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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위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기술하고자 시도되었다. 2010년 4

월부터 5월까지 심층면담과 관찰법을 사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위 어려움을 수집하고 Colazzi가 제안한 현상학
적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위 어려움의 중심현상은 "건강정보가 
부족함",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음”, "의료기관 이용이 부담스러움", "결국은 혼자라고 느낌"으로 도출되었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건강, 건강행위, 건강행위어려움

Abstract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understand difficulties of health behaviors of the Migrant inter-marriage 
women and to describe the meaning of their experiences. The research data of difficulties of health behaviors of 
the Migrant inter-marriage women were collected in 2010 from April to May by using in-depth interviewing and 
observation method. Data from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s were analyzed according to Colaizzi’s 
method. The findings shows that the central phenomenon for difficulties of health behaviors of the Migrant 
inter-marriage women are lack of health information, suffer through cultural differences, uncomfortable for using 
the health care centers and ends in the feeling of lone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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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여성가족부(2013)의 다문화가족 련 통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인지․귀화자는 2008년 168,224명에서 

2013년 1월 기  281,295명으로 5년간 67.2%가 증가하

다[1]. 특히 충남 지역은 체 12,649명으로 그  국  미

취득자(국제결혼이주자)는 7,497명이고 한국국 을 취득

자(혼인귀화자)는 5,152명이며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11,010명에 달하고 있다[2].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이

주하는 여성들은 10  후반, 20  반의 어린 신부들도 

다수이며 상 으로 보건이 취약한 개발 국가에서 자

라왔기 때문에 건강이나 보건에 한 부분이 취약하다

[3]. 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는 부분 경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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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득수 이 낮은 계층에 속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복

지서비스의 주요 수혜 상 집단이며, 이들 가정의 의료

보건 수 은 취약한 상태라는 지 이 있다[3]. 실제로 

체 혼인이주여성의 23.6%가 실질 이 의료보장 체계안

에 들어가 있지 못하며, 자신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

는지 조차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질환 유병율에 한 국자료를 

보면 빈 이 12.1%로 가장 흔했고, 알러지 질환 10.6%, 

・십이지장궤양 8.0%, 천식 5.5%, 자궁근종 5.1%, 고

압 4.5%순이었다. 한편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역

으로는 정신과 역(우울증 수진율 26.0%, 정신분열증 

32.7%)과 생활 습 병 역(고 압 수진율 32.2%, 고지

증 39.3%), 그리고 부인과 질환 역(자궁근종 수진율 

35.4%)등으로 나타났다[4].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이용실태조

사 결과, 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58.6%가 지난 1년간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 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4], 의료서비스 이용의 장벽으로 의료비의 액을 

본인이 부담하거나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고,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다

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 한 연구결과[4,5,6]는 건강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행 는 결혼당시의 나이, 외출 빈도, 건강교육을 

받은 경험에 향을 받으며,  건강행 이행정도는 운동, 

스트 스 리, 식습 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7]. 한편 

건강 련 정보를 얻는 주된 정보원이 가족이나 친구인데, 

이런 정보는 비 문 이고,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다[7,8]. 

이와 련하여 비 문 인 건강정보가 상자들에게 어

떤 향을 미치며, 건강행 를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구

체 인 요인을 악하고 재 방안을 모색하기 해서는  

상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건강행  어려움의 의미를 

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의 어려움에 

한 심층  이해를 한 상학  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다문화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역

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상자 심( 높이, 

맞춤)서비스 제공을 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기술하고자 함이며, 연구문

제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어려움은 어떠한가?”로 

설정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어려움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한 상학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구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ㅇㅇ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 5명으로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동의하고 자신의 

건강행  어려움에 해 연구자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

하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 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20  2명, 30  2명, 40  1명이

었다. 체류기간은 1∼3년 3명,  4∼9년 1명, 10년 이상 1명

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졸 1명, 고졸 2명, 졸이상 2명

이었고, 의료보장 상태는 의료보험 2명, 의료보장1명, 비

보험 2명 이었다. 결혼 상태로는 이혼이 1명, 결혼이 4명

이었다. 직업 상태는 주부 1명, 트타임 3명, 계약직 1명

이었다. 자녀수는 1∼2명이었고, 자녀의 연령 는 3세 미

만 3명, 4∼7세 1명, 18세 1명으로 나타났다.

