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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는 문화 간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건강정보의 습득과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해 이주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연구는 다

문화사회 건강격차 문제에 주목해 결혼이주여성의 의료서비스 이용, 건강에 대한 인식, 대인․

미디어 채널을 통한 건강정보 습득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이 출산, 육아, 가사노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결혼이주

여성은 의료서비스 이용 시 비용부담, 절차의 복잡함, 문화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의료진의 발

언, 언어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

다. 본인의 건강관리에 대해 젊은 이주여성일 수록 능동적이었으며, 남편 등 가족의 지지가 있

을 경우 더 적극적으로 건강․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대인 채널 중에서는 남편과, 미디어 채널 중에서는 TV를 통해 건강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

었다. 종합하면, 결혼이주여성 스스로의 건강과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편 등

가족의 관심을 촉구하며, TV의 공익광고나 오락․교양프로그램을 활용해 건강정보를 확산해야

한다. 아울러, 이주민 대상 건강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이주민 자조단체 중심의 헬스커

뮤니케이션 노력도 제안되었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건강, 다문화가정 건강, 헬스커뮤니케이션, 사회적지지,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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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의료서비스는 이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주한 사회

에서의 적응과 삶의 질에 필수 요소이다. 외국인 의료 이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부적절성은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며, 적응

과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한다(이병숙․오익근․이은미, 2011). 이주와

건강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은데 우선, 이주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동반하며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Thompson, Hartel, Manderson, 

Woelz-stirling, & Kelaher, 2000; Wong & Leung, 2008). 낮선 환경으로

인한 불안, 우울증, 지지시스템으로부터의 분리, 부족한 언어실력, 낮

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주민을 질병에 더욱 취약하게 한다(Chan, 

Mercer, Yue, Wong, & Griffiths, 2009). 이주민은 경제적․법적 불안정, 

의료보험 부재뿐 아니라, 언어․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지지 부족으

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며, 스트레스, 고립, 폭력에도 더 많이

노출된다(Meyer, 2001).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의 경우,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인종주의로 인해 스트레스와 고혈압, 심장병에 더욱

취약하다(Brondolo, Gallo, & Myers, 2009).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50%이상이 만성적

정신장애, 정신적 외상 등의 문제를 겪으며, 그 원인은 ‘차별’이라고

보고했다(신의진․김영수, 2012). 또한, 이주민은 낮은 건강리터러시

(health literacy)로 인해 대인 간, 또는 미디어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는 물론이고, 의료현장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어려움을 더 많

이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의료․건강관리에 대

한 접근과 활용의 제약은 물론,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을 낳을

수 있다.

국제결혼의 75.5%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며, 농

림․어업종사자의 경우 40%가 국제결혼이다(서민숙․박경숙․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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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박현옥, 2013). 국제결혼까지 보통 4-5개월이 걸리는데, 한국 문

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시간이 부족하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외출이 어렵고, 사회적 편견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채 괴리감, 외로

움, 불안감을 느끼며, 정서적․심리적으로 위축된다(이경혜․김경원, 

2011).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와 가족구성을 통해 출산, 양육, 가사노동

을 책임짐으로써, 그 자녀와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주며, 이들의 건

강이 다문화가정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양숙자, 2010). 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에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데(서민숙 외, 2013), 다양

한 채널을 통한 건강 정보 제공과 상담 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

지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불평등은 유아사망률과 10대 임신율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해치며, 수감인구를 늘리는데, 국민소득이 2만 불

을 넘으면 소득증대가 더 이상 수명연장을 낳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

게 운동을 하고, 피임을 하고, 마약을 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줄이라

고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구조적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문제를

외면하게 된다(김기태, 2012).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질적 환경요

인(저소득), 건강행태요인(흡연, 식생활, 음주, 운동), 사회심리적요인

(스트레스와 취약한 사회적지지)과 연결되며, 이는 질병의 가능성을

높인다(Wilkinson, 2000).

인종․문화 간 건강불평등은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미국사회의 가

부장주의와 인종주의, 계급주의가 소수자나 가난한 여성의 건강에 부

정적 영향을 준다. 흑인여성의 뇌졸중 비율이 백인에 비해 두 배 높

고, 유방암으로 더 많이 사망하며, 신체․정신적 문제를 더 많이 겪

는다(Zoller, 2005). 2004년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은 흑인여성이 백인여

성보다 67% 더 많았고, 고혈압과 당뇨 등 비만과 관련된 질병에도

2-3배 더 걸리며, 평균수명이 5년 정도 짧다(Campo & Mastin, 2007). 

미국에 5년 이상 산 히스패닉 이민자는 비만, 고혈압, 심장병에 더

취약한데,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 믿음, 병의원 이용 시 부정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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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의료보험 부재, 언어 장벽, 교육 수준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

(Sanchez-Birkead, et al., 2011). 미국대학에서도 중국, 일본계 학생이 인

종차별, 편견과 고립, 외로움, 신경과민, 정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

다고 한다(Yeh, et al., 2003).

