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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시에 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건강이상에 대처하는 

상황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근간을 둔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들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건강이상에 대처해 가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질문은 ‘한국의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에 대한 대처 경험은 어떠한가’이었다.

연구의 참여자는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중 스스로 

느끼기에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11명과 그들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인 3명으로 총 14명 이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개별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trauss & Corbin의 

자료 분석법에 의해 분석하였다(Corbin, 2015).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 경험에 

대한 핵심범주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건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도출되었다. 

2. 맥락적 조건으로는 ‘이주여성이기에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와 ‘이주여성에게 제한적인 한국의 보건의료’가 

도출되었다. 

3. 원인적 조건으로는 ‘기대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생활’과 

‘혼자서 갑자기 겪게 된 몸의 증상’을 통해‘홀로 감당해야 

하는 낯선 삶’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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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고군분투하며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나’, ‘불건강을 치료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혹은 ‘건강상태를 무시’하는 작용·상호작용을 

하였다.

5. 중재적 조건은 ‘힘이 되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장소, 

베트남에서 형성된 성격’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 이 되었다. 

6. 그 결과,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거나’, 또는 

‘삶의 주체성도 잃고 건강도 잃게 되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얻게 되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없게 만드는 

한국의‘자유롭지 않은 사회, 제한적인 보건의료’의 맥락적 조건과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의 중재적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한국의 사회적 책임으로써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 교육과 중재, 그리고 사회적 인식 

및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선, 마지막으로 다문화에 

대한 계속적 관심과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요어: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한국, 도시 지역, 건강, 대처, 근거이론

학  번 : 2014-3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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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시작

  1) 국제보건 활동

연구자가 한국에서 국제보건 활동에 참여하면서 담당했던 업무 중의 하

나는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를 한국의 의료 기관에서 연수시키는 것이었

다. 그 연수과정의 하나로 이동진료가 있었는데, 외국의 의료진들과 함께 

이동진료를 하러 가면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결혼이주여성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있어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진료를 해야 

했다. 

‘우리가 이동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자신의 불건강 상태를 어떻

게 치료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이들은 원래 아팠던 것인지 혹은 

한국에 와서 새롭게 병이 생긴 것인지도 궁금하였다.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왜 아픈지 알

아보고 그들을 돕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자가 4년여 남미에 거주하며 겪었던 불건강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국제보건 활동은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관심을 둔 계

기가 되었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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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에서 만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서울에 위치한 보건소의 다문화 사업에 관여했던 경험이 있다. 보건소에

서는 건강실태 조사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를 시행

했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많은 베트남 사람 중 보건소 사업에 참여한 사

람은 단 2명뿐이었다. 봉골,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훨씬 적음에

도 불구하고, 참여했던 인원은 베트남이 가장 적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건강이 어때요?’라는 질문에 모두‘괜찮

다’고 말했다. 그러나 얘기가 깊어질수록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웃던 

입 모양이 어색하게 일그러졌고, 말하기 주저하였으며, 흐느껴 울었고, 아

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조심스럽게 속 얘기를 꺼내왔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다.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가기를 누군가 알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남이 끝나고 나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마지막에 ‘고맙다’고 말했다. 그저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들은 뭔가 나

아졌다고 고맙다고 하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은 가리어져 있고 우리가 모르는 아픔을 가지

고 있으며, 때로는 그 아픔을 드러내지 않기에 개선할 수도 없다. 진정한 

간호를 하기 위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삶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간호사로써 선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무엇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였는가?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궁금증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

상과 대처에 대한 경험을 연구하고자 나를 이끌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이 아내와 엄마로써 한국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니라, 온

전히 그들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땅 한국에서 그들의 삶과 건강은 어떠

하고 왜 그렇게 대처하는지 그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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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누구나 결혼을 하면서 일상이 변화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결혼이주는 

결혼을 통해 이주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한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거주지의 변화를 동시에 겪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 환경뿐 아니라 

인생 전반의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고, 건강의 변화도 함께 경험하게 된

다(Schenker, 2014).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의 81.5%는 여성으로(행정자

치부, 2016), 여성의 결혼이주는 자기 스스로 새로운 문화로 옮겨간다는 

측면의 자발성과 이동성, 그리고 오랜 기간 한국에서 거주한다는 측면에

서 영속성의 특성을 가진다(정진경 & 양계민, 2004).

그간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수월한 의사소통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연구 편의성으로 인해 중국교포로 불려지고 있는 한국계 중국

인이나 중국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 속에서, 2015년 이

후 매년 가장 많은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으로 나타나 최근에는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36%가 베트남 출신으로 보고되었다(통계청, 

2018a).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들의 삶과 건강이 조명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들의 건강에 대한 탐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과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기타 외국인으로 묶지 않고 독립적인 한 국가 출

신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무료검진 참여자를 대

상으로 한 양적 연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질환 유소견율이 낮다고 

하였고(Kim, Yoo, Cho, & Kwon, 2010),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



- 4 -

되었다(김혜미, 2016). 그러나 한국에 취업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57.2%로 집계된 것처럼 그들의 취업활동은 활성화 되어 있으며(정해숙 

et al., 2016), 취업활동을 하는 대부분은 평일에 진행되는 공공기관의 

무료 건강 검진이나 실태조사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중된 대상자로 

인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상태 또한 실제와 달리 더 좋은 것처럼 

보여 질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행정자치부, 2016), 그들이 생각하는 건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없이 주관적 건강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신중을 가

해야 한다(정의철, 권예지, & 이선영, 2012). 즉,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실제로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지, 혹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실제보다 더 

낮거나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들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

분이다. 왜냐하면 건강의 자가 평가 항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건강은 응답자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준거 그룹의 편의와 응답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준

으로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적응 편의로 인해 오차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Groot, 2000, 2003). 

한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는 임신과 출

산, 정신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가족 관계와 거주기간, 거주 지역, 

한국어 능력,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차이 등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주 관

련 요인으로 탐구하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한국에 오자마자 

빠른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19). 더구나 여성의 

생애에서 임신과 출산이 중요한 사건이기에 이에 대한 관심은 분명 필요

하다. 그러나 인생에서 임신과 출산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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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전한 삶을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누구의 

아내와 엄마이기 이전에 독립적 인격체이므로, 그들의 건강을 임신과 출

산에 한정하여 살펴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거주 지역에 따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살펴본 연구에서

는 농촌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도시 거주자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문화 적응과, 소득, 사회적 지지 및 부부갈등이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는데(윤황 & 이영호,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 건강에 한정하였기에 그들의 다양한 삶

과 그에 따른 건강 요소를 고려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더불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과반수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은 거주지 가까이에 위치한 

의료 기관과 다문화지원센터 등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므로 그

들이 자신의 건강에 적절한 대처를 할 것으로 생각될 뿐, 이에 대한 연구

가 진행 된 바는 없었다. 

대처(coping)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한다는 뜻으로(국립국어원, 2019; Wikipedia, 2019), 능동적 

과정이기에 적응과는 비교되는 개념이다(권석만, 2013).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은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 수동적 위치에서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최종의 결정은 자기 스스로가 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의 건강 행동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자신들의 관점과 목소리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불건강에 알맞은 조치를 

취한다면, 그 결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이론은 개인과 사회가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과정 속에서 구조적으

로 짜여있기 때문에, 사회 속에 있는 상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의 행

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신경림, 조명옥, & 양진향, 2004; 이명선, 

2009). 이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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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근

거이론 방법은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이 어떻게 자신의 건강이상에 대처하는지 그들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근간으로 하는 근거이론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삶 속에서 자신의 건강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건강이상에 대처하는지 그들의 간호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7 -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그들의 

건강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의 건강이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

아보고자, ‘사회적 대상의 의미가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성, 유

지, 변화 될 수 있다’고 한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그들의 경험을 깊

이 있게 이해하고 실체 이론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한국의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에 대한 대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구체적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 가는

가? 그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는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와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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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과 생활

결혼 이주는 전 세계의 불균등한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속에서, 가난한 

송출국, 신부 부족을 해결하고자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국제결혼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중개업체 등 사회적 요인이 다양하게 작용

한다(보건복지부 & 미래인력연구원, 2005). 세계화는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데(Rosenberg, 

2009),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이주 여성화는 이주 노동의 수용이 까다로운 

국가로 이주하기 위해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송형주, 

2014).

베트남의 국제결혼도 전쟁, 개방과 개혁 등의 역사 흐름 속에서 이처럼 

전개되어 왔다(최호림, 2015).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였던 베트

남 전쟁에서 베트남에 파견된 외국인 군인과 결혼하는 베트남 남부의 여

성들이 생겨났고, 1990년대 국가의 개방 정책으로 인해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최호림, 2015). 일부 저개발 국가의 여성들

이 결혼을 일종의 ‘취업’으로 여겨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선택

하는 것처럼, 베트남의 결혼 이민도 이러한 요인에 의해 2000년 이후 본

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 미래인력연구원, 2005). 더

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절차가 간소

화 되고, 투자 국가로 베트남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베트남 여성의 한국

행 결혼이주가 급증하게 되었다(최호림, 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베트남 가족 소득은 79.4%가 평균, 평균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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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낮은 경우가 6.3%,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9.5%였고(보건복지부 

& 미래인력연구원, 2005), 그들의 결혼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80%이었

다(박순호, 빙팜, & 카미야히로우, 2012).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68.2%만 베트남에서 취업했던 경험이 있어, 타 국가 출신을 포함한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91.0%가 본국에서 취업 상태였던 것과 비교되었다(보건

복지부 & 미래인력연구원, 2005). 베트남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직

업은 공장노동자 39.1%, 농어민과 사무직 각각 30.4%로 집계되어 전문

경영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보건복지부 & 미래

인력연구원, 2005).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혼한 베트남 이주여성이지만, 그들은 결혼 후에도 

한국에서의 경제 상황이 전보다 나아지지 않고 베트남과 큰 차이가 없다

고 하였다(박순호 et al., 2012). 때문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

의 가족뿐 아니라 한국 생활의 경제적 여건을 위해서도 취업에 대한 의욕

이 매우 높았고(박순호 et al., 2012), 이를 증명하듯 그들의 한국 취업

률은 57.2%에 달하고 있었다(정해숙 et al., 2016). 그러나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은 타 국가 출신을 포함한 전체 결혼이주여성 중에 가장 열악한 

취업 상태를 보여, 80%가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이었고 취

업한 베트남 여성의 80%가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보건복지부 

& 미래인력연구원,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66.7%는 본국에 송금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45.5%가 

본국에 송금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보건복지부 & 미래인력연구원, 

2005). 

이처럼 베트남 여성들의 열악한 경제적 조건은 그들을 한국 남성과의 결

혼으로 내몰았고, 한국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긴 매한가지라 그들은 다

시 베트남의 가족과 결혼으로 더 얹어진 한국의 가족을 위해 열악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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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터로 내몰리게 되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은 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이56.9%, 가족이나 

아는 사람의 소개 35.9%, 소개 없이 스스로 만나는 경우 6.0%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소개와 주선을 통해 배우자를 만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해숙 et al., 2016). 중개업자를 통해 배우자

를 만나는 경우의 94%는 비용을 지불했다고 조사되었는데(보건복지부 & 

미래인력연구원, 2005), 이때 한국인 남성은 매매혼에 1,000만원 이상의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최혜지, 2017). 이러한 결혼 과정은 결

혼을 사람과 사람의 결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불된 비용에 따른 획득

물과 같은 매매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사고가 결혼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결국 결혼이주여성은 불균형한 권력구조 속에 처하게 

된다(최혜지, 2017). 즉, 베트남 여성은 한국인 남성에게 ‘선택 당하

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한국인 남성은 베트남 여성을 인격 대신 상

품인 귀속물로 취급하는 것이다(최혜지, 2017). 결혼은 독립과 평등을 

전제하므로, 매매혼은 결혼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그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의 인권은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2

년간 유예기간을 갖는 ‘간이귀화제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순종과 희생을 

더욱 강요하게 만든다(최혜지, 2017). 

이러한 한국인 남편과 한국 생활의 권위적 분위기 속에서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는 전체 다문화 국가의 평균보다도 낮게 나

타났다(정해숙 et al., 2016). 그러나 역설적으로 부부갈등 또한 타 국가 

출신을 포함한 전체 결혼이주여성들보다 낮아(보건복지부 & 미래인력연

구원, 200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만족도와 부부 갈등이 연결

되지는 않았다. 

2005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살펴본 부부갈등 사유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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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성격 차이 25.0%, 음주와 외도가 각각 19.4%, 남편과 생활방식 차

이 11.1%, 부모와의 불화 8.3% 순으로 많았고, 음주와 부모와의 불화, 

외도 문제에 대해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전체 결혼이주여성보다 월

등히 높았다(보건복지부 & 미래인력연구원, 2005). 

2015년 조사된 베트남 결혼이주민의 부부갈등 사유에서는 성격차이 

35.2%, 언어소통 어려움 24.7%, 자녀문제 20.4%, 경제적 문제 18.5%, 

가치관 차이 15.4%,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9.6%, 음주 9.6% 외도 

0.4% 순으로 나타나(정해숙 et al., 2016), 음주와 외도가 줄은 반면 다

른 부분은 증가하였다. 

부부간 불화가 있을 시의 대처는 그냥 참는다(35.3%),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46.5%), 친구나 친지 등 주위 사람에게 얘기한다(23.6%), 혼

자 방법을 찾는다(19.5%) 순이었고(정해숙 et al., 2016), 도움을 준 사

람은 모국인 친구가 53.1%, 베트남 가족과 친척 18.4%, 남편 가족 및 

친척 2.0%로 나타나(보건복지부 & 미래인력연구원, 2005) 본인과 가족, 

출신 국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회 관계망이 한정되어 있었다. 

즉,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

고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비율이 적었는데, 이는 사회 관계망이 한정되어 

있기에 자신의 어려움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한계를 가

지게 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밖으로 토로하기 보다는 스스로 감당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평균 26.7세, 한국인 배우자 남편

은 38.1세로 평균 11.4세의 연령차이가 있으며(국제결혼 부부의 평균연

령은 부인 34.3세, 남편 41.3세), 남편이 20세 이상 연상인 경우도 

2009년 31.1%에 달하고 있어 남편과 베트남 아내의 연령 차이가 타 국

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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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연구원, 2005; 정해숙 et al., 2016).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고등학교가 56.8%, 전문대 이상이 10.8%로 집계되어 한국인 남

편의 학력이 고등학교 45.9%, 전문대 이상이 0%였던 것과 차이가 있었

으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초혼이고 한국인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가 

16.1%로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평균인 13.5%보다 높았다(보건복지부 & 

미래인력연구원, 2005). 이러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 조건의 차이와 연령과 학력의 차이는 곧 기대하는 결혼 생활의 차이

와 세대 차이 등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 시댁식구와 함께 사

는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는데(전체 결혼이주여성의 21.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57.6%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가족 

유형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보건복지부 & 미래인력연구원, 2005).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이 나 자신보다 내 가족과 더 잘 어

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 먼저 도

와야 함’, ‘자식을 위해 이혼하지 않음’, ‘남편도 가사 노동을 나눠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부분에서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평균보다 높

은 수치를 나타났다(보건복지부 & 미래인력연구원, 2005). 이러한 결과

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가족적 부계사회에 익숙하지만, 가사분

담에 대해서 남녀평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유

교문화권이므로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순종적이며 가부장제에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베트남은 부계와 모계가 동등하게 유지되는 가족 전

통에 따라 가사 분담이 평등하며 여성의 경제활동도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윤황 & 이영호, 2010). 

이렇듯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 상태, 결혼 조건의 차이, 부부간

의 연령과 학력 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 13 -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사회관계망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스

스로 감당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어쩌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은 삶의 갈등과 어려움을 경제적·문화적 차이라는 미명하에 무시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결혼 이주라

는 경제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작되고 유지되므로, 사회 구조적 측면

을 고려하여 그들의 건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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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2008년 보건복지부의 무료 건강 검진 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살펴본 결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전체 결혼이주여성보다 낮은 

BMI(Mean 20.9), 콜레스테롤(Mean 167.3), 당뇨(Mean 83.8) 수준을 

보였으며, 혈압 4.6%, 심전도 4.1%, 소변검사 9.6%, 빈혈 1.6%, 간 

1.4%, 스트레스 29.3%만이 정상수치를 벗어나 베트남의 질환 유소견율

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10).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이 인식하는 건강 수준은 한국계 중국인이나 중국인보다 유의하게 높았

고,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와 차별경험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수

준을 설명하는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김혜미, 2016).

그러나, 2015년 다문화실태조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중 지난 1

년간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의 경험이 가끔 있는 경우 32.7%, 자주 있는 경우도 7.5%에 

달하고 있다(정해숙 et al., 2016; 행정자치부, 2016). 이러한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은 한국인 여성(16.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

다(통계청, 2018b). 한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살펴보았던 연구에서는 ‘속았다는 사실로 인한 황당함’, ‘너

무 많이 달라서 속상함’, ‘주눅이 든 자신이 슬픔’, ‘이방인으로 여

겨져 비참함’, ‘걱정이 많고 불안함’, ‘외롭고 쓸쓸함’, ‘모든 것이 

내 탓인 듯 미안함’, ‘끝이 보이지 않아 절망스러움’, ‘몸이 힘들고 

아픔’, ‘살기 위해 애씀’으로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어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의 우울감이 어떠한지 가늠 할 수 있었다(변성원, 2012). 

이처럼 객관적 지표로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질환 유소견율, 타 

국가 출신보다 높은 건강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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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우울감은 신체적 건강이 양호한데 반해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음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유형별 정신 건강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경우에 낮은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갈등 등 부정적 정신 건강 

상태가 나타났으며, 한국어 소통이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었다(이정화, 

2011). 베트남 연구자가 진행한 부부간 문화 차이와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상태와 정신 건강은 좋

은 편이었으나, 베트남 결혼이주민의 77.3%는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있

었고 이러한 차이가 그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레쑤언흐엉, 2018). 또한 한국어 능력이나 거주지와 거주 기간 등 사회

경제적 요인 외에도 결혼을 통한 가족 관계와 결혼기간이 그들의 정신 건

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져(최은영, 이은희, 최정숙, & 최선하, 

2011), 결혼이라는 관계적 측면과 그들의 건강을 연결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의 정신 건강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하였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기간이 길수록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홍선엽, 2013).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여성의 산후 우울을 

비교한 양적 연구에서는 출신 국가에 따라 산후 우울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우울을 경험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한국인보다 많았고 정서적으로 슬픈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영 

et al., 2011). 그 원인으로는 시어머니나 시동생과 함께 사는 동거가족

의 형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영향을 주었던 

반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나 거주 기간, 거주지는 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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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최은영 et al., 2011), 앞서 정신 

건강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거주 기간, 거주지가 관련이 있다

고 하였던 연구들과 차이가 있었다.

