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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이혼을 예방하고 이혼으로 인한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선택에서부터 결혼생활, 이혼, 

이혼 후의 생활까지의 과정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심현상은‘어긋난 현실에 대한 저항(탈구)하다’였으며, 인과적 조건은‘생존을 위해 탈출하

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하다’였으며, 중재적 조건은‘남편 실체 알게 되다’,‘절망하다’,‘마음 추수

리지못함’이었으며, 맥락적 조건은‘하녀 취급당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되다’, ‘일단 살고 보자고 결심

함’, ‘미래 삶의 담보 마련함’, ‘주변화 되다’, ‘이방인 의식이 들다’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지지체계 

구축 하다’, ‘새 삶의 의욕 다지다’, ‘사회 정체성 재구성 하다’, 결과는‘정착지 마련하다’였으며, 핵심범

주는‘해체를 통한 안전한 정착지 찾기’였다. 이혼유형은 대처성장형, 해방안주형, 생활눌림형, 유랑지속

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혼과정과 상황모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 이혼예

방과 이혼 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이혼, 근거이론, 어긋난 현실에 저항(탈구)하다, 정착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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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족의 해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7년 14만2천 가구

이던 다문화 가족이 2011년 25만3천 가구에서 2012년에는 26만8천 가구로 증가한 가운데(통계청, 

2013) 이들 부부의 이혼 또한 2005년 4,171건에서 2013년 10,480건으로 3배가량 증가하여, 2002년에는 

국내 전체 이혼의 1.2%를 차지하였는데 2007년 7.0%, 2013년에는 9.5%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13). 

이혼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평균 5년4개월이었으며, 이혼 부부 중 자녀를 양육

해야 하는 유자녀 가족 비중이 48%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통계청, 2013), 다문화 이혼 가족 

절반 정도가 유아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기 때문에 이들 부부의 이혼은 한 부모 가정이나 조

부모 가정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문화 한 부모 가장이 결혼이주여성인 경우,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단절, 언어 취약, 취업정보 부족 등으로 사회적 자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여성가족부, 2013). 이로써, 자녀들이 가정과 사

회의 보호 밖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고, 양육·교육·사회화·심리적 안정화 등 생활전반에서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문화 가족 한 부모 여성과 아동의 사회 부적응은 더 나아가 그와 관련된 2

차 3차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가족해체에 따

른 충격과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시급하다. 

 결혼이주여성 이혼현상을 살펴 본 여러 연구에서 이혼은 다양한 시각 및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이선 외(2010)와 문경연(2011)은 다문화 가족의 이혼 현상을 이주여성 당사자와 그 주변체계 간의 

갈등 차원에서 파악하였는데,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은 사기와 농간을 부린 국제결혼 중개업자, 폭력적·

일방적인 남편, 외국인 며느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시댁 등 주변체계와의 갈등상황을 이겨내

지 못한 여성이 직면한 문제로 보았다. 다른 연구자들(김정선, 2011: 문경연, 2011)은 다문화 가족 이

혼현상을 개인과 국가 간 갈등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이혼을 국가와 사회가 구조화 시켜놓은 어설픈 

결혼의 틀에 이주여성이 도전하고, 그로부터 탈출하여 승리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현미(2006: 24-30)는 다문화 가족 이혼현상을 정부의‘다문화가족 만들기 프로젝트’가 구성해 놓은 

구조적 강제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난 생존자로의 재탄생이자 국가와의 의미투쟁에서 승리한 주체적 여

성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다문화 가정 이혼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서진철, 2010)

에서는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을 일방적으로 사회체계 간 희생자 또는 억압과 불합리한 구조로부터 탈

출한 용감한 여성으로 단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쌍방 간 상호작용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가엾은 외국 이민여성’ 또는 ‘순진한 우리네 농촌총각’(서진철, 2010: 147-148)과 같은 

이분법적 표현은 선입견일 뿐이라고 보고하였다.  

앞서 살펴 본 연구결과들이 다문화가족 이혼현상을 다소 거시적인 차원에서 파악해 본 것인 반면 

미시적 연구들은 다문화 가족 이혼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가정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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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음주, 비인격적 대우는 부부갈등의 주요한 요인이었으며(신경희·양성은, 2005), 월 소득이 낮

을수록,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오남, 2006).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하여, 결혼 전에 알고 

있던 정보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의 차이가 클수록, 부부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남편의 부당행위를 

경험할수록, 한국어 사용능력이 낮을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남편과의 나

이 차이가 많을수록, 부부 간의 교육수준 차이가 클수록 이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두섭, 

2006; 박재규, 2007; 한건수, 2006). 무엇보다도 이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한국인 남편에 대

한 사전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겪는 남편의 폭력, 음주 및 경제적 무능력이었으며(김두섭, 2006; 김

오남, 2006; 박재규, 2007; 문경연, 2011, 정예리, 2011; 이현주, 2013), 이혼한 결혼이주여성 심층면접 

결과에 바탕을 둔 박재규(2011)의 연구는 한국인 남편의 정신장애를 비롯한 언어소통 및 대화기술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음주 및 구타, 외도 등이 이혼결정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로 인해 이혼을 경험하였거나 이혼 상황에 놓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이혼경험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상황 속에서 이혼 여성들은 심한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불안에 빠지기 보다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발견하기도 하고(탄티튀히엔, 

2006: 84-102), 이혼을 돌발적인 위기사건이 아닌 예상된 일련의 과정으로 수용하기도(이정희, 2006: 

67-75)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의미(김이선 외, 2010; 김정선, 2010; 문경연, 

2011),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과(김두섭, 2006; 김오남, 2006; 박재규, 2007; 2011), 이혼 

결정의 주요한 원인(박재규, 2007; 2011; 정예리, 2011; 홍성효·하헌주·김종수, 2012; 이현주, 2013)들

을 밝혀냄과 아울러 다문화 가족 이혼 여성들이 이혼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 하는지를 알렸다. 그러

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농촌파괴와 성비불균형 문제 해소차원

에서 시작된 상업화된 국제결혼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을 드러냄과 동시에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우리사

회 부권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의 요소들이 다문화 가정 속에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결혼이주와 이혼 상황에 놓인 당사자의 일상적 행위성에 주목하지 못

하였다. 일상적 행위성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환경에서 유발되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유기체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사전, 2014). 결혼이주여성 각 개인의 

실천적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며 행위가 일어나면서 규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통해

서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기도 한다. 즉, 결혼이주여성 실제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결혼으

로 이루어진 가족제도와 구조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행위로 연결될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다문화 가족의 일상적 행위는 서로 다른 생활세계 간 충돌과 갈등 그리고 새

로운 행위를 발현하게 하는 ‘수행하기’일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적 행위는 이주국 내 실제 생활

의 근거지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우리사회의 가족제도 및 사회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낯선 곳에서 만난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부부

관계에서부터 일상적 행위성은 발현되고 반복되면서 변화의 영역을 확장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이

주여성의 일상적 행위들이 이혼이라는 사회적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다문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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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당사자는 왜 이혼을 결정하고 감행하

는지, 이혼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에 대한 당사자의 일상적 행위들이 사회구조

적 맥락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이혼현상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 작동하는 

일상적 행위들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고, 결혼이주여성의 이혼현상에 내재된 본질적 역동

들을 해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이혼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가족이 해체되는 이혼 상황에서 당사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나 배

우자 사망 등으로 인해 비슷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과 달리 주변의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기보다는 외면, 회피, 비난, 조롱 등의 반응에 직면한다(Aldous and Ganey, 1999; Arditti, 1999; 

Hetherington, 1999; McDaniel and Coleman, 2003). 

다문화 가정만이 아닌 일반적 가정 이혼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었다. 우선 이혼을 주변 체

계와의 갈등, 부적응, 일탈로 해석하였다(Hetherington, 1999). 그리고 과거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적 

제도 하에서 억눌려 왔던 여성자신의 자아와 권익 증진(곽배희, 2002), 불행한 결혼생활의 해방이나 

새로운 삶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최정숙, 2006; 최은화·이윤화, 2010; Hetherington, 1999; 

Thomas and Ryan, 2008). 이러한 견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 이혼 현상을 김이선 외

(2010)와 문경연(2011)은 이주여성 당사자와 그 주변체계 간의 갈등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그리고 개

인과 국가 간 갈등 차원에서는 구조적 강제와 폭력으로부터 승리한 주체적 여성으로 정의하기도 하였

다(김현미, 2006; 김정선, 2010; 문경연, 2011).

