘왜 어린이집 보내? 왜 그냥 

필리핀이 보내, 왜 어린이집 보내?’, my reason is, if I will send my son 

to the Philippines, I can’t every time I want to see him, I can’t see him. 

It’s impossible, because he’s in the Philippines and I’m in the Korea. But 

if he will stay here even though in a 어린이집, there is time that if I 

miss him or if I have free time, we can get bond with him, ya. So 

that’s the reason also. Why I just [stay with him]. And I want to see 

him every year he grows up, I want to see him. I just, ya, so that’s 

why. Not same also with other, like some other my friends when am, 

are they met their Filipino boyfriend, or some other boyfriend. And they 

just leave their son or daughter with her husband, with her husband 

and then divorce, so that’s it. I don’t like it. I really hated it. I don’t 

like it. But for me, it’s not, we are different mind. So that’s their 

decision, I don’t care. 

[임신을 쉽게 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낙태를 해도 되고 아이를 낳은 후에 입양을 보내기

도 한다. 나는 낙태와 입양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생각한다. 물론 결혼이주여성들이 다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혼 시 남편에게 아이를 주

었다. 나는 그것은 정말 반대한다. 나는 아이의 친권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을 것이다. 나

중에 아이를 만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전에 나보고 친구들이 아들이 

여기에 있으면 힘드니까 필리핀으로 보내라고 했을 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어

린이집에 보냈다. 필리핀에 보내면 내가 아들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아이를 볼 수 있고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물론 필리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 친구 중에 남자친

구가 있는 경우 아이들을 남편한테 보내기도 한다. 물론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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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임신, 출산, 낙태를 둘러싼 문화적 차이 이유

루시: the reason is that, I think, maybe Korean assess, as Korean, (laugh) 

um, it’s not, it’s not Korean law actually. It’s not, it’s not. It’s just, 

what’s we believe, like for example, in the Philippines, we believe that, 

um, … being, ok, having a son or daughter is gift from the God. So, 

because, since mostly all Filipinos are catholic, so we believe in God, 

we never, uh, we never, allow abortion. But it can’t, it’s impossible, still 

it’s impossible, so there is a lot of abortion, abortion in the Philippines. 

It’s just what we believe, religion is the most important I think in, the 

reason is religion. (이선형: um) Because in Korea if they believe in 

church or in God that never abort, never, ya. So I think. And also 

Korean culture, I think. (이선형: um, um) And then I think also 

sometimes family, family problem, I think. Family problem. 

[임신, 출산, 낙태와 관련하여 한국인 미혼모와 외국인 미혼모의 선택에 차이가 나는 이유

는] 한국의 법 때문은 아닌 것 같다.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카톨릭이기 때문에 아이는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도 낙태가 안 되

긴 하지만, 물론 필리핀에도 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다. 내가 생각하기엔 종교 때문인 것 

같다. 한국에서도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절대 낙태를 하지 않을 것 같다. 그

리고 한국 문화, 특히 가족 문제 때문인 것 같다.

한국의 미혼모가 낙태와 입양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루시가 지적하듯이 

미혼모에 한 사회적 낙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양육자로 이루어진 성별분업 체계를 기본으로 질서 지워진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현실이 

바로 필리핀 엄마 루시가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결국 루시는 휴가차 방문

한 필리핀에 아들을 두고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루시의 모성실천 역시 한국 

사회의 재생산 시스템의 제약 속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이혼 

후 자녀를 본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한부모의 삶에 

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특례 조항을 도입하여 한국인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내국인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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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서비스의 일부를 외국인에게도 허용한 것이지, 이주민 한부모의 실정에 맞

는 지원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여성과 필리핀 여성에 한 비교는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도 활용된다. 결혼 한 지 10년이 된 안젤라의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는 매

우 안정되어 있다. 생계부양자 남편이 부인에게 경제적 관리와 자녀 관리를 일임하

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들 부부는 신뢰관계를 형성하 기 때

문이다. 안젤라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비롯한 시가와의 관계이

다. 안젤라의 남편은 2남 4녀의 막내로서 위로 4명의 누나들이 있다. 이 누나들은 안

젤라에게 한국의 ‘시누이 노릇’을 한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 내가 네 남편의 누

나인 거 몰라? 가만히 있어”라며 한국의 부계중심적 가족관계에 따른 위계 관계를 요

구한다. 그러나 안젤라는 그 같은 가족관계를 ‘필리핀’을 앞세워 무력화시킨. 실제 

‘필리핀’ 문화에 담긴 내용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 권리가 있다”

는 보편적 권리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안젤라는 시누이들에게 자신에 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당신의 남동생이 한국 여성과 결혼했으면 벌써 도망갔을 것이다, 나에게 감

사해야 한다”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소 혼란스럽다. 안젤라가 이렇게 주장

하는 근거는 ‘외국여성이 한국여성보다 참을성이 많다’, ‘남자가 돈이 없으면 여자가 

집을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근거에 따르면 외국여성인 자신은 참을성이 많으

므로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해도 집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

러나 안젤라는 남편에게 일을 하지 않으면, 즉 생계부양능력이 떨어지면 자신은 아이

들을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고 ‘협박’한다는 얘기를 했다.189) 외국에서 온 부

인이라 하더라도 참는 데 한계가 오면 집을 나간다는 이야기는 사실 안젤라의 이야

기이도 한 것이다. 

<22.>[갑자기 등장한 이야기] 시누이들과의 갈등: 시누이들에게 필리핀 스타일로 

말할 권리를 행사하는 안젤라

안젤라: Because ‘알아? 다 누나는 화났어~ 내 애들이 너는 보니까 하고.’ 따로

189) 이들 부부의 이같은 화는 그동안의 결혼생활에서 서로에게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농담처럼 주고받는 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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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혼하면 따로는 다 시누이는 싫어요. 근데 다 시누이는 미워. (웃음) 미

워요. 싸워했어요, 나는. 말해요. 싸워했어요, 시누이. 그러니까 거기 시누이

가, ‘왜 이렇게 너 말 많아? 너 알아, 몰라? (또박또박 말하는 시누이)우리는 

남편의 누나, 그니까 너 가만히 있어’, ‘아니예요. 나 가만히 있어 안해. 필

리핀 이렇게 해요.’ If we have, if we have rights, we have to do, you 

have to say, you have to say what you want.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는 

소리가 들려) this no battery, you have to say your, if you are correct, 

you have to say. (이선형: 음) even they are older than you. How did 

you know? How did they know your feelings! If you just say, you 

didn’t say anything, of course, in, in the court, you have also, you have 

to say your right, and also they say also their right. So in Philippine, in 

our family, maybe also some Filipino like that, you have to say so that 

they will understand you. If they, you have to say what do you want 

you, you, ‘no, I’m, I’m doing like this just for our family’, if you didn’t 

say they don’t know. So but my father, my husband family they don’t 

want you to speak. but I say, ‘no~ you are lucky, because your 

husband, your younger, youngest brother marry to Korea, go foreigner’ I 

say. If, Because you know most of the foreigner, they tempt, they have 

much patience, but if their patience is over, they will run away and 

then you don’t have now, sister-in-law. I said, I say, ‘you should be 

thankful to me. Because even your younger brother has no money, they 

just only have money if he work, if he doesn’t work, no money~ so 

what can you do? If your, your younger brother is, his husband(wife) is 

Korean same Korean, I think they will run away. You know most of 

Korean, they like also family, if no money how can you live, how can 

you survive. 

[아이들을 캐나다로 보내는 것에 대하여 남편이 반대하는 이유] 남편이 말하길, ‘너 알어? 