건강 지식을 잘 습득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삶을 사는

반면, 건강정보 커뮤니케이션의 격차는 건강불평등을 더욱 크게 한다

(Niederdeppe, 2008; Viswanath & Emmons, 2006). 미국에서 인종적 소수

자 등 취약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나 백인보다 건강

정보를 덜 찾으며, 이는 헬스커뮤니케이션 격차와 건강불평등으로 이

어진다(Rooks, Wiltshire, Elder, BeLue, & Gary, 2012). 또한, 사회적으로

지지적인 관계는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는데, 건강한 행동을 촉진하

고,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줄여 준다(Pauley & Hesse 2009; Shell et al, 

2010). 건강불평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혈관계와 면역 체계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노화를 촉진한다고 한다(Wilkinson, 2005). 한편, 

지배적인 헬스캠페인은 단순하고, 직설적인 메시지 전달에 치중하고, 

예외적인 특성을 배제하며, 개인의 이성적인 선택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비판적 헬스커뮤니케이션’은 건강을 눈에 보이는 개인의

행동중심으로 보지 않고, ‘맥락’을 중심으로 접근하며, 사회․심리적

요인, 환경, 정보․지식수준과 욕구,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화가 건

강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 연구는 비판적 헬스커뮤니케이션 관점

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건강증진과 역

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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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와 이주민 건강

다문화사회는 이주민의 건강권과 커뮤니케이션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Viswanath & Arora, 2000).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사회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감, 의사소통 문제, 가정폭력, 인권침해, 경제활

동을 위한 노동 강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

다(안옥희․전미순․황윤영․김경애․윤미선, 2010; 이경혜․김경원, 

2011). 결혼이주여성은 빈혈, 위․십이지장궤양, 천식, 정신과적 영역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생활 습관병(고혈압, 고지혈증), 부인과질환(자

궁근종)을 더 많이 앓는다(설동훈 외, 2005). 또한, 의사소통 문제, 생

활습관과 가치관 차이 등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으면 정신적․심리적으로 건강하며, 만족감과 자아존중

감을 크게 느끼지만, 높으면 긴장, 우울, 불안 등 심리적 건강문제뿐

아니라 초조함, 식욕 상실 등 신체적 증상을 겪는다(정애화․김혜

진․정현, 2011).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의료정보 접근과 이해의 제약, 

건강문제 대처 능력 부족, 가족의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건강관련

교육이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양숙자, 2010). 이주민

이 문화적․언어적 소수자임을 감안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개입이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Vyavaharkar, et al., 2011). 이민자

가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는 주장은 건강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동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지만, 이 효과는 점차 감소한다(Gushulak, 

Pottie, Roberts, Torres, & DesMeules, 2011; Kobayashi, Prus, & Lin, 2008). 

즉, ‘건강한 이민자 효과’(healthy migrant effect)와 심각한 건강문제

를 가지고 있는 이주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연어효과’(salmon 

effect)로 이주민의 초기 건강상태는 양호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노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9호 (2013년 12월) 82

되면 나빠질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가사로 역할

이 제한되는 가부장주의 하에서 운동 등 건강관리, 검진, 의료인과의

상담 등 건강관리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바쁜 일상과 경비

문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회피하기도 한다(정의철․권예지․이선영, 

2012).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언어 문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의 분

리로 인한 사회적 지지 부족, 의료진의 문화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커

뮤니케이션, 이주민의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 건강정보의 부족은 의

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 검진과 치료에

의 참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서울의 종

합병원의 외국인 진료소의 경우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이 많고, 외래

진료로는 호흡기 질환, 입원 진료로는 상해나 외인성 질환이 많은데, 

결혼이민자의 경우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 수진율이 낮다(이병숙 외, 

2011).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가난한 국가 출신이 많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이하가 58.3%인데, 2008년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 혜택이 전혀 없는 경우가 11.3%에 달했다(양숙자, 2010). 즉,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결혼이주여성이 의료혜택의 사각지

대에 있고,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데, 언어문제나, 가사노동, 가족의

반대도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낮춘다. 이는 미디어와 대인 간 및 의료

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강 정보와 사회적 지

지를 제공해야 함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질병에 대

한 통제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Stephens, et al., 2004; 

Yang, et al., 2010).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1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57.3%

가 한국친구가 없다고 응답했는데(정애화 외, 2011), 이는 이주여성만

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정보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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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친밀감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 중 40대(20, 30대에 비해)와 고학력이 정신적 건강지수

와 삶의 질도 높았는데 임신, 출산, 육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안정된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유의 시기에 들어섰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서민숙 외, 2013). 결혼이주여성 533명을 대상으로

한 양숙자의 연구(2010)에 따르면, 30.1%가 1년간 병의원에서 치료

를 받아야 하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미치료 사유로는 병원비 부담

(29.7%), 언어소통 어려움과 혼자가기 어려움(각각 26.1%)였고, 도시지

역은 언어소통 어려움(37.7%), 미보험가입(15.1%)이, 농촌은 교통 불편

(22.4%) 가족반대(15.5%)가 높았다. 언어 문제는 의료진과 환자의 의

사소통은 물론,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에도 어려움을

낳는다. 또한, 적응 스트레스로 불안이나 우울, 활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는데, 건강 상담이나 진단, 의료기관 접근 기회에 관한 홍보가

중요하다(정애화 외, 2011). 이병숙 외(2011)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일본 출신은 한국 의사에 대해 지나친 자신감, 일방적 상하관계를 유

지하려 한다는 이미지와 개인정보 노출, 사후관리나 약의 효과/부작

용에 대한 설명 미흡 등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많이 호소했고, ‘암 일

수 있다,’ ‘나이가 많아 임신이 위험하다’ 등 배려가 부족한 말을 해

불안과 불신을 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출신들은 서양인과 다른 시선의

차별 대우 등 인종적 차별도 느낀다고 주장했고, 권위적․명령조 말

투, 환자의 걱정에 둔감한 태도도 지적했다. 한편, 국내 체류 10년

미만의 20-30대 이주여성 중 본인의 건강을 좋다고 인식한 비율이

53.8%였는데, 일반 여성(20대 31.7%, 30대 33.2%)보다 높았다(양숙자, 

2010). 이는 이주 초기의 ‘건강한 이민자 효과’를 보여주는데, 지속적

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또한,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방식의 건강 정보 제공, 의료혜택에서 차별금

지를 위한 제도 강화, 이주자에 민감한(migrant sensitive), 또는 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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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migrant friendly)인 의료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요구된다(이상림, 

2012. 5).