다문화 가정 부부의 이혼이나 일반부부의 이혼을 체계와의 갈등과 억압적인 구조에 대한 해방으로 

해석한 연구들에 반해 미시적인 입장에서 일반 부부의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개인 및 가족적 요소로서 정서적 상호작용 및 신체적·정서적 학대, 관계기대와 행동, 

당사자의 조혼, 결혼 전 동거생활과 임신, 낮은 교육수준과 수입, 부모 이혼, 이전 결혼경험, 여성의 경

제활동 진입 등으로 인한 부부간 경제 의존도 약화, 정신질환, 배우자의 외도(곽배희, 2002; 이무영, 

2003; 최정숙, 2006; 김지혜, 2008; 최은화·이윤화, 2010; Hetherington, 1999; Thomas and Ryan, 

2008)등이다. 다른 하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비전통적 가족가치관, 이혼에 대한 사회적·법적·도덕적 

장치의 완화 등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 가치관의 변화(최정숙, 2006; 김지혜, 2008; 최은화·이윤화, 

2010; Rokach et al., 2004)등이다. 일반부부 이혼 연구는 결혼의 전제가 남·녀의 낭만적 감정이나 결

혼을 위한 교재기간 이나 사전탐색과 정보공유 등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상성이 이루어졌

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 다문화 가정 부부의 경우에는 결혼을 위한 나라 간 이주라는 점에 주

목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인 다문화 가족의 출발은 산업화와 가부장적인 남존여비 사상으로 초래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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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인 남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이, 경제력, 외모, 

장애, 가족관계 등의 콤플렉스를 만회할 수 있는 계기로서 결혼을 선택하였고(보건복지부, 2005; 한건

수, 2006), 외국인 여성의 입장에서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꿈의 나라로의 안전한 진입, 합법적인 신분

과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결혼을 선택한 측면이 강하였다(김민정 

외, 2006; 한건수, 2006; 김이선 외, 2010). 때문에, 이들 부부 이혼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문제와 결혼 전 취득한 남편과 시댁 가족에 대한 사전정보와 자신들이 맞닥뜨린 현실 간 차이로(김오

남, 2006; 김두섭, 2006; 홍성효 외, 2012), 결혼 전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와 현실과의 차이가 클수록, 

월 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수록, 문화 정체감에서 

분리된 태도를 가질수록 부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2006; 한건수, 2006; 박재규, 

2007). 그리고 남편의 학대 및 폭력과 음주, 외도와 도박 등이 이혼원인으로 밝혀졌다(박재규, 2011: 

132).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혼 관련 연구들은 이혼의 원인을 신체폭력, 성폭력, 부당행위 등과 같은 남성

의 행위에서 찾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출신 여성들의 이혼 후 삶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탄티튀히엔, 2006: 75-80) 한국남성의 폭력을 유발하기 위해 부부싸움을 유도한 후 

이를 가출과 도망 또는 이혼의 명분으로 삼고 이혼 이후에는 생계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면서 자국출신 남성 이주노동자의 동거녀로 살거나 본국 가족들과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만

들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결혼이주여성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이정희, 2006; 김혜순, 2014)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 대부분이 이혼을 원하지만 결정을 망설이는 

이유는 한국국적 취득 때문이라는 결과도 있었다. 최근, 다문화 가정 이혼 상담 사례 분석결과에 따르

면,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비율이 2006년 14%에서 2013년 51.9%로 증가하였으며, 이혼상담 사유 

또한 외국인 아내의 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3). 이는 다문화 가정 이혼이 기존 이혼 담론처럼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담론이 

아닌 남·녀 공히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시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혼은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사건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결혼 이전 본국에서의 경험을 포함하여 선진국으로의 안전한 진입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해야만 

했던 사회적 요인(김현미, 2006; 한건수, 2006; 문경연, 2011; 김혜순, 2014)과 결혼이주이후 한국가족

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폭력, 남편의 음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김두섭, 2006; 김오남, 2006; 박재

규, 2007)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동시에 국적취득여부가 어떻게 이혼 결정을 좌우하는 요인인지(이정

희, 2006; 김혜순, 2014), 그리고 한국에서 맞닥뜨린 가정 내 역동성, 그리고 그 가족을 둘러싼 시댁 

및 주변 체계, 나아가 사회적 상황 등이 어떻게 이혼에 이르게 하는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인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이혼은 단순히 가족 내 부부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가족적, 지역사회 및 국가적 차원의 맥락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이혼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선택 동

기, 결혼생활, 이혼, 이혼 후 생활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경과성에 따라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 이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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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구조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물음은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3. 연구방법

1) 근거이론 방법의 의의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여러 방법들 중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근거이론(grounded 

theory)방법은 특정상황과 관련된 어떤 이론, 즉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추상적인 구조를 생

성하거나 발견하고자(generate or discover a theory) 하는 시도로 개인이 하나의 과정에 관여하는 상

황 속에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는데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근거이론이나 구조는 현

장(field), 특히 사람들의 행동, 상호작용, 사회적 과정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추출되기 

때문에(조흥식 외 역, 2005: 80-83)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다문화 가족 이혼현상의 원인과 결과 그리

고 이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사회적 조건을 일목요연한 역동적 관계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황모형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 가족, 지역사회, 국가수준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구성

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해체 예방과 이혼 

후 지원방안에 대해 당사자의 일상적 행위성이 일어나는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지원 방안

들을 제안하는데 적합하다.

2) 참여자 선정 기준 및 과정 

근거이론 방법에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이론을 잘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여성으로서 이혼 경험을 충실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이론적 표

집을 통해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국제결혼 이주와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로서 법적으로 결혼

생활이 해소된 여성,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해소하였지만 형식적인 해소 절차만 남겨두고 1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여성, 상호합의나 재판으로 결혼을 끝내는 과정에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이혼 

후 재혼이나 동거를 하고 있는 여성 등 결혼생활 해소 및 재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체험을 한 결혼이

주여성들이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연구자는 접근 가능한 각 기관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를 만

나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부탁했

다. 추천받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 대략적인 면접 회수 및 소요시간, 비밀보장 

등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만을 참여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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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  

자료 수집은 2008년3월부터 2010년5월까지 심층면접과 부분 참여관찰 그리고 문헌고찰 등의 활동

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심층면접은 참여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생활공간인 이주여성쉼터,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자의 집, 참여자가 일하는 공장휴게소, 조선소기숙사, 식당방 등의 장소에서 가

장 편안한 시간대에 진행되었다. 일부 주요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요청 또는 승낙 하에 연구자

가 참여자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면접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 면담 횟수는 1인당 2-3회 이상이었으며, 회당 면접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1시간30분이었

는데, 이론적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된 면접의 경우는 3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하였다. 언어차

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동시통역이 가능한 자국 출신의 여성이 

동석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 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은 한글파일로 변환·정리 

된 후 참여자 본인 또는 동시통역이 가능한 해당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

쳤다. 

자료 분석은 필사한 원자료 (Raw Data)와 연구메모, 현장노트 등의 내용을 검토 해 가면서 

Strauss와 Corbin(1998: 54-65)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면담 

직후 바로 코딩이 이뤄졌으며 이론적 포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코딩 작

업을 지속하였다.

4) 연구의 윤리성과 엄격성을 위한 노력

 

본 연구자들은 인터뷰 진행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인터뷰의 목적 및 취지, 개략적인 회수 및 소요시

간, 면접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연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 과정 중이라도 참여자가 원하지 않

을 때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연구 참여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

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로 인해 어떠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되는 모든 사항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비밀로 처리될 것

이라는 약속을 하였다. 특히 참여자 중에는 국적 취득 여부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

우도 있었기 때문에 비밀보장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참여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연

구자가 찾아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응

답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면담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부호화하

여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사과정에서도 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지위나 결혼 배경들은 자세하게 열거하지 않았다. 인터뷰 참여자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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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출신국 자녀 이혼형태 결혼시기 이혼시기
국적

취득시기

1 필리핀 1녀 합의 2002. 10 2005. 2 2004. 4

2 필리핀 1녀 재판 1998. 8 2008, 1 2003. 2 

3 중국(한족) 1남 재판 2008. 5 2008. 3 -

4 베트남 1남1녀 합의 2004. 7 2008. 3 2007. 1

5 필리핀 1녀 합의 2000. 1 2007. 9 2004. 3

6 중국(한족) 1남 합의  2001. 12 2006. 4 2005. 5

7 필리핀 무 합의 1998. 7 2007. 4 2004. 9

8 베트남 1남 재판 2006. 3 2009. 5 2008. 9 

9 중국(한족) 1남 재판 2007. 1 2009. 8 -

10 베트남 - 소송 중 2007. 12 - -

표현으로 소정의 답례품과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신빙성

(credibility)을 위해 연구수행 전 다년간의 봉사활동과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무 담당자들과 만나 연구

방향과 질문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교류하고 논의하였으며, 학술적/비학술적 문헌검토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경정보를 갖고 인터뷰에 임하였고, 직접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했다. 둘째 재연가능성(transferability)을 위해 이론적 표본 추출에 의해 최대

한 다양한 경험을 한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들이 구술한 이야기들을 연구 자료

로 보존하기 위해 녹취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관하였다. 셋째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을 위해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 질적 연구와 근거이론 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학생 세 명과 전공분

야 교수 세 분의 자문을 받아 연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사유와 관련된 사전 조사나 연구 내용들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

였다. 즉 참여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려고 하거나 지지하려는 연구자의 생각과 감정을 배제한 채 현

상에 숨겨진 구조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결과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제결혼이주와 이혼을 경험한 여성 15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들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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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하위범주 범주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음/ 가난과 오지가 싫었음/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함/ 가난한 나라에서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함.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음   

생존을 

위해   

탈출 인

과

적 

조

건 

병든 엄마 병원비 마련해야 함/ 아들 교육비와 남편의 

생계 마련/ 해외로 돈 벌러 가기에는 여성이 유리함.