누나들이 너 애 키우는 거 보고 다 화내’ 그런다. 하지만 결혼하면 다 각자의 가족을 꾸

리는 것이다. 시누이는 다 밉다. 시누이와 싸울 때 나는 말을 다 한다. 그러면 시누이는 

‘우리는 남편의 누나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혼낸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니다, 나도 가만 있지 않겠다. 필리핀에서 다 이렇게 한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권리가 있다면 우리도 다 말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내가 옳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

가 많다고 하더라도 말 해야 한다. 만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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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떻게 내 기분을 알겠는가. 일단 말 해야 한다. 법정에서도 우리는 모두 말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필리핀에서는 우리 가족은, 아마 많은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인

데,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

는지 분명하게 말해라. ‘아뇨,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라

고. 만일 당신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남편 가족은 나보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다 얘기한다. ‘아뇨, 형님들은 운이 좋은 거예요. 막

내 동생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벌써 나갔을 거예요’ 대부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더 

잘 참아요. 참을성이 많아요. 하지만 참을성이 다 되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누이들한테 

말했다.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막내 동생이 돈도 없고, 그나마 일이라도 해

서 돈이 조금 있는 거지, 일도 없었으면 돈도 없었을 테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내 

동생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아마 다 나갔을 걸요. 물론 한국 여자들도 가족을 중요하

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요?’

루시와 안젤라의 이야기는 앞서 ‘필리핀 엄마’와 ‘한국 엄마’가 지시하고 있는 내용

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한국 엄마’는 아이에 한 책임감이 약

하며, 참을성이 없고 가족에 해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여기에 더하여 미혼모

라는 이유로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낙태시킬 수 밖에 없는 한국 여성의 현실은 루시

로 하여금 자신을 ‘필리핀 엄마’로 더욱 정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안젤라가 

구성하는 ‘한국 엄마’는 경제력이 없는 남성과 결혼하지 않으며, 결혼했다 하더라도 

금방 이혼할 그런 여성이다. 안젤라가 구성하는 한국 여성의 이미지는 초국적 결혼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한국 남성이 다른 아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것의 장점을 

구성하기 위해 등장한다. 

제3절 유동적 정체성의 고정핀으로서의 모성

3절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민 정체성과 모성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근의 이주 연구에서 출신국과 정착국 사회를 동시에 연결하는 다중의 사회적 관계

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Basch, Schiller, 

Blanc, 1994:4-5)의 관점은 이주민의 사회적 경험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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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삶의 터전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과거의 이민과 달리 최근의 이주

는 일회적으로 끝나기보다 또 다른 이주로 연결되기도 하며, 출신국으로의 귀환이주

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이주 이후에도 출신국과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유지한

다. 이같은 초국적 이주자들의 사회적 경험은 토 중심의 근  국민국가의 위기를 

확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초국적 이주자들의 삶은 장기적인 전망 보다 계속해서 변

화를 추구하고 끊임없는 단기 프로젝트에 열을 올리는 신자유주의의 유동성(세넷, 

2002), 이동성의 시 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탈

토화된 세계를 오가는 글로벌 시민으로 재현되는 초국적 이주자의 삶을 분석하는 

렌즈로는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에 거주하

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아내와 며느리, 어머니로 동화되기를 바라는 정주형 

이민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의 사회적 경험 역시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국과

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초국적 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의 초국적 

경험에 한 젠더 시각의 결여이다. 결혼이주를 하여 어머니가 된 여성의 경험은 남

성 이주자가 경험하는 초국적 장과는 분명 다른 성격을 가진다. 여성의 초국적 장에

는 자녀의 돌봄과 성장에 한 기획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재생산 노동의 책임, 그리고 그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돌봄 네

트워크의 배치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이주민 정체성을 구성함에 있어 모성 경험

은 하나의 고정핀으로 작동한다. 고정핀은 여성의 다양한 정체성들을 부분적으로 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190) 초국적 정체성과 유연성(flexibility)(Ong, 1999)이 떠나

온 집, 즉 ‘닻으로서의 홈(Home as an Anchor)“에 소속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가

능하다면(Conway, 2005), 여성의 초국적 정체성은 모성을 닻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이들이 모성을 닻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탈역사화되고 신비화된 

모성 담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적으로 자녀에 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으

로 포장된 모성애 담론이 그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아이가 없는 삶에 한 상상의 내

190) 고정핀은 무페(Mouffe)가 정체성 형성을 미리 구성된 지점을 둘러싸고 일련의 주체 

위치가 고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탈중심화 운동의 결과 결절점들이 성립되는 ‘이중 운

동(double movement)’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에서의 결절점에 해당한다.



제6장 어머니됨(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

- 337 -

이름
출신국

가
아이가 없었다면

안젤라 필리핀
언니의 아이를 입양하여 키웠을 것.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필리핀에서 가족들과 사업을 했을 것

루시 필리핀 임신이 아니었다면 귀국하려고 했음

헬렌 필리핀 질문 없음

전하빈 중국 “내가 얼마나 잘 나갔을까”

정순자 중국 결혼 초기 갈등이 심했을 경우 중국으로 돌아갔을 것

박영숙 중국 막 살았을 것

레티쑤
언

베트남 잘 모르겠다, 남편이 괜찮다고 하면 한국에서 살았을 것

쑤완흐
엉

베트남 한국에 살지 않았을 것, 미국이나 호주에 살았을 것

응옥타
잉

베트남 질문 없음

쩐티린 베트남
남편과의 관계가 좋다면 한국에 계속 살고,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돈 벌어서 

베트남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산다. 

[표 13] 아이가 없는 삶에 대한 상상

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이 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들에게 아이가 

없는 삶에 한 상상의 부분이 ‘공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아

이가 없었다면 한국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것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든 아니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이

야기하는 것이든 자신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1) 한국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아이’는 어떤 의미일까? 임신과 출산 시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여성에게는 자신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존재일 수 있고, 어떤 

여성에게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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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중국 조선족 출신인 순자는 

남편을 안 지 3년이 되어도 한국에 오는 것을 결정하지 못했다. 순자가 마지막에 한

국행을 결정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자의 임신이었다. 

<50.1> 소개 받고 3년 동안 간헐적으로 만남

이선형: 어, 근데 왜 이렇게 3년 동안 걸렸던 거예요?

정순자: 내가 자꾸 한국이요, [남편이 중국에] 한 달 갔다 왔다 가면요, 맘이 딱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지? 저 사람 나랑 못 가겠다. 그래서 [남편이] 

전화 하면 항상, 저는 담에 안 만날께요. 그러고 그 담 달에 또 들어와요. 

우리 제명 아빠가. 그래서 또 만나면 같이 있을 때는 좋아요. 일단 이 사람

이 날짜 그 비자 돼서 나가면 또 싫어지는 거예요. (이선형: 어~) 그래서 한 

1년은 또 안 만났어요. 안 만나갖고 이 제명 아빠 다른 여자 만나서 좀 이

렇게 있었나봐요. 근데 그래도 내 생각이 그냥 나드래요. 그래서 자꾸 내한

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나고 만나고 이랬어요. (웃음) 3년 가다

가 마지막에, 마지막 해에는요, 임신, 제명이 임신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코 

끼어 가야 되겠다, 이랬죠. (웃음)

중국에서 남편을 알고 만나는 3년 동안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여 결혼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결국 임신이 되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코가 끼었다’는 순자의 말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순자가 한국으로 이주를 결심하

게 만든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순자의 남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결혼

중개업을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순자의 말 로라면 순자 남편은 

100명의 여자를 만났다. 실제 남편이 100명의 중국 여자를 만났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이 100명이라는 숫자는 순자에게도 남편에게도 나쁠 것이 없다. 순자는 

자신이 100명의 배우자 후보와의 경쟁에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고, 남편 

역시 배우자에 한 선택권이 자신에 있음을 드러내는 숫자 기 때문이다.