2) 건강과 커뮤니케이션

건강은 질병의 부존재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과

건강 정보와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도에서

건강은 식욕, 열심히 일함, 자연을 즐김, 사회활동 참여 등 긍정적 기

능의 수행을 뜻하며, 좋은 건강은 질병의 부존재 뿐 아니라 환자의

자존감․자신감의 회복이며, 치료는 신체적․사회적․정신적․심리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inghal & Chitnis, 2005). 가난이나 잘못된 관행

과 지식, 위생 미비, 언어장애 등 나쁜 건강의 원인을 찾고, 정책적으

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건강함을 유지하

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인데, 국가의 의무이며, ‘최저선’

이상의 권리를 영위할 사회적 권리로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이상

림, 2012. 5). 1978년 UNICEF의 Alma-Ata 선언은 건강을 인권으로 보

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건강관리 시스템의 변화와 여러 분야의 협력

및 공동체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Hong, 2004). 이 선언은

의학 발전과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지지가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제안한다. 즉, 필수적인 건강 정보의 확산

과 공유, 사회적 지지의 제공, 의료현장 커뮤니케이션 등 의료적 상

호작용의 개선 등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통해 건강불평등을 개선하

고, 이주민의 건장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이주민의 건강권은 노동권, 

거주권과 함께 이들의 복지와 활동에 핵심이며(김준겸, 2009), 시혜가

아닌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건강 정보 공유와 검진, 운동, 식생활 등 행

동 변화촉구가 중요한데,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노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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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한다(Beaudoin, et al., 2006).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는 소득보

다는 가족관계 등 사회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이경혜․김경원, 

2011),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의료현장에서도 90% 

정도의 진단은 듣기, 증상에 대한 주의 깊은 숙고, 질병의 역사에 대

한 이해에 의해 이루어지는데(Mukherjee, 2004), 커뮤니케이션은 의료

인과 환자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해 정보 교환과 환자의 관여를 돕

고, 환자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한

다(Finney Rutten, Augustson, & Wanke, 2006). 의료행위는 환자의 병력

과 증상, 걱정, 질병관리와 관계되는 환경이나 지지의 정도를 파악하

는 대화로부터 시작된다(Ulrey & Amason, 2001). 의료인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신뢰를 만들기 위해 환자의 문제와 감

정에 민감하고, 흥미를 보여야 한다(Finney, et al., 2006). 또한, 환자의

정보 욕구를 존중하고, 자만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환자의 말을 듣

는 자세가 요구된다. 반면, 의료현장에서 소수자나 장애인이 겪는 차

별이나 ‘타인화’(othering)는 부정적 경험을 주고, 의료시스템을 찾지

않게 하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는 물론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다

(Johnson, et al., 2004). 미국에서는 수입이 적고, 이민 일 세대일수록

소수자 미디어를 더 이용하며, 젊고, 이민 2세이고, 보험을 가진 사람

이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한다. 히스패닉 여성에게는 숙명론과 낮

은 자기효능감, 언어문제, 운송수단 부족, 건강보험 부재, 의료진 불

신, 예방적 관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가치가 검진에 영향을 준다

(Hubbell, 2006). 히스패닉 공동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캠페인에서는 소

수 민족 미디어와 대인 네트워크가 중요한데(Cheong, 2007), 사회 관

계가 이들 문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낮은 수입과 교육수준을 가진

계층은 암 정보추구에 있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여성이

비공식적인 대인 네트워크에 더 의존한다(Cheong, 2007). 교육이나 수

입이 낮거나 인종적 소수자인 환자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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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현상으로 볼 수 있다

(Talosig-Garcia, & Davis, 2005).

최선의 치료는 의학적 효율성만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존중을 바

탕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지지적인 인간적인 다가감(human outreach)에

의해 이루어진다(Singhal & Chitnis, 2005). 해외의 연구에서도 이주민은

건강에 대한 상이한 관점과 도움을 구하는 행동의 차이(운명론 등), 

의료진의 차별적인 태도, 비용 문제, 교통 문제, 정보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한다(양숙자, 2010). 이러한 요

인들의 상당수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며, 헬스커뮤니케이션은 필

수적인 정보의 공유와 공감을 통해 공동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Brunton, 2004).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헬스커뮤니케이션은 전략적이어야 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커뮤니

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Kreps & Sparks, 2008). 비판적 헬스커뮤니케

이션은 약자나 소수자 계층이 건강 정보를 얻고, 의료서비스에 접근

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

한 정보와 지지를 제공하는 방법의 분석에 초점을 둔다. 건강은 식

생활, 흡연, 음주 등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뿐 아니라, 계급, 지역, 인

종, 젠더 등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Nettleton, 

1995, 1997), 문화에 따라 질병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식이 다르다