가족생계 

책임져야 함

선진국 진입을 위한 안전한 방법이 결혼이라 생각함/ 

성공하기 위한 발판이 필요함/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음

성공발판 필요함

직장 없는 대졸여성이라는 사회적 시선이 따가움/ 

연애실패와 주변 시선을 피하고 싶었음/ 강압적인 

집안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함/ 성매매로 연명하는 

삶보다는 국제결혼이 낫다고 생각

현실도피하고 

싶었음 

공항에서 본 멋지고 깨끗한 한국, 생각보다 부자인 남편을 

만나 운이 좋다고 생각함, 부자나라로의 안전한 진입과 

가난한 본국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함.

찬란한 한국 생활 

기대함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

여관에서 보낸 첫날밤, 집이 없다는 남편과 여관을 

돌아다님,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함, 한국도 가난한 사람 

있었음, 무서운 남편과 시댁 가족, 비행기 표 살 돈 없음

참담한 

현실에 부딪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행동, 모두 빨간 반찬과 짠 음식, 

매섭고 추운 날씨, 어울리지 않는 옷과 신발, 혼자라는 

생각, 불안과 외로움

다름을 느낌

견디고 버티기, 참고 순종하기, 맞서 싸우기, 가정 안에서 혼자 중

11 중국(조선족) 2녀 합의 2005. 12 2007. 9 2007. 5

12 필리핀1) 1남 이혼 소송 중 사별 1999. 12  2007. 5 결혼비자

13 필리핀 1녀 합의 2000. 2 2007. 6 2004. 5

14 베트남 - 결혼이민 불법체류 2007. 1 - -

15 중국(조선족) 2남1녀 합의 1999. 5 2005. 1 2004. 7

2) 분석결과 

(1) 범주화 및 패러다임 분석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로 선정한,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15명의 정보의 범주

들이 포화(saturated)상태가 될 때가지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한 원자료(raw data)를 분석한 결과 

총 184개의 개념, 46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표 2>  개념  하 범주와 범주 구성목록 

1) 참여자 12는 면접당시 사별상태였지만 2000년부터 이혼을 전제로 별거 하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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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매달리기, 시댁 가족에게 호소하기 버팀  어긋난 

현실에 

저항함

(탈구)

  

심

현

상

남편을 피해 쉼터로 감,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옴, 

공장으로 도망감, 친구 집으로 피신함. 교회에서 생활함.  
가정에서 벗어남

공장생활, 공장에서 공장으로 떠돌아다님, 

숙박이 해결되는 식당에서 일을 함
 홀로서기 

남편의 무단가출은 이혼 사유, 남편의 귀책과 법원의 

조정, 쉼터에서 이혼소송, 착한 한국 남자의 아이 임신 
가정을 깸 

능력 없는 남자, 술만 먹는 무직자 남편, 시댁에서 미운 

오리 새끼인 남편,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 

무능한

 남편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됨

맥

락

적 

조

건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남편, 먹을 것을 통제하는 남편, 

집안에만 있어야 함, 남편의 감금·통제, 감시, 

내 나라니까 스스로를 왕이라는 남편  

독재자 남편 

잘못된 결혼임을 알게 됨, 목사님에게 속았음을 깨달음, 

사랑 없는 결혼 후회함 
밀려드는 후회 

절망함

소를 키워야 함, 집에만 있어야 함, 임신으로 돈 벌 수 

없음, 돈 안주는 가사노동만 열심히 해야 함 

무임금 

노동  

아이 우유 값과 지저귀 값이 없음, 직장과 돈이 없는 가장, 

부자한국에서 월급이 안 나옴, 먹을 것 없어 굶음, 물로 

배를 채움

 혹독한 빈곤 

가정  

시댁이라는 짐 벗음, 자유를 찾음, 내가 번 돈 마음대로 쓸 

수 있음, 마음대로 살 수 있음, 아무 때나 외출해도 됨. 

앞으로의 일이 계획대로 될 것 같음 

해방감

마음 추 

수리지 

못함 

합의한 양육비 안 줌, 한국여자와 재혼한 남편, 

다시 국제결혼 한 남편, 시어머니의 말투가 냉정하게 

바뀜. 

배신감

허탈한 결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결혼생활, 재판과정에 

도와 줄 가족이 없음, 내편은 아무도 없음 
허탈감

불쌍한 남편, 가끔 만남, 보고 싶은 사람, 재결합을 

생각함, 그리운 시어머님, 처음으로 알게 된 한국사람 

남편, 남편보다 정이 깊은 시어머니, 시누이가 보고 싶고 

궁금함 

 그리움

주변의 말만 듣는 남편, 의심하고 생활비 안줌, 시모가 

남편 월급을 관리함
무 존재감 

하녀 

취급

당함
중

재

적 

조

건 

시아버지의 몸종,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어른들, 무섭고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 출입을 통제하는 시댁식구, 소 

보다 못한 처지, 돈 주고 사왔다 함, 나는 도우미 아줌마, 

월급을 갈취하는 남편

하녀생활

명절날의 외톨이, 가족에 끼지 못함, 무조건 이혼하자는 

남편,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시모 

내 처진 신세가 

됨 

전처 아들의 성추행, 시부의 성추행,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를 종용하는 남편, 처제를 성추행하는 남편

가족 간 성적 

패륜 
가정

폭력 

피해자

가 됨

폭언과 폭행, 임신한 아내를 때리는 남편, 욕쟁이 남편, 

아이 때리는 남편
폭행과 폭언 

애인이 있는 남편, 남편의 애인은 남자, 술집에서 안 오는 

남편, 섹스만을 강요하는 남편, 남편의 에이즈 확진, 

아이를 부정하는 남편 

무너진 성 윤리의  

피해자가 됨



결혼이주여성 이혼경험 연구  43

기필코 살아야 함, 핸드폰 마련, 도와 줄 기관 찾음, 

친정 엄마가 준 연락처들 
생존 도구 마련함 일단살

고 

보자고 

결심  

눈 뜬 봉사, 한글 배워야 해요, 한국어 강사 과정 입학함 적응도구 필요함

본국 출신 남성 노동자 만남, 한국으로 시집온 다른 나라 

여성들 만남 

생존을 위한 

사회적 지지 확보 

임신을 간절히 원함, 임신으로 가족이 되다, 불임의 슬픔, 

출산의 기쁨, 아들 낳기를 강요당함, 딸 낳았다 싫어함

생물학적 가족이 

됨

미래 

삶의 

담보 

마련

국적취득 절차 밟기, 계약결혼 기간 만료와 국적, 

국적취득과 이혼을 교환 

천신만고 끝에 

갖게 된 한국 

국적 

아들은 남편 딸은 내가 키우기로 함, 친정(본국)으로 

아이를 보냄, 아빠 없는 아이  

살아갈 방도 마련 

위한 가족 재편 

사회적 보호 공식 인증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획득된 

사회적 지원

아이를 빌미로 

사회적 지원을 

획득함 

아이 피부색부터 살피는 사람들, 일을 하고도 월급을 못 

받고 쫓겨남,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희망근로 

상품권, 

외국 여성이어서 받는 차별 

사회적 차별   

경험
주변화 

됨

비정규직 조건부 수급자, 언제나 돈 없음, 방값이 부담 됨 사회의 밑바닥 

부르기 힘든 긴 이름, 말하면 쳐다보는 사람들, 

한국아이와 외국인 엄마 
낯선 시선 이방인 

의식이 

듦
예쁜 한국이름, 원어민 선생님, 젊고 예쁜 여자 좋아해요, 

쉼터에서 만난 가정폭력 피해자인 한국 아줌마들, 

같은 처지의 한국 여성들 많아 위로가 됨

사회경계인으로

서 사회 

경계인들을 만남  

이혼한 우리나라 여성들 모임, 끌어주는 언니, 

교회에 갔다 오면 후련함, 직장을 주선해 준 문방구 

아줌마, 고마운 한국이모, 친한 한국 동료들

사적 지지체계

확보
지지

체계

구축 
작

용

/

상

호

작

용 

전

략

복지관 도움, 참여자 동사무소 도움, 외국인 권리센터, 

우리가 필요한 한국 사람들 

공적지지 체계와 

연결됨 

역할이 달라짐, 나는 엄마다, 가난한 나라의 딸, 

친정식구 한국행 발판되기

역할 

재발견 새 삶의 

의욕

다지기 

스스로를 독려함, 성공 신화 믿음,  단호해지기 당당해지기로 함

꿈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가기로 함, 

하고 싶은 일 찾음,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각오함
꿈을 설정함

우리 재혼할 수 없어, 저 한국 사람입니다, 방송에 

출현하고 싶어요, 태어난 나라만 달라요, 김치 담글 줄 

아는 억척 아줌마

한국 삶에 

당당해짐 
사회

정체성 

재구성

아이 교육을 위해 한국에서 살아야 됨, 우리아이 다문화 

전문가로 키울 것예요, 중국어와 한국어를 하는 아이, 

자식은 나처럼 살면 안 됨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한국  

엄마로 살기로 함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한 조건 만들기, 아이와 나만을 위한 

