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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ces in family values, which is a cause of family dissolution and conflicts of marriage immi-

grant women. This study was conducted on 441 women in Vietnam. It was done to explore their family values. Specifically, 

the following were examined: the overall family values and martial status of Vietnamese women; differences in their family 

values by region (northern, central, southern). The survey questionnaire consists of the following content: ‘family perception’; 

‘gender-role values’; ‘elderly parent support value’.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values of Vietnamese women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family perceived by them was relatively narrow. In particular, most of them didn't perceive the parents 

of a spouse as a familymember. Second, in terms of gender-roles, they perceived men and women as equal and didn't have 

strong perception of traditional gender roles. Third, they felt strongly about supporting elderly parents. The perception of sup-

porting elderly parents is based on equal gender roles, instead of the paternalistic approach. They preferred financial support 

to living with parents.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family values by region. Also, their values seemed to be the opposite 

of the ones well-known by region. In addition, their values were changing amid economic growth and modernization. 

Residents in Can Tho in the south - known to have open-minded Southeast Asian values - had the most patrilineal, traditional 

values with strong perception towards supporting elderly parents. Residents in Hanoi in the north - known to have heavy 

influence of Confucian culture - had non-traditional values with positive attitude towards liberal sex culture, divorce, and 

remarriage. Residents in Da Nang, a central region, had a mixture of northern and southern characteristics in terms of family 

val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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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의 정보화 및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전지구

적 경제 및 문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적자

원의 초국가적 이주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초국가적 

이주는 저성장 아시아 국가 여성의 결혼이주를 빈번하게 

만들어, 여성의 결혼이주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국내 국

제결혼 현황을 살펴보면 혼인 10쌍 당 1쌍 정도인 8%

인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4). 결혼이주여

성의 출신국은 중국(55,325명)이 가장 많고 이어서 베트남

(39,427명), 일본(11,087명), 필리핀(10,091명) 순이다. 다양

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특히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은 유입의 증가폭이 매우 크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2000년 부터 공식적 유입이 시작되었으며(E. Lee & M. 

Jun, 2014a), 혼인 건수가 2000년 77건에서 2003년 1,402

건으로 급증한 이래 해마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증가하고 있는 유입률 비 이혼

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 28건에서 

2013년 현재 2,057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전체 이혼 구성비의 27.1% 상당에 달한다(Statistics 

Korea, 2014).

결혼이주는 초국가적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가치의 이동도 발생한다. 가치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쉽게 변화하

지 않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은 이주

국가에서 고유한 가치의 차이 및 변형을 경험하면서 가치

를 재생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거

치게 된다(S. Hall, 1994).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

은 다양한 가치들과 협상을 거치면서 문화적 혼성 및 새

로운 정체성 형성을 요구받게 되는데(M. G. Durham, 

2004), 이러한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다양한 ‘가치 갈

등(value conflict)’을 경험하게 된다.

N. Marisol, J. Antonio, G. Maria and P. Pablo(2007)

는 이주민과 이주국가 간에 이주에 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우선 사회영역에서는 상호 통합을 선택

하지만, 그 외 가치를 포함한 문화영역에서 이주민은 분

리를 이주국가는 동화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주 

후 이주민과 이주국가의 문화 적응 과정에 한 상반된 

입장은 갈등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의 가정생활문화 측면에서 결

혼이주여성과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구성원간의 분리와 

동화로 치되는 상황은 다양한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예로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갈등 원인 

중 하나가 상호 가치관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한국은 일부 외부 국가(미국, 스웨덴, 일본)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를 가진 

국가이며(J. Baek, 2009), 전 세 에 걸쳐서 전통적 가치

관이 팽배하다고 할 수 있다(K. Eun & Y. Lee, 2005). 

이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은 특히 결혼이주라는 상

황과 연계될 때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로 

한국에서 결혼이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들은 전통

적 가치를 가진 여성과 혼인하기를 기 하고 있어(Y. 