(Radley, 1994, 2004). 또한, 건강은 가족, 친구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 참여를 많이 할수록 성적건강, 폭력행동, 자살, 위험한 운전, 마

약, 흡연․음주로부터 안전하게 행동한다(Beaudoin, et al., 2006). 비판

적 커뮤니케이션과 맥을 같이하는 ‘공중보건’(public health) 접근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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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불평등 등 환경 개선과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대처, 공중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의료적, 사회적, 정책적 지

원을 강조한다(이상림, 2012. 5). ‘위로부터의 캠페인(top down)’은 주변

부 목소리가 배제되지만, ‘아래로부터 말하는 것을(speaking from 

below)’을 통한 캠페인은 문제정의와 해결책 탐색, 정책형성에서 주변

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Dutta, 2006). 이러한 비판적 관점을 바

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관련 특성, 건강정보 습득 및 의료커뮤

니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했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특성은 무엇이 있는가?

연구문제 3.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정보 습득 채널 활용 경향과 문

제는 무엇이 있는가?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해(Cheong, 2007; Johnson, et al., 2004; 

Sanchez-Birkead et al, 2011),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를 위한 반구조적 질문지를 도출했다. 인터뷰 참가자가 편하게 이야

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했으며, 중간에 새로운 질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특이사항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와 이주여성 자조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네 차례 포커스그룹인터뷰

를 실행함으로써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Ford 

& Airhihenbuwa, 2010). 아래는 인터뷰 참가자의 명단이다.

인터뷰는 감정과 생각이 잘 탐색되지 않는 소수자 집단의 목소리

를 찾는데 용이한데(Sanchez-Birkead et al, 2011), 이민자 등 건강불평

등을 겪는 계층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분석, 대안탐색에 유리하다

(Cheong, 2007; Johnson, et al., 2004). 특히, 포커스그룹인터뷰는 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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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나이 성별 교육수준 출신국 거주지 자녀 본인 직업 체류기간

A 37 여 대학졸업 중국 서울 한 명 다문화 강사 2년 2개월

B 22 여 고졸 베트남 서울 없음 육아돌보기 2년

C 27 여 고졸 필리핀 서울 한 명 다문화 강사 6년

D 25 여 중졸 베트남 서울 없음 주부 4년

E 26 여 중졸 캄보디아 서울 한 명 센터 보조 5년

F 30 여 고졸 베트남 서울 두 명 통번역서비스 10년

G 47 여 고졸 필리핀 서울 한 명 센터 보조 10년

H 24 여 고졸 베트남 서울 없음 센터 보조 2년 2개월

I 39 여 대학졸업 일본 서울 두 명 주부 1년 8개월

J 39 여 고졸 베트남 경기 두 명 주부 6년 반

K 28 여 고졸 중국 서울 한 명 주부 5년

L 40 여 고졸 중국 서울 한 명 주부 8년 6개월

M 49 여 고등학교 중국 서울 한 명 주부 8년

N 28 여 고등학교 중국 서울 한 명 통역사 6년

O 30 여 고등학교 중국 서울 한 명 주부 4년

P 28 여 고등학교 중국 서울 한 명 주부 4년 반

Q 28 여 고등학교 중국 서울 한 명 주부 5년 반

R 35 여 고등학교 카자흐스탄 서울 세 명 주부 2년

S 31 여 고등학교 베트남 서울 없음 바리스타 3년

T 53 여 고등학교 일본 서울 한 명 주부 17년

U 46 여 대학교 중국 서울 세 명 이주여성자조조직대표 10년

<표 1> 인터뷰 참가자

대한 탐색과 맥락에 대한 이해에 유용한데, 이주민의 헬스커뮤니케이

션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질적 연구방법은 적절한 접근법

으로 볼 수 있다(이병숙 외, 2011). 인터뷰를 위해서 사전에 이주여성

들에게 연구주제에 대해 설명했고, 인터뷰 시작 시에도 충분히 설명

했다.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지 1년 이상 된 수도권에 거주하는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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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주민들이 참여했다. 중국 9명, 베트남 6명, 필리핀 2명, 일본 2

명, 캄보니아, 카자흐스탄 출신이 각각 1명이고, 20대 9명, 30대 7명, 

40대 5명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4명, 고졸 15명, 중졸 2명이며, 

12명이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강사, 다문화센터 보조, 바리스타 등의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고, 9명은 전업주부였다. 체류기간은 5년 미

만 9명, 5년 이상이 12명이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4명이었는데, 모

두 4년 미만 체류자였고, 세 명이 20대 초․중반이었다. 20-30대, 중

국․베트남 출신, 고졸이 다수이며, 체류 기간 5년 미만과 이상, 파트

타임 일을 하는 경우와 전업주부인 경우가 비슷하게 분포되어있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전체적인 분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4. 연구결과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이 느끼는 의료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문

제를 알아보았다. 아래를 보면, 의료진의 이주민 친화적인 커뮤니케

이션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한국 간호사의 눈빛이 무

서웠다는 응답이 이채롭다. 또한, 말이 아니라 ‘시선’에서 차별을 느

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의사는 물론, 의무과 직원의 응대와

간호사의 역할에서부터 언어와 함께 비언어적 표현까지 이주민 친화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와 공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

행한다면 환자에게 안정감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부여해 정기적으

로 병원을 찾는 등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겠다.

저는 언어 문제하고, 태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눈빛이 무서

웠어요. 의사 선생님은 괜찮았어요(H, 24, 베트남,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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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때 병원 가니 ‘시선’이 좋지 않았고, 차별적 시선을 느

꼈다(U, 47, 중국, 10년).