거주 공간, 아이와 함께 크는 엄마, 적극적인 직장생활, 

축복받는 재혼

생존 

기반 구축
정착지 

찾기 

결

과강제출국 명령, 결혼이주 불법 체류자, 인정받지 못한 

사랑, 사랑으로도 넘을 수 없는 국적, 불법체류 

노동자와의 사랑과 이별

법적현실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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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 모형

개방코딩 분석 결과에 기반 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전·후 과정을 축 코딩하여 현상을 중심으로 인

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배치한 표는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 

생존을 위해 탈출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  

맥락적 조건

남편의 실체 알게 됨

절망함

마음을 추 수리지 못함

중심현상

어긋난 현실에 

저항함(탈구)

중재적 조건

하녀취급 당함

가정폭력 피해자 됨 

일단살고보자고 결심

미래 삶의 담보 마련

주변화 됨 

이방인 의식이 듦

작용/상호작용전략

지지체계 구축

새 삶의 의욕 다지기 

사회정체성 재구성 

결과

정착지 찾기 

     

     

                      

<표 3>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경험 모형

 

① 심 상

참여자들의 이혼경험에서 나타나는 중심 현상은 ‘어긋난 현실에 대해 저항함(탈구)’였다. 빈곤한 본

국의 가족구조, 가난, 주변화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통로로 한국 남성을 선택했고, 한국사회 내 구조

화 된 가부장제, 폭력, 무시, 절망, 배제, 남성중심문화 등의 억압적 장치들을 재조정하기 위한 탈구로 

이혼을 선택했다. ‘어긋난 현실에 저항함’을 개념화 하면 탈구이다. 이는 다른 시·공간에서 만난 존재

들과 앞으로의 삶을 도모함에 있어 방해되거나 억압적인 생활양식들을 자신에게 짜 맞추기 위해 변경

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현 존재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상태에 놓여 질 자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국제결혼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넓혀보면 ‘탈구’의 개념이 더욱 가시화 된다. 우리 사회에 일반

화 된 결혼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농촌파괴와 성비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 

결혼으로 유입된 다소 이질적인 존재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 혈연중심 지역공동체를 어긋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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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계의 틀을 깨고 다문화라는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담론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었다. 일

례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나라로 된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였는데 

개명된 이름 대부분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 남편의 성, 호의적인 사람의 성이나 이름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그 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해 왔던 부계혈통 중심의 관례가 다문화 가정 내부에서부

터 자연스럽게 해체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심 현상의 속성은 기간과 강도로 구분하였다. 기간은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로 구분하

였고, 강도는 강하다-약하다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어긋난 현실에 저항하다(탈구)’현상이 지속적이거

나 정도가 강할수록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을 의미한다. 이는 <표 4>에 제시하였

다.  

② 인과  조건

인과적 조건의 개념은 인과관계 내지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조건이다. 원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이혼에 대한 촉발조건은 ‘생존을 위해 탈출’,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함’으로 상정하였

다. 참여자들은 이혼의 원인을 국제결혼선택 동기에서 찾았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

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기획을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로 두었고 그 이면에 은폐된 

실상들은 보지 못했다. 중심현상인 ‘어긋난 현실에 대해 저항 함(탈구)’를 촉발한 사건은 빈곤탈출을 

위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었고 이를 위해 한국이라는 선진국의 주변부 남성과의 결혼을 결심하였다. 

그 결혼은 사전에 준비하거나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주체적 판단이 아닌 막

연한 ‘운’에 맡긴 국가 간 이주였다. 당연히 ‘한국’이라는 높은 기대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열악한 현실 

사이의 격차는 클 수밖에 없었다. ‘생존을 위해 탈출하다’의 인과적 조건 속성은 유형으로 상정하였고, 

차원은 도피-생계로 구분하였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하다’라는 인과적 조건의 속성은 정도로 

상정하고, 차원은 높다-낮다로 구분하였다. 이는 <표 4>와 같다. 

③ 맥락  조건

맥락적 조건은(contextual condition) 어떤 현상에 속하는 ‘광범위한 구조적 전·후 관계’로써 작용/

상호작용을 다루고 조절․수행하는 특수한 조건들이다. 결혼이주여성 당사자 및 이주국 가족에게 내

재된 어떠한 조건들이 중심현상인 ‘어긋난 현실에 저항함(탈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

는 ‘남편의 실체 알게 됨’, ‘절망함’, ‘마음 추 수리지 못함’ 등이었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을 나

누어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남편의 실체 알게 됨’의 속성은 이해로 보고, 차원은 수용-비수용으로 

구분하였고, ‘절망함’의 차원은 강도로 보고 높다-낮다로 구분하였다. ‘마음 추 수리지 못함’의 속성은 

기간으로 구분한 후, 차원은 길다-짧다로 구분하였다. 

④ 재  조건 

페러다임 모형에서 Strauss와 Corbin(1998)은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을 중심 현상의 강

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으로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하녀취급 당함’, ‘가정폭력 피해자 됨’, ‘일단 살고 보자고 결심’, ‘미래 삶의 담보 

마련함’, ‘주변화 됨’, ‘이방인 의식이 듦’ 등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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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속성 차원

인과적 조건
생존을 위해 탈출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함

유형

정도

도피-생계

높다-낮다

당함’의 속성은 기간으로 보고 차원을 일시적-연속적으로 구분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됨’의 속성은 

정도로 구분한 후 차원은 강하다-약하다로 구분하였다. ‘일단 살고 보자고 결심’은 강도로 구분한 후 

차원은 강하다-약하다로 구분하였고, ‘미래 삶의 담보 마련’의 속성은 존재로 구분한 후 차원은 있다-

없다로 구분하였다. ‘주변화 됨’의 속성은 의식으로 구분한 후 차원은 의식-비의식으로 나누었다. 그리

고 ‘이방인 의식이 듦’의 속성은 인식으로 구분한 후 차원은 하다-안하다로 구분한 표는 <표 4>와 같

다.  

⑤ 작용/상호작용 략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은 현상을 대처하거나 이를 다루기 위해 취해

지는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어긋난 현

실에 저항함(탈구)’의 대처 전략으로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새 삶의 의욕을 다지고, 사회정체성을 재

구성 하였다. 사적·공적지지 체계 구축은 이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구성해 갈 수 있는 에

너지원이었으며,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 다지기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미래의 꿈과 

현재의 생활방식을 재정립하는 회복력이었으며, 사회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은 주류사회에서 이방인

으로서의 존재감과 한국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는 것이었다. ‘지지

체계 구축’의 속성은 범위로 구분한 후 차원을 넓다-좁다로 구분하였고, ‘새 삶의 의욕 다지기’ 속성은 

강도로 구분한 후 차원은 강하다-약하다로 구분하였다. ‘사회정체성 재구성’의 속성은 조명으로 구분

한 후 차원은 명확-불명확으로 구분한 표는 <표 4>와 같다.

⑥ 결과

결과(consequences)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직접적인 산물로써 본 연구에서는 ‘지지체계 구

축’, ‘새 삶의 의욕 다지기’, ‘사회정체성 재구성’의 전략에 의해 ‘정착지 찾기’라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

다고 판단해 이를 결과로 상정하였다. ‘지지체계 구축’, ‘새 삶의 의욕 다지기’, ‘사회정체성 재구성’ 등

의 속성과 차원에 의해 정착지 마련 여부가 결정되었다. 지지체계 구축 범위가 좁고, 새 삶의 의욕 다

지기 정도가 약하고, 사회정체성 재구성이 명확하지 않은(참여자 3, 9, 10, 14) 경우에는 결혼이주와 

이혼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의 아픔과 상처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채 유랑을 지속하고 있었다. 반면 지지체계 구축 범위가 넓고, 새 삶의 의욕다지기 정도가 강하고, 자

신의 사회정체성이 명확한(참여자 2, 5, 8, 12, 15) 경우에는 결혼과 이혼으로 주어진 환경을 자신의 

자원으로 조직하고 활용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자녀 양

육과 자기 삶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일자리와 안정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기 

변신을 거듭 시도했다 ‘정착지 찾기’의 속성은 기간으로 구분하고, 차원은 단기-장기로 구분하였다

(<표 4> 참조). 