Wang, 2010), 국내에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에게 가부장권 

행사 및 돌봄과 부양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M. Kim, M. Yoo, H. Lee, & K. Chung, 

2006). 또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과 이주국의 경제적 격

차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전통적 가부장적 가치관을 더 강

화하고(G. Hong, 2000), 가족 내 계급화가 형성되는 악순

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전지구적으로 돌봄 및 생계 책임

자로 이분화 되던 전통적 가족개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역설적으로 국내 결혼이주여성

에게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가족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앞서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출

신이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지역 및 환경적 영향

에 의해서 한자와 유교 및 불교 문화권을 바탕으로 이루

어진 동북아시아의 가치관과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B. Choi, 2008).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치 혼란 및 갈

등으로 인한 가족 갈등은 지속화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유입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은,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

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보고되고 있다(E. Lee & M. 

Jun, 2015).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주 초기에는 

베트남 내에서도 매우 빈곤한 남부 메콩델타(Mekong 

Delta)지역 출신의 여성이 부분을 차지하였다(H. Kim, 

2007; B. Nam, 2010). 이후 북부, 중부, 남부지역 결혼이

주여성의 입국 비율은 해마다 그 양상이 바뀌는데, 근래 

들어서는 북부 하노이 지역의 여성이 남부와 중부보다 상

당 부분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2014). 이는 다

양한 지역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유입되고 있음을 의

미한다.

한편 베트남에 한 국내의 인식은 한국과 유사한 유교

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다(O. Cahe & D. 

Hong, 2007; M. Kim et al., 2006). 그러나 베트남은 한

국의 유교 문화와 다르고 지역별로도 상이한 가치관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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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예로 베트남의 북부는 부계를 중심으로 유교

적 경향을 나타내지만 그 양상은 한국과 다르고, 남부는 

양계 문화인 동남아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S. Ha, 1999; 

S. Sim, 2009). 이러한 측면에서 다수의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제로 인한 가치 갈등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계적 가족위계, 남성 중심적 및 남아 선호, 전통적 가치

를 강조하는 시부모와의 갈등, 가부장적 성역할 분리 등

을 경험하고 있었다(S. Kim, 2010; T. Kim & B. Kwon, 

2012; T. Kim, 2013; E. Lee & M. Jun, 2014b; Y. Shin 

& J. Chang, 2010). 즉 가정생활문화 측면에서 보수적 가

족 가치인 부계 가족 인식과 전통적 성역할, 시부모와 관

련된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 갈등을 경험할 양상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또 누적된 가족 갈등은 가족 해체의 원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고

유의 가족가치관 탐색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

고 있는 다양한 가치 갈등의 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유입과 이혼율이 증가하

고 있고, 다양한 가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 베트남 여성의 가족가치관에 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현재 베트남의 가족가치관에 한 연구는 주로 

베트남 역사를 기반으로 베트남어학, 철학, 민족학, 문화

인류학 분야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지 지고 있어(S. Ha, 

1999; H. Kim, 2011; S. Sim, 2009; I. Yu, 1989), 실증적 

분석이 부족하다. 가족학 분야에서도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에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는 있지만 베트남 여성의 

가족가치관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소수 진행된 

베트남 여성의 가족가치관 연구는 국내 거주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살펴보는 정도이다(S. 

OK, M. Chin, G. Chung, & J. Kim, 2014). 특히 현지 

조사를 통한 베트남 여성의 가족가치관에 한 연구는 전

무하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는 베트남의 가족 가치에 한 현상과 베트남 여성의 실

증적 인식이 반영된 가족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족가치관에 한 현실적인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베트남 여성의 가족

가치관을 살펴보고 차이가 보고되고 있는 베트남의 지역

별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내

용은 베트남 여성의 갈등 사례로 언급되었던 가족 인식, 

성역할가치관, 노부모 부양가치관에 한 전반적 인식과 

베트남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

과는 베트남 현지의 가족가치관에 한 선행연구가 부족

한 실정에서 베트남 여성의 가족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비교가족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 현재 가족 해체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갈등 

감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책 개발의 기

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베트남 여성의 전반적 가족 인식과 지역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베트남 여성의 성역할가치관의 전반적 인

식과 지역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베트남 여성의 노부모 부양가치관의 전반

적 인식과 지역별 차이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한 이해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선택하게 된 주요 

동기는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E. 