적극적으로 환자중심의 민감한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의료인이 기

울이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이 유익할 것이다. 특히, 이주민의 입장에

서는 그들이 문화적․언어적 소수자이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

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소외나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아래는 의료인의 진료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인데, 이주자 친화적(migrant friendly)인 의료커뮤니케이션(이상림, 

2012. 5)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저는 솔직히 의사도 잘 믿지 않아요. 딸 아파서 병원 갔었는

데 약 계속 먹어도 안 나아요(M, 49, 중국, 8년).

산부인과는 애도 잘 크나 봐줘야 하는데 봤던 의사는 저번보

다 컸다는 것을 잘 알지만 처음 보는 의사는 그냥 괜찮아요 라

고만 해요. 자주 보던 의사가 더 친절해요(N, 28, 중국, 6년).

의료커뮤니케이션에서 이주민이 느끼는 불만이나 차별적 시선은

오래 체류한 경우와 조선족인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꼭 언어적

문제나 문화적응의 문제만이 아님을 암시한다. 의료인 대상으로 전문

적인 다문화 민감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을 공동체의 한 부

분으로 편견 없이 대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민감

성 교육이 문화 간 의료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건강에 관한 소통을

활성화해 이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문화 간 이해에도 기여할 것이

다. 또한, 병원이나 병원협회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다문화구성원의 의견을 조사해 이주민 환자에 민감한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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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한 의료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이들의 경험을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공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언어

적․문화적 차이를 겪고 있는 소수자 그룹의 긍정적인 건강행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의료커

뮤니케이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Javier, Huffman, 

Mendoza, & Wise, 2010; Lim, et al., 2008). 한편, 헬스캠페인에서는 결

혼이주여성 스스로의 건강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노력을 능동적으로 기울여야함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유익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인터뷰 내용처럼,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 관

계의 부족과 가족의 관심 부족으로 병의원에 혼자 가는 경우가 많으

며, 이럴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혼자

병의원을 오는 이주여성을 위해 지지를 제공하는 통역 및 상담사의

역할 확대와 다문화가정 내에서 건강에 관한 대화를 촉구해 남편 등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필요하겠다.

본인 스스로요. 아프면 보험금 처리하거나 남편이나 시어머

니, 시아버지는 바쁘니가 나 혼자 병원가거나 해요. 보건소 이

용해요(N, 28, 중국, 6년).

저도 스스로요(O, 30, 중국, 4년).

다문화가정들 병원 갈 때 언어 힘드니까 통역 같은 것도 있

었으면 좋겠어요(E, 26, 캄보디아, 5년).

국립중앙의료원은 <다문화가정진료센터>를 운영하면서 다국어로

제작한 안내 리플릿을 비치하고, 통역 서비스,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병원을 방문한 이주민들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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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게 증상을 이야기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

고 있었다. 관찰에 의하면,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통역자원봉사자들은

이주민의 불안한 상황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우호

적인 태도는 다문화사회 초기 이주민에 대해 동정적 시선이 강하다

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이주 초기의 ‘건강한 이민자 효

과’(Gushulak, et al., 2011)가 줄어드는 데는 국가 간 이주가 초래하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등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아래는 이에 대

한 언급이다.

한국에 다문화 여자들 오면 환경 변화 때문에 많이 아파요.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환경변화 때문에 고생 많이 하지만 한

국 사람들 이해 못해요. TV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들

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다문화 여자들 몸이 자주 아프

게 되는지(R, 35, 카자흐스탄, 2년).

저는 음식이 안 맞아서 처음에 왔을 때 살 많이 빠졌어요(Q, 

28, 중국, 5년 반).

신토불이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전 한국만 오면 머리가 많

이 심각하게 빠졌어요(N, 28, 중국, 6년).

조금 약한데, 가끔 감기 많이 걸려요. 날씨가 고향이랑 달라

서, 아직도 잘 걸려요(H, 24, 베트남, 2년2개월).

20대의 젊은 결혼이주여성들도 이주 후 여러 가지 건강 이상 증상

을 겪는다는 위의 인터뷰 내용은 시사점이 크다. 즉, 이주여성이 젊

지만 이주와 환경 변화로 인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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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알리고, 건강증진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강

화 돼야 한다. 아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

우도 언어적 문제를 호소하는 것을 보면, 오래 체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가가 문화적응과 헬스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네. 영어는 알아듣는데 한국어 잘 못하니까(G, 47, 필리핀, 

10년).

어디 아픈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들 때. 언어적으로 힘들

때 어려워요(N, 28, 중국, 6년).

언어가 안 되니까 병원에서 힘들다. 일반병원에는 통역이 없

다(U, 47, 중국, 10년).

이주민이 아닌 일반인도 아플 때는 정신적․신체적 불안으로 인해

정확한 증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의 의견을 종합하면, 

작은 병의원까지 이주민이 원할 경우 통역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와 사회적 지지의 제공을 계획할 때, 이주민의 언어 수준을

고려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주민은 한국의 의료체계와 의료진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편함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병원에서의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우며, 불친절하다는 호소가 많았다. 이

또한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나타났다.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외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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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 너무 힘들어요(K, 28, 중국, 5년).