<표 4>  심 상의 속성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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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현상 어긋난 현실 저항함(탈구)
기간

강도

지속적-일시적

강하다-약하다

맥락적 조건

남편 실체 알게 됨

절망함

마음 추 수리지 못함

이해

강도

기간

수용-비수용

높다-낮다

길다-짧다

중재적 조건

하녀취급 당함

가정폭력 피해자 됨

일단 살고 보자고 결심

미래 삶의 담보 마련

주변화 됨

이방인의식이 듦

기간

정도

강도 

존재

의식

인식

일시적-지속적

강하다-약하다

강하다-약하다

있다-없다

의식-비의식

한다-안한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지지체계 구축

새 삶의 의욕 다지기 

사회정체성 재구성 

범위

정도

조명

넓다-좁다

강하다-약하다

명확-불명확

결과 정착지 찾기 기간 단기-장기

(3) 결혼이주여성 이혼 전․후 경험의 핵심 범주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의 중심현상인 ‘어긋난 현실에 저항함(탈구)’와 관련된 모든 범주를 통합할 

수 있는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해체를 통한 안전한 정착지 찾기’로 해석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이혼행위에서 드러난 중심현상인 ‘어긋난 현실에 저항하다(탈구)’는 ‘안전한 정착지 찾기’의 과정이었

다. 참여자들이 갈망하면서 찾고자 한 안전한 정착지는 자신의 두 손과 발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 폭력과 억압이 없는 가족과 거주 공간, 일상성을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가족기반 지역공동체로서 안정감 있게 일상성이 생성되고 반복되는 생활

세계였다.     

참여자(1, 2, 3, 4, 6, 8, 9, 10, 11, 14)들은 본국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송금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한국행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본국 가족에게 송금 할 돈은 당연히 ‘돈 

많은 한국 남자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기대가 남편이나 시댁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않았

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돈벌이를 찾아 나서야만 했다. 하지만 참여자(1, 7, 13)를 제외하

고 대부분의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강력히 반대했다. 

경제활동을 반대한 이유는 한국말 못한다(참여자 10, 14, 9), 살림과 출산(참여자 9), 도망우려(참

여자 9, 10), 축산과 농사 일(참여자 7) 등이었다. 한국 가족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통제하고 간섭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조차도 일일이 점검하거나 아예 주지 않

았다. 참여자 10의 경우에는 18살 때 심장병을 앓고 있는 친정엄마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한국남성과 

결혼했다. 한국인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 3남을 둔 50대 이혼남이었고 참여자10과 나이 차이는 35살

이었다. 전처소생의 아들들 보다 더 어린 외국인 부인에게 한국인 남편은 성행위만을 요구했고 무조

건 복종만을 강요하면서 집안에 감금하기도 했다. 남편, 시댁 가족은 가정 내에서 참여자들이 수행하

는 가사와 돌봄 노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없이 노예처럼 부리고 본국 가족의 생계비 버는 것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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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 설령, 경제활동을 허락한 경우라도(참여자 13) 애써 벌어온 월급을 갈취하기

도 하였다. 거기에 남편이 무능하면서 통제자로 군림하고 억압할 때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과 도망을 

결행했다(참여자2, 8, 9). 그 후 숙식이 해결되고 언어적 대화가 별로 없는 공장이나 식당을 선택하거

나(참여자 3, 4, 5, 6, 10, 12) 이주여성쉼터(참여자 6, 14) 등으로 생존을 위해 들어갔다. 살기 위해 숨

어 들어간 공장이나 식당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터일 수 있지만 참여자들(3, 4, 5, 6, 10, 12)에

게는 생존을 위한 은신처이자 본국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는 실존의 장이자 터전이었다.  

참여자들이 결혼기간 동안 한국인 남편과 시댁 가족들로부터 가장 많이들은 이야기는 ‘여자가 한번 

결혼을 하면 시댁 귀신 될 때까지 순종하며 참고 살아야 된다.’였다. 참여자 6은 남편의 음주와 폭언, 

구타를 5년 동안 참고 견디다가 말을 배우기 시작한 4살짜리 아들이 아빠가 하는 욕을 그대로 답습하

는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다. 아들을 데리고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로 피신했고 재판 이혼했다. 참여

자 7의 경우에는 농사일을 하는 남편을 도우면서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주변의 성

화에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혼 통보 받았다. 

위와 같이 한국인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다양한 행태로 우리사회 가부장적인 남성중심 문화를 상

대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복원·강화하고 있었다. 이는 생활세계에 모세혈관처럼 음험하게 스

며들어 도사리고 있는 남성 중심적 일상적 권력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일상적 권력에 뿌리 깊게 내재

된 사회적 통제와 압박들을 지지체계가 전무한 가난한 나라 출신의 여성이 스스로 해체 하거나 파괴

하기란 쉽지 않았고 집단적 저항 역시 불가능했다. 유일한 저항 방식이 이혼이었다. 참여자들에게 이

혼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억압하고 생계와 부양, 돌봄의 책임만을 전가하는 남성중심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며, 권위적이고 무능한 권력구조에 대한 저항이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 가족 안에서도 가난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린 여성가장이었고, 

결혼 가족 안에서도 일과 돌봄을 수행하는 일꾼으로 치부되었을 뿐 누구로부터도 지지나 옹호를 받지 

못했다. 참여자 10의 경우에는 본국 가족 생계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10살 때부터 시장

에서 장사했다. 참여자1과 5의 경우에도 아버지와 오빠들의 학비와 농사짓는 물소 마련을 위해 요르

단에서 청소부와 식당 종업원으로 5년을 살았다. 본국 원 가족 내에서도 가족의 생계비를 벌어야 하

는 역할과 책임만이 할당되었고 그 방식 또한 성(gender)에 기인한 가부장의 희생양이었다.  

결혼이란 부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출발이다. 그리고 임신, 출산, 양육, 가사노동,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당연히 수반되는 일상적인 생활세계이다. 참여자들은 결혼생활 내내 

자신과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과 관계된 일상생활보다는 본국 가족에 대한 생계부양감 때문에 돈과 일

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다. 또한 국제이주와 결혼이라는 엄청난 환경변화 속에 결혼으로 형성

된 가족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위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자기 세움 과정 또한 전무했다. 때문에, 국

제결혼으로 획득된 가족 자원들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조직·운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국의 비합리적인 가족구조를 억압과 통제의 장치로만 인식하였

다. 이러한 인식에 더하여 이주국 가족들의 배제, 무조건적인 복종강요와 무시, 돈을 주고 사왔다는 

생각 등은 하녀로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혼(탈구)

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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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탈구)은 또 다른 회복력이었다. 이혼 후 경제활동은 본국 가족의 생계비 조달뿐만 아니라 한

국사회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였지만 본국 가족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할 수 없

었다. 한국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인식하고 발달 시켰기 때문이었다. 참여

자들은 이혼을 계기로 본국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재정립하게 되었고, 아이의 양육을 위해 본국과 이

주국의 자원을 활용하는 초국적 관계를 형성·강화하였다. 

참여자들에게 결혼은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고, 이혼은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이었다(탈구). 탈

출은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동이었으며, 탈구는 현실 공간에서 관계를 변화시키고 일상의 

억압과 고통의 시간들을 잊고, 수용하고, 이어가고자 하는 상처와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

은 주체적 자아를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가기 위해 현 존재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실존 그 자체에 의해

서만 결정되는 본래성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과거로부터의 자기를 되찾아 장래를 향하여 앞서가면서 

순간 결의를 통해 ‘본래적 실존'을 위해 ‘비본래적 실존’2)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변경이자 해체였고 궁

극적으로는 ‘안전한 정착지 찾기’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결혼이주여성 이혼의 중심 현상인 ‘어긋난 현실에 저항하다(탈구)’의 궁극

적인 핵심범주를 ‘해체를 통한 안전한 정착지 찾기’로 보았다. 참여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지독

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한국을 선택하였고, 결혼과 이혼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신체적, 관계적 전환을 통해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아가

는 삶의 전환점이자 인생여정 중의 놓여있음이었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일상적 행위들이 우리사회 결

혼이라는 오래된 구조와 만나 다문화라는 사회적 담론과 다문화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출산하고 

키워가고 있었다.   