2.3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으며, 자료

수집방법은 심층면담과 찰법을 사용하 다. 면담은 참

여자가 편리한 시간에 상자의 집이나 식당, 커피 문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건강과 련된 일반  질문으

로 시작하여 참여자의 구술 에 의미 있는 내용이 나타

나면 이를 심으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 다. 연

구과정 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의 도움을 받

아서 진행하 으며,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해 

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발 으로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면담은 참여자별로 1∼2회 실시하 다. 1회 면담시 소

요시간은 평균 60∼90분이었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

의하에 녹음한 후 연구자가 직  필사 하 고, 장 메모

와 함께 참여자의 표 내용을 그 로 옮겨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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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분석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어려움을 이해하기 하여 

Colazzi가 제안한 상학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하 다. 

Colaizzi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 이

며 추상 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묶음으

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9]. 본 연구는 상자의 개인  속성보다는 체 연구 참

여자의 공통 인 속성을 도출하여 건강행  경험에 한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는데 목 이 있으므로 Colaizzi 방

법을 선택하 다. 그 구체 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경험에 한 느

낌을 얻기 해서 심층 면  후 녹음 해 온 내용을 여러 

차례 듣고 참여자의 진술 그 로를 기술(description)하

다.

2단계에서는 기술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은 

후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에 을 고 그것이 의미하

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분석하 다.

3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진술  반복해서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을 연구자가 일반 이고 추상 인 진술로 만들

어 의미를 구성하 다.

4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구성한 의미들을 참여자의 반

응과 느낌에 을 맞추어 주제  주제군으로 범주화

하고 이들 주제가 원 자료와 맥락 일치하는지, 주제들 간

에 차별화가 있는지 등에 해 주의를 기울 다.

5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본질  주제에 따라 그 체

험의 의미 심으로 하나의 기술로 통합하고 그 기술을 

연구 상의 본질 인 구조로 기술하 다.

6단계에서는 본질 인 주제에 한 타당성을 확인하

기 해 연구 참여자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경험과 일치

하는지를 질문하고 재확인된 내용을 통합하여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 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익명을 사용하 으며, 연구의 목 과 연구과정에 

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

자의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 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을 약속하 으며, 연구도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

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 다.

3.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어려움에 한 의미를 악

하기 해 수집된 주제 진술에 한 상학  반성을 하

고, 그 결과 얻어진 핵심  주제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묶어서 제시하 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어려움에 해 9개의 주제

를 추출하 고, 이를 다시 범주화하여 4개의 주제군으로 

분류하 다.

3.1 주제모음

일차 인 자료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어려움에 한 진술 에서 각 개인의 개별  경험은 보

다 일반 이고 포 인 9개의 주제와 최종 으로 4개의 

주제군으로 추상화하 다<Table 1>.

주제군1. 건강정보가 부족함

『건강정보가 부족함』에 한 주제군에서 <내가 하

고 싶은 로 함>, <건강정보를 얻기 어려움>의 주제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어려움은 

건강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행 를 하

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감기 같은 건 그냥 알아서... 양  같은 거 먹거나...(참

여자1)."

"음식이 맛이 없고.....여기 와서 음식도 내 입맛에 안 

맞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루종일 굶어요.. 그리고 많이 

먹을 것도 없어요(참여자4)."

"혼자 알아서 애기 키우니 어려워요. 보건소 같은데도 

우연히 찾아가서 종을 했는데 돈을 안받아서 알게 되

었어요(참여자2)."

주제군2. 문화  차이로 갈등을 겪음

『문화  차이로 갈등을 겪음』에 한 주제군에서 

<한국  산후조리가 맞지 않음>, <식생활이 맞지 않음>

의 주제로 분류되었는데, 시 식구가 한국  문화를 배

경으로 한 산후조리나 식생활을 제공했을 때 결혼이주여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위 어려움

634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Dec; 11(12): 631-637

Thema 

group
Thema Meaningful statements

Lack of 

health 

information

Life of 

indulgence

- If I want to eat I eat and if I don't 

want, I don't eat.

- Use healthy products only if I 

believe, not what others believe and 

say. 

Difficulty to 

get health 

information

- I don't know lots of things 

because I bring up my children on 

my own.

- Never got any health training in 

Korea.

Suffering 

through 

cultural 

differences

Unsuitable 

Korean 

recuperating 

system.

- Gave me pumpkin to eat but 

couldn't eat due to smell.

- In China people eat sea mustard 

soup once a month but here in 

Korea they eat for over a month. 

OMG!!

Unsuitable 

food culture.

- Due to food, teeth became 

unhealthy.

- Can't eat Kimchi, because it's 

spicy.

- Korean foods are not suitable to 

my taste so couldn't eat many 

foods.

Discomfort 

for using 

the health 

care 

centers

Discomfort 

for using 

hospital 

because of 

high medical 

expenses

- Suffering with the back pain but 

high expenses scared me to go for a 

check up. 