순자가 임신인 것을 알고 이주를 결정하 다고 하지만, 순자의 이주는 임신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순자의 이주는 출산 직전에 이루어졌다.191)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앞당기지 

191) 순자는 1998년 12월 21일에 입국하여 1999년 1월에 출산하 다. 입국 당시 겨울이어

서 두꺼운 외투로 배를 가리고서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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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것은 순자의 입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순자의 입국

은 서류 상 두 커플의 결혼이 필요했다. 결혼중개업을 하던 남편 최병두도 다른 중

국 조선족 여성 김금자와 결혼을 한 상태 고, 순자는 중국 조선족 여성 김숙희의 이

름으로 한국 남성 임정철과 결혼하는 것으로 한국에 입국해야 했다. 김숙희와 김금

자, 임정철은 남편 최병두가 정순자의 입국을 위해 섭외한 인물이다. 위장 신분과 위

장 결혼으로 입국하는 순자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사실상의 남편 최병두와의 사이에

서 임신한 아이뿐이었다.

불행한 결혼을 끝내고 본국으로 귀환하려던 루시가 한국에 체류하기로 결정한 것

도 갑작스럽게 알게 된 임신 때문이었다. 필리핀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남편이 

얘기했던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은 현실과 다를 뿐 아니라 남편의 음주와 폭력으로 인

해 루시는 이혼을 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임신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그

러나 임신인 것을 알고 루시는 계획을 수정하여 한국에서 싱글맘의 삶을 선택하

다.

<8.3.> 필리핀에 돌아가려던 계획이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변경된 이유, 임신

루시: So so that’s why, at first I wanted to go back to the Philippines, but 

when I, when I noticed that I am pregnant. So that’s why I just decided 

to stay in Korea. Because I’m pregnant. So that’s why. (이선형: um, um) 

처음에 내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쉼터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한국에 머무는 

쪽으로 결정했다. 

<11.2.> 임신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귀국

이선형: 그러면 만약에, if you had not pregnant, you think you would go 

back, 

루시: (바로 이어) go back to the Philippine. 

이선형: go back to Philippine. 

루시: yes, yes. 

임신이 아니었다면 필리핀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루시는 필리핀 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서 

스카웃되어 일을 할 정도로 능력있는 여성이었다. 루시의 외할머니 가족은 지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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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을 경 하고, 자식들이 마닐라에서 학을 다니는 등 결코 하층계급의 삶은 아니

었다. 루시가 설명하는 결혼 서사에서도 가난한 부모님을 돕고 싶은 딸은 등장하지 

않는다. 신 복잡한 애정 관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자 했던 젊고 패

기 넘치는 여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속성 결혼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가 결혼을 하

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192)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은 루시의 이같은 사회적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다. 루시는 이혼 후 귀환하는 결혼이

주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웠으며, 귀환 이후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다. 

아래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루시는 자신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여행을 하지 

못한 이유를 아이 때문으로 설명한다. 아이가 없다면 어디든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루시의 이동에 제약이 되는 것은 경제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아래 <42.1.>에서 루시가 아들 지우와 함께 홍콩을 방문하고 싶

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앞서 아들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42.> [이선형 질문] 아이가 없었다면? 한국에 살지 않았을 것, 여기 저기 돌아

다녔을 것

이선형: um, have you ever think about your life without kids? Have you 

ever imagine?

루시: um, … … ya, ya, like for example, if, for example, if I don’t have 

my son, so, I think I’m not in Korea now. (이선형: um) I, I, I’m in the 

other place or in other country not in Korea, or I can travel anywhere. 

If I don’t have a son, I can go anywhere. 

아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한국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있

거나 여기저기 여행을 했을 것이다. 아들이 없다면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192) 그렇다고 해서 루시가 이 과정에서 순진한 피해자로 제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루

시에게 국제 결혼은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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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나중에 지우와 홍콩 디즈니랜드 가기로 했음

루시: I can, I can visit some other country like, I want to visit Hong Kong, 

or actually I had a plan, I want to visit Hong Kong Disneyland with 지

우, but (laugh) 나중에. 

이선형: ya, but you have a lot of time, you have much time to go any 

other country with your son or, 

루시: ya, but the problem is it’s not that easy. Because if you don’t have 

enough money, then you can’t go.

이선형: ya. (laugh together)

다른 나라에 가고 싶다. 사실 지금 지우와 홍콩 디즈니랜드에 가려고 생각중이다.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다. 

루시는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이야기할 때 친척들이 거주하는 미국과 호주를 자주 

이야기하 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미국이나 호주에 갔을 것이다. 물론 엄마라서 못 

가는 것은 아니다. 호주에 있는 사촌은 아들과 함께 한 번 방문하라는 이야기를 하

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42.3.> 엄마가 아니었다면 미국이나 호주에 있었을 것

루시: I, I, so for example 지우, I’m a single mom, [if] I’m not a mom, 

maybe I’m in the USA now. In the USA or Australia. [ … ] because I 

have lots of families, relatives in, in, in the USA and Australia. My 

cousin is also in Australia, they waiting for me and then they said, 

‘please come to Australia with 지우’, always with 지우. So I’ll do, just, 

tirp to Australia is very, the plane ticket is very expensive. 

엄마가 아니었다면 미국이나 호주에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나 호주에는 친척들이 많이 살

고 있다. 호주에 있는 사촌이 지우와 함께 호주로 한 번 오라고 한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한국에 살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는 흐엉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아이가 없는 삶에 한 상상의 첫 번째 장면은 그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

에서 시작한다. 아래의 질문에서도 보듯이 흐엉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경우 ‘한국 

사회’에서 사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질문을 던짐에서 불구하고 흐엉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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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아예 안 산다’고 못을 박는다. 흐엉도 아이가 없었다면 미국이나 호주에 가서 살

았을 것이라고 한다.

<39.1.> [이선형 질문]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한국 아예 안 살아요

이선형: 아뇨, 엄마. 내가 엄마인게, 한국 사회에서 내가 엄마로 산다는 게, 내

가 만약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한국 사회에서 사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

졌을까요?

쑤완흐엉: 만약에 저는 아이 안 나면 저는 한국 아예 안 살아요. 

이선형: 아, 한국에 아예 안 살아요.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한국에 살지 않았을 것이다.

<39.2.> 남자 중심 문화 한국에 안- 살고, 미국이나 호주 가서 살아요

쑤완흐엉: 응! 이 사회는 저는 살 필요 없을 거 같애. 저, 더 나은, 저 미국이나 

호주 나가서 살 수 있거든요. (이선형: 네, 네, 네) 호주에는 이모도 있고, 

미국에도 친척 다 있는데, 애 없으면, 제가 가서, 새로운 시작 하면 되는데, 

굳이 한국으로 살 필요 없어요. 한국 아직이는 깊이 깊이 보면은 아직이는 

그, 문화 속에서 남자 중심인 문화예요. 살 필요 없어요. (이선형: 살 필요

가 없다) 응. 근데 애 있으기 땜에 저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최선을 다

해서 책임지는 부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선형: 어~) 진짜. 