한편,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없어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

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도시 거주자 11.0%, 농촌 거주자 14.4%로, 

기타 외국 출신(도시 10.5%, 농촌 9.4%)의 결혼이주여성보다 많은 비율

이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19). 또한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의10%는 지난 1년간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적이 있었고, 그 이유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38.8%, 치료비가 부담

스러워서 20.0%, 어떤 종류의 병원을 가야 할지 몰라서 10.8%, 가까운

데 병원이 없어서 10.3%, 이용절차가 복잡해서 6.0%, 기타 14.1% 순 

이었다(정해숙 et al., 2016; 행정자치부, 2016). 정해숙과 행정자치부의 

연구는 거주 지역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도시 지역은 의료통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 의료 기관이 위치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 조사 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출신지역과 귀화여부

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남편

의 직업유무와 성 역할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결

혼이주여성의 정신 건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황 & 이영호, 

2010).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가출이 

11.0%, 이혼이 3.0%로 집계되어 위기 가정이 타 국가 출신보다 많았고

(김미점, 2013), 도시 거주자 보다 연령과 소득수준, 삶의 질이 낮았으

며, 우울 수준, 부부 갈등, 지각된 차별감이 높았다(윤황 & 이영호, 

2010). 이처럼 그간의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취약성에 초점

을 두어 농촌 거주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과반이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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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시 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알기 어려웠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은 한국인의 

2배에 달하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10% 이상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으나, 그들의 건강은 객관적 지표로써 타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보다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이고 통계적 측면에서 때로는 한국인과 

다를 바 없는 정신 건강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의료 기

관 접근성과 임신과 출산 및 정신 건강, 그리고 농촌이라는 지역에 초점

을 두어 단편적으로 연구하여 왔고, 관련 요인으로써 언어, 정보 획득의 

어려움과 거주 기간, 거주지, 가족 관계가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요인들

이 때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상태는 객관적 지표로 설명하고 해

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구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과의 가족 관

계가 등록되면 즉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보건복지가족부, 2019), 의

료 기관 접근성이 좋은 한국의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이 무엇 때문에 의료 기관에 가지 못하고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없

어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는지 그들이 처한 삶 속에서 그들의 

대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에 어

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건강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과 건강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과정과 연결 고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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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이론

양적 연구가 인과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그림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경험

의 과정, 행동의 이유, 반응의 맥락에 대한 깊은 사고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므로 ‘침묵 속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Creswell, 2015). 

그 중 근거이론은 사회심리학자인 Mead가 창시하였고 그 제자 Blumer

가 발전시킨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을 철학적 

근간으로 1967년 Strauss와 Glaser에 의해 개발되었다(Blumer, 1990; 

Creswell, 2015; 신경림 et al., 2004). 

Mead는 개인과 사회가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과정 속에서 구조적으로 

짜여있으므로(이명선, 2009), 인간 행위는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과정을 

이해하지 않고는 파악될 수 없다고 하였다(신경림 et al., 2004).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 문제에 반응하고 상호작용 하는 것이 

상징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그 기저에 있는 

상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니는 상징적 의

미’의 가정에서 시작한다(Blumer, 1998). 어떠한 상황의 대상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되고자 행동하는데 그러려면 행동이 지향하는 대상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김문

근, 2015). 이때 대상의 의미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이고 내제적

인 속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대상을 향한 사회적 상황이 가지고 있

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전개에 따른다(김문근, 2015). 따라서 대상은 사

회적 구성원들이 그 대상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가에 

대해 관찰하고 해석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다(Blumer, 1998). 즉, 대상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므로, 대상자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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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상징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Blumer, 1998). 

또한 대상자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정의하고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기대된 행동을 지각

함으로써 사회에 조화되고자 하며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그들의 

행동은 자기 개념으로 축적되게 된다(Blumer, 1998).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사회적 기

대에 부응하고자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이 갖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의

미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의미를 바탕으로 그 사물에 대해 행동’하

며, ‘사물을 다뤄나가는 해석 과정 속에서 의미들은 처리되고 변형 된

다’고 전제한다(이명선, 2009). 이를 바탕으로 근거이론은 알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지금껏 확인되지 않거나 개념 간 관

계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사회심리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김귀분, 2005) 참여자들의 행동, 상호작용의 사회 과정 

속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이론을 창출하고자 한다

(Corbin, 2015; Creswell, 2015). 

Strauss와 Corbin는 근거이론을 체계화 하여,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심층 

면담과 관찰, 메모 등을 사용하고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로부터 모은 자료

를 떠오르는 이론에 대한 아이디어와 비교하면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

택 코딩으로 이론을 형성하고 구조적으로 자료를 범주화 하였다(Corbin, 

2015; Creswell, 2015). 

한편으로 Strauss와 Corbin의 접근법을 포용하고 다양한 세계들과 행동

의 복잡성을 강조한 Charmaz의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은 초기의 이론 전

략을 채택하되 연구 방법 보다는 개인의 가치, 감정, 관점 등을 강조하는 

해석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동명사(~ing)와 같이 생생한 코드를 사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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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권고하였다(Charmaz, 2014, 2017; Creswell, 2015). 

근거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전략과 관점을 막론하고, 근거이론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는지’그 단계들을 상징적 상호

작용의 관점에서 확인하고자 하며(Creswell, 2015), 그 과정 중에 중심

현상, 조건, 그때 채택된 전략, 효과의 발생과 같은 결과를 찾고 그 결과

물로써 실체 이론이 생성된다(Creswell, 2015). 특히, 질적 연구의 ‘무

엇’과 ‘어떻게’라는 질문에 덧붙여 근거이론은 ‘왜’라는 질문으로 

답을 찾고자 하기에, 귀납적 데이터로부터 비교 분석하지만 귀납을 넘어

서 계속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이론을 개발해 나간다(Charmaz, 

2017). 따라서 근거이론 방법론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개인적 선입견과 

신념 등을 파악하고 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보고자 하는 현상

을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은 이론적 민감성,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 비교분

석 방법, 이론적 메모의 특성을 갖는다(Corbin, 2015). 이론적 민감성

(theoretical sensitivity)은 알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사전 지식, 경험에 

기초하여 자료와 효과적으로 만나는 것이며,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은 초기 결과물에서 나온 범주를 중심으로 목적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다. 지속적 비교 분석(constant comparison)은 자료를 끊

임없이 읽고 해석을 점검하고 다시 되돌아와 새로운 자료를 모으는 과정

이며, 자료 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지속해 가는 것이다. 이론적 메모

(theoretical memo)는 코드 간에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록하면서 

이론화를 돕는 것으로 연구자와 자료와의 내적 대화이다(Corbin, 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대부분 사회 구조적 맥락 속에

서 시작되고, 그 안에서 자신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

치게 되므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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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거이론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환

경인 한국 사회와 그로 인해 상호작용하게 되는 그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도시라는 맥락 안에

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건강이상에 대

처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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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에 대한 

대처 경험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상징적 상호작용

론을 근간으로 하는 근거이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2.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를 통해 남미에서 4년간 거주하면서 그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활동을 지원했던 경험이 있다. 귀국 후에는 

국제보건의료재단(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FIH)의 사업팀과 교육훈련팀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보건의료 활동에 참

여하였고, 현지 의료진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의료 환경에서 장기간 

교육하면서 이동 진료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의 경험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

들과 끈끈한 라포(rapport)를 형성하여 마음속 깊은 얘기를 나누는데 유

리한 점이 있었다.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투영하여 건강을 이해하는데 장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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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박사과정 입학 후에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이주민의 건강 검진 지원, 아이 돌보미 등의 활동

에 참여하였고, 서울시 일개 보건소의 다문화 프로젝트에서 포토보이스를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또한 선수

논문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주관적 건강과 관련 요인에 대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자로써 자질 함양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의 질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자료 분석을 수강하였고, 내러티브 연구 방법론의 세미나에 참석하

였다. 서울대학교의 질적 연구 마스터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과 질적 

연구 특강을 이수하였으며, 대한질적연구학회의 질적 연구 길라잡이, 응

용현상학회의 주체성과 현출 사건의 신체화 등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

법, 발생적 현상학과 현상학적 질적 연구 등의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렇듯 다문화와 관련된 일상의 경험과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에 대한 

공부를 통해, 연구 목적에 부합한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의 계획과 

수행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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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방법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주 참여자로,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람을 추가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주 참여자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

남 여성으로서, 도시 지역에 거주 중이며 스스로 느끼기에 신체적·정신

적으로 과거에 건강에 이상이 있었거나 현재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

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통역을 사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오역, 비밀 유

지 등의 문제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 맥락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외에 다양한 시선을 포괄하여 살펴보고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추가하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과의 인터뷰를 통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사람을 알아보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한국인의 동의를 얻어 연구 참여자로 추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의 거주 지역에 위치한 공공보건의료 기관이나 NGO 단체 등 

해당 지역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다문화 사업을 진행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하여, 그들이 바라본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의 건강과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조망하고자 하였

다. 다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직접 접촉한 병원의 의료진, 보건소 다

문화 사업 관계자는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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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써, 이들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는 경우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2) 참여자 모집 

참여자 모집에 앞서 서울에 소재한 보건소의 다문화 사업자와 미팅을 통

해 참여자 모집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관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개 모집 

보다는 직접 소개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심적 안정감과 신뢰감 형성, 자료의 원활한 수집에 유리할 것이라

는 조언을 받아, 과거에 보건소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베트남 건

강 리더를 소개받았다. ‘건강 리더’는 보건소의 다문화 프로젝트를 위

해 출신 국가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사회적 활동의 참여가 활발한 사람이면서 그 지역 출신 국가 결혼이주여

성의 연락처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서울 S구 보건소 관계자, 베트남 건강 리더, 본 연구자의 사전 미팅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였으며, 베트남 건강 리더와 본 연구자의 미팅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방법, 과정 등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과 연구 참여자용 설

명문 및 동의서 양식, 사전 면담 조사지, 면담 질문 등을 펼쳐놓고 연구 

참여자의 모집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팅을 마친 뒤에는 관련 자료 전부를 베트남 건강 리더가 가져가서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후 베트남 건강 리더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들의 단체 채팅방(SNS)에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사진 찍어 올려서 공유

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주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를 통해 베트남 건강 리더 1명이 모집되었고, 베트남 건강 

리더를 통해 8명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되었으며, 그 중 1

명이 추가로 1명을 소개하여 10명이 모집되었다. 1차적으로 모집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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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대부분 다문화 사업에 참여해 보았던 가정주부였으며, 그 중 한국

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2명이 탈락되어 베트남 건강 리더를 통

해 8명의 참여자가 모집되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과반수는 직장이

나 아르바이트 등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 다문화 사업에 참여하

지 못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의도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지인에게 소개받는 방법으로 3명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추가하

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의 다문화 사업 

팀장 1명과 그 지역에서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NGO 단체 이사장 1

명, 그리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건강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교인 1명을 추가 하여, 총 14명이 연구 참여자로 

모집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23세부터 36세로 평균 29세이며, 이주 

기간은 2년부터 12년 9개월까지 평균 7년 9개월이었다. 남편과 나이 차

이는 7세부터 28세이며, 평균 17세의 나이 차이가 있었다. 결혼을 위한 

만남의 방법은 결혼중매기관을 통한 경우 6명, 친척의 소개 3명, 연애 2

명이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대체적으로 중매기관 소개, 친척 소개, 연

애의 순으로 많았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직업 유무와 관련 없이 거의 모든 집안 살림을 

담당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사를 중점으로 하며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

는 사람은 4명이었고, 구체적으로 남편이나 시부모의 자영업(축산업, 한

식당)을 돕고 있는 사람 2명, 다문화카페 아르바이트 1명, 일이 있을 때

만 한국 및 베트남 요리 강의를 하는 사람 1명이었다.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3명, 미싱 시다 및 주방 요리사로 주로 직업 활동을 하는 사

람 3명, 한국의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학원을 종일 다니며 가사와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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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행하는 사람이 1명 이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수는 0~3명이며, 평균 1.45명의 아이가 있

다. 아이의 연령은 보통 이주 기간과 비슷하였고, 10개월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다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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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o.
직업

주로 하는 일

이주 

기간

경력

(년. 월)

만 

나이

(세)

결혼 방법

남편과 

나이차

(세)

자녀

수
비고

베 1
주부, 

학생
8 29 친척 소개 13 2 베트남 리더

베 2
주부,

카페 아르바이트
9.1 28 결혼중매기관 20 2

베 3
주부, 

요리 강사
8 27 친척 소개 20

3

(셋째 

임신)

베 4 베트남 음식점 요리사 12.9 34 결혼중매기관 28 0 남편 퇴직

베 5
주부, 

자영업(축산업) 도움
6 30 결혼중매기관 22 1

베 6 수습 재봉사(미싱 시다) 11.9 36 결혼중매기관 22 2 남편 장애인

베 7 수습 재봉사(미싱 시다) 10.9 30 결혼중매기관 19 1
남편 

장기 휴직

베 8 주부 2 31 연애 12 1
베트남 

소아과 의사

베 9 주부 4.9 23 결혼중매기관 17 1

베 10 주부 1.9 28 연애 7 1
베트남대학

영어 전공 

베 11
주부, 

자영업(한식당) 도움
11.9 30 친척 소개 11 2

평균 7.9 29 17 1.45

한 1 NGO 단체 이사장 11 65

한 2 교회 집사

36

(베트남 

인연 

2년)

52

한 3
보건소 다문화 사업 

팀장
34 56

총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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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고자 2018년 11월부터 개별 만남과 사전 

미팅을 시작하였고, 2019년 2월까지 1:1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본 연구

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의 자국어 면담을 고려하였으나, 통역 시에 발생

될 가능성이 있는 오역, 편견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한국어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지만, 영어가 

한국어보다 편하다며 참여자 먼저 영어를 사용하기를 원하거나 한국어와 

혼용하기를 원할 경우 참여자가 편안한 언어로 대화하도록 하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인터뷰를 통해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비밀 얘기까지 많

은 이야기를 끌어내 주었다. 이러한 허심탄회한 면담은 사전에 그들과 형

성된 라포가 전제가 되어야 했다. 보건소를 자주 왕래하는 베트남 리더가 

있어 사전에 그녀와 여러 번 만남을 가졌고, 본 연구자가 외국에서 거주

했던 경험과 가정사도 얘기하며 깊은 교류를 가졌다. 인터뷰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말했듯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이야기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에도 거부감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를 구상하면서 베트남 건강 리더를 여러 차례 만났고, 그녀의 지

인들을 그녀와 함께 또는 연구자와 참여자 둘이서 만나 친목을 돈독히 하

였다. 

베트남 건강 리더와의 사전 미팅을 통해 단어의 사용 등 인터뷰 질문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연구 시작 전에 구상된 연구 질문은 ‘신체적·정신

적 건강이상의 대처 경험’이었으나, 사전 미팅을 통해 알아 본 결과 그

들의 건강에 대한 개념이 모호함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건강 리더가 사

용했던 단어를 사용하여 연구 질문을 수정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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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몸이나 머리가 아프거나,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경험에 대해 얘

기해 주십시오.’로 시작하여 한국에서 그들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경험

을 중심으로 질문하였고,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는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 어떠한 것 같은지 얘기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여, 한국의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하

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주저하며 답하고자 

하지 않으므로, 반 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경험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면담에

서는 단어의 확인을 위해 면담 중에 참여자가 말한 내용을 연구자가 물어 

재확인하였다. 

구체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 한국에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나빴던) 경험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 한국에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팠을 때 어떻게 

했나요?

  ∘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낫기 위해 했던 방법이 있나요?

  ∘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했나요?

  ∘ 최근에 당신의 건강은 어떤가요? 

  ∘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당신의 건강을 얘기해 주세요.

  ∘ 당신의 건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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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람>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이 나아지거나 좋아지기 위해 개선되어

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면담 장소는 참여자가 원하는 편안한 장소와 시간을 연구자가 방문하였

고, 5명은 보건소와 구청 내 카페에서 진행하였으며, 4명은 참여자의 집 

근처 카페에서, 1명은 아이 학교 근처 카페에서, 1명은 직장 근처 카페에

서, 1명은 자택에서, 1명은 직장에서, 1명은 교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

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구자가 준비한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 중에는 현장의 상황, 연구 참여자의 표정, 행동

을 메모로 기록하였다.

보통 1인당 1회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14명의 연구 참여자 중 1명은 3

회, 3명은 2회 면담을 시행하였다. 1회 면담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

간 30분, 평균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되었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연구자가 면담 내용을 필사하였

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화나 문자로 보충 질문을 시행하여 내

용을 명료화 하였다. 수집된 자료가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발견되지 않

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를 확인한 후 자료 수집을 종료 

하였다. 

참여자의 인용문에 사용된 (  )는 연구자의 부연 설명이며, 생략 부호 

‘…’는 참여자의 대화가 부분적으로만 기록되고 비슷한 내용의 일부 대

화가 삭제되었거나(Psathas, 2005) 말줄임표를 나타낸다. (...)는 긴 대

화 중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생략하여 편의상 대화의 문장을 삭제

하였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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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근거이론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론적 민감성에 대한 부분이다. 이

는 ‘자료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을 말하며 연구자가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고 다양한 개념에 대

한 문헌에 몰두하면서 증가시킬 수 있다(Strauss, 2001; 신경림 et al., 

2004). 연구자가 타국의 이주민으로 거주했던 경험과 한국에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지원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질병과 치료 과정을 

목도하였던 국제보건 활동의 경험은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는데 민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적 내용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technique)은 자료를 코

딩하고 분석하는 동안 연구자가 패턴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 사건, 범주, 

개념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며 구분하는 것이다

(Corbin, 2015; Creswell, 2015; Strauss, 2001).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지속적 내용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

구 참여자로부터 모은 자료를 떠오르는 이론에 대한 아이디어와 비교하면

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으로 이론을 형성하고 구조적으로 자료

를 범주화하였다(Corbin, 2015; Creswell, 2015). 

첫 단계는 개방코딩(open coding)으로, 개념(concepts)을 발견하기 위

해 텍스트를 열고 그 안에 포함된 사고와 의미가 드러나도록 자료를 개별 

부분으로 분해하여 쪼개는 것이다(Corbin, 2015; Strauss, 2001). 개념

을 데이터의 해석된 의미로 표현하여 명확히 한 뒤, 데이터를 축소, 결합, 

통합하여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인 상위 개념 하에 범주화한다

(Corbin, 2015; Strauss, 2001). 범주명은 체험코드(in vivo code)를 

기본으로 하여 문헌과 통찰력을 통해 확정하였고, 범주(categories)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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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 그것을 속성(properties)과 차원(dimension)에 의해 발전시키고 그

것의 의미를 정의하며 구체성을 부여하였다. 차원(dimension)은 속성 안

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개념에 특이성과 범위를 부여하는데, 이를 통해 하

나의 범주를 다른 범주와 차별화하고 정확성을 부여하게 된다(Strauss, 

2001). 본 연구에서는 자료 전체를 정독하며 대상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자료를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으로 나누어 중심의

미를 찾아낸 뒤 연구 참여자 별로 개념과 범주를 통합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축 코딩(axial coding)으로, 다양한 조건, 작용과 상호작

용,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의 범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범주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Strauss, 2001). 이를 위해 왜, 어디서, 어떻게, 

언제라는 조건(condition), 그러한 조건하에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consequence)로 구성된 Strauss와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을 사

용하였다(Corbin, 2015). 