- I can't go to hospital because I 

don't have money.

- I can't go to hospital as I have no 

medical insurance card.

- I had to spend a lot of money  in 

the hospital because of childbirth.

- I go to hospital only if I'm severly 

ill.

- I think it's better to live without 

the medical checkup. Even if I want 

to do surgery I can't do it because 

of money..

- I intend to do medical checkup 

and operation with my 

sister-in-law's medical insurance 

card.

성들은 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 호박 해줬는데,,,그런 거 못 먹어. 냄새나

서...( 략) 미역국을 국은 보름정도 먹는데, 여기는 한

달이상 먹어요. 아휴.(참여자4)." 

"여기와서 음식이 안맞아서 가리는거 많아요. 떡도 가

리는 떡 많고, 상추도 이런 상추 안 먹어요(참여자4)."

    

주제군3. 의료기  이용이 부담스러움

『의료기  이용이 부담스러움』에 한 주제군에서 

<병원비 때문에 병원가기가 부담스러움>, <교통이용의 

어려움>, <말이 통화지 않음>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의

료기  이용에 해 경제 , 교통의 근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만약에 검사해서 암 이런 거 많잖아요? 차라리 검

사 안하고 이 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아  때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략) 진짜 암 같은 거 있으면 우리는 

보험도 안 되지 수술 같은 거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참여자1)."

"교통편이 어렵고, 아침 10시에 일어나기 힘들어,,(

략) 애기가 아  때 남편이 일하고 있으면 혼자서 애기랑 

힘들다(참여자2)."

"제가 의료보험카드 안되서 형님카드로 해서 음  

검사받았고, 수술할 때도 형님 카드로 해서 그냥 수술하

자고 그랬었거든요(참여자1)."

"애기 아  때 말이 통하지 않아서 혼자서 병원을 못

간다. 그래서 남편이 일하다 말고 들어와야해서 남편도 

화를 낸다(참여자2)."

  

주제군4. 결국은 혼자라고 느낌

『결국은 혼자라고 느낌』은 <견딤>, <건강에 해 

기  곳이 없음>으로 분류되었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로받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감기가 심하지 않으면 감기가 낳을때까지 기다리고 

심하게 되면 병원에 간다(참여자2). "

"내가 아 면 오히려 남편이 더 짜증내고 화를 내요. 

도 아 고 힘든데,  한테는 의지할 사람 신랑밖에 없

는데...(참여자1)."

" ... 그리고 도 지  힘든데 애기아빠도 그 게 있

으니까(알콜 독) 답답한 것 같아요 ( 략) 이 게 계속 

살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죽어버릴 것 

같은...(참여자1)."

"시 생일에 나 혼자 두고 서울 가버려서 혼자서 무 

외로웠어요(참여자2)."

<Table 1> Meaning of difficulties of health 
behaviors of the Migrant Inter- 
marriage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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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y in 

using 

transportation

- Transportation is inconvenient, 

getting up at 10 o' clock in the 

morning is difficult, when the baby 

is sick and husband is in work, it's 

way too difficult to go with the 

baby alone. 

- Couldn't go to hospital because 

appointment time of the hospital 

and the time, baby woke up didn't 

match.

Language 

difficulty 

- I should go to hospital with my 

husband or  mother-in-law due to 

the language problem.

- Even though the hospital is far 

from my place I've to go to the 

same hospital where I've been 

before so it cost more taxi fees. 

The feeling 

of 

loneliness  

(Alone 

even in the 

sickness)

Patience 

(have to do 

on your own)

- Endure the sickness or pain 

without saying.

- Just endure sickness by taking 

medicine by myself.

- I did treatment and bought 

medicine with the money I earned.

- Felt so lonely at the time of 

recuperating after everyone went to 

seoul.

- Trouble to take care of baby 

when husband goes out for work.

- I am terrified what would happen 

if same thing goes continuously... 

Feels like I'm going to die. 

No one to 

rely on about 

health. 

- Couldn't receive the postnatal 

care, so having problem with the 

painful joints. 

- Work which I never did in my 

country like house cleaning made 

me back pain.

- After the 3 days of childbirth I 

have done all the household work 

like cooking. 