작은 병원은 친절한데 큰 병원은 어렵고, 덜 친절해요(L, 40, 

중국, 8년 6개월).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자주 할 수 없는 장애로는 경제

적 부담, 시간 부족이 많았다. 특히, 아래 의견처럼 비용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검진이나 의료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다문화진료센터 등 이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지원센터나 이

주민자조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의과대학이나 의료봉사단체가 이주민

대상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조직하거나 건강 상담을 진행해 이주민의

비용부담과 건강부담을 줄여주는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실제 검진이나 진단이 비싸지 않으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유용한 정책개발 못지

않게 전략적인 정책 홍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기 같은 거 괜찮은데 다른 건강검진 같은 건 비싸니까(I, 

39, 일본, 1년 8개월).

주말 토요일도 3시까지 진료하니까 시간은 괜찮아요. 비용이

해마다 올라가요(F, 30, 베트남, 10년).

작은 병원은 괜찮지만 큰 병원 가야 하면 돈이 너무 비싸요

(K, 28, 중국, 5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신보다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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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tleton, 1995, 1997), 문화적응을 할수록 자신보다 자녀의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부장주의에 따른 전형적인 ‘여

성성’이 강요된 결과로 보인다.

(운동, 식생활, 의사와의 상담 등) 아이들이나 남편 신경 쓰

는데 나는 잘 신경 안 써요(L, 40, 중국, 8년 6개월).

아이들 눈에 좋다는 걸로 간식 주죠(Q, 28, 중국, 5년 반).

아이들은 요즘 무료 많이 해 주잖아요. 독감이나 예방 접종

처럼 1년에 한 두 번 예 방이 필요한 것들은 지원해 줬으면 좋

겠어요(F, 30, 베트남, 10년).

이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일수록 오히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의

료기관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

우도 있었다. 즉, 아래 언급과 같이 젊은 결혼이주여성일 수록 본인

의 건강을 위해 병의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응답도 있었고, 검진을 하

거나, 과일을 챙겨 먹는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언급도 있

었다. 이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건강에 대해 수동적일 것이라는 기

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특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그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뭐 감기 걸리거나 아플 때 가요. 검진도 받고...(B, 22, 베트

남, 2년).

과일 많이 먹어요. 아침에 물 꼭 챙겨 먹어요. 일어나자마자

(E, 26, 캄보디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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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날씨가 추우면 피부과 가고, 겨울에 잘 가요(J, 39, 

베트남, 6년 6개월).

건강 검진하러 갔어요. 한 번은 유방암, 한 번은 자궁암, 한

번은 위염 검사(F, 30, 베트남, 10년).

저도 (지난 2년간 병의원에) 한 네 번 갔어요. 처음 왔을 때

한국 적응 잘 못해서 배가 자주 아파서요. 그리고 건강검진까

지 총 네 번..(H, 24, 베트남, 2년2개월).

아래 언급처럼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등에 관심이 없거나, 운동이

나 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는 질병

예방 행동에 대한 인식의 부족 또는 시간이나 비용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헬스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이러한 예방행동 부

분에 강화돼야 함을 암시한다.

건강예방활동에 관심 없어요(H, 24, 베트남, 2년2개월).

운동은 그냥 센터 오면 걸어가는 거하고 주말에 가끔 남편이

랑 운동하는 거 특별한 거는 없어요(B, 22, 베트남, 2년).

기본적인 검진 받긴 하는데 암 검진은 따로 해야 되잖아요. 

비싸니까...(A, 37, 중국, 2년 2개월).

이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정보 이용과 병의원 이용 경

험을 맥락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도 건강에 대

해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강증진 행동의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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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는 헬스커뮤니케이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정보습득 채널을 보면, 미디어 채널로는 TV와 인터넷, 대인 채널

로는 남편 등 가족이 자주 건강정보를 접하는 채널로 나타났다. TV

의 오락․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에 관한 상식과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메시지를 전할

때는 TV의 오락․교양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암

시한다. 한편, 한국어가 부족한 경우 영어 사이트를 통해 건강정보를

접한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특히 필리핀이나 베트남 출신의 경우 출신

국이나 영어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정보를 접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티브이에서 건강전문가들 나오는 프로그램(T, 53, 일본, 17

년).

TV? 그래도 많이 보는 거니까 거짓말 잘 안할 것 같아요(K, 

28, 중국, 5년).

텔레비전은 건강 프로그램 나오면 봐요 시간 있을 때. 인터

넷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F, 30, 베트남, 10년).

저는 거의 다 인터넷 들어가서 베트남 신문 통해서 얻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H, 24, 베트남, 2년 2개월).

대인 간 건강을 접하는 채널로는 남편과 의료인이 비슷하게 나타

났고, 신뢰도 측면에서는 의사를 믿는다고 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이들의 남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는 것이 효과적임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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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남편한테 물어봐요(B, 22, 베트남, 2년).

의사, 가족들, 주위 사람들 다 믿어요(C, 27, 필리핀, 6년).

의사선생님만 믿어요(K, 28, 중국, 5년).

하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I, 39, 일본, 1년 8

개월).

남편이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세, 네 번(건강에

대해) 이야기해요(G, 47, 필리핀, 10년).