아이가 없었다면 여기에 살 필요가 없었다. 미국이나 호주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애가 

없다면 나 혼자 거기에 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도 남성 중심

적이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순자와 루시, 그리고 흐엉이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거

나 혹은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 때문이다. 말 그 로 이들에게 ‘아이’는 

이들의 이동성을 완전히 제약하는 무거운 ‘닻’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들이 설명하는 ‘아이’가 단지 말 그 로의 이동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루시의 말

로 ‘돈’이 있다면 아이와 함께 해외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호주에 사는 이모를 보러

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아이 때문에 한국에서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들 스스로 한국에서 어머니가 되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미 한국 사회라는 로컬에 배태되는(embedded)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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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교육 등 한 사람을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은 어

머니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 체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불안정한 정체성에 대한 보증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안정화시키

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녀의 존재는 자신의 결혼이 위장결혼일 수 있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시선을 거두게 만든다. 중국 조선족 출신인 하빈은 자신이 

아이를 낳으면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까, 시누가 자신을 가족으로 더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 다. 

<20.2.> 애기 낳으면, 남편이 술·담배 끊을까, 시누가 더 잘해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의심 

안 하겠지

전하빈: 그러면 애기를 낳으면 애기 아빠가 술, 담배 좀 안 끊을까? (웃음) 애

기를 낳으면, 음, 혹시, 고모가 시 , 시집이니까, 손윗 시누가 내게 더 잘 

해주지 않을까? (이선형: 음~)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의심하지 않고, 

의심해잖아요, 달아날까봐. 의심하지않고, 좀 안심하겠지? (이선형: 음~) 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달아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타잉은 자신이 엄마가 되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부분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 시모와의 갈등 속에서 몇 번의 가출을 감행하 지만 임

신이라는 것을 안 타잉은 가족들로부터 정당한 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를 하 다. 그러나 타잉이 딸을 출산하는 바람에 오히려 시모와의 갈등은 더 악화되

었다. 타잉은 결혼 후 알 수 없는 시모의 구박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원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은 유일한 도구 고, 타잉이 의지할 수 있는 전부 다. 타

잉으로서는 자신이 구박을 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폭언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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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임신 중 나갔다가 아이 생기면 좋아질까 해서 다시 들어옴

응옥타잉: 네, 네. 나갔었는데, 내 친구랑, ‘너 지금 어디갔냐? 너 임신 했잖아~ 

그냥 참어. 이렇게 참어 살아.’ 근데 참어서도, 애기 나와, 저도 아마 처음에 

베트남에[서] 왔으니까, 애기 나오면 그 친척 다 좋은 거죠. 그게 저도 생각, 

그렇게 더 좋은 거죠. 

임신 중 집을 나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애도 있는데 조금 더 참아라, 베트남에서 

와서 처음이라 힘든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

했다. 

<38.2.1.> 딸이라서 더 나빠짐

응옥타잉: 근데 애기 나오고, 더 나빠져요. (이선형: 음~) 안 좋은 거예요. 어머

니가. 딸 나와 때문에. (이선형: 딸 나온 거 때문에) 더 나뻐져요. (이선형: 

더 나뻐져요) 네. 

이선형: 그러니까 타잉씨 생각에는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응옥타잉: 네, 가족이 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조카 있으니까, 그렇게 더 

좋겠어요. (이선형: 음~) 근데 그렇게 아냐. (이선형: 음~) 더 안 좋으는 거

예요. 

하지만 딸을 낳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더 구박을 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지 않았

다. 

이혼 후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나면서 살고 있는 숙에게 자신이 어머니라는 

사실은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데에도 향을 미친다. 숙은 아이가 없었다면 ‘막 

살았을 것’이라고 답한다. 자녀의 양육권을 남편이 갖는 것으로 합의한 숙은 시

간이 흐른 후 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서의 인정이라

는 것은 단지 ‘어머니됨’의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이

혼하 기 때문에 숙과 아들의 친 한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 숙이 막 살지 

않는 것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

는 것이다. 숙은 일의 성격이나 직종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돈이 많이 되는 일을 

하는 것과193)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해서 많은 고민을 하 다. 숙이 후자의 삶을 선택한 것은 아들 

193) 숙은 이 부분에서 성매매 및 유흥업 관련 업종을 염두에 두고 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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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60.> [이선형 질문]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막 살았을 것

이선형: (웃음) 아유, 그럼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만약에 내 삶에서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박 숙: … 글쎄, 애가 없으면, 막 살겠죠. (이선형: 음~) 아무래도 내가 뭐, 하

고 싶은 로 막, 응, 근데 애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드라구요. 

(이선형: 음, 음, 음) 뭘 하든 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선형: 음) 

나중에 애핸테 그, 끼칠 향 같은 거, (이선형: 음, 음, 음) 그런 거, 그리

고 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이 많아요, 아무튼. 

아이가 없었다면 막 살았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있으니

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생각이 많

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에서 모성의 역할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순자

의 이야기이다. 순자가 한국에 온 지 14년이 다 되어 가지만 서류상으로 정순자의 

한국 생활은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 결혼 후 지금까지 김숙희로 살았기 때문이다. 

서류상의 인물 김숙희는 남편 최병두와의 사이에서 혼외자 최제명을 낳은 여성으로 

살았다. 김숙희와 최병두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한국에 들어온 직후 남편 최

병두의 위장결혼이 발각되어 김숙희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질병과 사망 

등의 사건을 계기로 결국 현실의 정순자와 서류상의 모든 기록을 일치시키기는 했지

만 그 전까지 순자의 삶은 매우 위태로웠다. 결혼 초 남편의 전처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불안한 순자의 아내 지위를 계속 흔들었다. 남편의 사망과 더불어 가족간의 

갈등은 순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 다.

<4.1.> 신분이 없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미등록신분의 고통

정순자: 네. 그 때부터 내가 외국인, 그 때부터는 (목소리가 격앙되기 시작) 진

—짜로,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한 두 번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살아 뭐

하나’ 내 신분 아무 것도 없고, 한민국엔 없는데.194) 병원 갈래도, (울먹이

는 목소리) 지는 제일 힘든게요, 아플 때 병원 가니까, 일반으로 해 주는 거

194) 한민국에는 나를 증명할 어떤 신분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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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요. 일반으로 하면, 한국 사람들은 3천원 내고 하는데, 나는 그 배로 만 

원을 더 추가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거기서 나올 때 마다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이게 제일. 그 때는 병원에 한 번 갔다 나올 때 

마다 저는 진짜 눈물 나드라구요. 내가 왜 내 나라에 가 살면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살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애 하나 때문에. 그냥 고생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친구들 통해 갖고, 친구들이, 사실 그거

는 불법이잖아요. 위반인 거 알면서도, 나도 돈이 아까우니까요, 친구, 같은 

비슷한 나이, 그런 분들이 의료 보험증, (이선형: 빌려서) 네, 빌려 줘 가지

고 가서 했어요. 

내가 신분이 없어서 정말 죽고 싶었다. 의료보험증도 만들 수가 없어서 아파도 보험이 안 

되어 일반으로 해서 돈을 더 내야 했다. 내가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눈물이 많

이 났다. 

<6.5.> 아이와의 생이별을 막기 위해 그냥 미등록으로 살기로 함

정순자: 애는 여기서 커야 되고. 못 나오면 또 애는 사춘, 그 어렸을 때부터 엄

마가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애가 자꾸 또 변하고 할 까봐. 그래서 그냥 그

럼 내가 불법 체류로, 포기 하고, 애가 아무튼 끝까지 얘가 클 때까지 안 

되도, 내가 불법 체류로 애 크는 것 까지 보고 난 갈 거다, 가도 간다. 막 

이랬어요, 내가. (이선형: 아~) 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 열두 

살 때 아빠 또 돌아가시니까 더 불쌍하죠. 지금까지 내가.195)

[중국에 가서 내 진짜 신분으로 다시 들어와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혹시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까봐 그냥 한국에 살기로 한 이유는] 아이는 한국에서 커야 하고, 

사춘기가 되었을 때 엄마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신분을 바로 잡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가 클 때까지만이라도 한국에서 불법체류로라도 사는 것을 선택했다. 