세 번째 단계는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으로,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중심 범주(핵심 범주)를 시작으로 일관성과 논리 

사이의 도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이론의 타당성을 부여한다(Strauss, 

2001). 이를 위해 진행되는 과정 분석(coding for process)은 상황적 

맥락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파악하는 것

이며,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연관성을 경로로 그려봄으로써 그 과

정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김귀분, 2005).

이러한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 경험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실체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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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의 질 확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Sandelowski의 질적 연구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Sandelowski, 1986). 

사실적 가치(trust value)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건강 리더, 그들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들 여러 명과 

만남을 선행하여 라포를 형성하였고, 그 뒤에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아 면

담을 진행하였다. 라포가 형성된 뒤에 연구 참여자와 1:1로 일상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참여자

의 모든 면담을 녹음하여 필사하였으며 참여자의 반응이나 표정 등 비 언

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메모를 작성하여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이러한 전사 

자료를 통해 도출된 의미를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

았다.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일반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실재와 연구 결과의 유사성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의 참여자는 다양한 직업과 학력, 경제적 상태, 결혼 환경, 성장 배경이 

포함되도록 모집하였고,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자료

가 없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본 연구 결과를 확인하여 본인의 경험과 비슷한지 확인

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은 반복 연구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양적 연구의 신뢰도와 같은 부분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 배경,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접근과 면담, 자료 분석의 전반적 연구 과정을 상세히 기

술하였고, 연구 결과에 연구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누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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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립성(neutrality)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과 같은 개념으로 연구자가 개

인적 편견과 판단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성, 적용

가능성, 일관성이 확보되어 중립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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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았다

(SNU-11-033).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과정, 녹음과 메모의 정보 수집, 비밀 

유지, 자발적 동의, 참여의 철회, 참여로 인한 사례와 불참여로 인한 불이

익 없음 등에 대해 설명된 동의서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베트남

어로, 한국인일 경우 한국어로 제공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동의서를 충분

히 읽고 궁금한 사항은 연구자에게 질문한 뒤에 서명을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와 연구 참여자 보관용 동의서 1부는 연구 참여자가 가

져가 연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한국 이주 기

간, 자녀의 수)과 핸드폰 번호이며, 면담 일정, 면담 결과의 확인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연락처가 수집되지만 연구 종료 후에 바로 폐기하였다. 건

강 이상, 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대처 방법 등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되므로, 자료의 익명성을 위해 번호로 대상자를 표시하고 원 

자료와 분리하여 연구자만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또한 잠금 장치가 

되어있는 연구자 개인 노트북에 보관하여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개인적 자

료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

만 이용하고 그 외에는 개인 정보를 열람하지 않았다. 동의서는 3년, 설

문지는 5년 보관 후 폐기하며, 녹음 파일은 전사 후 연구 종료 시점에 폐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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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 경험의 과정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지속적 비교분석과정을 통해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범주화하여 총 34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유사 개념을 

묶어 15개의 하위범주로, 이러한 하위범주를 추상화시킨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2)

범주화된 자료는 축 코딩 과정에서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론을 통합하고 정교화 하는 선택 코딩 과정을 통

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건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Figure1에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 경험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상황은 ‘이주여성이

기에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와 ‘이주여성에게 제한적인 한국의 보건

의료’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여성에게 부정적인 사회 분위

기’와 ‘자유롭지 못한 한국살이’, ‘사회경제적 수준 때문에 움츠려’

들어 자유롭게 나다니지 못하고 족쇄를 찬 듯 집이나 직장에서만 지내게 

된다. 또한 복잡하고 어려워 잘 모르는 의료혜택과 절차, 한국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 기관, 한국 사람들과 다른 자신의 치료 경험을 통

해 ‘심적 부담감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자신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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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지 않는 지원이거나 유명무실한 다문화 사업의 체계 때문에 ‘정작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라’ 쉽게 한국의 보건의료에 닿지 못한 채 

‘제한된 한국의 보건의료’ 환경에 놓이게 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필수가 아닌 선택에 의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대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생활’과 ‘혼자서 갑

자기 겪게 된 몸의 증상’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꿈을 안고 시작

했지만 생각과는 다른 한국의 생활에서, 갑자기 겪게 된 증상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낯선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고군분투하며 자리

를 잡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건강을 돌보거나’ ‘불건강을 

치료대신 다른 것에 의지’하기도 하며, 자신의‘건강 상태를 무시’하기

도 한다. 자신의‘건강을 돌보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향상, 개선, 증진

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

의 건강 상태를 알아채고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과 관련하여 

평소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자 한다. 혹은 홀로 버티기 힘든 자

신의 불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치료 대신 남편이나 

SNS에 의지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해 보기도 한다. 또는 한국 생활에 적응

하는데 급급하여 자신의 건강은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시간이 가기를 

막연히 기다리기도 하고, 다른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관심을 밖으로 돌리

면서 치료하지 않기도 한다. 일부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고, 건강 

상태를 나빠지게까지 만들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고군분투하기도 한

다.

이때 한국 생활의 자원으로써 ‘힘이 되는 사람’과 ‘도와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소인적 요인으로써‘베트남에서 형성된 성격’이‘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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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결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자신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거나 또는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느냐 그렇지 못한가 하는 ‘건강의 선택’에 의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건강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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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cepts and Categories according to Paradigm Model

범주 하위범주 개념

핵심 범주: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건강은 필수가 아닌 선택

맥락적 조건

이주여성이기에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

이주여성에게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차별

· 도와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

· 은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유롭지 못한 

한국살이

· 한국의 가부장 문화

·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로 인한 삶의 제약

사회경제적 상태 

때문에 움츠려 듦

· 베트남에서 온 처지 때문에 작아지는 나

· 좋지 않은 한국의 경제 사정으로 여전히 

가난한 삶

이주여성에게 

제한적인 

한국의보건의료

심적 부담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의 보건의료

·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 혜택과 절차

· 언어 때문에 접근하기 힘든 의료 기관

· 한국 사람들과 다른 치료 과정

정작 필요한 도움은 

주지 않는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

·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지원 

· 다문화 사업의 한계로 인한 영향

원인적 조건

홀로 감당해야 

하는 낯선 삶

기대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생활

· 시작할 때 꿈꿨던 것과는 다른 낯선 삶

· 한국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 끌려가는 한국의 삶(삶의 주체성 변화)

- 간신히 설명하는 나의 건강 상태

혼자서 갑자기 겪게 

된 

몸의 증상

· 한국에 와서 생긴 건강 문제

(신체적 건강)

- 날씨, 음식: 피부병, 감기, 위염

- 임신, 출산: 허리, 손목, 무릎 아픔,

(정신적 건강: 잘 모르는 상태)

- 임신, 출산: 산후 우울증

- 외로움, 향수병

· 원래 있었지만 한국에서 발견된 알지 

못했던 건강 문제

- 치과 질환, 가슴에 만져지는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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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개념

작용 · 상호작용

고군분투하며 

자리를 잡아감

나의 건강을 돌봄

· 건강 상태에 대해 각성함

· 의료 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음

· 건강을 위해 부족한 것을 채움

나의 불건강을 치료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함
· 치료의 중단

나의 건강 상태를 

무시함

· 치료하지 않음

· 건강 상태를 나빠지게 만듦

중재적 조건

나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

힘이 되는 사람

· 아이와 가족이 살아가는 이유가 됨

·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

· 베트남어로 얘기하면서 위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장소

· 든든한 배경이 되는 다문화센터의 도움

· 무료 의료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음

· 타 명의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이용함

베트남에서 형성된 

성격

· 독립심과 책임감을 가짐

· 배려와 인내심이 있음

결과

선택의 결과로 

남게 된 건강 

상태 

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짐

· 자신의 건강 상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

· 조절할 수 있는 건강 상태

삶의 주체성도 잃고 

건강도 잃음

· 주체적이지 못한 삶

· 회복되지 못하는 건강 상태



- 42 -



- 43 -

  1) 핵심 범주: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건강은 필수가 아닌 선택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 범주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건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이라는 땅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자 새로운 삶의 터전이기에 고군분투할 수밖

에 없다. 더구나 홀로 한국에 이주하면서 그저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있는 힘껏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조차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부속품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필수가 아닌 삶의 옵션이 되

어버린 자신의 건강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조차 건강관리와 건강의 돌

봄으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그들이 자신의 건강

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필수적으로 돌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주

여성이기에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게 하고, ‘이주여성에게 제한

적인 한국의 보건의료’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도움을 받기도 어렵게 

한다. ‘기대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생활’과 ‘혼자서 갑자기 겪게 된 

몸의 증상’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홀로 

자신의 건강이상에 대처하는데 고군분투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없는 삶을 살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힘이 되는 사람’과 ‘도

와줄 수 있는 장소’, ‘베트남에서 형성된 성격’은 자신의 ‘건강을 우

선시 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건강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

록 하고, 그에 따라 ‘건강을 돌보거나’ ‘불건강을 치료 아닌 다른 것

에 의지’하거나 혹은 ‘건강 상태를 무시’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선택하게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하여 필수

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건강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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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이다.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건강은 필수가 아닌 선

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인으로 ‘이주여성이기에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와 ‘이주여성에게 제한적인 한국의 보건의료’가 도출되었

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여성에 대한 흉흉한 소문과 실제 접하는 시

선, 자신이 당한 차별로 인해 이주여성에게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알게 

된다. 그로 인해 결혼의 목적을 의심받고 사회에 발을 내딛기 어려운 환

경에 처한다(이주여성에게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또한 자신을 옥죄이는 

한국의 가부장 문화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중심이 되면서 자신의 건강은 

무시당하기도 하고, 홀로 감당해야 하는 육아로 인해 자신의 건강과 삶에 

제약이 생긴다(자유롭지 못한 한국살이). 막연하게 한국이 잘 살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으로 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결혼하기 어려웠던 아프거

나 나이 많은 ‘성치 않은’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의 생활이 녹록하

지 않다(사회경제적 수준 때문에 움츠려 듦). 더구나, 한국의 비싼 물가

와 좋지 않은 경제사정은 남편 대신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밥벌이를 하

기 위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일터로 내몬다. 정해진 일도 없이 갑자기 

주어지는 일을 받기 위해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인들과 어울릴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여성에게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자유롭지 못한 한국살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 때문에 움츠려 

들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다니지 못하고, 이러한 처지로 인해 자신의 건

강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조차 자유롭게 대처하기 어려운‘이주여성이기에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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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잡하고 어려워 잘 모르는 의료 혜택과 절차, 한국어 때문에 접근

하기 어려운 의료 기관, 자신의 치료 과정이 한국인들과 달라 생긴 불안

감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보건의료에 발을 내딛기 어렵게 만든

다(심적 부담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의 보건의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보건의료가 스스로 결혼이주여성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다. 자신에

게 주어지는 지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름만 있을 분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는 다문화 사업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적

용되지 않는다(정작 필요한 도움은 주지 않는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의 보건의료’와 ‘정작 필요한 도움은 주지 않는 

한국의 보건의료’는 이주여성에게 ‘제한적인 한국의 보건의료’를 겪도

록 한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요인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홀로 감당해야 하

는 낯선 삶’에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고군분투하며 자리를 잡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러한 결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자리

를 잡아가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필수라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남게 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얻게 된다. 

   (1) 이주여성이기에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는 ‘이주여성에게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자유

롭지 못한 한국살이, 사회경제적 수준 때문에 움츠려 듦’에 의해 도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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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주여성에게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이주여성에게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는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

선과 차별’과 ‘도와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 그리고 ‘은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출되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여성에 대한 흉흉한 소문과 실제 경험으로 

한국 사회에 나서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을 주변에 말하고 

도움을 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한 

여자가 돈이 많아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결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주변에 얘기하고 도움

을 요청하지 못한 채 스스로 숨게 되고, 한국의 가족들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선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을 집안에 구속시키고 사회와 단절

시킨다.

이러한 이주여성에게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는 그들이 한국 생활에서 문

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나가지 못하고 홀로 견디며 감당해야 하는 상황

을 야기한다.

     가)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차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결혼은 경제적 수단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

해 언제든 결혼 생활을 청산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더구나 결혼이주여

성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은 실제 한국의 뉴스에서 보여 지는 ‘왕따’ 

사건으로 다가와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연결되어 

생각되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움츠려 들게 만든다. 이러한 소문과 뉴

스를 통한 사실의 확인 속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대면하게 되

는 한국 사회는 한국인 사장이 자신에게 줄 월급을 주지 않고 한국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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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책정하여 차별한다. 한국 사람들도 기피하는 직종에서 그나마도 

일이 있을 때만 겨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시급 계산에서 자신을 

속이는 한국 사장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무섭다. 이러한 이주여성에 대

한 부정적 시선과 차별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로 나가지 못

하게 만든다.

공항에 오면은 그 베트남 애들이 남자애들이 명함을 준대. 그니까 

한국 결혼 생활하다가 오라는 곳이지. 조폭이래요. 그런 애들한테 

가서, 집 나와서 가면 걔네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런데 여자들 가는

데, 술집 같은데 이런 데로 빠지기도 하고 남편 등치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한국인 참여자 1)

제가 가끔 알바, 한국사람 알바 해. ‘아, 외국인이구나~’ 그럼 많

이 얘기해, 막. ‘여기서 일해’ 너무 (돈을 적게 줘서) 적어줘서 

너무 속상해. 그냥 아니 진짜, 맞게 한국사람 무섭단 말이에요. 

(베트남 참여자 5) 

     나) 도와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이건 베트남이건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기 어

렵다. 한국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이유가 경제적 부분 때문

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베트남 여성을 믿지 않고 돈도 주지 않으며 

힘들게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조차 베트남 여자들이 결혼하고 난 뒤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도망(run away from their family)’치는 사례

를 소문을 들어 알고 있거나 직접 접하면서, 한국의 남편과 가족들이 그

들을 믿지 못하여 경제권을 주지 않고 나가지 못하게 하며 베트남과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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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대해 합리화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여자들이 돈이 많아 잘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한국

이건 베트남이건 어려운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 없는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은 홀로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밖에 없다.

시누들이나 시엄마는 우리를 생각해서 얘네들 돈 때문에 온 거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요. 돈 때문에 한국에

서 와서 돈 벌어서 아니면 남편 꺼 뜯어가서 베트남에서 식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런 생각해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으

니까 우리한테 되게 눈치도 주고, 또 못살게 만들고. 음 또 뭐라고 

하고 그거에요. (베트남 참여자 4) 

지금 베트남 있는 친구들 그냥 저한테 다 생각 이렇게 해요. ‘아 

그 여자 좋겠다.’그 남편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아마 많잖아

요. 또 지금 전 전 그 living well. They are thinking I’m 

leaving very well. Good condition. (…) 그래서 제가 지금 아 마

음이 속상해 마음이 뭐 아파 아파하면, I don’t want to show to 

them. 그래서 제가 seems like I have some lie. (베트남 참여자 

10)

     다) 은둔할 수밖에 없는 상황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불쌍해 보이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을 외부에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한국인 가족들도 이주여성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들

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 도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베트



- 49 -

남 결혼이주여성을 외부로부터 단절시키고 집안에 구속하여 고립시킨다

(은둔형 가족).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과도 연락하

지 못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나가지 못한 채 은둔할 수밖에 없다.

I don’t want to show up some kind of bad image. I just 

want to keep they think I was just doing well. I don’t want 

to like I am so pity and so hard life. (베트남 참여자 10)

본인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시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에는 ‘어, 혹시 이 사람이 외출을 하게 되면 다시 집에 돌아오

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계신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아예 뭐 집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가 만난 가구 60에서 70가구에서 한 30프

로 이상은 좀 은둔형 좀 그런 게 좀 있고… (한국인 참여자 3) 

    나. 자유롭지 못한 한국살이

‘자유롭지 못한 한국살이’는 ‘한국의 가부장 문화로 시어머니와 남편

에게 무조건 순종적이어야 하며, 무시되는 자신의 건강,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로 인한 삶의 제약’에 의해 도출되었다. ‘자유롭지 못한 한국

살이’는 가부장 문화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 무시되고, 홀로 

육아를 감당하면서 집안에 매여 있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건강을 돌볼 수 

없는 삶을 야기하였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없는 삶 속에서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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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국의 가부장 문화

가부장(家父長)이란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다’는 뜻으로

(국립국어원, 2019), 집안에 아버지가 가장 높은 사람이며 가정의 남성 

최고 연장자가 집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는 나이 많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국의 가부장 문

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더구나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독립되지 못한 삶의 공간은 한국의 가부장 

문화를 부각시킨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집안 대소사에 대해 알 수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며느리, 그리고 일과 육아, 집안일 모두 여자가 해야 

한다는 가족들의 생각과 태도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힘들게 한다.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결혼하고 난 뒤 1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혼자 밥

을 차려 먹지 않는 한국인 남편’ 때문에 남편이 장기 휴직하고 있는 상

황에서도 자신의 직장 일이 끝난 뒤 서둘러 귀가해야 했고, 혹여 밥을 차

려주지 못할 때에는 ‘남편이 화가 날까 봐’ 노심초사면서 어디도 자유

롭게 가기 힘들다고 하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베트남에서 자신의 아버지나 형제들도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치우며, 시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서 조차 식사를 각 세

대별로 준비한다고 입을 모아 설명하였다. 베트남은 유교 문화권으로 우

리의 가부장 문화에 익숙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베트남은 세대 간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러한 한국의 가부장 문화에 거부감을 가진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한집에서. 매일 매일 뭐라 하는 거예

요. 맨날 싸워. 저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항상 말하실 때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라고 항상 그랬어요. 나 되게 착했

어요. 애기 아빠 말하는 거는 ‘어머니 연세 있으니까 이해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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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뭐라 하시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라고 해’ 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머니 항상 뭐라 하실 때, ‘네. 알

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항상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베트남 참여자 2)

때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은 무시된다. 건강을 위한 남편의 요

구는 수용되는 반면, 돈이 든다는 이유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추

구 행위는 거부되고 무시된다.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대한 

이상 증상도 시어머니가 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무시된

다. 밤마다 귀신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

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실제 인지 혹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증상을 말하였지

만 무시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만 보이는 것이

라, 한국의 시어머니는 자신이 보지 못한 실체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였

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도움 요청이 처

절히 묵살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이러한 상황

을 참을 수밖에 없다.

우리 남편 그때 gym도 다녔어요. 며느리 하면 또 잔소리 나와요. 

‘왜 그거 돈 내야 돼요.’ 그거 내 생각에 ‘그렇게 비싼 돈 아닌

데’. 근데 시어머니가 짜증내요. waste money  spending for 

gym, something like this.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우리 남편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 남편 해 주는데… 제가 생각해요. 우리 시

어머님 (제가 gym 다니는 것) 싫어해요. (베트남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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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어머니한테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

는데, 에휴… 저 얼굴 가까이 하고 와서, ‘귀신 어디 있냐고 세상

에 귀신 어디 있냐고’ 얼굴 이렇게 가까워서 얘기 하는… 되게 저

는 몇 년 동안 참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연세 있

으니까. (베트남 참여자 2)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로 인한 삶의 제약

가부장 문화 속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것은 엄마이기에,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돌 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아이를 홀로 양육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집안에 매여 한국어를 배우러 나갈 수도 없다. 자유롭지 못한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의 한국살이는 언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한국 적응을 

늦추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다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삶을 살

아가는데 무서움으로 주저하게 하며 사회로 나가기 어렵게 만든다.