인터뷰에 의하면, 남편과의 건강에 관한 대화는 매스미디어 활용은

물론, 병의원 방문을 증가시키는 매개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

행연구에서는 가족의 반대나 무관심이 이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장애물이라고 한다(양숙자, 2010). 아래를 보면, 남편이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일주일에 세, 네 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언급한

필리핀 출신 여성(G)은 남편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으로 좋은

음식이나 건강에 대한 정보를 같이 찾거나, 병의원도 같이 방문한다

고 했다. 이와 반대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은

건강에 대한 정보 탐색이나 사회적 지지 추구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TV랑 인터넷이요. TV는 일주일에 두 번. 인터넷은 일주일에

세 번. 남편이 관심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좋은 음식들 찾고, 방

법 찾고 그래요(G, 47, 필리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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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남편하고 같이 병원 가니까 남편이 듣고 알려줘서 의사

소통에 어려움 없어요(C, 27, 필리핀, 6년).

건강관련 대화상대로 남편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남편이 민감하지

않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

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건강에 관한 부부 간, 가족 간 대

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건강관련 정보와 사회적 지지를 부여하자

는 캠페인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 이주

와 가족구성으로 건강에 취약할 수 있는 부인의 건강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아침에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유치원 가

야해서 바빠요(N, 28, 중국, 6년).

건강에 대해 대화 많이 안 해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H, 

24, 베트남, 2년4개월).

그냥 만나면 가끔 이야기해요. 요즘 뭐하고 먹었어? 정도..(Q, 

28, 중국, 5년 반).

한국 남자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플

때는 남편은 그냥 ‘병원가’ 해요. 병원을 데리고 가야죠(N, 28, 

중국, 6년).

선행연구에서도 이주민은 한국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수준을

좋게 평가하면서도 비용문제로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정의철

외, 2012).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정이 중산층이하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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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은데다, 남편이 부인의 건강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원

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산부인과 진료비에 대해 불평하는 경우가 많았고, 20

대 결혼이주여성이 비용문제를 더 호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

직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가장 크게 느

끼고 있음을 암시한다.

병원 다니면 돈 진짜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또 돈이 더 들고..(H, 

24, 베트남, 2녀 2개월).

건강검진 너무 비싸요(Q, 28, 중국, 5년 반).

저도 치과 너무 비싼 거 같아요(D, 25, 베트남, 4년).

저도 암 검진이 지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C, 27, 필리핀, 6년).

산부인과가 너무 비싸요. 또 여자들은 많이 걸리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있잖아요. 자궁암 예방 주사 48만원. 그거 너무

비싸요. 좀 싸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자니까 걸릴 수도 있는

것인데(N, 28, 중국, 6년).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무엇보다 이주민 등 우리와 다르다고 인식되

어 온 계층과의 적극적인 건강 이슈 소통과 사회적 지지 제공이 중

요하다. 이 과정에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

다’라는 ‘동등의 시각’을 바탕으로 소통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젊은 이주여성이 이주와 가족 구성으로 건강에 취약할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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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게 되며, 일부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이

주여성의 건강 믿음, 태도, 행동은 물론,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장

애요인을 이해함을 바탕으로 건강증진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이

주여성이 가정에서 육아, 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이 가족 전체의 건강에 책임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는 메시지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듯이, 다문화가족 내에서 건강 문제를 적극적

으로 대화하도록 유도해 자연스러운 헬스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제한된 사회 네트

워크로 인해 건강문제에 대한 대화에 있어서도 남편에 의존하는 경

우가 많다는 점에서 남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실행

되어야 한다. 또한, 대인 간, 또는 조직이나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결

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커

뮤니케이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별 또는 출신국가별 이주민

모임이나 이주여성 자조모임, 학교차원의 다문화가정 학부모 모임 등

을 통해 이주여성의 건강이슈와 질병예방에 관한 정보, (무료) 검진이

나 건강 상담 등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를 적극 알리고,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유익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주여성의 취약한 사회

관계를 감안해 한국 여성과 어울리고,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해 주

는 것이 없고, 연락도 잘 오지 않으며, 책임감이 더 있어야 하며, 건

강관련 지원이 거의 없다라는 불만도 있었는데(K, 28, 중국, 5년; U, 

47, 중국, 10년), 건강관련 상담․안내 기능을 보완하는 등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 자조조직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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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확산하고, 찾아가는 건강상담

및 의료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5. 결론과 제언

이주민이 겪게 되는 건강불평등은 문화 간 갈등의 요소를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전달

및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건강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낳는다. 즉, 커뮤니케

이션을 통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식생활, 운동, 검진을 적절하게

받게 하는 것은 물론, 질병 발병률과 사망률도 낮출 수 있다(Clayman, 

et al., 2010). 다문화사회에서 건강권을 포함한 복지의 영역에서 소외

되기 쉬운 이주민의 질병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커뮤니케

이션 차원의 개입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초

점을 두면서, 헬스커뮤니케이션과 다문화연구를 접목해 결혼이주여성

의 건강증진 방안을 탐색했다. 국제결혼 초기에 이주한 여성이 중년

기로 들어서면서 노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및 노화와 관련한 여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서민숙 외, 2013; 안옥희 외, 

2010), 이 연구의 의미가 크다.