<9.15.> 남편의 위장결혼 알선 발각 후 김숙희 비자 연장 불가, 애가 끈이라 

도망 못 감

정순자: 나중에 이게 들통 나니까 연장을 못 간 거죠. 연장 안 해주니까, 출입

국에서. 연장 갈 수, 갈 수 없었어요. 딱 잡으면 추방이니까. 그 때는 그 때

는 불법체류가 진—짜! (이선형: [단속이] 엄격할 때죠) 위장결혼 진짜 막 그

럴 때니까, 아무튼 잡으면 들어가니까. 애기 아빠가 못, 안 된다고. 하지 말

라고! 참으라고. 언제든지 언젠가는 이 잘 될 거라고. 일이. 자꾸 외국인들

195) 이때는 지금 나중에 시동생이 고발했을 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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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런 시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거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여태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실 애가 끈이가 진짜 무섭드라구요. 그 끈이 없었으면 나

도 도망갔을지 몰라요. 네. 

결혼 후 남편의 위장결혼 건이 발각되어 외국인 신분 연장을 하지 못했다. 남편이 기다리

게 되면 언젠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애라는 끈이 정말 무서웠다. 아

이가 없었다면 나도 도망갔을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살펴 본 것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어머니 지위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놓일 수 있는 다양한 불안정한 정체성의 보증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빈과 타잉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족 내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어머니가 된다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를 한다.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신원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위장결혼으로 위장한 결혼을 한 순자의 사례에서 순

자의 정체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순자가 아들의 생모이며 지금까지 아들을 키워

온 어머니라는 사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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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구술생애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

체성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단일민족국가’라 일컬어지던 한국사회에서 ‘결혼

이민자’의 등장은 국가/민족 관념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이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로서, 이주민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매 국면에서 기존의 지배 담론

에 저항, 공모, 협상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여성들이 어

머니가 되는(becoming) 과정에서의 젠더 정치학(4장), 어머니로서 수행하는 모성실

천의 양상(5장), 이들이 인식하는 모성됨(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의 관계

(6장)를 분석함으로써 지구화 시  국가/민족과 젠더 정치학의 규명에 일조하고자 하

다. 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통해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1절 연구 요약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한 연구는 인구학적 관심에서 임신·출산 지원

에 관한 것이거나 이들의 모성에 한 특혜가 한국 이주 정책의 가부장성을 드러내

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한 체류권, 사회권의 허용은 다른 이주민에 한 권리 부여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유연하게 적용된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비판에 동의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의 핵심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

제인식에서 출발하 다. 따라서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은 지구화 시  여성 

정체성의 변동을 추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리이며 그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결

혼이주여성들의 삶에서 모성과 정체성에 한 서사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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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 되기(becoming)’의 정치학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젠더와 인종 계급이 교차

하는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여성 섹슈얼

리티의 특성상 쾌락, 폭력, 재생산 활동이 하나의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계를 

협상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행위성이 발현될 수 있는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성적 욕망의 주체이어야 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신체

적·사회적·제도적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아이를 낳을 것

을 결정할 수 있는 재생산 권리의 담지자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

이 부딪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자원은 매우 취약하다. 이같은 취약함은 결혼 초기 

출산 조절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이 임신 자체에 한 거부로 읽히면서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 받는 것으로 읽히게 만든다. 결혼이주여성에게 기 되는 출산의 요구

가 여성들로 하여금 항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불안

정한 자신의 지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임신을 기획하거나, 출산을 미루고 싶은 경

우에도 임신 시기의 결정은 남편에게 양보했다면 터울 조절에서는 자신의 행위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휘하기도 한다. 임신·출산 뿐 아니라 일상적인 성생활에서 결혼

이주여성이 성적 주체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성적 친 함에 기초하지 않은 남편의 

일방적인 성관계의 강요 및 외국 여성의 성에 한 상화, 여기에 수반되는 폭력은 

이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가출은 결혼 초기 언어 소통이 어

려운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다. 이들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이같

은 조건은 결국 원치않는 임신, 낙태의 수순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 권리 중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 종결을 비롯한 재생산 활동에 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혼관계가 불안정해 질 경우 이들의 어머니 지위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이

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등

을 둘러싼 법적 소송은 이들이 자신의 어머니됨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과

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아버지의 부성과 외국인 어머니의 모성이 경쟁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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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 돌봄에 필요한 경제적 부양 능력이 부족하고 도와줄 가족이 없는 이주 어

머니는 자신의 생물학적 출산 경험과 자녀와의 유 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성할 수 밖에 없다.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출산 이후 건전한 양육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까지를 포괄하는 사회권적 권리이며, 모성에 근거한 성별화된 시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어머니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

하다. 그러나 ‘가난한 외국인 어머니의 자식’이 겪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차별은 이들

이 어머니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다. 또한 이혼 시 자신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요청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양육비를 요청하는 아

내의 양육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남편의 법적 주장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

운 상황에서 자녀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이주 어머니의 취약함을 공격하고 있다. 그

러나 남편의 이같은 주장은 실제 법적 소송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초국적 

이혼 가족의 한부모 여성이 된 이주 어머니는 이주민 지원 단체, 한국에 거주하는 이

주민 네트워크의 도움 등을 받아 자녀 돌봄과 경제적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며, 남편

의 양육비 지급은 남편이 주장하는 로 양육권과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

무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한다.

이들의 어머니 되기(becoming)의 정치학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모성에 

한 사회적 평가 체계 속에서 어머니됨의 지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신이 충분히 ‘좋

은 엄마’임을 구성하기 위한 이들의 서사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모성 규범과의 

비 속에서 어머니됨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들의 ‘좋은 엄마’에 한 이야기는 3중 잣

를 갖고 있다. 본국의 어머니에 한 평가, 한국의 다른 어머니들에 한 평가, 스

스로에 한 평가이다. 본국의 어머니에 한 평가는 각 구술자들의 구체적인 맥락

과 상관없이 모두 ‘좋은 엄마’라는 평가를 내린다. 이것은 평가라기보다는 어머니에 

한 기억이자 유년기에 한 미화된 기억이다. 한국의 다른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

족함을 드러내는 비교집단으로서 ‘좋은 엄마’의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특히 학교 

생활에 적극적인 학부모 어머니 혹은 자녀의 훌륭한 학습 관리자 어머니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결핍감을 유발시킨다. 동시에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욕망에 충실한 이기적인 여성이기도 하다. 이 여성들의 ‘한국 어머니’에 한 이같은 

인식은 생계부양과 자녀 돌봄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이 여성들의 모성 실천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며, 그것은 이들이 스스로를 ‘좋은 엄마’로 구성하기에 충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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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되게 만든다. 

2) 돌봄 네트워크의 초국적 배치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실천(mothering)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특

징을 그 로 반 하면서 이들의 돌봄 네트워크가 초국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

다. 아시아 지역에서 결혼이주가 여성의 이주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이 여성

들의 형제·자매에게서도 결혼이주가 많이 발견되었다. 자매들의 연쇄적인 결혼이주

를 통한 초국적 가족의 형성은 여성 이주민의 유입 통로로서 노동 이주보다 결혼 이

주에 해 좀 더 유연한 한국 정부의 이주 정책의 효과이다. 이같은 초국적 가족의 

형성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친족망의 형성을 가능케 

하며, 본국 가족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 결

혼이주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국적 관점이 아니라 초국적 관점이 필요하

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초국적 가족의 일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 

가족과 맺는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다. 이들이 본국에 송금을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하며, 본국의 가족들에게 돌봄 노동을 

의지하기도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 실천에서 보이는 돌봄 노동의 국제적 분

업 혹은 초국적 모성의 등장은 이주의 목적국, 즉 한국의 돌봄 체제의 취약함의 결과

이다. 북미와 유럽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이주 어머니들의 초국적 모성이 어머니

와 자녀의 물리적 거리가 발생시키는 친 성의 제약에 관한 것이라면, 한국 결혼이주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초국적 모성은 여기에 더하여 자녀의 국적, 초국적 이혼 가족이 

직면해야 하는 가족관계, 자녀의 교육 기회 등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연루되어 있

다.