출산과 몸조리, 그리고 육아까지 홀로 감당 하느라,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은 힘들고 결국 건강의 이상이 나타난다. 

22살. (한국에) 오자마자 임신이요. 조금 있다가 애기 나와요. 그때 

친정 엄마도 없고, 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애기 키우니까… 애기, 

밤에는 안 자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부탁해’ 안 되잖아요. 어떻

게 부탁해요. 제가 애기잖아요. 신랑은 그냥 그냥 자... 신경 안 써. 

그리고 신랑 내일 일 나가니까… (저는) 하루 종일 머 머리도 안 

빗어서, 애 안자고 그냥 청소에, 빨래, 밥 해. 음식도 해. 애는 울어. 

(베트남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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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회경제적 상태 때문에 움츠려 듦

사회경제적 상태 때문에 움츠려 듦은 ‘베트남에서 온 처지 때문에 작아

지는 나, 좋지 않은 한국의 경제 사정으로 여전히 가난한 삶’을 통해 도

출되었다.

중매기관을 통해 결혼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의 동기와 자신의 

출신지, 낮은 교육 정도로 인해 작아지고 움츠려 든다.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은 대부분 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국에 오지만(매매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어려웠던 ‘성치 않은 남편’을 만나 기대와 달리 여전

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팍팍한 삶을 이어간다. 나이 많은 남편은 퇴직을 

맞이하였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집안의 가장이 된다. 생계에 뛰어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은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도 없고 자

신을 도와줄 수 있는 한국인들과 교류할 시간도 갖지 못한다.

     가) 베트남에서 온 처지 때문에 작아지는 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출신지와 낮은 교육 정도 때

문에 스스로 움츠려 들었고, 한국의 삶에 대한 적극성과 지식 획득에 대

한 자신감도 잃게 만들었다. 더구나 베트남에서 아팠던 경험으로 인해 치

료를 위한 음식과 약도 모두 싫어졌다. 이러한 자신감의 상실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자유롭고 적극적인 생활

을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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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집에 가려니까 집이 어려우니까, 공부 또 머리 공부 많이 못

했는데. 여기 한국어도 뭐 수업하는 가서 제 많이 공부 못하니까 수

업도 안 가죠. (베트남 참여자 6)

어렸을 때 아팠으니까, 밥이 먹고 싶은데도 못 먹어요. 항상 매일 

매일이 죽 먹어요. 그래서 저는 죽이 되게 싫어… 요즘 약도 싫어. 

어렸을 때 그렇게 아프고 그래서. 죽도 너무 싫고, 약도 되게 싫어

하는 거예요. 약이 되게 싫어. (베트남 참여자 2)

     나) 좋지 않은 한국의 경제 사정으로 여전히 가난한 삶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의 한국에서 퇴직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은 더 이

상 일할 수 없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벌

써 퇴직하였거나, 일하다 다쳐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거나, 혹은 장

애인이라 결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집안의 가장이 된다. 일을 하고 싶

지만 한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도 정기적인 일이 없

다. 비정기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료 보험도 없고, 

그렇기에 아픈 남편의 치료비용도 힘에 부치고 자신이 아파도 병원에 갈

비용이 없다. 

(남편이) 그 전에 보통 사람 일했어요. 지금은 경제 안 좋으니까, 5

년 정도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해하는데, 남편도 직장도 안 

나가. 몸도 아파요. 장애인 (남편)이 몸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다 

해니까, 몸이 자꾸 아파요. (…) 내가 아파. 돈 내러 어디서… 요즘 

일 없는데… 나 이제 안 살 거야. (베트남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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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경제 활동과 육아, 살림을 동시에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신을 치료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인들과 어울릴 수도 없다. 이러한 

팍팍한 삶 때문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치료하는데 소

극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일 바쁘니까 그냥 계속 일 나가게 되가지고 허리 조금 아파요. 가끔

은 많이. (...) 음, 제가 바쁘니까 그 천천히 병원 갔어요. (베트남 

참여자 5)

(결혼이주여성들과) 매주 토요일에 만났거든. 이 엄마들인 다 알바

를 하고 있어서 평일엔 시간도 안 되니까. (…) 한국 사람들은 토요

일 날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토요일에는 뭐, 뭐 가야 

되고, 일요일에는 교회 가야 되고. 평일에만 하려고 하더라고. (베트

남) 이 엄마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한국인 참여자 1) 

   (2) 이주여성에게 제한적인 한국의 보건의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복잡하고 어려워 잘 모르는 의료 절차와 언어 때

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 기관, 그리고 한국인들과 다른 치료 경험으로 

인해 한국의 보건의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보건의료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알아서 찾아

오는 것도 아니다.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지원과 유명무실한 다문화 

사업 때문에‘정작 필요한 도움은 주지 않는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로 

인해 여전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보건의료에 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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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심적 부담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의 보건의료

‘심적 부담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의 보건의료’는 ‘복잡하고 어

려워 잘 모르는 혜택과 절차, 언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 기관, 

한국 사람들과 다른 치료 과정’에 의해 도출되었다.

     가)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 혜택과 절차

의료 기관 이용의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이상 대처에 걸림돌이 되어 자주 가는 작은 병원 외에는 가지 못하게 한

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통역을 부탁하고 싶지만, 다문화센터의 통

역은 ‘한 명’뿐이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 절차가 너무 번거로

워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부탁하기도 어렵다.

병원 가면 무서워. 시간도 걸려서, 혼자 가서 복잡해요. 보험 하는 

거, 뭐 해는 거, 잘 잘 많이 몰라요. 큰 병원에 자주 안가. 작은 병

원에 계속 가요. 그게 하는 거, 뭐 안 똑같아. 내과랑 소아과, 뭐 2

층, 3층이 자주 안 가면 잘 몰라요. (베트남 참여자 6)

(다문화센터 통·번역 하는) 사람도 한 명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탁하면 뭔가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 다문화센터

에서 일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서류 작성해야 하잖아요. 어디서 , 

어디서 뭐했는지 시간 얼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 작성해야 해서. 

아마 거기 그 사람이 그 친구들이 부탁하고 싶은데, 너무 너무 급

한, 급한 그 뭐 상황? 그렇게 그 그렇게 하면, 그때 다문화센터에 

가서 부탁하고… (베트남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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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 기관

한국의 의료 기관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을 위해 통역이 제공된다고는 하지만, 의료 지식이 있는 통역자가 

아닌 한국에 오래 거주한 베트남 이주민이 통역을 하게 되어 그들로부터 

자세한 의료적 설명을 듣기는 어렵다. 

또한, 보건소의 무료 건강 검진에서는 의료적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일

방적인 지시만 있다.

(병원에) 통역 있어요. 하지만, 아마 통역이 좋지 않아… 음, 아마 

잘 통역하지 않아. 음 조금 발라요. 발라요 발랐어요 (달랐어요)… 

디테일 하지 아마 못해요… 이해 못해요… (통역이 베트남사람으로 

한국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 하지만 아마 음… (의료용어) 단어도 

모르고… (베트남 참여자 8)

(보건소의 무료 건강 검진에서는) 지방 좀 많이 있지는 않은데, 몸

무게 보니까 그거 좀. 그거 견과류 먹으면 좋다고. 근데 저 견과류 

잘 안 먹어서, 그거 좀 먹어야 몸에 좋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런 소리 듣고. 저 견과류 싫어하는데. (베트남 참여자 1) 

     다) 한국 사람들과 다른 치료 과정

생소한 한국 의료 기관을 출산 때문에 경험하면서 병원 공포증이 생기

고, 한국인들은 조치하지 않는 유방의 작은 덩어리를 수술해 제거하면서 

병원에서 하는 모든 것에 겁이 난다. 의사의 권유로 하게 된 수술에서는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유방에 있다고 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개수의 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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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제거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술을 한국인들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게 되면서 병원에서 한 수술이 후회스럽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은 의료 보험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 검진조차 받

지 않고 병원에도 잘 가지 않게 된다.

첫째를 너무 크게 아프게 낳으니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

원 잘 안 가게 되고, 나라에 나오는 거 그거 뭐지? 자궁경부암 그거 

작년엔가 나왔잖아요. 그거도 안 하러 갔어요. (베트남 참여자 3)

Doctor recommended me to remove it. he said if it had keep 

waiting it’s getting bigger… and then now if remove it, 

it’s very easier, if I wait, it’s getting big and it will cost 

more money. and going to be not that easy to remove and 

more painful… I did it (surgery)… 한국어 선생님 다문화센터 

그것도 있는데 수술해도 안 받았어요… 아 그거 너무 아프고, 진짜 

아픈 건 아닌데 너무 무서워요. I regret why I did. 안 해도 되는

데… (베트남 참여자 10)

    나. 정작 필요한 도움은 주지 않는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

시골에서 살았던 베트남과는 다르게 한국의 도시에 살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의료 기관은 쉽게 접할 수 있고, 베트남에서는 의료 보험을 사용하

여 진료 받고자 하면 오래 기다리고 불이익을 받았지만 한국의 의료 보험

은 저렴한 비용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친절하고 좋은 의료를 접할 수 

있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보건의료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러

나 막상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지원’과 ‘유명무실한 다문화 사업’



- 59 -

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정작 필요한 도움은 주지 않고, 그들이 자신

의 건강을 돌볼 수 없는 삶을 살도록 한다.

     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지원

공공 의료 기관인 보건소는 아이의 예방 주사나 육아에 대한 도움을 주

는 곳 일뿐이며, 다문화지원센터의 상담은 이혼 등의 문제 많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곳 일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실질적

인 도움은 없다. 또한 실제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중대하더라도 센터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렵다.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이 자신을 쫓아내자 갈 곳이 없었던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은 다문화센터에 연락해서 머물 곳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한국에 와 계셨던 아버지로 인해 함께 머물 곳을 제공받을 수 없었다. 남

편을 경찰에 신고 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럴 수 없었던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더운 여름날 친구네 

창고에서 머물게 되어 너무 힘들었다. 

더구나 자녀가 있고, 언어와 경제적 기준을 어느 정도 넘어서야 한국 국

적을 취득 할 수 있는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한국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로 인해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은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너무나 비싼 비용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결혼한 이주여

성들에게 한국의 보건의료는 마치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이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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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센터) 프로그램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 필요한 프로그램 없

어요. (…) 혹시 어떤 그렇게 선생님처럼 같이 모여서 고민 얘기하

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아

요. (…) (다문화센터) 컨설팅은 그 큰 문제 사람들 받아요… So, 

keep myself. I also 병 걸려요. I mean some kind of disease, 

mental disease. (베트남 참여자 10)

병원 문제 의료 보험이 안 되니까. 걔네들은 불법체류자가 많아요. 

결혼한 사람들도. 어, 결혼을 했지만 여기 이 한국 국적이 없어요. 

그런 애들 몇 명 안돼요. 이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

고, 언어 5단계까지 합격이 돼야 되고,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어야 해요. 삼천인가 얼마가 있어서, 넣다가 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별로 없어요. (한국인 참여

자 2)

     나) 유명무실한 다문화 사업의 영향

공공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유

명무실하다. 혜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해당 주민 센터에 신고해야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는데, 신청의 주체자인 결혼이주여성은 그 내용을 모르

고 있어 지원을 요청하기 어렵다. 

보건소 사업 팀장은 우울이 보였던 결혼이주여성을 접하고 OO구 정신 

건강시스템에 연결하였지만, 이주여성은 정신 건강센터에 가기 싫어 상담

만 하고 다시 센터를 방문하지 않았다. 재 상담 의향을 물었을 때에도 그

들은 자신의 외출 시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오겠다고 할 

뿐, 추후 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없었다. 이처럼 구청과 보건소에는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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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연계시스템이 있지만, 실제 건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지원 받지

만, 정보를 모르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은 국가의 지원 받기 어려워 

계속 방치된다. 

다문화 가정에 플러스 되는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방문 보건 사업할 때 건강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지원하

는 건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 OO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시스템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연계한 건수는 없어요. (한국인 참여자 3)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다문화 사업은 1년, 1회성으로 진행되며 

지속성이 없다. 각 구에서 서울시의 펀드를 따려면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

는데, 한 구에 사업을 2개 배정하기 어려웠던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다문

화 사업 대신 생태계 사업의 지원을 확정하였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다

문화 사업이 잘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중단 되었고, 

실효적인 지원보다는 보여주기 식으로 다문화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

다.

저희는 다문화를 OO구가 처음으로 1회성으로 했었고, 그게 이제 

연계성이 없이 끝난 거죠.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좀 아쉽더라

고요. 왜냐면 그 아주, 아주 소규모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사람이 뭐 되게 좋은 것들을 잘 표현을 

했고 연계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국인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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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문화 사업의 트렌드 변화로 정부는 다문화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

업을 한국 취약 계층과 묶어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인과 섞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다문화 결

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을 줄어들게만 하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와 동떨어지게 만든다.

2013년, 14년, 15년까지만 해도 다문화라는 게 대세였어요. 한국에

서. 모든 게 다 다문화였거든. (...) 2017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다

문화 사업을 안 하잖아요. 공모를 안 해요. 여가부가 이제는 특별하

게 다문화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걸로 

방향을 바뀌었잖아요. 같은 취약 계층이면 취약 계층으로 가는 거

지, 다문화만을 위한 이런 거는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족진흥원 쪽으로 합친다는 말도 있고… 

(한국인 참여자 1)

다문화 사업은 보건소뿐 아니라 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주

체와 업무의 분장, 연계는 소원한 상태이다. 다문화 사업이 실제 주어진

다고 해도 제한된 행정 인원이 늘어나는 사업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개인 

정보보호법도 다문화 사업에는 걸림돌이 된다. 대상자를 알아야 고립된 

결혼이주여성을 사회로 끌어내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국가 

기관을 제외하고는 알기 어렵다. 다문화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공공

기관은 다문화 사업을 외부에 위탁하여 사업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며, 국

가 기관이 아닌 다문화 사업의 위탁 기관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어디

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기에 그들을 만나 도움을 주기도 어렵다. 이

렇듯 한국의 공공기관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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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다문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데, 거기도 거의 다 뭐 사업을 내용을 다 이렇게 다문화지원센

터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 연계가 중심이 이

렇게 돼서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뭐가 들어오면 이제 배분하는 식

으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할 수가 없었어요. (...)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이 사업을 누가 할 것 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좀 문제고요. 각자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새

로운 일이 더해지는 건 좀 쉽지 않죠. (한국인 참여자 3) 

진짜 어려운 게, 정보보호법 때문에. 여기 OO구에 사는 결혼이주 

여성들 리스트는 하나도 없어요. 안 줘요. 누구도 주지를 않아요. 

(...) 결국엔 (아는 사람) OOO이 한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도 정보 안주죠. 여기 OO구청에는 이름만 

나와. OO구에는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 살고 이런 거만 나와서. (한

국인 참여자 1) 

  3) 원인적 조건: 홀로 감당해야 하는 낯선 삶

한국에 혈혈단신으로 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들어보기만 했지 기대와

는 다른 한국의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더구나 한국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주체성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끌려가는 한국의 삶을 살게 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손짓과 몸짓을 통해 간신히 설명할 수밖에 없다(기대와 달

리 익숙하지 않은 생활). 

이러한 시기에 혼자서 갑자기 겪게 된 몸의 증상은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 수동적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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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처하게 만든다(혼자서 갑자기 겪게 된 몸의 증상). 신체적 건강

은 증상이 눈에 보여 그나마 조치할 필요를 느끼지만, 정신적 건강은 증

상이 보이지도 않아 그것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 것인지도 잘 모르기에 대

처할 수도 없고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게 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기는 하지만, 낯선 한국의 

삶과 갑자기 맞닥뜨린 증상 때문에 스스로 행위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

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도 어렵다. 건

강자기결정권(The Health Self-Determinism)은 스스로 건강을 판단하

고, 스스로 행위를 결정하며, 건강행위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

감, 내·외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반응력이 포함되는 건강에 대한 자기 주

도적 의사 결정이다(Cox, 198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기대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생활과 혼자서 갑자기 겪게 된 몸의 증상’때문에 이러한 

건강자기결정권이 부족하게 되고, 한국에 오면서 놓쳐 버린 삶의 주도권

처럼 자신의 건강에도 주도권을 갖지 못한 채 남편의 조치를 따르거나 상

황에 의존하는 수동적 위치에 놓인다.

   (1) 기대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생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보기만 했지 구체적

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한국에 오기 전에 실제 경험하거나 알아보지

도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삶이 서툴다. 막상 도착한 한국의 삶은 익숙하

지 않고, 소통되지 않는 한국어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베트남에서 홀로 한국에 도착한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은 한국의 가족 외에 의지할 수 있는 한국인도, 한국에 살면서 도

움을 줄 수 있는 베트남 사람도 알지 못한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

인지, 집에는 혼자서만 있어야 하고 답답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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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고, ‘생각 없이’ 도착한 한국이기에 한국의 생활이 어떠한지도 

알 길이 없었다. 단지 한국이 베트남보다 잘 살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

서 살지 않을까 막연하게 상상하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 베트남 집에 보

태주려 생각만’하였지, 한국에서 당면하게 될 어려움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다.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거기 그냥 상상만 했지, 뭐 몰라요. 근데 한

국에 델꼬 와서, 여기 사시니까 아는 거죠. 아니 같이 사는 옆집도 

누군지도 모르고 지내고, 집에서는 혼자만 있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 그냥 생각 없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우리나라

보다 더 좋겠지? 뭐, 더 좋겠지. 더 좋으겠지’라는 생각… 한국 여

기, 베트남하고 (경제적으로) 차이 나니까, ‘어 여기 돈 벌어서 집

에도 좀 보태주고, 좀 더 나는, 나는 (좋은) 환경, 어 집을 살지 않

을까’이런 생각만 하지. (베트남 참여자 3)

혈혈단신으로 도착한 한국은 처음 마주하는 곳이고, 준비가 없었던 한국

의 삶은 언어도 통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삶의 주체성 변화). 한국어를 모르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하는 모

든 말들은 오해가 된다. 시어머니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의 ‘큰 목소리’

와 사투리의 강한 말투는 모두 나를 탓하는 것만 같고, 알아듣지 못하니 

머리가 아프다. 베트남에서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 3개월간 배웠던 한국

어는 비자를 받기 위한 통과 의례 일 뿐, 한국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한국

어와 달라 실제로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의사소통이 되어

야 그때부터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한국어는 이러한 한국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차단한다. 한국어를 모르니 병원의 의료진이 하는 말들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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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뜻인지 모르고, 한국의 의료 기관이 무섭다. 