4. 논의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어려움의 심

상은 "건강정보가 부족함", “문화  차이로 갈등을 겪음”,  

"의료기  이용이 부담스러움",  "결국은 혼자라고 느낌"

으로 도출되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어려움의 본질로 나타

난 “건강정보가 부족함”은 과거경험으로부터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건강 리에 있어 이러한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들이 

건강행 를 하기 해 정확한 건강 정보를 습득할 수 있

는 체계  연결망 부족으로, 건강문제에 직면하 을 때 

이들은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배운 경험  지식에 의존한 

나만의 방식을 고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

식의 고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상 으로 보건이 취약

한 개발 국가에서 자라온 결혼이주여성이기 때문에 건

강이나 보건에 한 부분이 취약하며[3], 이러한 모성의 

취약성은 자녀와 가족의 건강에도 부정 인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이 극 인 건강행 를 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제공되는 건강정보, 건강교육, 건강

로그램 련 간호 재 략이 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어려움으

로 “문화  차이로 갈등을 겪음”은  다문화에 한 정보

부족과 무지함으로 한국의 문화를 이들에게 일방 으로 

강요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7,10]. 그 결과 그들의 문

화를 수용하고 인정하기 보다는 한국의 문화를 일방 으

로 강요하게 되는 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은 신체

으로나 정신 으로 문화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문화에 한 한국인 남편과 가족들의 

극 이고 정 인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 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 체계  연결망이 필요하다. 

한 다문화 특성을 고려한 건강 리 로그램지원이 필

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의료기  이용이 부담스러움”으로 

건강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 게 되었을 때에 비

로소 치료를 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을 찾게 되는 상을 볼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실시한 보건의료기  이용실태에서 의료기

을 가끔 이용하거나,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60%이상

으로 나타났는데[6,11],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료기  이

용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경제  부담감, 교통의 

불편, 의사소통의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

은 결혼  보다 결혼 후 건강이 나빠지는 결과를 래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 이고 체계 인 의

료보장과 지역사회 내 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이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건강행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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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국은 혼자라고 느낌”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에게 의심과 차별을 받고,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낌

으로 스스로를 차단하고 고립시켜가는 듯하다. 이 과정

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효과 인 응을 하지 못함으로 

불안이나 우울등과 같은 심리사회 인 문제들을 겪고 있

기에 이에 한 근이 필요하다. 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가족의 지지, 특히 남편의 지

지를 받지 못할 때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여기고 자신

을 자책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가족에게서 조

차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함과 자책은 우울로 이어지게 

되어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있어, 가족간호 의 재

가 실히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결혼 응과정에서 부 응으로 인한 가출 등 응실패

의 과정이 반복되고 길어질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에 한 망과 좌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스

스로 결혼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이혼을 당하게 되면

서 불법자의 신분으로 락하게 된다. 이러한 부 응 단

계에서  다시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삶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응 련 정보제공이나 심리  지지 등의 재가 

필요한데, 문가 집단을 연결하는 등의 지역 내 자원연

계 등의 개자로서의 간호 재는 매우 요한 역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하를 방할 수 있는 문

인 간호 재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응단계에 따라 필

요한 신체 , 정신 ,  간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는 부분 경제  소득 

수 이 낮은 계층에 속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의 주요 수혜 상자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3]. 본 연구

에서 면 을 통해 악된 내용들이 결혼이주여성만의 

상인지, 국내 취약계층여성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상인

지에 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다. 국내여성의 취약성 

한 일차 으로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 스에서 유

래되고 있으며 가족 내 갈등은 정신건강문제에 큰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재 국내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의 취약성에 을 두고 정책들이 개되고 있지만, 

미국의 와이즈우먼 로그램(WISEWOMAN PROGRA 

M)사례를 보면 보험이 없는 취약여성들을 상으로 건

강검진 근성과 건강증진 재를 통해 문화 ,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건강증진 로그램과 자료들을 개발하

고 교육하고 있다[12]. 즉 다문화와 취약성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으로 인종간의 차별과 건강문제

를 다루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볼 때, 국내에서도 이

와 련된 고민들과 함께 결혼이주여성과 국내여성의 취

약성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심의 통합된 건강

증진 로그램을 연구하고 용하는 시도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최근 들어 다문화에 한 심이 증  되면서 결혼이

주여성 련 연구들 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로 이들의 동화와 응과 련된 논의와 정책들을 제언

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건강행 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한 의미의 해석이 실질 으로 이들의 

입장에서 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미흡하고 이러한 건

강행  어려움에 한 경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이런 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어

려움의 본질 인 이해를 시도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건강행  어

려움에 해 짧은 기간 면 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

면의 깊은 생각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들의 

깊은 내면을 악하기 해서는 의 빈도, 깊이, 내용

을 고려한 연구방법에 해 구체 인 시도를 통해 결혼이

주여성의 건강과 련된 간호이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  어려움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한 통합  간호건강증진 로그램을 개발

하여 간호실무에 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사회에 맞게 개발된 로그램들이 간호교

육안에서 이루어지고 용 될 수 있도록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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