(4) 유형분석3)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유형을 찾아내기 위해 본 연구의 핵심범주와 중재적 조건을 중심으로 가설적 

관계 유형을 정형화 하였다. 근거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중재적 조건에 따른 핵심범주와 작용

/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속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대조하면서 ‘해체를 통

한 정착지 찾기’라는 핵심 범주의 관계 진술을 구성하였다. 가설적 진술을 통한 실제 유형을 구축하기 

위해 심층면접 자료와 비교·검토하여 4가지 유형을 설정하였다. 4가지 유형은 대처성장형, 해방안주

형, 생활눌림형, 유랑지속형이며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2)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세계 속에 현재 존재하는 인간을 현존재라 하고, 현존재가 존재하

는 그 자체를 실존이라고 하였다. 현존재가 어떻게 실존하는가는 미리 예정된 인간의 보편적 본질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때그때 현존재가 실존하는 바로 그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현존재의 본질

은 그 실존에 있는 것으로 된다.  현존재를 이러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이 실존론적 분석이고 그 

분석을 통하여 실존의 비본래성과 본래성이 구별된다. ‘비본래적인 실존'이란 본래의 자기를 잃고 

<사람(das Man)> 속에 몰입하여 세계 내부에 나타나는 눈앞의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인간

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시간에 입각하여 말하면, 과거를 망각하고 미래를 예기하면서 그때그

때 현재에 분산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다. 

3) 유형분석 중 대처성장형과 생활눌림형이란 개념은 최정숙(2006) 논문에서 빌려와 사용하였음을 밝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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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 과정 유형분석

대처성장형

(가설1)

해방안주형

(가설2)

생활눌림형

(가설3)

유랑지속형6

(가설4)

전제

조건 

생존을 위해 
탈출(생계)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낮다)

생존을 위해 
탈출(생계)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낮다)

생존을 위해  
탈출(도피)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낮다)

생존을 위해 
탈출(도피)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높다)

현상
어긋난 현실에 

저항하다(높다)

어긋난 현실에 

저항함(높다))

어긋난 현실에 

저항함(낮다)

어긋난 현실에 

저항함(높다)

맥
락
적 
조
건

남편 실체 알게 
됨(비수용)
절망함(높다)
마음 추 수리지 
못함(단기)

남편 실체 알게 
됨(비수용)
절망함(높다)
마음 추 수리지 
못함(단기)

남편실체 알게 됨
(비수용)

절망함(낮다)
마음 추 수리지 
못함(장기)

남편 실체 알게 
됨(비수용)
절망함(높다)
마음 추 수리지 
못함(장기)

중

재

적 

조

건

하녀 취급
당함(높다)

가정폭력 피해자 
됨(짧다)

일단 살고 보자고 
결심(강하다)

미래 삶의 담보 
마련(있다)

주변화 됨(비의식)
이방인 의식이 
듦(낮다)

하녀 취급  
당함(높다)

가정폭력 피해자 
됨(짧다)

일단 살고 보자고 
결심(강하다)

미래 삶의 담보 
마련(있다)

주변화 됨(의식)
이방인 의식이 
듦(높다)

하녀 취급  
당함(높다)

가정폭력 피해자 
됨(길다)

일단 살고보자고 
결심(강하다)

미래 삶의 담보 
마련(있다)

주변화 됨(의식)
이방인 의식이 
듦(높다)

하녀 취급  
당함(높다)

가정폭력 피해자 
됨(길다)

일단 살고보자고 
결심(강하다)

미래 삶의 담보 
마련(없다)

주변화 됨(의식)
이방인 의식이 
듦(높다)

작용/ 

상호

작용 

전략

지지체계 
구축(넓다)
새 삶의 의욕 
다지기(강하다)

사회정체성 재구성 
(명확)

지지체계 
구축(넓다)
새 삶의 의욕 
다지기(약하다)
   사회정체성   
재구성(명확)

지지체계 
구축(넓다)
새 삶의 의욕 
다지기(약하다)

사회정체성 재구성 
(명확)

지지체계 
구축(좁다)
새 삶의 의욕 
다지기(약하다)

사회정체성 재구성 
(불명확)

결 과 안정된 정착지 마련 정착지 마련 정착지 찾는 중 유랑 지속 중 

① 처성장형

대처성장형(참여자 2, 5, 8, 12, 15)은 결혼 전 다른 나라에서 생활했거나 자국 내에서도 사회생활을 

했다. 빈곤, 억압적 구조, 남편의 폭력, 가부장제, 부당한 대우와 무시에 대해 일시적이고 강도 높은 탈

구를 시도하였고 주변 환경들을 자신에게 적합하게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미래의 삶에 대

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위해 관계망을 주체적으로 통제·관리하였다. 이 유형은 원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최악의 빈곤상태에서 결혼이주를 선택하였다. 한국사회에 진입해서도 기대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낮고 우선적으로 돈을 벌어 본국 가족에게 보내야 하는 간절함과 돈을 

벌 수 없는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높지만 남편의 억압, 경제적 어려움, 가부장적인 시집살이, 가족 내 

배제 등과 같은 하녀의 삶을 강요하는 것에 매우 강하게 저항하였다. 생존수단을 확보하고 사회적 보

호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적극적이고 치밀하였다. 주변 자원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상

황을 자신에 맞게 주조하는 주체적 역량이 강하고, 한국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키우기 위한 

일정한 주거 공간과 직장이 있고 긴급 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적·공적 지지체계가 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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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참여자12는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두 아이의 엄마이다. 결혼이주여성으로 자

조 모임 내에서 ‘왕 언니’로 통한다. 그녀는 너무 큰 주먹코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 면접에서 매번 낙방

한다고 생각하고 코 성형 비용 240만원을 열심히 모우고 있었다. 강원도 ○○로 시집 온 필리핀 여성

으로 목수였던 남편이 노후에 필리핀에서 사업하자고 하여 필리핀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3년 후 

강원도 ○○로 이사하여 30여 가구 정도 되는 시골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

때부터 남편은 일하지 않고 음주와 폭언을 일삼았다. 어느 날 아들이 여동생에게 폭력과 욕설을 행사

하는 것을 보고 남편과 아이들을 분리할 것을 결심하고 중소도시로 아이들만 데리고 이사했다. 남편

과 별거하면서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 고모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 남

편은 이미 회생불능 상태였다. 한 달 후 남편은 사망했고 자연스럽게 혼인 관계는 끝났다. 그 후 자활

근로 대상자가 되어 두 아이의 엄마로 꿋꿋하게 살고 있다. 

참여자15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동시 통역사이다. 대졸 무직자라는 주변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

국남자와 국제결혼을 했다. 남편은 15세 연상의 미장공이었고 수입이 불규칙한 비정규직이었지만 중

국보다 나은 조건이라 생각하고 살았다. 결혼생활 2년6개월 만에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어 이혼했다. 면접당시 전문 통역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② 해방안주형

해방 안주형(참여자 1, 6, 12, 13)의 결혼 동기는 성공을 위한 탈출이었다. 영어권 고학력 출신 여성

들이 주를 이루며 대부분 영어 원어민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국의 인적자원이 한국사회에 그

대로 이어져 계층 상승의 수단이 되었다. 특히, 나이가 어리고 미모를 갖춘 여성일수록 원어민 선생님

으로 우대 받았다. 결혼생활 동안 시댁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역학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했으며 결혼

으로 맺어진 관계를 족쇄 또는 올가미로 표현했다. 강한 탈구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에 대한 목표는 불투명했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강했다. 이 유형의 공통점은 이혼에 

대해 “해방되었다” 내지는 “계획된 일”이라고 표현했고 결혼관계 해소에 대한 만족감이 매우 높았다. 

결혼지속 기간 내에 국적을 취득하였고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비정규 계약직으로 일했다. 지지체계는 

자국출신 사람들의 모임 정도이며 공적 지지체계 접근과 활용은 수동적이었으나 수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사회자원은 적극 획득하여 본국 가족들에게 보냈다.  

참여자 11은 중국에 두 딸과 아들이 있는 조선족 출신 여성이다. 극도의 빈곤 상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중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남자와 재혼했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준

다는 조건으로 당뇨를 앓고 있는 50대 초반의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당초부터 간병과 섹스파트너 역

할과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한 계약결혼이었다. 계약기간 3년 만료 후 이혼하고 숙식이 제공되는 식당

에 취직했다. 오로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결혼했고 또 이혼했다. 중국에 있는 자녀들과 남편

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다.   

참여자 13은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자제품 조립공장에서 근무하다 통일교를 통해 한국 남

자와 결혼했다. 남편은 청소년기 때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있는 30대 초반의 트레일러 기사였다. 수입

도 제법 있었고, 친구도 많았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다. 부부 동반 모임이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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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 항상 동석하기를 종용했고 그때마다 예쁘게 보여야 된다고 꾸미기를 강요했다. 입버릇처럼 얼

굴과 학력을 보고 선택했다고 말했다. 남편은 원어민 강사자리도 알아봐 주었고 월급날이면 직접  월

급을 수령했고 월10만원의 용돈을 주었다. 집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면서 참여자를 도우미 아줌마로 취

급하면서 잠자리도 거부했다. 참여자의 모든 시간과 일정을 통제하고 화가 나면 아이들이 보는 앞에

서 참여자를 발가벗긴 채 마구 때렸다. 참여자13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끓은 후 아이를 데리고 가정폭

력피해여성쉼터로 피신했다. 이혼 과정에서 시댁식구들이 외국 여자는 내버리고 아이만 데려와야 된

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었고, 친권은 남편에게 주었다. 