(어머니) 목소리가 되게 예쁘지 않아요. 너무 커요. 목소리 너무 커

요. 근데 저는 한국말 몰라니까, 어머니 말씀하실 때 ‘어? 저한테 

뭐라 하는 거’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맨날 미치는 거. 저는 

‘왜 나한테 뭐라 하는 거냐고. 내가 뭐 잘못 없는데.’ 그래서 얘

기하다 계속 그렇게 머리 아픈 거예요. 듣는 거, 못 알아들으니까. 

(베트남 참여자 2) 

애기 태어났을 때, 아마 한국어 잘 몰라요, 그때는. 그래서 무섭죠. 

어떤 간호사 어떤 말할지도 몰라서. 어떻게 하면 진짜 몰랐어요. 

(베트남 참여자 8)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기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간신히 도움만 요청할 뿐,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치료와 관련

하여 불편한 부분도 감수해야 한다(간신히 설명하는 나의 건강). 한국말

을 모르니 남편이 사주는 약을 그저 알려주는 대로 먹고, 산부인과 치료

를 할 때 남자 의사가 불편한데도 꾹 참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불편을 말

하지도 개선을 요구 할 수도 없다. 그저 자신이 처한 불편을 그냥 ‘내버

려 둔’ 남편을 따를 수밖에 없다. 

처음에 한국말을 몰랐어서, 애기 아빠한테 그냥 손이 이렇게 움직이

고 설명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고 약 사줘’ 라고. 그래서 애기

아빠 약국 가서 약 사주시고, 뭐 뭐 어떻게 먹는지 좀 알려주시고. 

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베트남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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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그 밑에 애기 나와. 그거, 그거 치료할 때 있고 그거는 불편해

요, 여 여기는 다 그 의사는 다 남자. 베트남,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근데 들어갈 때 우리 우리 말해. ‘의사 여자 좀 줘라’ 이래

요. 근데 그때 제가… 한국말 모르니까, 그냥 들어갈 때, 그 (의사) 

선생님 남자에요. 근데 신랑은 안 바꿔 냅두고… (베트남 참여자 

7)

   (2) 혼자서 갑자기 겪게 된 몸의 증상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후의 삶에서 베트남과 생활환경이 다르기에 

생기는 건강 문제(한국에 와서 생긴 건강 문제)와 원래 있었으나 한국에

서 발견된 건강 문제를 홀로 갑자기 겪으면서 어려움에 봉착한다.

    가. 한국에 와서 생긴 건강 문제 

베트남과 다른 날씨와 음식 문화,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무작정 마주

하게 되는 임신과 출산은 신체적 건강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이 잘 알지 못하는 정신 건강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기에 시

간이 지나길 기다리면서 홀로 견딜 수밖에 없다. 

     가) 신체적 건강

      (가) 베트남과 다른 날씨, 음식 문화 

한국으로 이주한 뒤에 생긴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베트남과 다른 

날씨, 음식 등의 문화 차이에 의해 발생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지

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차가운 날씨 탓에 피부가 가렵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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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게’되어 ‘힘들다.’또한 환절기와 일교차는 베트남에서 겪었던 감

기와 다른 심각한 감기의 증상을 야기한다. 

달라진 음식 문화도 어려운 부분이다. 베트남 속담에 ‘먹는 것이 있어

야 도를 논할 수 있다, 하늘이 벌을 내릴 일이 있어도 식사 때는 피한

다’고 하듯이, 베트남은 식생활을 중시 여기는 문화이다. 베트남이라고 

하면 보통 쌀국수를 생각하고 쌀과 야채를 즐겨 먹는 식생활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베트남은 19세기 프랑스 식민지가 되면서 프랑스 문화의 영

향으로 서구의 식재료에 익숙하다. 연구자가 만났던 대부분의 결혼이주여

성들도 고기와 빵을 즐겨먹지만 한국의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

의 입맛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

고, 그래서인지 한국에 오고 난 뒤 기존에 날씬 했던 몸이 더 말라 허약

해졌다.

I am a little bit weaker, compared than before. After I came 

here, I did not gain weight. I kept losing weight… eating is 

not matching with me. especially my mother-in-law eating 

style. she is kind of like prefer 김치, 야채, 그런 거요. 

vegetable. But I am kind of a meat eater… But I had to 

change to follow her. (베트남 참여자 10)

      (나) 임신과 출산

아이를 서둘러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한국의 

가족이 임신을 서두르는 것이다. 소개를 통해 결혼하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남성들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보다 평균 11세 이상 나이가 많으

며, 20세 이상 나이차가 나는 경우도 30%이상에 달한다(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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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력연구원, 2005; 정해숙 et al., 2016). 고령의 남편 때문에 한국

의 가족들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먹기 싫은 한약까지 먹이면서 임신을 

서두른다. 베트남 가족들도 아이가 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베트남 부모

님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려면 오래 머물러야 하는데, 그러려면 손자가 있

어야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아이가 없다면 그들의 부모가 한국에 

3개월만 머물 수 있지만, 아이가 있다면 7개월까지 머물 수 있어 그 기

간 동안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자신에게도 아이를 낳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출산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정받는 일종의 관문이 되고(최대희, 2015), 한국

의 삶에서 아이는 한국의 가족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 되어 한국의 가족이 

나를 돌봐주는 이유가 된다.

애도 낳고 나서, 그때도 끈 생겨대고 (끈 생겨가지고 핏줄이) 다 땡

기고.,. 뭐 감기 걸리면, 뭐 목소리 좀 바뀌잖아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처방 받아라.’ 그리고 예전에는 한약 좀 사주 사주

셨어요. (...) ‘피곤해 보여서, 뭐 애 키우고 애 키워서 고생하느라, 

뭐 한약 가서 나랑 한약 좀 같이 사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 (베트남 참여자 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없게 하는 것은 한국이라

는 낯선 환경에서 바로 맞닥뜨리는 임신이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이 

그러하듯이(보건복지가족부, 2019). ‘한국에 오자마자 임신’하는 베트

남 여성은 자신의 몸이지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몸을 갖게 된다. 

몸이 아파도 임신한 아이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알려준 

방법을 약 대신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며 대처해 본다. 또한 한국 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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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맞지 않는 입맛과 입덧, 날씨의 변화는 임신한 결혼이주여성을 더욱 

아프게 하고, 아픈 자신의 건강을 ‘밥심’으로 버텨내야 하지만 맞지 않

는 한국의 음식과 입덧 때문에 밥을 먹을 수도 없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다.

눈 가려울 때는 첫째 임신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가려워가지고 계

속 눈 이렇게 비비니까, 시어머니가 ‘눈 자꾸 비비냐’고. ‘뭐 조

금만 있어도 병원 바로 가야 된다’고. ‘안보이면 안 되니까. 바로 

병원 가자’고. ‘알러지’니까. 근데 시어머니는 약도 못 먹으니까 

물로만 씻으라고. 그때부터 물로 씻었죠. (베트남 참여자 11)

출산은 여성의 건강을 악화 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도움이 필요한 상

태이다. 베트남에서는 한 달의 몸조리 기간 동안 산모는 아이의 모유 수

유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몸

조리와 육아를 도울 사람도, 자신을 돌볼 몸조리 기간도 며칠 없다. 한국

과 다른 베트남 식으로 몸조리를 하는 것도 언감생심 불가능하다. 베트남

에서는 출산 후에 손과 발, 머리까지 꽁꽁 싸매고 귀도 솜으로 막아 외부

의 차가운 공기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스스로 이

러한 몸조리를 하다가 출산 후 정기검진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로

부터 귀가 아픈 것인지 다른 아픈 곳이 있는지 질문을 받아 당황해야 하

였다. 또한 베트남에서 출산 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족발국과 같은 보

양식으로 과일이나 해산물도 잘 먹지 않고 피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국 음식의 냄새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잘 먹지 않는 비릿한 미역국’

을 계속 먹어야 하고, 과일이 좋은 것이라 먹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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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시어머니든지 친정 엄마든지, 첫째, 첫째 아이 날 

때는 한 달? 몸조리해요. (산모에게) 다해주고 (산모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애들, 막, 애만. 어, 모유 수유만 하고 말지, 다른 거는 없

어요. (…) 근데 한국에 와서 뭐예요. 어, 병원에서 3일만 집에 오

면은 땡 이고, 혼자 살았으면 다 혼자 해야 하니깐… 근데 벌이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지. 계속 내 것들 없잖아요. 좀 많이 힘들어요. 

애 생각하면 많이 힘들고, 그때도 약간 우울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베트남 참여자 3)

임신과 출산 때문인지 충분하지 않은 몸조리 때문인지, 출산 후에 생긴 

새로운 병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아프게 하는 몸의 증상이다. 출산 

후에 손목과 무릎, 허리가 많이 아프지만,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 처

지 때문에 또 다시 ‘약을 먹지도 못하고’ 홀로 육아를 하느라 병원에 

가기도 힘들다. 이렇듯 아이가 중심이 되는 임신과 출산은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없는 삶을 야기하고, 자신의 몸이지만 

건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든다.

아기 태어난 후에 몸이 너무 아팠어요. 여기 손도, 무릎도 너무 아

팠어요. 6개월 동안 너무 아팠어요. 한의원도 가봤어요. 하지만 소

용없어요. (…) 산부인과, 집 가까워. 가까워요. 하지만 더 소용없었

어요. 수유했어요. 약 먹고 싶지 않아요. 그냥 참았어요. (베트남 참

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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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신 건강

출산 후에 홀로 감당해야 하는 육아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힘들게 하

고, 산후 우울증으로 연결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힘들게 한다. 

또한 한국에 오자마자 아이를 갖고 출산하여 양육하느라 ‘몇 년의 시간

이 흐르고 나서야 겨우 가게 된 고향’은 ‘오랜 시간 머무를 수도 없

고’ 결국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한국에 홀로 이주하고 난 뒤에 자

주 가지 못하는 고향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향수병을 일으킨다. 

더구나 베트남에서는 ‘가족들과 북적이며 식사를 하고 어울리지만, 한국

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다시 혼자가 되어 쓸쓸’하다. 산후 우울증

과 향수병, 외로움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모두 마주했던 것이지만, 눈

이 보이지 않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

기에 주변사람들에게 얘기하지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다. 시간이 흐르

고 나서야 돌아볼 수 있었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과거 자신의 상

태는 정신 건강 문제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났기에 다시 되돌릴 수 없

다. 

한편, 베트남을 자주 왕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산후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베트남에서는 잘 몰랐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에서는 증상이 ‘진짜 심하면, 눈에 보이면’ 의료 기관을 찾지만, 아이

를 낳고 나서 변화된 여성의 감정은 피곤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여기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최근 1년여 전부터 산후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 문

제가 베트남의 TV나 인터넷을 통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지금까지

도 정신 건강 문제는 잘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였다.  

내가 여기서 혼자 다해야 되고, 특히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더 짜증

나고. 그래서 애 예쁘게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약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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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그런데, 진짜 예쁘지 않고 그냥 키우면서 이렇게 크고 나고 

너무 짜증나고 또 엉덩이가 때리고 그래요. 저는 ‘아 왜 그러냐? 

왜 울고, 왜 그 엄마 못살게 하고 그러냐’고… 어, (이제서야) 저 

생각에는 우울증인거 아닌가… (베트남 참여자 3)

4년 동안 못 가서, 거기 베트남에 되게 가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근데 그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밖에 안돼서, 거기 마음이 좀 

너무 기뻐해서 너무 좋아서 그거 좀 너무 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뭔가 눈물이 그냥 뚝뚝뚝 나오고 그래

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 그때 말 안 했어요… 뭐, 뭔지 

저도 몰라요. (베트남 참여자 1)

    나. 원래 있었지만 한국에서 발견된 알지 못했던 건강 문제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된 건강과 관련된 자료들은 자신의 건강

을 점검하게 하고, 기존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직면하게 만

든다. 가슴에 이상한 덩어리가 있다고 알게 되지만 한국의 가족들이 ‘걱

정할까’ 봐, 건강이 좋지 않은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 처음

에는 홀로 고민한다. 그러다 자신의 가슴에 만져지는 덩어리가 ‘유방

암’일까 봐 너무 무서워지고, 그러한 걱정 때문에 더 이상 홀로 견딜 수 

없어 결국 한국의 가족들에게 얘기하게 된다. 

I read an article about breast cancer… some kind of 

symptoms, you know, nowadays Facebook and social media 

is so popular and that kind of information… and then 

suddenly I felt something strange like 이만큼(새끼손가락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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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크기)… 두 개 있었어요…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요. 그 딴 사

람 남편하고 시어머니도 이야기 안 했어요… 남편도 걱정 많이 하

잖아요. 시어머님도 ‘하, 왜 우리 며느리 그렇게 약해요. 또 문제 

있나?’시어머니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안 좋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걱정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베트남 참여자 

10)

  4) 작용·상호작용: 고군분투하며 자리를 잡아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이주여성이기에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와 

‘이주여성에게 제한적인 한국의 보건의료’의 사회 구조적 맥락 속에서 

‘홀로 감당해야 하는 낯선 삶’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신의 건강을 우

선시하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며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건강을 돌보거나’, 자신의 ‘불건강을 치료가 

아닌 다른 것에 기대어 의지’해 보기고 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무

시’하기도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각성하고 

의료 기관을 통해 자세히 검진하거나 아프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 

문제의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하고자 하며, 자신의 건강을 위해 평

소 부족했던 한국어와 건강 정보 등을 채우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보

려 한다. 혹은 자신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치료 대신에 

남편을 따라다니거나 SNS에 자신만의 일기를 쓰면서 의지해 보기도 한

다. 그도 아니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시간이 지

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참아도 보고, 자신이 평소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관심을 전환하여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그조차 여력치 않다면 쉽사리 벗

어날 수 없는 한국의 삶을 ‘원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머리

를 벽에 박기도 하고 술도 먹으면서 맞닥뜨린 어려움을 밖으로 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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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신의 건강을 나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건강은 옵션으로 여기게 

되고, 한국 사회에서‘고군분투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게’된다. 

   (1) 나의 건강을 돌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대처해 나

간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각성하며,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자세히 검진하고, 병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한국어와 건강 정보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

간다.

    가. 건강 상태에 대해 각성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익숙하지 않은 낯선 생활로 

인해, 자신의 삶에 주체성을 잃고 한국인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

다. 한국에 오자마자 홀로 무작정 마주하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생활이라 관련 정보가 

없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의 의견에 따

른다. 

아이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가 자는 침대 방에 두면 위험하다고, 

시어머니의 방에서 머물라고 한 뒤부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누워있

는 자신의 몸을 아래에서 위로 타고 올라오는 귀신의 모습과 그때의 서늘

했던 느낌, 간지러움을 극도로 싫어하는 자신에게 귀신이 간지러움을 계

속 태워 잠들지 못하게 했던 것, 꿈인지 아니면 귀신의 실체인지 확신할 

수 없는 반복적인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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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급작스런 악몽이 시어머니의 의견에 따른 후부터였다는 것을 깨

닫게 되면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스

스로 제시한 방법으로 대처하자, 몇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악몽이 사라지

고 힘들었던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

어머니가 ‘애기 거기 자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어머니 방에 저기 

이사했어요. 이사하다가 그, 그, 그런 악몽 있었어. 그때부터 시작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들은 거는, 예전에 옛날에 그, 그 집에서 

어떤 남자분이 그냥 목 이렇게 (매달아) 죽었다고… 저는 무서워서 

못산다고. 그래서, 어머니 바로 집에 찾고 집에 이사 갔어. (…) 지

금 사는 집 2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몽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요즘에 너무 달라졌어요… 요즘에 잘 자요. (베트남 참여자 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상태를 각성하고 이를 극복해야겠다고 생

각한다.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가 보기 

싫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스트레스와 우울증

을 깨닫고, 한국에서의 삶을 위해 이겨내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고 생각한다. 자신의 몸을 알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스스

로 건강하게 되기 위해 건강에 좋은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려 한다.

내 몸에 좀 뭔가 안 되겠다… 뭐 관리 좀 잘, 내 몸을 좀 알아야… 

나쁜 거, 맛있는 거, 맛있는데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안 먹고 싶어도 

안 먹으면 안 좋다.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 뭐 

나 나의 좀 몸 건강하기 위해서 난 노력해야지 나에게. (베트남 참

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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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료 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음

순응은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해지거나 체계, 명령 따위에 적

응하여 따른다’는 것으로(국립국어원, 2019),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따르며 자신의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함을 

말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의료 기관을 이용하여 건강이상이 

극복되면서 이에 대해 좋은 경험을 갖고 그에 순응하게 된다.

한국에서 감기 처방약 되게 잘 들어요. 에… 저는 코감기 이런 게 

있으면, 음. 병원에서 처방 받아 바로 나아요. 한번만 먹으면. (베트

남 참여자 4)

증상을 치료하지만 통증은 재발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이대로 증

상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지 않고,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알고자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증상의 원인을 찾고, 

증상만을 치료하는 대신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한 검진을 한 뒤 진단을 받

아 원인을 치료한다.

가만히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플 땐 그 정도 아팠

어요. 시간 지나니까 또… 그때는 그거 (주사) 한번 맞고 나면 그냥 

많이 아프게 되니까, 다른 병원도 가게 됐어요. (…) 그땐 그냥 근

육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그냥 디스크는 생각을 안 했죠. 또 가서 

한의원에서 디스크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MRI 그거 안 찍으니까 

모르고... 나중에 MRI 찍으니까 디스크라고 그래서 시술 바로 했어

요. (베트남 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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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강을 위해 부족한 것을 채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건강에 대한 정보에 따라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면서,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도 얻는다. 또한 한국어로 된 프로그램을 통해 예전에 알

지 못했던 건강 정보를 알게 되면서, 건강의 중요성도 깨달아 이전보다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게 된다.

한국에 와서, 또 이런 뭐 더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TV 이런데 

어디서 건강을 나왔어요. 어, 뭐, 프로그램 뭐 건강관리 프로그램 많

이 보여줘요. 또 그 그게 보고 몸에 관리 좀 하게 되고요. 또는 운

동 많이 하고 저희 집에 뒤에 산 한 개 있어요. 거기 가서 좀 관리 

많이 해요. (베트남 참여자 4)

   (2) 나의 불건강을 치료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함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한국

에는 남편과 한국의 가족 외에 친구도 없고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는 별로 

없다. 더구나 그들은 바쁘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필요할 때마다 병원

에 동행해 주기도 어렵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자신의 건강 상태는 어

쩔 수 없이 치료 대신 기댈 수 있는 남편과 SNS를 의지하면서 버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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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치료의 중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혼자서는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없어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지하고자 한다. 몇 주간 밤잠을 잘 수 없는 악몽을 견디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얘기해 보았지만, 자신의 도움 요청은 무시당했다. 

그렇다고 참고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셋째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하

고 다문화센터 통역의 도움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본다. 그러

나,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며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계속 

셋째 형님네 집에서 머물 수도 없어 결국 치료 대신 일하는 남편을 따라 

다닌다.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배달하는 남편을 

따라 트럭에 실려 다니면서 무서움을 달래본다. 어차피 혼자 있을 때는 

무서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서움과 불안함을 이겨 낼 수도 

없으니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베트남의 부모님이 알면 걱정할까 봐, 친구들이 알면 실망할까 봐, 베트

남에도 알릴 수 없고, 한국어로 어떻게 얘기할 지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인터넷 일기장에 자신의 속상함을 털어놓으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픔을 

참아내려 애쓴다.