이 연구는 비판적 헬스커뮤니케이션 관점을 통해 이주여성을 단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참여자로 보면서 역량강화 하는데

비중을 두며, 이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요시했다. 연구문제 1과 관

련한 결과를 요약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

족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료인이 좀 더 ‘이주민 친화적’으로 커뮤니케

이션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끝까지 경청하고, 말할 기회를 충

분히 주는 것은 물론, 비언어적 표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주민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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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병원이나 의사협회차원

에서 훌륭한 커뮤니케이터 의료인을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주민과 상담 및 진단하는 방법을 매뉴얼로 공유하는 방안, 

의료인 대상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교육도 고려될 수 있다. 인터뷰에

서는 의료인의 차별적 시선과 대형병원의 복잡한 절차를 지적하면서

통역의 확대 배치, 영문․중문판 안내판 확대 등의 대안도 제시되었

다. 연구문제 2는 이주여성의 건강관련 특성에 관한 것인데, 아플 때

외에는 병의원을 찾지 않고, 운동을 특별히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

었지만, 젊은 이주여성들의 경우 병의원 방문이나 검진, 건강한 식생

활에 적극적인 면도 보였다. 인터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와

동반된 환경과 문화 적응 및 가족 구성으로 ‘건강한 이주민 효과’가

사라지는 조건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헬스캠페인에서도 이주여

성 자신의 건강을 우선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가족이나 공동체가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독특한 건강 상황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일 것

을 촉구해야 한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은 주로 가

족, 그 중에서도 남편과, 미디어 채널 중에서는 TV와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적 관계의 취

약함을 보여주는데, 이주여성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가족의 건강관리

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한국여성과 함께 건강교육에 참여하

는 방안도 헬스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사회적 지지 확대를 위해 유익

할 것이다. 또한, TV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건강증진 공익광고나 건강

관련 교양․오락 프로그램이 효과가 클 것이다. 인터뷰에서는 자녀

등교와 집안일로 아침 프로그램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인

터넷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인터넷 활용 능력을 키워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시보고, 건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대안

이 될 수 있다.

여성은 가정이라는 위계 구조 속에서 다중적 역할을 갖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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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행동에 대

해서는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Nettleton, 1995, 1997). 이에

따라, 의사와의 상담, 검진, 건강 정보 탐색이 남편이나 아이들 위주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과 함께, 젊

은 이주여성일 수록 자신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는 현상도 함께 관

찰되었다. 가정에서 육아, 식생활과 위생에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여성의 위치를 감안할 때 스스로의 건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은 대인 채널 중에서

는 남편 등 가족을, 미디어 채널 중에서는 TV와 인터넷을 가장 자주

건강정보를 접하는 채널로 언급하였다. 이는 건강이라는 주제의 특성

상 더 편하게 느끼는 가족과 더 자주 대화를 함을 암시한다. 향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TV의 오락․교양프로그램, 공익광고를 활

용하는 헬스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유용할 것이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픈 사람의 건강회복뿐 아니라, 건

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더욱 건강해지기 위한 행동(정기검진, 

식생활개선, 운동, 콘돔사용 등)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건강위험행동을 줄이도록(금연, 과음안하기 등) 촉구하고 설득

하는 헬스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건강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인식과 행동변화, 건강관

련 정책의 개선 노력을 통해 건강불평등을 줄이고, 공동체 전체의 건

강증진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결혼이주여성의 특성과 건강정보 욕

구를 파악하고,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서민숙 외, 2013; 이경혜․김경원, 2010; 정애화 외, 2011), 사

회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감소와 사회적 지지의 강화는 긍정적으로 연

결되며, 건강증진을 이끈다. 이를 감안하면, 결혼이주여성에 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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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증진 교육과 캠페인 등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노력은 물

론, 한국여성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

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의 사회 네트워크가 확대되

고, 한국인 친구를 통해 정보와 지지를 공유하면서 불안을 줄이고, 

정서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인 지인과의 건강정보와

지지의 교환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

과 사회적지지 교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주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커뮤니

케이션 전략․전술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

다. 학제 간 문헌연구와 결혼이주여성 인터뷰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증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이 연구에 참여한 결

혼이주여성들이 수도권 거주 이주민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효과는 크지 않은데, 국

적, 언어, 문화, 민족의 다양성과 거주 지역에 따른 환경의 차이가 크

기 때문이다(이경혜․김경원, 2011). 즉, 이주여성의 다양한 사회문화

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대도시에서 농․어촌까지 생활여건의 차이가

큰 현실을 감안해 실천 가능한 개입이 필요하다. 농촌과 대도시, 산

간지역과 어촌 등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과 이용의 제한점이

다르고, 가정 내 생활 방식과 문화도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향후 지

역의 특성을 감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나이, 

소득, 교육수준, 출신국, 언어 등의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밝혀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보건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문화사회 건강불평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전체의 건

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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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society may bring forth diverse problems of inequali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assessing and using health information and medical service, communication issue 

can generate negative impacts on healthcare. This research, focusing on health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analyzes international marriage women's use of medical 

service, their perception of healthcare, and the process of acquiring health information 

through interpersonal and media channels. Considering the fact that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influence the whole family's health through birth, child rearing and 

housework, this research has considerable implications of multicultural family's health.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have difficulties, such as cost burden, complicated medical 

service procedures, medical staff's culturally insensitive communication and language 

problems, which may be barriers to their efforts. Also,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seem active for their healthcare; they become more proactive to seek health information 

and take healthier behaviors when they earn social support from their husband and 

family members. Also,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seek more health information 

through their husband among interpersonal channels as well as TV among media 

channels. Overall, future health communication efforts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women's paying attention to their own health and preventive 

healthcare efforts, encourage their husband and family member's concern on this issue 

and disseminate health information through TV public advertisements as well as 

entertainment/educational TV programs. Also, combined programs of health information 

and media literacy education as well as health communication efforts based in migrants' 

organizations can be efficient health communication tactics.

Key words : International marriage women's health, multicultural family's health, health 

communication, social support, health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