부부관계가 갈등 국면에 들어서게 될 때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를 본국에 보내는 

선택을 하는 것은 국가 간 경제 격차와 결혼시장에서의 젠더 격차를 통해 최  이윤

을 창출하는 초국적 결혼이주 시장의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또한 이것은 향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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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기도 하다. 초국적 이혼 가족은 자녀와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체류와 신분을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분 폭력과 갈등이 수

반되는 이혼 과정은 이혼 시 자녀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절 적으

로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성들에게 본국은 자신의 불리한 협상력을 보충할 수 

있는 곳이다.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 감정적 돌봄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본국으로부터의 돌봄 지원은 이혼 후 생계 부양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동시에 완

수해야 하는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에게 더욱 절실해 진다. 자녀의 돌봄을 위해 본국

의 어머니 혹은 다른 여자 형제 및 친척을 초청하는 새로운 돌봄 이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돌봄을 위한 이같은 가족원의 이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을 둘러싼 사회

적 지원 시스템의 취약함을 드러낸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개별 가족의 책임이다. 남편의 가족원으로부터 돌봄을 받

지 못하는 경우 여성들은 친정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가족원에게 돌봄을 요청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재생산 시스템이 결국 또 다른 여성의 이주를 

통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재생산 시스템의 취약함이 

지구화 시  돌봄 노동의 국제 분업 시스템과 만나고 있는 최전선으로서 다문화 가

족이 맞닥뜨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3) 어머니됨(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

그렇다면 이같은 모성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머니됨(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을까. 한국인의 자녀를 낳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여성들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생각하는가 출신국의 국민(민족)으

로 생각하는가.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과 정체성에 한 서사는 혈통적 운명공동체

로서의 ‘한국인’과 집합적 시민으로서의 ‘한국인’이 구별되지 않은, 단일민족으로서의 

한국인 신화에 균열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것

은 한국인으로 동화되기를 바라는 열망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온전한 성원권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요, 가족에 한 소속감이자 사회적 인정의 지표가 된다.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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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성들은 국적 취득의 경험을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는 자신의 신분이 해방되는 경

험이자 동등한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모성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생애 경험은 모성과 국민의 경계를 계속해서 협상하면

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들의 모성 혹은 국민됨은 출산 혹은 국적 

취득이라는 단일한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부가되는 의미, 그 

사건을 설명하는 이들의 서사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이 국민 정체성에 한 서사에

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저개발 국가 출신에 한 부정적 이미지와 출신국 문화에 

한 자부심이 공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엄마’, ‘베트남 엄마’와 같은 호칭

은 모성에 한 낙인인 동시에 민족 정체성의 긍정으로 읽힌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머니됨은 이들의 이동성과 불안정한 신분에 한 보증이자 

고정핀이자 닻의 역할을 한다. 이들에게 모성 경험은 한국 사회라는 로컬에 배태되

는(embedded) 것이기 때문이다.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 한 사람을 온전한 사회

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은 사회적 재생산 체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추후 과제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통해 지구화 시  국가/민족과 젠더 

정치학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은 지구화 시  국민 정

체성에 성차가 기입되는 과정이다. 다른 민족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국적/인

종/민족과 다른 자녀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국민 개념을 재정의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통해 그 점을 

밝혀내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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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되기(becoming)의 과정을 재생산 권리의 개념으로 접

근함으로써 성별화된 시민권의 경험적 토 를 구축하 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결

혼이주여성의 모성에 한 정책적 특혜는 다른 이주민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훨씬 더 

적극적인 권리의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실천을 이 여성들의 존재론적 차이, 즉 이들이 외국 출

신이라는 것에 국한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현재 한국 사회의 재생산 시스템의 위기가 

반 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돌봄 네트워크의 초국적 배치와 초국적 모성의 등장은 

한국 사회에 돌봄 공백을 설명하는 징후이자, 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밝혔다. 결혼이주를 통한 사회적 재생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초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시작된 국제결혼은 돌

봄 공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초국적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기 때문

이다. 

셋째 국민 정체성의 양가적 측면과 모성의 관계를 통해 ‘한국인’이라는 국민 정체

성 역시 새롭게 재개념화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서사는 국민 정

체성이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었다. 

넷째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도 큰 의의를 갖는다. 기존의 생애사연구 방법과 근

거이론, 서사분석 방법을 종합하여 구술생애사 자료에 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

다. 경험에 한 구술자의 해석이기도 한 생애사 텍스트에 한 분석을 스토리라

인과 타임라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술 내용에 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 다. 

이렇게 볼 때 이 연구는 몇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이 결국은 재생산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가족 및 사회적 재생산의 역에서 남편 

및 부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인용된 남편의 입장은 분명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해석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 관계, 이혼 과정에서, 이혼 후 남

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들이 수행하는 부성 연구는 초국적 (이혼) 가족이 직면한 돌

봄과 재생산의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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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구술자들의 생애사 타임라인

1. 안젤라의 타임라인

1967년 필리핀 출생.

1997년(31세) 홍콩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함(~2001년(35세)).

1998년(32세) 오빠, 어머니 사망.

2002년(32세) 1월 22일 한국에 입국, 통일교 교리에 따라 남편과 같이 살지 않고 공동 생활.

4월 22일에 합동 결혼식을 올린 후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

2003년(33세) 2월 딸 출산(현재 10세, 초등학교 3학년).

2004년(34세) 5월 아들 출산(현재 9세, 초등학교 2학년).

2005년(35세) 5월 한국 국적 취득.

2006년(36세) 필리핀의 동생 초청하여 현재 한국에 거주.

2010년(40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테솔(TESOL)자격증 취득.

2. 루시의 타임라인

1982년 10월 필리핀 출생.

2002년(21세) 학 졸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

졸업과 동시에 필리핀 최고의 선박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스카웃되어 결혼 직전까지 일함. 

2005년(24세) 4월 결혼,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친구 소개. 결혼 당시 남편은 40세(1963년).

5월 회사에서 유럽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어 있었음.

7월 한국에 입국 부천에서 거주, 한 달 후 쉼터 생활.

10월 경, 쉼터에 거주하는 동안 임신 사실을 알게 됨.

2006년(25세) 2월, 미혼모 시설로 옮김.

4월, 아들 출산.

7월부터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하기 시작.

2007년(26세) 10월, 남편의 첫 이혼 판결.

2008년(27세) 10월 5일 최종 이혼 결정(항소까지 끝난 상황).

2009년(28세) 어 선생님으로 일 함(2008년에서 2009년 사이). 

2010년(29세) 남편, 베트남 여성과 결혼.

2011년(30세) 1월 아들과 필리린 방문, 휴가차 2주 동안.

휴가 직전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 필리핀에 아이를 두지 못하고 같이 

귀국했음. 

2012년(31세) 5월 아들과 필리핀에 휴가 차 방문, 이 때 이후로 아들은 필리핀에 체류 중, 이모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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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기 위해 준비 중. 이모의 서류 및 비자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있음.

3. 헬렌의 타임라인

1983년 2월 필리핀 출생.

1990년(8세) 바쁜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하기 시작.