(제가) 꿈도 그렇게 악몽에도 그러니까 자지 않아요. 애기 아빠 그

때 배달하니까, 저는 따라갔어요. 집에서 무서우니까, 그래서 따라갔

는데… 저 아들도 안고 따랐어요. 따랐을 때, 그 자지 않고 계속 안 

자서, 이렇게 무서워. 그 치매 걸린 사람 비슷해요. 무서워요. 밖에

서도 무서워. 어디서나, 안에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요. 애기 아빠 빨

리 오오고 싶은데, 애기 아빠 배달하니까 오실 수 없어. 그때는 친

구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 왔을 때, 몇 년 동안 친구 없었어요. (베

트남 참여자 2)



- 80 -

어떻게 얘기할 줄 몰라요. 제가 그냥 마음 놓고 참고 있어요. 그 뭐

지 그 핸드폰, 그 지금 그런 거 나왔잖아요, 페이스북. 뭐 만약에 너

무 속상할 때 제가 얼른 그렇게 됐어요. 글 올려. 그냥 말 못하니까 

그냥 쓰쓰스 해 페이스북에 얼른. 근데 그거 올리는 제가만 알아. 

다른 사람 못 봐. 제가 다 막았어. (베트남 참여자 7)

   (3) 나의 건강 상태를 무시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아이 때문에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한국의 삶’

이기에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자신의 불건

강을 치료할 여력도 없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거나, 다른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관심을 전환해 본다. 극단적이었던 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은 좌절된 한국의 삶으로 인해 자신이 당면한 괴로움을 더 이상 견디

지 못하고, 신체적 건강 상태를 나빠지게 만들어 마음의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고자 하였다.

    가. 치료하지 않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아이 때문에 한국의 삶이 올가미가 되어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어린 아이는 

아빠 없는 아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으니,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 자신이 참고 버텨본다. 

애기가 위해서요, 조용히 살아요… (집) 나가서 생각 많이 났어요… 

애기가 ‘엄마 유치원 하기가 친구가 부끄러워. 엄마 아빠가 따로 

살아서.’ 친구는 그냥. (…) 그냥 이혼했어요. 애기가 학교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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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교가. 친구 ‘야, 넌 아빠 어딨어? 아빠랑 같이 살았어?’ 그

냥 많이 얘기해. 애기가 학교가 부끄러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

각. 음, 애기 아빠가 같이 살아서, 이혼 하지 마요. 

(베트남 참여자 5) 

약을 먹어 보지만 증상은 심해지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더 이상 어

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같이 생활하는 남편은 고단한 생활로 스트

레스가 많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걱정까지 얹어주고 싶지는 않다. 베

트남 부모님에게도 자신의 상태를 얘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부모

님은 노쇠하셨고, 어차피 몸이 떨어져 있으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직

접 도울 수도 없어 걱정만 끼친다. 그래서 결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약을 먹으며 홀로 아픔을 견디고 기다려본다.

요즘 (디스크) 생긴 지, 어, 1년 인가… 좀 더, 음. 여기 목, 목까지. 

목은 초기니까 약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밤에 잘 때 손이 저리는 거

에요. 미칠 것 같아요. 누구랑 얘기할 수 없어서 남편한테만 얘기하

니까. 매일 뭐 아파서 얘기하면, 남편 걱정했었어요. 혼자서 그냥 약 

먹고 낫든 말든 하 나중에 보자고… (남편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

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머리 속에 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베트남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 제대

로 할 수 없어요. 엄마가 힘들까 봐 걱정할까 봐. 

(베트남 참여자 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몸과 마음이 아플 때, 한국에서 그나마 누릴 수 

있는 혜택에 관심을 돌려 본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생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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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베트남보다 발전된 환경을 누리며 자기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한 

위로를 통해 때로는 건강이 회복되기도 한다.

혼자서 여기 구청에 와서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면서. 뭐 친구도 만

나고, 뭐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머리 자르고 싶은 것도 또 자르

고, 뭐 염색하고 싶은 거 염색하고. (향수병) 그 이제, 에 너무 좀 

좋아졌어요. (베트남 참여자 1)

    나. 건강 상태를 나빠지게 만듦

쉽게 벗어 날수 없는 한국의 삶 때문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은 한국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도 파괴하려 시도한

다. 한국의 가족을 놓아버리고 자신과 가족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어 한국

에서의 힘든 삶을 벗어나고 싶다. 벽에 머리를 박아 몸을 다치게 하여 마

음의 아픔을 외부로 표출해 본다. 때로는 술이 도피처가 되기도 한다. 어

쩌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이렇게 표출하는 것은 자신의 격양된 감정뿐

만 아니라, 도움의 요청일 수도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좌절감 때

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맨날 나 죽고 싶어. 벽에 (머리를) 막 박아서 그 몇 개월 머리 엄청 

아파요. (…) 요즘에 제 생각 ‘집에 나랑 가족 버릴까’ 생각. 애

기들 삶도 힘들어. 어른들도 힘드니까. 네, 제 가족 ‘다 죽여 버려 

만들어. 돈 있어서 뭐해’생각. 막 혼자 생각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자꾸 가끔씩 술 먹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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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재적 조건: 나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

한국에서‘고군분투하며 자리를 잡아가는데’있어 자신의 건강을 선택하

게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나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

이다. ‘힘이 되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장소, 베트남에서 형성된 성격’

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보려’ 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살아가는 

이유인 아이와 가족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그들을 돌보고자 자신이 건강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문화센터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친

구를 만들면서 정보를 교환하였다. 한편 자신의 ‘건강 상태를 다른 것에 

의지’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편하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나 한국의 가족에 한정되어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다니거나 SNS를 의지하였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무시’한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은 남편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털어놓아 짐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는 사람도 없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온

전히 자신만이 감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그들은 가족 외에 도움을 받을 

사람과 정보를 도와줄 장소와 결부하여 알아가고 있었다.

힘이 되는 사람과 도와줄 수 있는 장소는 큰 틀에서 사회적 지지에 포함

된다. 사회적 지지는 ‘어떤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타인에게서 얻

는 여러 형태의 원조’로(우리말 샘, 2019), 간호학에서는 이러한 사회

적 지지가 그 사람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대한간호학회, 

1996).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스트레스 상황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을 원화시켜주는 행위로,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사회복지학에서는 사

회적 지지에 대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돌봐주고 사랑하며 가치 있다

고 인정해 주는 존재 또는 이용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사회조직망에 



- 84 -

의해 제공된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이철수, 2009). 

Cohen과 Hoberman은 사회적 지지를 ‘도구적 지지, 자존적 지지, 정

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로 분류하였다(Cohen & Hoberman, 1983). 

도구적 지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도움, 시간, 노동력 등을 제

공’하는 것이며, 자존적 지지는 ‘타인에게 비춰진 자신을 봄으로써 자

신을 평가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문제 대처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 정서적 지지는 ‘정서 표출을 도와주고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주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정보적 지지는 ‘정보, 충

고를 줌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Cohen 

& Hoberman, 1983). 본 연구에서는 힘이 되는 사람과 도와줄 수 있는 

장소는 이러한 도구적, 자존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로 이해된다.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데에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질인 성격도 크게 좌우한다. 양녀로 자라면

서 어릴 때부터 홀로 생활 해 왔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이 선택한 

결혼에 책임을 지려 노력하고 있었고(독립심과 책임감을 가짐), 그 과정

에서 자신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배려도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배려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힘을 주고 아픔

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를 상의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인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배려와 인내심은 

마치 양날의 칼처럼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

고, 또는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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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힘이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아이와 가족,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베트남어로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힘이 되는 사람을 통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는데 도움을 받고,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다. 

    가. 아이와 가족이 살아가는 이유가 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가족들을 바라본

다. 엄마가 되고 모성애가 생기면서 아이를 출산할 때 아팠던 아픔도 잊

게 되고, 자신의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 보호자로써 건강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또한 베트남에 있는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자신의 건강을 돌

볼 필요가 있다. 때로는 힘든 한국의 삶을 떨치고 싶지만, 아이가 있어 

참고 견디면서 한국의 삶을 버텨 나간다. 

내가 보호자. 한 아이 또는 책임 해줘야 하는 사람이니까… 건강해

야 그 애들도 잘 키우고 보니까… 또 아이 없는 엄마, 아빠 생각하

면 너무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애들도 없고. 태어나게 해주니까 이

제 또 잘 키워줘야 되는… (…) 또 부모도 생각해서 건강해야지. 

(베트남 참여자 3)

밖에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 있었어요. 여기 못산다고. 그래서 

애들 보니까, 그렇게 마음 할 수 없어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데… 어, 내가 제가 생각하기엔 나중에 나는 괜찮다고.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참았어. (베트남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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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목적으로 혈혈단신 한국에 왔기에, 한국

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한국

에 오자마자 무작정 마주하는 임신과 출산, 육아는 모두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가부장 문화 때문인지 자신의 건강은 

무시되어, 한국의 남편은 일 나가고, 시어머니는 사회생활을 하느라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출산한 아이의 육아도 돕지 못한다. 더구나 한

국에는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친정어머니는 베트남에 있다. 매일 머리

가 아파 수유를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약을 먹는다. 한국의 가족들이 돕

지 못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뿐 아

니라 그들의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애기 아빠 일 나가니까 도와주지 않고. 시어머니 있기는 한데, 근데 

반찬만 만들고 가서 바로 경로당에 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 있어서 맨날 머리 아팠어. 근데 애기 수유 먹는데 어쩔 

수 없어 약 먹는 거예요. (베트남 참여자 2)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좀 불편’하여 한국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남편 밖에 없다.’그래서 남편만을 바라보고 그의 관심에 의지한다.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이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남편은 이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돕는다. 한편, 남편이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에게 관심이 없거나 돕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한 결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을 믿지 못하

게 되고 집은 그저 각자의 공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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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뭐 불편한 느낌 없어요. 근데 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

고, 자꾸 쳐다보고 ‘니 눈이 왜 저렇지?’ 그랬어요. ‘왜? 뭐, 뭐

가 이상해?’ 그랬 그랬더니, 보고. ‘아, 뭔가 여기 있구나~’ 그

래서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하라고. (베트남 참여자 1)

(우리 남편) 다 안 맞아요. 그냥 ‘숙제, 집에 숙제, 다문화센터 집

에 숙제. 이렇게 오빠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나

도 몰라. 혼자 공부해.’ 그냥 갖고 왔어요. 가끔 야채 이름 몰라요. 

(…) 우리 따로, 제가 애기가 많이 자요. 남편이 방에 자. 음, 다른 

사람 보면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같이 안 자요. 됐

어요. 편하게 살아. 그냥 따로 자요. (베트남 참여자 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무료로 치료해줄 사람을 찾

는다. 때로는 종교인을 만나 교회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인맥을 소개

받고 무료로 진료하고 치료를 받는다. 자신을 도울 사람을 놓지 않기 위

해, 베트남에서는 다니지 않던 교회도 다닌다. 면담을 했던 결혼이주여성

은 본 연구자를 만나자마자 간호사면 무료로 병을 고쳐줄 수 있는지부터 

물었다.

그 교회에서 그 언니. 어, 언니는 약국에서 일해요… 그 (교회)엄마

는 소개해줘. 병원같이 보내줘. 남편은 의사. 그렇게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아니면 엄마도 얘기했어. 아플 때, 많이 아플 때, 우리 아플 

때, 엄마 말해. 그 교회에서 사람들 다 있어. 치과, 외과, 내과 그런 

거 다 있어. (베트남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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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렇게, 저기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바로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러면… OOO 집사님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 일을 다 도와

주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 거예요. (…) 병원 

문제도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그런 걸 통해서. 

‘이가 아프다’ 치과 데리고 가서 무료. 어디 뭐 ‘배가 아프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그런 거죠. (한국인 참여자 2)

    다. 베트남어로 얘기하면서 위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혼자 왔기에 한국의 남편과 가족 외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남편은 일 나가고 시어머니는 놀러 가서, 한국의 

가족이 자리를 비워 홀로 남게 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새롭

게 형성된 인간관계에 기대고자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쉽지 않은 

한국어 의사소통 대신, 베트남어로 베트남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얻는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인 믿고 얘기할 사람과 SNS 

인터넷 카페 모임’은 베트남어로 얘기하면서 위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건강을 얘

기’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에 

시집 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과 비슷한 환경이라 ‘동병상련’을 

느낀다. 비슷한 처지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

게 무관심하고, 한국에서 의미 있게 만나는 인간관계는 한정되어 있다. 

자신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친구에게 얘기를 하

면서 관심과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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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하고 얘기하게 되고, 마음이 풀리게 되는 거죠. 친구가 편안한 

거 같아요. (…) 또… 이제 친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많이 

털어 놓으니까, 나도 편하게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음. 또는 

뭐, 나 같은 이렇게 먼 곳에 와서 더 잘 얘기 잘 통하지 않을까 싶

어요. (베트남 참여자 3)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쉽게 접하는 것은 인터

넷이다. 인터넷은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어

디에 있든 연락할 수 있다. SNS의 ‘한국에 사는 베트남 여성 모임’의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전국의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연결하여 소통하게 하므로 그들을 통해 조언을 받는

다.

한국어 잘 못해서. 조금… 전, 인터넷에서 페이스북. 아아, 여기 여

성 그룹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아아 그래서, 무엇 문제 있는지 먼저 

물어봐요. 친구 아니에요. 그냥 다 베트남 사람, 국민들한테 물어봐

요. 아아 지금 이거 문제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먼저 인터넷으로 물

어봤어요. (베트남 참여자 8)

   (2)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장소

    가. 든든한 배경이 되는 다문화센터의 도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몇 년을 살았어도 베트남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다 다문화센터를 가고 공부를 하면서 친구가 생긴다. 마침 

다문화센터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사는 지역 가까이에 있고,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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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도 배우고 친구도 만들 수 있다. 더구나 다문화센터는 나라와 연계

가 되어 있어 힘없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

저는 친구도 없어서, 말해줄 사람 없고.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니까. 아는 사람도 

없어서 말하는 사람 없고. 또는 (다문화)센터에서 아무래도 나라 연

계 돼 있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도와줄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

한 거죠. (베트남 참여자 4)

    나. 무료 의료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음

보건소나 문화센터에서는 ‘공짜’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검

사해주고 치료해 준다. 그렇지 않았다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치료도 

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진통제를 먹었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줄 장소를 찾는

다.

충치 예방, 그 검사하다가 건강 검진 하다가. ‘아, 사랑니 있다. 이

거는 뽑아야지 안 뽑으면 옆에 있는 이빨도 크게 충치 생길 수 있

다. 잘 안 닦아지니까’, 그래서 또 뽑았어요. 뭐, 괜찮아요.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문화센터에서 1년 몇 번 당뇨 지방 

그거 좀 공짜로 검사해주고. 좀 많이 했어요. (베트남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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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 명의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이용함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의료 보험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한다. 의료 보험이 없다면 한국의 의료비용은 감

당하기 어렵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의료 보험 혜택을 받고자, 불법

인 것을 알지만‘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수 있는 의료 기관

을 찾는다. 친구들의 입 소문으로 알게 된 서울 어느 병원에서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은 의료 보험이 있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저렴하게 치료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 보험 없어. 나 보험 있어. 그냥 병원, 병원 들어

갈 때, 병원 들어갈 때, 저 그냥 이름, 저 이름 해. 저 이름 얼른. 

그렇게 하면 돈 많이 안 나오잖아. (...) 그 병원 있어요. 있어. 서울

에, 서울에 있데요. 근데 그 의사는 그 저 친구한테 말해 ‘저만 해  

줄거야. 다른 사람은 나한테 말하지 마. 저 걸려.’ (베트남 참여자 

7)

   (3) 베트남에서 형성된 성격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으로, ‘환경에 대

해 특정한 행동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개인의 독특한 심리 체계’이다(국

립국어원, 2019). 베트남에서 형성된 결혼이주여성의 성격은 한국의 삶

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홀로 견딜 수밖에 없도록 하기도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어렸을 때 베트남에서 양녀로 자랐던 성장 과정

을 통해 독립심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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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 대한 배려와 인내심으로 단련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한 한국행 

결혼이기에 최선을 다해 잘 살아 보고자 노력한다. 그러한 과정 중 직면

하게 되는 자신의 건강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무

시하고, 때로는 의지할 것을 찾아도 보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

려 고심하게 된다. 베트남에 계신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한국의 남편에

게 짐을 얹어 줄까 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말하

지 않고 홀로 견딘다. 

저는 혼자 몇 년 동안, 거기 엄마아빠 떠나고, 그 다른 엄마아빠 살

았어요. (...) 살면서 거기서 일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거기서. 

(...) 저는 다행히 저 그 사회적 저 강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지만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 나 여기 열심히 살면 된다. 에, 남 나나 

여기 가족도 생겨서 나 여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나

고, 여기서 우선 여기 먼저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저는 괜찮다. (베트남 참여자 1)

전 무섭고 맨날 숨이 못 쉬어요. 남편한테 옆에 앉으면 숨 못 쉬고, 

말하고 싶으면 말 안되고, 설명해주는 남편이 ‘답답해요’ 하잖아

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남편이) 학교에서 갔

다 오면 맨날 힘들어요. 과외도 많이 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머리 속에 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베트남 엄마한테 전화해

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엄마가 

힘들까 봐, 걱정할까 봐. (베트남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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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과: 선택의 결과로 남게 된 건강 상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홀로 감당해야 하는 낯선 삶’에서 ‘고군분투

하며 자리를 잡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이 있

다면 다시 건강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스스로 건강 상태를 조절하여 건강

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회복되지 못하는 건강 상태를 갖게 

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해 스스로 조

절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되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

게 된다. 증상이 때로는 재발하더라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반면, 고군분투하는 삶 속에 자리를 잡는데만 급급하여 자

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삶의 주체성도 잃고 자신의 건

강도 잃게 된다.  

   (1) 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변화된 생

각을 가지게 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우선시 하여 생활하면서 마침내 그들은 건강을 회복

한다. 증상이 재발하고 순간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지만, 건강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증상을 완화 시키고 불편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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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상에서 우리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은 일

단은 내 몸이 편하게 또는 편하게 해야 먹고 넘어가죠. 만약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도 맛있는 거 앞에 있어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중요해요. 네, 또 생각이 중요해요. (베트남 

참여자 4) 

비염약 항상 있어요. 심해지면 먹어야 되고… 첫째 낳고 나니까 생

기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갑자기 생겼어요. 제일 심할 때는 봄이죠. 

봄이 미세먼지도 있고. 봄에 꽃가루 날릴 때도 있고. 근데 그때는 

약 먹죠. 약 먹으면 또 괜찮아요. (베트남 참여자 11)

   (2) 삶의 주체성도 잃고 건강도 잃음

주체성이란 ‘인간이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나타내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로, 철학에서는 ‘존재가 자기의 의사대로 행동하고 주위 상황에 

적응하여 나가는 특성’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19).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 사회에 ‘고군분투하며 자리를 잡아’보지만, 옥죄이는 삶으

로 인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보기는커녕 생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

다.