Lee & M. Jun, 2014b).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1992년 양

국 간 수교로 인해 문화적 교류가 확 되면서 1997년 한

국 드라마로 인한 한류가 형성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2006년 한국의 최  투자국 이미지는 코리안 드림을 가속

화시켰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생활에 한 동경과 기

회의 나라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주었다. 즉 한류와 코리

안 드림은 베트남 미혼 여성의 한국 이주를 선택하게 만

들었고 국제결혼은 이주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유입 배경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중국 조선족이 결혼이주여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위장 및 사기 결혼 방지 때문에 신

원공증, 혼인신고제, 사증발급제도시행 등의 절차가 복잡

하게 바뀌었다. 이에 국제결혼을 위한 나라가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1999년 국제결혼중개업

의 자유업 전환도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유입되

게 된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초기 

국제결혼 형태는 1960~1970년  초반에 걸쳐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 및 기술자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

다. 그 당시 국제결혼은 중개업이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지금의 결혼이주와는 맥락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H. M. Thanh, 2005), 공식적인 국제결혼 건수와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유입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도 매우 부

족하다. 따라서 공식적인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

혼이주를 통한 국제결혼은 2000년 77건의 소수의 인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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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Statistics Korea, 201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유입 건수는 연 간 최  

100건이 되지 않던 2000년  초반을 거쳐 2003년도를 기

점으로 급증하였다. 2013년 현재 유입 건수는 총 5,770건

으로 다른 국적의 결혼이주여성 비 증가폭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중국에 이어 가장 높은 혼인 건수를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이렇듯 높은 유입 건수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형태는 상업적 

중개업이 6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 한

족 13.8%, 조선족 6.6%, 필리핀 29.6%와 비교했을 때 매

우 높은 수준이며, 가족이나 지인의 소개(유사 중개 행위)

로 유입되는 비율 또한 30.3%로 높은 편에 속한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베트남 여성의 주요 유입 형태인 상업적 중개는 가족 

해체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배우자를 상업적 중개를 

통해서 만난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고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 Hong, C. Shin, S. 

Lee, J. Son, S. Kim, & G. Ju, 2013). 상업적 중개는 속

성결혼의 형태이므로 상호 배우자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상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이혼율은 매우 높은 편인데,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율 구성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중국은 근

래 들어 감소세인 반면 베트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

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의 주요 이혼 원인을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30.5%), 배우자 가족구성원과의 갈등(20.2%), 경제적 무

능력과 어려움(8.3%)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즉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은 가족 해체의 원인 중 하나로 가족관계 내에서 다

양한 차이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시가 구성원과의 관

계도 원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분포 및 거주 형태를 살펴

보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는 농림어업에 종사

하는 비율이 높고 시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

다 높은 수준이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결혼이주여성의 지역별 분포 및 거주 형

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기 하고 있는 민족성에 영향을 

받는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국적의 결혼이주여

성보다 경상지역의 거주 분포 비율이 높은데, 이는 베트

남이 유교적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함으로써 전통

적으로 유교 사상이 팽배한 경상권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

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J. Ryu, 2012).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에게 기 하는 유교적 인식은 다른 국적의 여성보

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간의 연령 차이는 

평균 17세로 전체의 평균인 9.9세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

로(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0), 부부 

간 세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적 여

건은 가정생활문화 측면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보

수적인 가부장적 가치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즉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은 가족 내 가치 갈등의 잠재적 요소가 

다른 국적의 결혼이주여성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2. 베트남의 가족가치관에 한 이해

초기 결혼이주여성이 민족적 정체성이 동일한 중국 조

선족 여성에 한정적이었던 만큼 보수적 가족가치관을 가

진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증가하

게 된 배경에는 국내의 베트남 문화에 한 유사성 인식

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농경사회를 바

탕으로 하고 있고 중국에서 유래된 유교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제도 및 친족개념이 매

우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O. Cahe & D. Hong, 

2007; S. Kim, 2010; M. Lee, 2006). 그러나 베트남의 전

통적 가치는 한국의 가족제도 및 의식과 동일한 것은 아

니며, 한국의 가족가치관과 다소 비슷하지만 표면적인 유

사성이라는 보고가 있다(E. Lee & M. Jun, 2014b). 