2000년(18세) 고등학교 졸업, 마닐라 부잣집에서 청소부로 8개월 동안 일함.

2001년(19세) 박스공장에 취업.

2004년(22세) 11월 29일 필리핀에 온 남편 만남, 12월에 결혼.

2005년(23세) 1월 19일 한국 도착, 충청남도 금산에 거주.

시부모님과 2년 반 동안 같이 살았음. 시아버지는 2011년도에 사망.

2005년(23세) 2월, 남편의 섹스 강요, 폭행으로 가출했다가 들어옴.

11월 남편과 같이 빵공장에 다니기 시작.

2006년(24세) 1월 임신사실 알게 됨, 빵공장에서 계속 서 있는 것이 안 좋다고 하여 공장 그만 둠. 

9월 8일, 남편 청소부 일 시작.

9월 12일 딸 출산(현재 7세).

2009년(27세) 5월 29일 아들 출산(현재 4세).

2010년(28세) 6월, 서울 쉼터로 피신.

이혼소송 시작(원고, 헬렌).

2011년(29세) 3월 아이들과 필리핀에 잠시 다녀옴.

4월부터 남편과 다시 살았으나, 남편의 이상행동 변함이 없음.

6월에 다시 집을 나옴.

2011년(29세) 9월 이혼, 화해권고결정. 

11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에 다시 살아보려고 내려 감.

12월 22일 금산의 30평  아파트 구입하여 이사(1억 5천만원), 이 때 이혼 당시 남편이 위

자료로 줬던 천만원 중 5백만원을 보탬. 

2012년(30세) 1월 공장에 다니기 시작,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봐 주심,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도 보냄.

3월 27일 다시 집을 나옴, 서울의 공동주택에서 거주.

4월 18일, 3월 27일에 집을 나올 때는 아들하고만 나오고, 이후에 딸을 데리러 가면서,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데려가라는 남편의 요구에 응해, 자필 계

약서를 써 주었음. 

2012년(30세) 5월, 남편에게 양육비지급명령 신청, 80만원 양육비 받음. 

6월 남편, 양육비지급명령에 항고하는 소 제기,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 양육비를 달라고 할 

거면,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는 입장. 

7월 쉼터 입소, 아이들과 함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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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하빈의 타임라인

1980년 10월 중국 출생

2001년(22세) 식당 관리자로 일하던 중 식당에 손님으로 온 남편을 처음 만남.

2002년(23세) 연말쯤, 식당을 운 하던 외숙모의 권유로 사귀게 됨.

2003년(24세) 결혼, 7월 한국 입국, 서울에서 손위시누이 가족과 함께 거주(5년 동안).

2003년(24세) 9월, 남편이 다니는 금형 공장에서 조립일 시작(3개월).

2003년(24세) 11월 부모님 초청.

2003년(24세) 12월, 임신 사실을 알고 금형공장의 약품이 임부에 해롭다고 하여 일을 그만 둠.

2004년(25세) 8월 첫째 딸 출산, 딸 현재 아홉 살, 첫째 산후조리는 손위시누이가 해 줌, 17개월까지 모

유수유.

2004년(25세) 12월, 국적 취득. 국적 취득 과정 매우 수월. 시험, 면접 없었음.

2006년(27세) 5월 둘째 아들 출산(현재 7세) 둘째 산후조리는 친정엄마가 두 달 동안 해 줌, 둘째는 아토

피가 있어 분유를 못 먹임. 산후조리 끝나고 시누와 같이 사는 집으로 복귀하여 우울증으

로 고생함. 

2008년(29세) 9월 **으로 이사 옴. 10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소개해주는 분이 방문하여 처음

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에 해서 알게 됨. 활동가 B의 다문화 강사 양성 제안을 받아, 

‘단체’에서 활동.

2009년(30세) 4월~12월, 유치원에서 중국어 가르치는 봉사 활동.

2011년(32세) 4월~현재, 다문화강사로 활동,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강의.

5. 정순자의 타임라인

1967년 중국 출생.

1990년(17세) 중학교 졸업, 동네 공장에서 일하다가 공장이 망해 연길에서 식당일을 하 음. 

1998년(32세) 12월 중국에서 결혼식 올림.

12월 21일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입국.

남편의 형이 중국 조선족 여자와 결혼, 큰 형님의 친정집과 큰 이모집이 이웃이라서, 큰 형

님이 이혼한 시동생의 부인을 알아보던 중, 순자를 소개하게 됨. 

정순자씨는, 김숙희의 신분으로 임정철과 결혼한 것으로 입국(서류상 위장결혼).

남편은 이미 김금자란 중국 여자와 위장 결혼이 되어 있어 김숙희와 혼인 신고 할 수 없음.

남편은 한국여자와 이혼, 아들(1984년생), 딸(1985년생)을 키우고 있었음. 

1999년(33세) 1월, 아들 출산/ 아들의 생모는 ‘김숙희’로 등록

1999년(33세) 3월, 위장결혼 브로커 일을 하던 남편의 일이 발각되어 검찰 조사 받고 구속, 8개월 복역. 

당시 부인을 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에 협조하 음.

이 당시 김숙희도 최병두의 위장결혼 건수로 적발되어 조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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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식당일 나가기 시작함.

1999년(33세) 11월 남편 출소, 임정철과의 혼인 무효 신청.

최병두도 김금자와 혼인무효시키고 김숙희와 혼인신고 할 수 있으나, 만일 김숙희가 가공

의 인물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아이와 떨어져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클 때까지만이라

도 안전하게 ‘불법체류’로 사는 것을 선택, 이때부터 10년동안 미등록 김숙희의 신분으로 

살아감.

2009년(43세) 4월, 남편의 병 발병, 시한부 선고 받고, 혼인신고 서두름. 

7월, 김숙희 이름으로 남편 최병두와 혼인신고 마침.

11월 4일에 김숙희로 외국인 등록증 발급됨.

2009년(43세) 9월, 딸 결혼, 남편 죽기 전에 결혼 서두름. 

2009년(43세) 12월 9일 남편 간경화로 사망.

2010년(44세) 12월, 시동생의 고발로 첫눈 오는 날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음.

2011년(45세) 4월 시동생 사망.

2011년(45세) 7월 정순자 이름으로 외국인 등록증 교부 받음.

2012년(46세) 3월, 큰시아주버지한테 폭행, 우울증이 찾아옴.

4월, 1차 인터뷰, 가족관계·혼인관계에 김숙희로 되어 있는 것을 정순자로 바꾸는 재판 진

행 중.

9월, 2차 인터뷰, 신분 정리 완료. 모든 서류를 정순자로 바꾸었음. 최병두와 결혼한 김숙

희를 정순자로 바꾼 것임. 

6. 박영숙의 타임라인

1975년 4월 중국 출생.

1995년(21세) 직업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 회사, 부모님 다니던 철강 회사, 호텔 등지에서 일함.

1998년(24세) 결혼, 한국 입국. 고모의 소개로 결혼. **에서 살기 시작, 결혼과 동시에 국적 취득, 부모님

을 초청하여 부모님도 한국에서 일하 음. 

1999년(25세) 9월 첫 아이, 아들 출산(현재14세).

2002년(28세) 아버지 한국에서 돌아가심. 

2003년(29세)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 아이는 5세.

2004년(30세) 임신이었으나, 인공임신중절. 

복지관 등에서 자원봉사 시작,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간 것. 멘토의 도움을 받

고 싶었음. 

2006년(32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2008년(34세) 연말쯤, 이혼, 당시 아이는 10살. 

2009년(35세) ‘단체’에서 외국인 지원 관련 자원 봉사 일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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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레티쑤언의 타임라인

1986년 베트남 강터 출생, 강터는 호치민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시골.