이혼 직후에는 남편이 찾아올까 무섭고 두려워 아이를 필리핀 친정 엄마에게 보냈다. 한국이름으로 

개명한 후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원어민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업에 매우 만족하고 자유를 얻

었다고 행복해 했다.   

③ 생활 림형 

생활눌림형(참여자 4, 7, 11)의 결혼 동기는 도피성이 강했다. 이들은 결혼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감은 낮고, 빈곤, 억압적 구조, 남편의 폭력, 가부장제, 부당한 대우와 무시에 대해 강도 높은 탈구를 

시도했다. 이루고 싶은 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다. 현재 상황을 매우 불운한 처지로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짓눌려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혼에 대해 후회하거나 전남편과 시댁가족에 

대한 미련이 많다. 결혼생활 기간에 안정적으로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혼결정은 순간적이었거나 남편

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졌다. 일정한 거주공간이 있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유대관계는 없었

다. 

참여자 4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30대 중반의 대공장 노동자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살았던 베

트남 여성이다. 남편이 유흥업소를 자주 가고 종종 외도를 하였지만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

에 참고 살았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서 아이들 양육이 힘들어 여동생을 오게 해서 함께 

살았다. 자신이 집을 비우면 남편은 수시로 여동생을 성폭행 했다.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만 했다. 이혼을 결심하고 이주여성쉼터로 가서 이혼했다. 아들은 

남편이 키우고 딸은 참여자가 키우기로 했으나 5개월 후 남편이 아들까지 키우라고 데려왔다. 거주지

를 옮기고 두 아이를 베트남 부모님께 보낸 후 자신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공장일이 힘들 때나 주

변 남성들이 자신을 쉽게 보고 접근할 때마다 이혼에 대해 후회한다고 했다. 

참여자7은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으로 1998년 통일교를 통해 전라도 ○○에서 농사와 축

산업을 하는 남성과 결혼했다. 농사일과 목축업으로 일이 많고 힘들었어도 남편의 심성이 나쁘지 않

고, 자상한 시어머님이 계셔서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결혼생활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

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별거를 요구했다. 별거 시작 얼마 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이혼했

다. 면접당시 결혼생활과 이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심리적인 갈등과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다. 

자신에게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가끔 전화를 하지만 어느 날 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변했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이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고 전했다. 자신이 

왜 이혼을 순순히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으며 지금 상황에서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

워 전남편과의 재결합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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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랑지속형

유랑지속형(참여자 3, 9, 10, 14)은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가운데 생계를 위해 국제결혼을 했

다. 기대격차가 크기 때문에 상실감 또한 크다. 빈곤, 억압적 구조, 남편의 폭력, 가부장제, 부당한 대

우와 무시에 대해 강도 높은 탈구를 시도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는 불투명하고 현실에 대한 거

부감도 강하다. 이 유형은 돈을 벌어 본국 가족에게 보내야 하는 절박함이 매우 강해 결혼생활 유지

를 위한 자기노력 기간이 길지 않고 결혼초기에 가출한 경우이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

니라 심리·정서적으로 혼란한 감정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변화를 매우 강하게 의식하고, 이방인 의

식 또한 높았다. 지지체계의 범위가 매우 좁거나 폐쇄적이다.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 정

착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에서 강제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참여자3은 중국 한족 출신이다. 남편은 장성한 두 자녀가 있는 이혼남이었고 사업 파트너가 필요했

기 때문에 중국 아들을 뒷바라지 해주기로 하고 결혼했다. 한국으로 입국할 때 아들을 기숙학교로 보

냈다. 입국 두 달 만에 남편은 마음이 변했다면서 무조건 이혼을 요구하였고 비행기표를 예매해서 들

어오는 날 이주여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이주여성쉼터로 피신했다. 쉼터에 머물면서 재판을 진행했는

데 재판장도 남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결혼생활 유지를 권장했으나 남편이 완강히 반대해 위자료 

300만원을 받았다. 이혼 후 갈 곳이 없어서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소개로 조선소 용접공으로 취직

했다. 주로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아 일일 또는 주단위로 옮겨 다녔으며, 중국출신의 유부남과 

동거하고 있었다. 

참여자 9는 중국한족 출신이다. 중국오지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한국으로 시집가면 잘 산다는 친구

의 말에 무작정 결혼업체를 찾아가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이 때린다는 이유로 

이주여성쉼터로 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쉼터의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 흡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고, 이혼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했다. 

법원에서 아이를 위해 같이 살기를 권유했으나 남편이 완강히 거부하여 양육권과 친권도 상실하고 강

제출국 대상자가 되어 쉼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참여자10은 베트남 출신이다. 가난과 오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국제결혼 했다. 시부모님, 남편, 참

여자 등 네 식구가 살았는데 남편은 벽을 보고 말하거나 아파트 주변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저녁이

면 돌아오는 정신분열증 환자였다. 본국 출신 남성이주노동자의 소개로 쉼터로 가서 이혼소송을 했으

며, 귀책사유가 시댁가족에게 있어서 위자료 150만원과 시부모님 신원보증으로 임시거주 외국인 비자

를 발급 받았다. 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입국 전부터 알고 지낸 베트

남 사람들과 자주 왕래하고 돈 액수가 많다는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유랑하고 있었다. 

참여자14는 베트남에도 가족이 없는 사고무친이다. 국제결혼알선업체 위약금을 변제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국 농촌총각과 결혼했다. 결혼생활 6개월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과

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무작정 가출했다. 결혼 전 베트남 결혼알선업체 기숙사에서 알게 된 친구의 도

움으로 공장에 취직했다. 하지만 신분이 결혼이주불법체류자인지라 단속 시 무작정 도망치거나 숨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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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결혼이주여성 이혼 ․후 경험 상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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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

유랑

정착

유랑지속형의 공통점은 2006년 이후에 유입된 여성들로 참여자 3을 제외하고 베트남과 중국 한족 

출신이었으며, 결혼보다는 한국 입국 목적이 강했고, 한국남편과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이었으며, 결

혼생활 1년 이내에 일자리를 찾아 가출하여 공장에서 일하면서 결혼이민불법체류 신분으로 단속을 피

해 전국을 유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5) 결혼이주여성 이혼 전‧후 경험 상황 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상황모형은 중심현상인 ‘어긋난 현실에 저항하다(탈구)’와 관련되는 미시적, 중

간적, 거시적 체계들이 대처/생존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한 것이다. <그림 1>에 제시된 

결혼이주여성 이혼 이후에 대한 상황모형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타원형의 동심원으로 각 체

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결혼이주를 선택함과 동시에 ‘해체

를 통한 안전한 정착지 찾기’를 시작했다. 빈곤과 억압을 해체하는 과정은 결혼이주기→절망과 혼란

기→해체기→재조립기 등으로 진전 또는 순환하면서 특정지역에 정착하거나 유랑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내면의 욕망과 불안을 직면하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표출하였

다.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수준의 모든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지만 어느 체계에 온전히 소속되지 않고 배제와 포섭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

다. 가족체계에서는 배제, 지역사회와 국가체계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실현을 위한 포섭의 대

상이었다. 