베트남의 전통적 관습은 오랜 지배를 받은 중국의 유교 

문화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B. Choi, 

2008), 베트남의 문화는 시 적 상황과 문화적 환경에 따

라서 다소 변모하긴 했지만 베트남 고유의 근본적인 특성

은 그 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J. K. Whitmore, 

1987). 즉 베트남은 다양한 외부의 환경적 영향을 받았지

만 베트남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

지고 있다. 

베트남의 가족가치관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베트

남을 크게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서 논의되고 있다(S. Ha, 

2000; I. Yu, 1997). 베트남을 북부와 남부로 이분화하여 

보는 시각은 베트남의 가늘고 긴 지형적 특성에 영향을 

받았으며,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20여 년 동안 

국경이 분할되었던 역사적 맥락과도 관련성이 있다. 이러

한 지형적․역사적 구분은 베트남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서 민족성이 다를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 맥락에서 북부는 폐쇄적, 남부는 개방적 공

동체로 구분하는 시각이 존재한다(E. R. Wolf, 1955). 

중국과 맞닿아 있는 베트남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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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와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북부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산악지역인 북서부 문화, 

산악지 와 평야지 를 연결하는 통로인 북동부 문화, 하

노이 일 를 포함한 북부 문화로 구분되고 있다. 북부 지

역은 지정학적으로 외부로부터 침략을 직접적으로 경험함

과 동시에 외부문화를 수용하기에 가장 유리한 특성이 있

다(Y. Kim et al., 2013). 

그 외 북부 지역은 유교적 가치를 지닌 부계제인 부계

종족 원칙과 장자우  불균등 상속문화가 존재하는데, 이

는 한국의 부계적 가치관과 유사하다. 그러나 베트남은 

한국의 특성인 가부장적 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장자

우 로 인해서 딸을 차별 우하는 것이 아니며(S. Ha, 

1994), 부계제로 인한 부권강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부장적이지 않고 부부는 비교적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도 상하 수직적 형태와는 거리가 멀

다(I. Yu, 1997). 

북부의 노부모 부양가치관은 부계제를 따르고 있긴 하

지만 동거 부양의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동

거를 하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바로 분가하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다(Keimyung University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2007). 즉 부계에 의한 노부모 부양 

의식은 존재하지만 노부모와 부양의 주체는 가구 단위로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남부 지역은 메콩강 유역에 발달되어 있는 지

역을 의미한다. 중국 유교문화의 영향력이 있는 북부와 

달리 남부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사이공 항구 지역의 

특성상 서양문화와 외부 상선의 왕래가 빈번하였다(Y. 

Kim et al., 2013). 이러한 남부의 지역적 특성은 북부의 

부계제와 달리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가족 범위에 양계를 모두 포함시키는 동남아시아적 가족 

인식과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다(S. Ha, 2000). 따라서 남

부의 가족 범위는 북부의 부계적 양상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남부의 가족 거주 형태와 노부모 부양 가치

관을 살펴보면, 자식들이 혼인을 할 경우 부모의 집에서 

독립하여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노부

모 부양책임은 막내아들에게 주어지는데, 막내아들이 부

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제사를 지낼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G. C. Hickey, 1964). 이는 북부의 부계적 노부모 

부양 및 장자우  문화와 다른 형태이며, 한국의 부양 의

식과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 남부 베트남은 막내가 아들이 아니거나 집안에 아들

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노부모 부양책임과 제사의 의무를 

수행한다(S. C. Cummings, 1976). 이러한 양상에서 남부

는 제사와 부양의 책임 및 의무가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으며,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남