2006년(21세) 결혼, 결혼 후 한 달 만에 바로 임신/ 출산 전에 베트남 방문(시윤이 출산 후, 기정 출산 

후 베트남 방문).

2007년(22세) 첫 아들 출산.

2008년(23세) 둘째 아들 출산.

2010년(25세) 여동생 한국남자와 결혼.

2010년(25세) 친정 어머니 한국 방문, 시골에서 같이 살면서 농사 일 함. 

2011년(26세) 10월 베트남 방문/ 2011년에 베트남에 부모님 집 새로 지어드림, 새로 지은 집은 아직 보

지 못함.

2012년(27세) 3월, 자궁외 임신으로 인공유산 수술/ 피임은 루프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수

술 후에 부부가 모두 불임 수술 하 음/ 딸 낳고 싶지만, 또 아들 낳을 걱정에 그냥 수술 함.

2012년(27세) 3월 국적 신청, 사회통합이수제 프로그램 이수.

2012년(27세) 여동생 중국남자와 결혼.

8. 쑤완흐엉의 타임라인

1974년 1월 베트남 출생.

1995년(22세) 말경 남편을 만남.

1996년(23세) 6월 9일 결혼, 6월 11일 입국, 서울 상도동에서 거주.

1997년(24세) 3월 첫 딸 출산: 현재 중3, 16세.

출산 후 2개월 되었을 때 **으로 이사.

2000년(27세) **의 어린이집 취직, 4세 딸도 같은 어린이집 다님.

2002년(29세) 남편과의 불화로 상담 시작, 이 때 인연으로 이후 아르바이트로 상담 통역 지원. 이혼 결심

할 정도 음.

2005년(32세)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님이 바뀌면서 임금 급감(110만원 -> 80만원). 

2006년(33세) 10월, 둘째 아들 출산, 3개월 출산 휴가 후, 해고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육아휴직까지 

다 쓰고 결국 그만 둠. 실업급여는 포기. 

2007년(34세) 어린이집 그만두고, 4개월 동안 아동양육방문 도우미. 

2008년(35세) 5월 아파트 분양 받아 이사.

11월 1차 인터뷰 당시 통역 아르바이트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음. 

2010년(37세) 8월 베트남토요학교 주임교사.

2011년(38세) 9월 5일부터 **은행 취직(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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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응옥타잉의 타임라인

1985년 5월 베트남 출생.

2001년(17세) 중학교 졸업 후 미용실 일, 부모님이 자식이 많아 힘들어 하시는 것을 걱정. 

2005년(21세) 결혼 직전 시아버지 돌아가심. 

2005년(21세) 5. 28 입국.

2006년(22세) 4월 2일 딸 출산.

2006년(22세) 8월 생후 3개월 된 딸을 데리고 가출, 딸은 베트남으로 보내고, 남편과 2년간 별거.

2008년(24세) 7월 친정아버지 사망.

2009년(25세) 7월 베트남에서 친정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입국. 

2009년(25세) 12월 남편과 다시 살기로 함. 

2010년(26세) 3월 9일 남편의 폭력 다시 시작됨.

2011년(27세) 4월 11일 이혼판결. 친권 및 양육권은 어머니한테 있음. 

2012년(28세) 1월 10일 주권 신청, 8월에 주권 받음. 

10. 쩐티린의 타임라인

1987년 1월 베트남 출생.

2006년(20세) 4월 베트남에서 남편 만남.

5월 3일 결혼, 혼인신고.

7월 1일 입국, 부안에서 결혼생활 시작/ 8월 22일 외국인 등록/ F-2-1으로 체류

2007년(21세) 1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됨.

9월 어머니가 방문, 3개월 동안 체류. 산후 조리. 

10월 15일 아들 출산.

2008년(22세) 4월 바지락 채취 일을 위해 시어머니에게 아이 돌봄을 부탁했으나, 거절하여 친정어머니 

초청.

8월 17일 출국 여동생의 결혼으로 베트남에 아이와 함께 출국.

10월 4일 아들을 베트남에 두고 홀로 귀국, 인천의 전자회사에 취직.

2009년(23세) 6월 남편이 사과를 하고 다시 같이 살자고 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감.

2010년(24세) 1월 26일 입국, 인천에서 회사에 다님. 

8월 26일 남편의 최초 이혼소송 제기(최초 송달 그러나 이사로 효력 발생하지 않음)

10월 26일 린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 제기.

2011년(25세) 5월 17일 최종 이혼 판결, 린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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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자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 한국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의 시공간적 형성과 정체성의 관계

연구자: 이선형 (서울 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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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thering and Ident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Focusing on Oral History

Lee, Sun Hyo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nto the relations between mothering and ident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by focusing on their oral histories. 

The appearance of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lead to some changes on 

the sense of ‘nation’ constructed upon the fantasy of ‘single pure bloodline.’ As 

well, the mothering experien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reveal how sexual 

difference is inscribed on national identit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quiring 

into the politics of nation and gender, the study provides a claim that it requires 

to redefine the concept of nation to become a mother of a child whose 

nationality/race/ethnicity/ is different from hers by marrying a man from a 

different nation.

Researches on mothering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have 

mainly focused on support for these women’s pregnancy and childbirth in terms 

of demographic perspective. And some researchers have criticized the prefer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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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n mothering of these women for patriarchy inherent in migration 

policy. As these researches indicate, stay rights and social rights of marriage 

migrant women raising children under age under the relationship with a South 

Korean spouse are much more flexibly permitted, compared with rights granted 

to other migrants. Although this study shares the criticism, it also attempts to 

problematize current discourses on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in 

that they have overlooked critical aspect of mothering performed by these 

women. Thus, as an attempt to trace changes of women’s identities under 

globalization, this study analyzes narratives of mothering and identity in the liv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In the first place, this study looked into how marriage migrant women become 

mothers in South Korea. They struggle to position themselves as subjects of 

reproduction rights and to prove their rights and capacity to raise children 

legally. In addition to legal recognition, they implement diverse strategies to 

prove they are ‘good’ mothers for social recognition. ‘Good mother’ narratives are 

formed through acceptance of, resistance to, and collusion/negotiation with 

existing outside gaze at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a. 

Secondly, one of main characteristics of marriage migrant women’s mothering is 

that their care network is extend transnationally, reflecting crisis and feature of 

social reproduction in South Korea. As marriage migration becomes one of the 

ways of migration in Asia, it is discovered that brothers and sisters of these 

women often migrant through marriage as well. The formation of this 

transnational family allows new kinship network centering on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When these women encounter situation of divorce, for 

example, their family in their origin country often support them internationally. 

Likewise, marriage migrant women sometimes send their children to their family 

in the origin country during a divorce suit. This practice shows that suppor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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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migrant women’s mothering in South Korea presupposes mothering of 

these women which is maintaining ‘normal family.’

Finally, this study examines how motherhood and nationhood are intertwined 

in the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Narratives of mothering and 

identity in marriage migrant women expose moments of rupture in the myth of 

pure blooded Koreanness in which ‘Korean’ as a community bound together by a 

common destiny and ‘Korean’ as collective citizen(ship). Therefore, the reason 

why these women wish to obtain ‘nationality’ is not that they want to assimilate 

into South Korea but rather they want to acquire full membership of South 

Korean society, sense of belonging to their family, and indicator of social 

recognition. For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motherhood plays a 

role of axis in terms of their mobility and unstable status.

Key words: Migration, Marriage-migration, mothering, maternity, motherhood, care 

crisis, social reproduction, reproductive right, transnational mothering, 

identity, state, nation, nationhood, oral history, nar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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