이혼 당사자는 모든 체계의 경계에서 나름의 생존전략을 구사하면서 살아 낼 힘을 키워갔으며, 우

리 사회의 억압된 구조나 불합리한 부분들은 결혼이주여성, 이혼여성, 한국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

마,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양식에 맞게 해체하고 재구성 해 가고 

있었다. 주류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기도 하고 포섭하기도 하면서 우리

안의 이방인, 이방인 안에 우리로서 서로를 수용하고 보호하는 방법들을 찾고 만들어 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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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등장으로 우리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 가정

의 이혼으로 이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가족–지역-국가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안전한 보호 장치들이 지역사회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야만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불가피하게 가족이 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충격과 변화들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원동력 또한 일-가정-돌봄이 순환되는 지역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5. 연구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이혼의 사회구조적 맥락들을 이해하고,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이혼을 예방하

며, 이혼 후의 충격과 변화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선택에서부터 결혼생활, 이혼과정, 이혼 후 생활까지의 과정을 실제 생활 속 

일상적 행위성을 바탕으로 근거이론 원리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심현상은 ‘어긋난 현실에 대해 저항하다(탈구)’였다. 인과적 조건은 ‘생존을 위해 탈출

하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 실감하다’이었으며, 중재적 조건은 ‘남편 실체 알게 되다’, ‘절망하다’, ‘마음 

추스르지 못함’이었고, 맥락적 조건은 ‘하녀취급 당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되다’, ‘일단 살고 보자고 

결심함’, ‘미래 삶의 담보 마련함’, ‘주변화 되다’, ‘이방인 의식이 들다’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지

지체계 구축하다’, ‘새 삶의 의욕 다지기’, ‘사회 정체성 재구성 하다’였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

라 나타난 결과는 ‘정착지 마련하다’였다. 이를 토대로 모든 범주를 통합하는 핵심범주는 ‘해체를 통한 

안전한 정착지 찾기’로 보고 이를 결혼이주여성 이혼의 본질로 해석했다.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중재적 

조건들을 형성하는 속성과 차원에 따라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하여 이혼유형을 대처성장형, 해방안주

형, 생활눌림형, 유랑지속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혼과정과 이후에 대한 상황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이혼과정, 이혼 후 과정 경험을 

시간의 경과성에 따라 생활세계를 근거로 당사자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둘째,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일반적 시선이 가난한 나라에서 돈 때문에 시집온 여성(김이선 외 2010; 

김정선, 2010; 김민정 외 2006, 김현미, 2006)으로 일반화 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의 결혼과 이혼은 안전한 정착지 찾기의 과정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기

존 이혼담론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김오남, 2006; 박재규, 2007; 신경희·양성은, 2005)을 전환할 수 있

는 근거들을 당사자의 일상적 행위성에서 찾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남성과의 결

혼생활에 대해 ‘사랑 없어요, 노력해도 안돼요, 처음부터 그랬어, 미련 없어요.’, ‘아이를 내가 키우면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당초부터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정략적 결혼이었다.’ 등의 구

술에서 드러나듯 결혼이주여성 이혼 기저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담론이외에도 한국국적 

취득 또는 사회복지수혜자 지위획득 등도 작동되고 있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 국적 취득 방법은 결

혼생활 유지 기간 기본 2년, 한국인 남편의 증명 그리고 국적취득을 위한 몇 가지 절차들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는 국적취득이 보다 용이해진다. 이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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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가장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

적 취득여부가 결혼이주여성 이혼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

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의의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이혼 예방과 이혼 후  충격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당사자가 자신의 결혼과 이주에 대한 정체성

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인 결혼에 대해 사전 이해나 교육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이주결혼, 출산과 양육 등

을 비롯한 다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감당해야만 하는데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자기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재구성 과정이 없다보니 본국 가족과의 건강한 분리도 하지 못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여성

들을 대상으로 각 여성들의 본국에서부터 자기 삶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인문소양 과정과 더불

어 결혼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사전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예비

자 의무교육제도 마련이 그 방법 중 하나 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제결혼예비학교,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문학 강좌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간의 다양한 차이로 인해 이

러한 방안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감독 차원에서 국제결혼 지원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강화하여 의무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참여자들은 결혼과 이주라는 엄청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본국 가족들의 생계비 마련

을 위해 일자리부터 찾았다. 낯선 나라, 낯선 가정, 낯선 사람들과의 적응은 물론 낯선 일터에서의 적

응 과정에서 발행하는 각종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단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의 방향을 

일-가정-돌봄이 삼립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최대한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 및 창출함과 동시에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

는 전략 개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 재능 나눔과 일자리를 통합 할 수 있

는 ‘재능 나눔 일자리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개인들은 재

능을 기부하고 이 재능들을 협동조합에서 모아 각 분야별로 역할을 배분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

육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 일자리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원 상

호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주국, 이주시기, 활용가능한 자원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일자리

를 나누되 가족주기별 발달과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배려하여 생애주기별로 돌봄이 이

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완전한 통합을 목적으로 확대·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과 이혼으로 인한 어려움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적지지체계를 적극적으로 찾

아 활용한 참여자일수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비교적 빨리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반대의 경우에는 

사적 연계망(남성이주노동자, 자국출신 결혼이주불법체류자 등)을 통해 가출과 도망을 반복하고 전국

을 유랑하였다. 한국남성과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가족-지

역-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이 단

순히 각 개인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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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가 자존감과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

성과 지역성을 모두 고려한 단·중·장기적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참여자 전원이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일부 참여자(1, 2, 4, 6, 7, 

8, 9, 11, 12, 13, 15)의 경우에는 본국 가족들까지 한국으로 이주해 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

지가 매우 강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사회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출현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도 여러 분야 많은 전문가들이 가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가족 출현과 다양성에 대비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마을단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지역사회를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초동세모녀살인사건, 수원토막살인사건, 안산인질극살

인사건 등 극악무도한 살인사건들은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장이나 이주남성에 의해 자행되었

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족해체가 공동체를 위협하고 와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터

에서 우리사회 내 가족의 역할과 가치를 확인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복지지성4)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을단위를 조직·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을단위에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서부터 개인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서로 나누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

자치제도 시행으로 각 지역단위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작은 도서관에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인적·물적, 공식·비공식적 복지자원들이 산재해 있고, 광역단위별로 지역사회서

비스지원단이 조직·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 상호 간 조정 및 연계를 거쳐 지역사회에 산재·

내재된 모든 자원들을 조직화하여 건강한 공동체 유지·지속을 위한 마을단위복지지성 활동 방향으로 

확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마을단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학교를 개설하여 돌봄 인문

학, 내가 살고 있는 마을알기, 주민학습소모임, 우리 동네 장인에게 배우기, 다양한 치유 및 운동 프로

그램, 취미활동 지원 및 전시·공연 등 가족중심 프로그램들을 조직·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

체 정신 복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합의가 자연스럽게 마을단위에서 논의되고 합의될 수 있도록 마

을복지지성 활동들이 조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 부부의 이혼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혼 후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

기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원조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기관들을(가정법

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경찰서, 학교, 법무부, 지역사업장 등)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칭 ‘다문화이혼가정통합지원위원회’를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

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이혼위기에 놓여 있거나 이혼으로 해체된 다문화 

가정 및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혼으로 인한 충격완화와 생활의 안정을 원조할 수 있도록 

4) 복지지성이란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이혼예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마을단위 지

역공동체가 절대 필요함을 발견하고 이를 개념화 하였다. 개념화를 위해 슬라예보지젝의 인터뷰 모

음집 ‘불가능성의 가능성’에서 ‘공동’이란 배제된 자와 포함된 자를 가르는 장벽을 허무는 보편적 해

방의 근본 조건이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과제란 ‘도덕적 다수’의 자리를 점령하기 위한 정치적 이

론화 작업과 실천적 네트워크가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을지성’ 활동들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최근 지역복지운동 차원에서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마을복지학당, 마을인문

학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역공동체가 

복원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를 “복지지성”으로 개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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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법률관계자, 다문화전문가, 경찰관계자, 학교관계자, 의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합동으로 

가족관계 교육, 주민인식개선, 자원연계 및 발굴, 역량강화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획․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결혼이주여성인 이혼당사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

들, 이혼가정 자녀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족 해체 예방과 이혼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된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이혼을 경험한 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혼의 다른 쪽 당사자인 국제결혼 이혼 남성들의 이혼 

전․후 경험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과정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남성들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필리핀, 중국(한족, 조선족), 베트남 등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지만 출신국가에 따라 유전 내지는 학습된 경험들이 결혼과 이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본국에서의 삶의 경험이 이혼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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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vorce Experienced by Marriage Immigrant Women

Park, Mijeong

(Sungkyunkwan University) 

Um, Myungyong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ife experiences of fifteen 

marriage immigrant Asian women who went through running away from their 

home countries, marrying with Korean men, divorcing from their husbands, and 

coping with many difficulties after their divorce in Korean society.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grounded theory methods have been employed.

The central phenomenon digged out from this study was 'resistance to baffled 

reality' (i. e. dislocation). The causal conditions which brought about the central 

phenomenon were ‘escaping for survival' and ‘experiencing the gap between 

reality and expectation. ’The intervening conditions included ‘getting to know the 

reality of their husbands,' ‘losing hope,’ and ‘not being able to pull themselves 

together.' The contextual conditions consisted of 'being treated as maids,' 

'becoming victims of family violence,’ ‘making up their minds to survive,' 

'securing future life,' 'being marginalized,' and 'being aware of themselves as 

strangers.’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on the central phenomenon were 

‘building support systems,’ 'building up will for new life,' and 'reconstructing 

social identity.’The final outcome was 'arranging places of new settlement.' The 

divorce was classified as four types: 'coping and growth,' 'emancipation and 

settling down,' 'being overwhelmed by livelihood,' and 'continuous wandering.'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a few political and practice 

suggestions to prevent family violence and divorces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also to bumper the impacts of divorce.

Key words: marriage immigrant women, divorce, grounded theory, resistance 

to baffled reality (i. e. dislocation), finding settlement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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