한국에 온지 5년이 지나도록 밖에 나가지 못한 채 시누이들과 시어머니

와 함께 집에만 있어야 했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시누이가 하는 액세

서리 일을 도우라고 강요받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자리를 

벗어날 수 없이 액세서리를 만들어야 했기에, 배우고 싶은 한국말도 배울 

수 없었고 그래서라도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 한다고 말 할 수 없

었다. 그저 자신이 삶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않음을 자

신이 ‘바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면서 상황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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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한국인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

해 고군분투하면서, 그로 인해 회복되지 못하는 자신의 건강 상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게 된다.

참 제가 주인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시키는 것만 해요. 전 진짜 

바보에요. 그래서 우울증 올 수밖에 없어. 말도 힘겹고, 뭐라 뭐라고 

해도 할 수 없고, 어디 나가도 못나가요. 매일 거기서 일 해야 돼

요… (…) 저 허리디스크 걸리는 이유가 거기서 7년 동안 앉아서 

그 액세서리들 만드는 거 이렇게 계속 매일 이렇게 앉으면,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허리 아프면 목까지 올라가

요. 그니까 요즘에 편히 못 자요. 손이 저려서. (베트남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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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

처 경험을 사회적 상호작용론을 근간으로 하는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주여성이기에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와 ‘이주여성

에게 제한적인 한국의 보건의료’로 인한 사회 구조적 요인은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이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건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홀로 감

당해야 하는 낯선 삶’ 때문에 ‘고군분투하며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을 통해 ‘건강을 선택’하여 그 

결과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되지 못하는 건강 상태가 되었다. 

논의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논하

고,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우선시 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그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

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기술하였다. 

1.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의 의미

  1) 사회 구조와 맥락 속에서 건강이상 대처의 의미

그간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이주 후에 

겪는 스트레스와 문화 적응 및 문화수용성과 관련되어, 적응이 된다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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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상태가 좋고 그렇지 않다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단편적인 내용이 

주였다(Luo, 2016; 김세아, 2009; 김윤영 & 조일동, 2016; 김현실, 

2011; 김혜신 & 김경신, 2011; 이은혜, 2011). 

그러나 본연구의 결과 ‘결혼이주여성에게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과 보건의료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한국 사회에 진정으로 적응하고 스

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

었다. 이러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유롭지 않은 생활은 한국어 의사

소통과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었

으며,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 적응

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되었다.

베트남 연구자가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살펴봤던 선행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가족생

활 스트레스가 문화 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생

활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회피하려는 행위가 많이 나타나 우울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타오, 2016). 또한 한국어가 능통한 귀화 한국인 가

족과 한국인 가족의 미충족의료율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간에 미충족의

료에 대한 유의한 차가 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가부장주의가 성별에 영

향을 미치고 그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는데 걸림돌이 되어 미충족의료의 

효과 변경인자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강민정, 2018). 이러한 선행 연

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부장 문화가‘자유롭지 못한 한국살이’의 

한 축으로 작용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보건의료 접근성과 건

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비슷한 연구 결과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

부장 문화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 구조적 요인의 한 틀로써 그들의 건강이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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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기에, 이러한 관점은 미충족의료를 넘어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증진 행동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거리상 가까운 의료 기관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건강이상 대처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못

하였는데, 의료 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보다는 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의료 기

관과 양질의 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한국의 보건의료에 기대 하였으나, 막

상‘이주여성에게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자유롭지 못한 한국살이’로 인

해 집안에 매이고, ‘사회경제적 수준 때문에’직장에 매여 정작 가까이

에 있는 의료 기관도 이용하기 어려웠다(이주여성이기에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가 저절로 찾아와 

주는 것도 아니라(이주여성에게 제한적인 한국의 보건의료) 그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그저 한국 사회에 자리 잡는 것조차 홀

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쩔 수없이 자신의 건강을 선택 사항

으로 여기게 되므로, 그들의 건강이상의 대처를 적응과는 다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홀로 고군분투’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소인보다는 

외부적인 사회 구조적 요인들로써, 그로 인해 건강이상의 대처가 크게 결

정되기 때문이다. 적응은 환경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외적·내적인 변화

인 반면, 수용은 어떠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으로(국립국어원, 

2019) 적응보다 외적 요인들로 인해 더 강제적인 영향을 받게 됨을 뜻한

다. 본 연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 약자인 상태에서 홀로 한

국에 이주하면서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온전히 자신이 변화되

어야 하는 수동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적응보다 수용이라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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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들의 건강이상 대처를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미국 내 한국 이민자는 

문화에 적응 할수록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지만, 낮은 사회적 수준의 이

민자는 문화 적응이 될수록 건강수준이 낮아진다고 하여 분화된 문화 적

응 이론을 설명하였던 연구가 있다(Ra, 2012). 

본 연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직업 등 베트남에서의 

사회적 위치 등을 통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수준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수준은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모두 변화되었고, 한국의 가부장 

문화의 영향으로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직업도 가정주부의 역할로 한정되

게 되었다. 

한국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남편의 직업으로 미

루어 고려해 보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가 공공기관의 고위 공

무원이더라고 아내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상태가 다른 이주여성

들 보다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었다. 단지, 지인이 의료 기관 종사자가 많

아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수유를 하는 엄마로써 적

극적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육아에 매여 자유롭게 내닫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게 하지 못하였다. 도리어 사회경제적 수준보다는 언어 문제로 가

까이 있는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조차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수

월하지 않은 의사소통 때문에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도 어려울 수밖에 없

었다(심적 부담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의 보건의료). 이러한 본 연

구의 결과는 남편의 교육 수준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결혼이주여

성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기는 하나, 남편의 교육 정도가 바로 결혼이

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던 연구 결과를 참고해 보

았을 때(최대성, 2012), 제시하는 바가 있다. 즉,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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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 상태는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의한 ‘문화 적

응’이 아니며 사회 구조적 부분인‘자유롭게 나다닐 수 없고, 이주여성

에게 제한적인 한국의 보건의료’와 관련 된다는 것이다.

2019년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없어 보건의

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도시 11.0%, 농촌 

14.4%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기타 출신 국가의 통계(도시 

10.5%, 농촌 9.4%)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19).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은 공공기관의 무료 건강 검진에 참여하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무료 건강 검진 사업자를 대상

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Kim et al., 2010)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타 국

가 출신보다 건강하다는 것은 대상자 편중(selection bias)에 의한 결과

일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은 ‘자유롭지 않은 생활’

과 그들에게 ‘제한적인 보건의료’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의료 

기관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아시아프렌즈, 

2017), 무료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정하여 그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고 하는 결과는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한국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고달픈 삶과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건강 상태가 자신들

의 노력과 관련된 적응이라는 명목 하에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여겨진다면 

이는 사회의 책임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많은 부분 전가하는 것이라

고 생각된다. 그보다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없

게 만드는 사회적 책임으로써 ‘자유롭지 못한 생활, 제한적 보건의료’

의 맥락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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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회 구조적 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비로소 그들의 건강이상 대처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소인적 요인에 의한         

건강이상 대처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

으로 사회적 지지(힘이 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와 성격(베

트남에서 형성된 성격)이 도출되었다. 사회적 지지, 개인의 성격, 언어와 

건강 지식 등의 변인들은 모두 문화 적응에 포함되는 요인들이다(정진경 

& 양계민, 2004). 문화 적응은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인 부분의 변화를 

뜻하며, 관련 변수로 개인적 요인의 나이, 언어, 민족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차별 경험 등과,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과 관련된 가족의 구조와 기

능,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사회활동 참여와 경제활동 참여 등 사회적 관

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다(김민정 & 신성만, 2010; 이혜림, 2018; 정

진경 & 양계민, 2004; 현경자 & 김연수, 2012).

그 중,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하게 되는 경우는

‘힘이 되는 사람’과 ‘장소’와의 만남으로 사회적 자원을 얻게 되는 

경우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은 사회적 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가까이 있는 

의료 기관과 편의 시설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홀로 한국

에 이주해 왔기에 사회적 지지가 이주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와 가부장 문화, 그리고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그들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소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제한적인 한국의 보건의료로 인해 한국 사

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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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연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에 대한 중재

적 요건으로써 사람과 장소의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연결

망 및 행위 전략’을 설명한 선행 연구(황정미, 2010)와 어느 정도 일치

하는 부분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 ‘가족 중심형’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을 통해 형성된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한국인 친구 중심’의 연결망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의 반대에 굽

히지 않으며 사회 활동에 관심을 보인다. 한편 ‘이주민 친구 중심형’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과의 차별과 편견에 민감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위

해 이주여성 모임에 몰두하게 된다. 즉,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 연결망인 

관계에 따라 사회적 교류 집단과 행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회적 관계는 

곧 그들의 행위를 결정짓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홀로 한국에 이주하였으므로 가까이에 도움을 

줄 친정이 없고, 한국의 가부장주의 문화 속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도 온전히 홀로 육아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로 인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집안에 갇혀 자

유롭게 나다니지 못하고 사회적 교류도 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그들

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도 받기 어렵다. 이러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부족한 사회적 지지는 본 연구의 결과 그들의 

거주 기간, 교육 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으며, 선행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기간 및 교육 수준이 사회연결망 차이의 원인은 아

니라고 한 것과 비슷한 결과였다(황정미, 2010).

한편, 오직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염두에 두지 

않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괜찮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응답이 건강상태에 대한 절

대적 기준으로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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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이러한 그들의 성향은 본 연구자가 처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만나고 그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물었을 때 ‘괜찮다’고 말했던 상황

과 비슷한 상황으로 사료된다. 그들은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아 다문화실

태조사에서 한국인과 진행되는 조사항목이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건강에 대한 질문이 그리 큰 의미로 다가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없이 주관

적 건강에 대해 묻는다면 그 해석 또한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의철 et al., 2012). 

이처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하여 건강이상에 

무조건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며 사회적 지지와 성격의 영향으로 그들의 건

강이상 대처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의료 기관의 방문이나 주관적 건강 및 

생체지표 등의 객관적 수치로 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삶과 사회적 지지처럼 사회 자원을 동

원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성격과 같은 기질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뒤에야 

비로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대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론적 의미

건강이상의 대처와 관련된 기존의 모형들은 대부분 질병과 치료라는 차

원에서 대상자 개인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 구조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여 

건강에 대한 대처를 바라보지 못하였다. 

Chrisman의 건강추구 과정(health seeking process)에서는 증상 정의

(symptom definition), 역할 변화(illness-related shifts in role 

behavior), 비전문 자문 및 의뢰(lay consultation and referral), 치료 

행동(treatment action), 순응(adherence)의 5개 단계로 건강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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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설명하고(Chrisman, 1980), 의료 이용의 상황에서 대처를 설

명하고 있다.

대상자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통해 건강이상의 대처과정을 살펴

보았던 Andersen의 의료이용 예측모형과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을 살

펴보면, 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소인성 요인(predisposing 

factor)이 소득이나 가족의 자원 등의 가능성 요인(enabling factor)에 

영향을 주고, 가능성 요인이 의료적 필요(need)에 영향을 미쳐 마침내 

의료 이용(health service use)으로 연결됨을 설명하고 있다(Andersen, 

1968). Pender는 개인의 특성과 경험이 행위 별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증진행위로 연결됨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인관계의 영향과 상

황적 영향이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건강증진 활동계획에 영향을 미

치게 되고 마침내 건강증진행위로 연결됨을 설명하였다(박영숙 et al., 

2008).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에서 대상자의 건강이상은 이전의 행위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인 개인의 소인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며, 이

러한 소인적 요인이 대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으로써 절대적이고 

내재적인 속성에 의해 그들의 건강증진행위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들에서는 대상의 의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

대적인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대상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며 절대적으로 내제된 속성에 따라 결

정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에 대한 대처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Blumer, 1998; 김문근, 2015).

한편, Roy의 적응모델에서 적응은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동시

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도 포함’되어 

상호작용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정진경 & 양계민, 2004). 그러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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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온전히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자 환경과 자신의 접점을 찾음으로써 

적응으로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비슷한 측면에서‘스트레스 대처 이론’에서는 스트레스를 인간과 환경

적 관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Lazarus, 1984; 정진경 

& 양계민, 2004),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을 평가하는 데에는 개인에게 긍

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판단되는지 1차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사항을 자

신이 통제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지 2차적으로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새로

운 정보를 통한 재평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Lazarus, 1984, 1991).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서 사람들은 스트레스 유

발 환경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환경을 자신에게 맞추고자 하는 

1차 전략을 통해 대처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과 평가를 변화시

키고자 환경에 자신을 맞추려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2차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지만(Lazarus, 1984, 199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환경

에 당면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기에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므로 2차적 대처 

방식만을 사용하게 된다(정진경 & 양계민, 2004).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내재적 속성이나 환경과 자신의 

접점에 대한 개념보다는, 한국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건강이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건강이상에 대처함을 설명하고 있어 앞서 언

급된 건강 대처 모형들이나 적응 이론 보다 수동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

다. 

또 한편으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가 사회적 체계와 

대인 관계적 체계, 개인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총체적으로 작용한다고 

했던 King의 역동적 상호작용 체계틀과 문화·사회 구조가 개인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던 Leininger의 해돋이 모형의 사회적 요인에 

일부 동의하기는 하나(박영숙 et al.,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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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군분투하며 자리를 잡아감’은 결국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온 힘

을 다해 애쓰는 것으로 기존의 체계 모형과 횡문화 이론보다는 적극적 차

원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보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 이론의 Lazarus와 Folkman은 스트레스가 다양한 변수와 

과정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개념화하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주목하였다(Lazarus, 1984, 1991). 관계의 

중재 요인 중 중요한 하나는 대처 기전으로 ‘환경으로부터의 외적 자극

과 인간 내부의 성향적 특징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를 설명하고, 스트레

스 완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언급하고 있다(Lazarus, 1984, 1991; 

박영숙 et al., 2008).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은 ‘기대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생활(환경의 외적 자극)과 혼자서 갑자

기 겪게 된 몸의 증상(인간 내부의 성향)’이 그들을 ‘고군분투하며 자

리를 잡아’가게 하였고, 힘이 되는 사람과 장소(사회적 지지), 베트남에

서 형성된 성격(인간의 성향)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하는 힘’으로 

그들의 건강이상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사점을 갖

는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건강은 그

들의 처한 복잡다단한 사회 구조와 관계에 대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

에, 절대적으로 자신이 환경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Andersen의 

의료이용 예측 모형과 Pender의 건강증진 모형 그리고 Roy의 적응 모델

과는 다르다. 또한 그들을 옥죄이고 있는 한국의 삶으로 인해 그들의 건

강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체계 이론이나 횡문화 이론에 일부 동

의하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한다는 측

면에서 차이가 있다. 도리어 환경적 자극과 인간 성향적 특징의 상호작용

으로 대처 기전이 작용하게 되며, 사회적 지지가 건강이상을 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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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하였던 스트레스 대처 이론과 유사한 관점을 갖는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이 그

들의 건강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마치 적응이 그들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주요인으로 고려되었던 기존의 사고에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즉, ‘그들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삶’과 ‘자유

롭지 못한 생활, 그리고 제한적인 보건의료’가 원인이 되고, 사회적 지

지와 같은‘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이 트리거가 되어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에 대한 대처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 요인에 대

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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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처의 과정과 전략

  1) 맥락적 조건의 개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건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맥락적 조건 중의 하나는 ‘이주여성에게 제한

적인 한국의 보건의료’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여성에게 부

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자유롭지 못한 한국살이’, 그리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수준 때문에 움츠려 드는 상황’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자

유롭지 않다. 그로 인해, 막상 도움을 받을 사람과 장소도 없고, ‘심적 

부담감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에도 접근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해서 한

국의 보건의료가 그들을 찾아가 ‘필요한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 이러

한 사회구조적 맥락적 조건은 그들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낯선 삶을 살게 

하고(원인적 조건), 고군분투하며 자리를 잡아가도록(작용·상호작용) 만

든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그

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방문 간호나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018년 

사업의 운영방향을 설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기존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에 의해 방문 간호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기준

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사업 방향이 수정되었고 그 중 다문화 가족

이 방문 간호 대상자로 포함된다. 그러나 바뀐 방문 간호 대상자 발굴 방

법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검진 사후 관리 동의자를 선별하거나, 구

청이나 주민 센터 등에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를 의뢰한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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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된다. 이러한 대상자 선정 방법은 다문화 가족에게는 접근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의료 보험이 없어 국민보

험공단의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건복지가족부, 2019), 

공공기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이다(이주여성에게 제한적인 한국의 보건의료).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보

건소의 방문 간호 사업에서 연계된 다문화 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례는 전무하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그야말로 찾아가는 방문 간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문화 사업의 트렌드가 한국의 취약 계층과 통합하여 진행되는 것

으로 변화되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결혼이

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무시한 채 통합이라는 취지로 사업

이 진행된다면, 결국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될 것이다. 

막연하게 사업이 진행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과 어울리지 못할 것이

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고, 그나마도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

속적으로 받고 소외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초래되기 쉽

다. 그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소원해 지고, 결혼이주여성은 그들

만의 공간에 갇혀 한국 사회에서 분리된 채 더욱 통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 사업을 한국인 취약 계층과 뭉

뚱그려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과의 통합을 위한 취지를 살리되 다문

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분리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을 찾아가기 어려웠던 지금의 시

스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개인 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

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

령정보센터, 201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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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형식을 과감히 뛰어넘어 법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의료 기관을 가깝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심적 부담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의 보건의료)도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된다. 그러기 위해 병원이 무섭게 느껴지

지 않도록,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요구된

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지만, 그것을 통해 한국에서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렵다. 한국에 도착

한 뒤에 다문화센터 등을 통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지만, 한국에 오자마

자 거의 곧장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자유롭게 다

니지 못하게 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닫히게 된다. ‘이민자

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논단을 보면, 언어 교육 시간은 매주 1회 2~3

시간 정도의 짧은 공부 시간으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스웨덴

에서는 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위해 직장 일을 시작하기 전, 하루 6시간 

주 5일간 6개월에 해당되는 총700시간의 언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변광수, 2008). 주 5일, 매일 2시간은 계속 되어야 언어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변광수, 2008),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도 주 5

일, 매일 2시간, 6개월의 언어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이를 위해, 한국에 온지 2년이 지난 뒤 한국인 주민등록증을 받

을 수 있는 자격 심사가 주어질 때,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등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으로 고려된다. 

다문화 이주민은 낮은 건강 정보 문맹률로 인해 건강 정보를 얻는데 어

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의료진이나 가족

과 건강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였다(Kreps & Sparks, 2008).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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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아시아계 여성의 유방암 검진 및 치료에 장

애요인으로 밝혀졌고, 영국에서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암 검진을 적게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Corcoran, 2013). 따라서, 문화가 다른 환경에

서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건강 정

보가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이해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정의철 et al., 201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공공 의료 기관(보건소)에서 원활

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착 여성 고용을 통한 통역원 지원

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19). 결혼이주여성이 보건

소를 이용하는데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원활

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의

료 분야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베트남에서 소아과 의사였던 연구 참여자는 한국 의료 

기관에서의 통역이 ‘디테일 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자신은 의료인이라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통역자가 의학 용어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로하는 대상이자 안내자의 역할로만 그들을 배치할 것

이 아니라, 의료적 지식을 갖춘 의료통역사로서 다문화 이주민들을 의료 

현장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이 주체성을 갖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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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재적 조건의 강화

선행 연구에서는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노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노

인보다 생활만족도는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연

희, 2003). 미국에 살고 있는 노인은 가족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 않

고 같이 거주하지도 않으므로 가족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지가 없으며, 이

러한 사회적 지지가 건강이 감퇴되면서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킨다고 파악

한 것이다(최연희, 2003). 따라서, 이민 간 사람은 이주지에 오래 거주할

수록 사회 자원을 많이 활용하여 안녕감이 높아지므로(손신, 이정미, & 

류철원, 2007), 이민자들을 위한 가족 지지나 사회적 정보 등의 사회적 

지지를 위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지

지는 그들의 불건강에 대한 대처는 물론, 자아존중감과 관련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

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11명 중 3명

이 취업활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4명으로 집계되어, 선행 연구에서 한국에 취업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57.2%였던 것보다 더 많은 비율이 취업 활동에 참여하

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영업을 돕거나 아르바이트의 비정기

적인 활동은 취업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제 집

계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률은 농촌과 도시를 망라한 것으로, 등

록되지 않은 일을 하거나 비밀리에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통계에서 제

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는 취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베트남 참여자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

기 때문에, 아이가 아주 어린 경우가 아니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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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는 미싱이나 가내수공업 등의 직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

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의지와 현상은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취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취업 활동에 참여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말을 하고 있지 않

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한국인과 만나기도 어렵고 한국어 의사소통도 쉽

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중재적 요건인 사회적 지지의‘직접적으

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도와줄 수 있는 장소’를 접하기 어려웠

고, 그에 따라 그들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하는 힘’을 얻기 어려웠

다. 또한 일간지 등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직장을 얻다 보니, 언제든 

해고될 수 있고 일한 만큼 비용을 받지도 못하여 한국인에 대한 공포심은 

가중되고 있었다(이주여성에게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한국인들의 고된  

업무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저렴하게 대신하면서, 한국인은 그들의 일

자리를 결혼이주여성이 가져갔다며 그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얻게 된 직장은 그들이 직장에서 배

려를 받을 수 없게 하였고, 그렇기에 자신의 건강이상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력도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베트남 참여자는 

경제적 여력과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아 자신의 건강이상에 대처하기 

어려웠고,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공공기관

의 보건의료 지원에서도 소외 되는 등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도시에 살고 있어 쉽게 구할 수 있는 직

장과 얼마라도 벌어야 하는 경제적 책임감(좋지 않은 한국의 경제사정으

로 여전히 가난한 삶)으로 자신의 건강을 뒤로 한 채 취업활동에 참여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취업 활동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상에 대처할 시간의 

부족과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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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주중 근무시간에만 진행되는 보건소 

무료 검진 사업을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로 옮겨서 진행하거나, 의료 보험

이 없는 사람이라도 주소가 있다면 무료 건강 검진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

안, 그리고 앞서 설명한 찾아가는 방문 간호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으로 이주한 뒤, 빠르게 임

신과 출산을 한다.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문제는 임신, 

출산과 연결되고, 몸조리를 통해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몸조리는 대

부분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출산 후 겪게 되는 건강이상과 관련이 있

기 때문에, 문화적 이해를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서 보

통 한 달 동안 이뤄지는 몸조리는 실제로 한국에서 불가능하고, 의복 상

태와 먹어야 하는 음식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다르다.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은 대부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출산과 몸조리를 하게 되므로, 그

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요구된다.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

족 산모를 위한 방문 멘토링 ‘세모맘’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위로

를 주기는 하지만, 산후 조리에 실제적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세모맘’에서 하루 3~4시간 정도, 총 100시간 멘토가 방문하여 자신

의 경험을 얘기하고, 산후조리, 병원 동향, 아이 돌봄 교육을 제공하고 있

지만(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 교육만 제공되어서는 그들의 

피로를 해결할 수도 몸조리를 할 수도 없다. 물론 위로가 되는 베트남 엄

마를 보내주는 것은 힘이 되지만, 그들의 직접적으로 몸조리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실제적으로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직접적

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홀로 한국에 이주하였으므로, 주변의 도움 없이

는 사회적 약자인 상태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제한된 자원과 대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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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따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문화 적응의 개인적 요인인 성

격과 사회적 요인인 인간관계. 즉, 사람과 장소가‘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으로 도출 되었으므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장소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강화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

신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

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문화 적응 요소가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로 직결되어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

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중재적 조건의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조

건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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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의 한계

  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생각하는 건강의 개념

베트남 건강 리더와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인터뷰 단어를 선택하면서,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대한 생각이 모호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이상의 대처 경험’을 ‘몸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마음이 아

플 때는 어떻게 하였는지’로 풀어서 설명한 뒤에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의 대답이 풍성해 졌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몸이 아픈 것은 치료해야 

할 것으로 고려하지만, 머리의 아픔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

았다. 또한 머리의 아픔이 신체적 건강인지 정신적 건강인지 구분하지 못

하였고, 때문에 두통약을 먹는 등의 증상에 대한 조치 외에 대처해야 할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

에 대한 부분으로, 그들의 건강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

다. 따라서, 향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한국어 면담, 한정된 연구 참여자

연구가 진행되면서 언어의 장벽은 크게 다가왔다. 한국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한국어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과 건강을 설명하기에 외

국어인 한국어는 한계가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연구자에게 한국어 단어를 묻고 확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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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인터넷의 베트남어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면담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언어의 장벽은 자료를 분석할 때도 어려움이 되어, 

그들이 사용한 생생한 단어로 개념과 범주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연구에 접근하고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들을 연구 참여자로 고려하였으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면담에 참여하는 것이 비밀이거나 가족을 번거롭게 한다며 불편해 하거나 

또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가족과 연을 끊었다며 소개하기 어려워하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가족은 남편, 시어

머니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다른 방편으로 SNS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

고 있는 베트남 가족의 카페에 가입하고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지만, 가

입 다음날 바로 접근이 차단되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을 연구 참

여자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한국인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베트

남 가족 카페는 외부인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도 

자신이 한국인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가족들이 알기 꺼려한다. 이는 본 연

구의 맥락적 조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선

과 차별에 기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통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

들이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과 그들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를 참여자로 하였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그 가족은 제외됨으로써 연구의 한계를 갖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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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의의 및 적용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 경험

을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건강이상 대

처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가

진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건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을 핵심 범주

로, 그들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맥락적 조건과 인과적 조건을 살펴보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그들의 건강이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

는데 도움을 주는 중재적 요인과 전략,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결과를 도

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간호학 적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호 연구

그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은 한국 생활의 적응과 긴밀히 관련되

어 있다고 선행 연구들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적응과는 조금 다른 그들이 처한 사회 구조적 요인

들로 인해 자신의 건강이상 대처가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를 바탕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간호 요구를 파악하고 중재전략을 개

발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간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한국 사

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한국의 공공 의료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다가

가 건강 요구를 채워주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

료 정책과 간호 중재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의 건강 형평성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며, 본 연구가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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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에 대해 상징적 상호작

용론의 관점으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다. 따라서, 한국에 살고 있는 다

양한 문화와 인종의 결혼이주여성으로 확대하여 그들의 건강이상 대처에 

대해 알아보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된 구성 요소들을 기반으로 그

들의 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 실무 

본 연구를 통해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 

경험을 이해하려 하였고, 그에 대한 실체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간호의 현장에서 한국에 거

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중재적 간호를 제시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대한 문화적합 간

호를 제공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간호사들의 문화 다양

성, 문화 인식, 문화 민감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간호사가 문화적으

로 역량 있는 간호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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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간호 교육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만의 문화 적응의 개념이 아닌, 한국 사회

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모두의 관점에서 다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다문

화 이해의 시선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간호의 교육 자료로 활용 되어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간호에 대한 시야 확대와 다문화 간호의 개념을 확인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간호의 현장에서 지역사회 간호사를 

포함하여 다문화 이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직종 관련자들이 결혼이주여성

과 다문화 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

화 이해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과 

그들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

정적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사회의 구조적 차원에서 그들의 건강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자료로 본 연구가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통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자유롭고 원활한 삶을 영위

하며, 사회 곳곳에서 나름의 전략을 통해 그들의 건강에 긍정적이고 적극

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사회 접근이 유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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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에 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건강이상에 대처

하는 상황을 상호작용론에 근간을 둔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들

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건강이상에 대

처해 가는지 그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 연구 질문은 ‘한국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에 대한 대처 경험은 어떠한가’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중 스스로 느

끼기에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11명과 그들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한국인 3명으로 총 14명 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개별 면담을 통해 심도 있게 이뤄졌으며, 면담자료는 녹

음하여 필사하고, Strauss & Corbin의 자료 분석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Corbin, 2015).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 경험에 대한 핵

심 범주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건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도출

되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혈혈단신으로 왔기에 외로움과 쓸

쓸함 그리고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온 힘을 다해 

생존하려 애쓰고, 생존에 초점을 두었기에 그에 따라 자신의 건강은 필수

가 아닌 옵션으로 선택하였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이주여성이기에 자유롭지 않은 한국 사회’와 ‘이

주여성에게 제한적인 한국의 보건의료’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사회구조

적 맥락 속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기대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생

활’과 ‘혼자서 갑자기 겪게 된 몸의 증상’을 통해‘홀로 감당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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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낯선 삶’을 살게 되고, 한국 사회에 ‘고군분투하며 자리를 잡아가면

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려 움직이거나’, ‘자신의 불건강을 치료 아

닌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혹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힘이 되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장소, 베트

남에서 형성된 성격’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러한 건강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거나’ 또는 ‘삶의 주체성도 잃고 건강도 잃

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남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원론으로 

돌아가 그들의 건강이 진정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눈에 보이는 건강은 

대처할 것으로 염두에 두지만, 정신 건강은 모호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각성 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한 부분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 검진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건강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교육을 통한 건강의 가이드라

인 제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살펴보고 점검하

며 검진의 필요성을 알게 하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나의 건강 상

태를 돌보려는 움직임)하는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에서 맥락적 조건은 중재적 

조건 및 작용·상호작용과 모두 연결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적 차원

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차원에서 모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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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고려하

고, 스스로 건강이상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 정책과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환경적 

제약을 넘어, 자신에게 몰입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각성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

러한 간호 중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며, 그들

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원활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서 

나름의 전략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한국에 홀로 이주하여 한국 가족과 사회에 

편입되면서 그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서구의 

이민 국가에서 가족 단위로 국제 이주가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사

회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다(현경자 & 김연수, 2011).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가족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위치에 있

는지에 대해 가족 내부의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 교육과 중재, 그리고 사회적 인식 및 결

혼이주여성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선, 다문화에 대한 계속적 관심

과 지속적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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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anẽda, & A. Rodriguez-Lainz (Eds.): Oakland, Californi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trauss, A. L. (2001). (질적연구)근거이론의 단계 / Anselm Strauss, 

Juliet Corbin [공]저, 신경림 역. 서울: 서울 : 현문사.

Wikipedia. (Ed.) (2019) Wikipedia. Wikipedia.



- 127 -

강민정. (2018). Comparison of Unmet Healthcare Needs of Native 

and Naturalized Korean-speaking Korean Populations: 

Results from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2015. 

개인정보 보호법, (2017).

국립국어원. (201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 / 권석만 저 (2판. ed.). 서울: 서울 : 

학지사.

김귀분. (2005). 질적 연구방법론 / 김귀분 ... [등저]. 서울: 서울 : 현문

사.

김문근. (2015).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 연구모형에 관한 연구: 상징

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비판사회정책. 47, 7-42. 

김미점. (2013). 청양군 다문화 가정의 국적별 현황에 관한 연구. 대한고

령친화산업학회지, 5(2), 29-34. 

김민정, & 신성만. (2010).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이 문

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11-737. 

김세아.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가족관계스트레스에 관

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 

김윤영, & 조일동. (2016).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차이에 따른 의료경험: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주민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0(2), 69-94. 

김현실. (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

는 영향: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20(2), 

188-198. 

김혜미. (2016). 다문화가족 여성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탐색연구. 한국산

학기술학회논문지, 17(3), 252-261. 



- 128 -

김혜신, & 김경신. (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부부의 가족건강

성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59. 

대한간호학회. (Ed.) (1996) 간호학대사전.

레쑤언흐엉. (2018). 부부간의 문화적 차이가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

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인천. 

박순호, 빙팜, & 카미야히로우. (2012).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의 결혼 

전,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3), 

268-282. 

박영숙, 강현숙, 김주현, 안숙희, 이경숙, 조경숙, . . . 정면숙. (2008). 간

호이론가와 이론. 대학서림. 

변광수 (2008). Re: 이민자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 Message posted to 

https://www.korean.go.kr/nkview/nklife/2008_3/2008_0311.pdf

변성원. (201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 경험. (국내박사학위논

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아산. 

보건복지가족부. (2019). 국제결혼이주여성 5명중 1명이 임신․출산 후 빈

혈 경험 [Press release]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방문건강

관리]. 오송: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 & 미래인력연구원.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과천]: 보건복지부.

손신, 이정미, & 류철원. (2007). 뉴욕시 거주 한인 노년층 이민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적응과정상의 요인들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8. 79-107. 

송형주. (2014). 이주여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유형화와 정부대응을 중



- 129 -

심으로. 

신경림, 조명옥, &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저. 서울: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아시아프렌즈. (2017). 2017년 여성건강관리 시범사업, 함께 만들어 가는 

다문화 건강 네트워크. 서울: 성동구보건소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 

<세.모.맘 서비스 안내>. Retrieved from 

https://www.mcfamily.or.kr/web/board/notice_view.php?num=4

123

우리말 샘. (Ed.) (2019) 우리말 샘. 서울: 국립국어원.

윤황, & 이영호. (2010).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3), 659-684.

이명선. (2009). 근거이론 방법의 철학적 배경: 상징적 상호작용론. 대한

질적연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8, 3. 

이은혜. (2011).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여

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정화. (201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유형별 불안, 우울, 사회적지

지, 자아 존중감과 결혼만족도. (국내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김해. 

이철수. (Ed.) (2009)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이혜림. (201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과 사회·경제적 참여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정의철, 권예지, & 이선영. (2012). 이주민과 헬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건강 인식, 병의원 이용, 헬스커뮤니케이션 과정을 



- 130 -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4), 344-385. 

정진경, & 양계민. (2004). 문화 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

지: 일반, 23(1), 101-136. 

정해숙, 김이선, 이택연, 마경희, 최윤정, 박건표, . . . 이은아.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

족정책과

최대성. (2012). Association of husband’s educational attainment 

with health statu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 a path analysis / 최대성. 서울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원, 서울. 

최대희. (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됨’의 의미 연구. 디아

스포라연구, 9(2), 233-256. 

최연희. (2003).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생활만

족도 및 자아존중감의 비교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4(4), 

667. 

최은영, 이은희, 최정숙, & 최선하. (201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여성의 산후우울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1), 39-51. .

최혜지. (2017).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결혼과 이주의 불편한 동거.

Retrieved from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39582

최호림. (2015). 국제결혼에서 귀환까지: 베트남 여성의 한국행 결혼이주 

경험에 관한 연구. 東亞 硏究, 68(-), 143-182.

타오. (2016). The Pathway of Stress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An Empirical Study. 



- 131 -

통계청. (2018a). 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지표. 국제결혼 현황.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

d=2430

통계청. (2018b). 국가지표체계 우울감경험률. 대전

한국교육심리학회. (Ed.) (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행정자치부.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주요 결과. 

Retrieved from 행정자치부: 

현경자, & 김연수.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측정도구 개

발연구. 보건사회연구, 31(4), 63. 

현경자, &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지각

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653-677. 

홍선엽. (2013). 베트남출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대학원, 청주. 

황정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한국

여성학, 26(4), 1-38. 



- 132 -

부록 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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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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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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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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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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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면담 질문

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주요 질문>

  ∘ 한국에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나빴던) 경험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 한국에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팠을 때 어떻게 

했나요?

  ∘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낫기 위해 했던 방법이 있나요?

  ∘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했나요?

  ∘ 한국에 살면서 건강이 가장 나빴던 때를 얘기해 주세요.

  ∘ 당신의 건강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당신의 건강을 얘기해 주세요.

  ∘ 한국에서 처음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의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 최근에 당신의 건강은 어떤가요? 

  ∘ 당신의 건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당신의 건강에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당신의 건강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당신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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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특성>

  ∘ 결혼해서 한국에 언제 오셨나요? 

  ∘ 당신의 생년월일(생일)은 언제인가요? 

  ∘ 남편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 남편과 결혼은 누구의 소개로 하게 되었나요?

  ∘ 당신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아이는 몇 명 있나요?

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주요 질문>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아쉬운 점,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구학적 특성>

  ∘ 이 분야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나요(경력)?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 만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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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cess of Coping with Health Problems among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n Urban 

Areas

Chun, Ji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urban areas through a 

grounded theory based on symbolic interactionism and to find out how 

they cope with health problems in a social context in order to help 

them understand their circumstances more profoundly. 

The question of the research is “How is the experience of coping 

with the health problems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the urban area of Korea?”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4 in total, including 11 Vietnamese 

immigrant women residing in the urban area who felt bad about their 

health and 3 Koreans who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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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in depth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from November 2018 to February 2019 and analyzed through Strauss 

& Corbin data analysis (Corbin, 2015).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For the core category of the process of coping with health 

problems among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n urban areas, it was inferred that “health is not a necessity 

but a choice in a strange land called Korea.”

2. For the contextual condition, it was found that “Korean society is 

not liberal for immigrant women, and Korea has a limited health 

care system for immigrant women.”

3. For the causal condition, “Unfamiliar life to live alone” through 

“Unfamiliar life different from expectation” and “Symptoms of 

body suddenly suffering alone” were derived. 

4. In this social-structural context,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showed through action-interaction that they have a 

tendency to “struggle to settle” in Korean society, “take care of 

their own health,” “rely on others instead of curing for their 

unhealthy status” or “neglect their health status.”

5. The intervening conditions were “a person who is able to help me, 

a place to help me, and a personality formed in Vietnam”. In 

addition, a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an had her own 

“health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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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s a result, they gained "the power to preserve their health" or 

their own health status of "the initiative of life and losing health" .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Korea that created the environment that 

makes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unable to take care of 

their own health is to strengthen the contextual condition of 

“non-liberal life” and “limited health care”, as well as intervening 

condition of “the power to prioritize health” for the efforts of trying to 

improve their health status.

Nursing education and intervention, as well as social awareness, which 

can positively affect the health problems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urban areas, address the improvement of 

health care syste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and continuous 

research on related topic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

Key words: Vietnam,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urban area, 

health, coping,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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