부의 여성은 부계적 시부모 동거 부양에는 관심이 없는 

편으로 알려져 있으며(Keimyung University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2007), 혼인 후에는 친정과 근거

리에 거주하면서 긴밀한 유  관계를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다(S. Ha, 2000).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북부와 남부의 가족가치관은 친족 

범위와 제도차원에서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부계와 동

남아 문화를 바탕으로 한 양계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

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효에 한 사회적 가치가 높은 

반면 노부모에 한 동거 부양 의식은 낮고 여성의 지위

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여성의 지위 측면에서 북부

의 부계제와 장자우  문화도 여성의 지위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남부의 양계제에서는 근본적인 남녀의 지위적 차

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가족

가치관은 역사적․지역적 맥락에 의한 문화 형태의 차이

점은 존재하지만 베트남 특유의 문화적 고유성을 바탕으

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I. Yu(1989)는 베트남의 가족제도와 문

화는 중국의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긴 하였으나, 소수 지

배층을 제외하고 일반 서민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유교문

화의 영향력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 부

분 부부 중심적 가족형태를 이루고 부부의 지위가 평등하

다고 주장하였다. 베트남은 성별에 따른 활동이나 역할에 

제약이 없고 일-가정 노동을 위한 유연한 성역할 분리구

조를 보이고 있다(Y. Kim, M. Kim, & G. Han, 2006). 

베트남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게 종속적이지 않은 편인데, 

동남아시아의 특성상 자연적 자원이 풍부한 농경중심사회

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여성은 집안 소사와 가계경제를 결정하고 배우자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표하는 호주로서 인정받기도 

한다(S. Sim, 2009). 또 여성은 혼인을 하더라도 남편의 

가족에게 종속되지 않고 법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 받

는다(J. Ryu, 2009).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가족가치관은 지역적․역사적 맥

락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가족제도 및 

가족문화의 근간에는 부부중심, 여성존중, 낮은 노부모 동

거 부양 의식, 유연한 성역할 분리가 있으며, 이는 베트남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베트남의 가족제도 및 

가족문화가 한국의 부계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유교 가

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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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용어의 정의

‘가족 인식’은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에 한 가치

와 신념을 의미한다. 즉 가족 인식을 통해 개인의 삶에서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과 가족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으

며,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가족 가치가 반영된다. 가족 인

식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가족구성원에 한 인지

도를 파악할 수 있는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족 범

위’가 있다. ‘성역할가치관’은 성별에 따라서 사회문화적으

로 인식하고 요구되는 가치체계를 의미하며, 개인이 소속

된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고 문화적 가치에 부응하게 

된다. 성역할가치관은 크게 양성평등가치관과 전통적가치

관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노부모 부양가치관’은 노부

모가 필요로 하는 총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

는 일상적 원조를 의미한다(M. Kim, 2002). 노부모 부양 

의식은 개인의 부양에 한 인식 및 태도인 동시에, 사회

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2. 연구 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상자는 베트남의 하노이(북부) 147명, 다

낭(중부) 147명, 껀터(남부) 147명으로 총 441명이다. 연구

상자의 선정은 한국결혼이주를 선택한 여성들의 출국 

전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직원의 협

조를 통해서 진행하였다. 연구 상자는 베트남의 지역별

로 유의 표집(purposive sample)되었다. 연구 상자의 연

령 는 20～30 로 한정하였는데, 20～30  여성은 결혼, 

출산, 양육, 노후의 생애 단계별로 나타나는 시간적 연속

성을 의미하는 가족생애주기단계에서 배우자 탐색을 통한 

가족 형성 및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로서(Y. 

Yoo, 200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유입 시기 및 

가족생애주기와 유사하다. 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이

혼 당시 연령  중에서 20～30 가 부분을(2013년도 기

준 86.2%) 차지하고 있으므로(Statistics Korea, 2014), 가

족 해체의 응 방안으로 수행하는 가족가치관의 연구

상자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수집 과정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된다. 예비

조사는 2014년 3월 하노이의 20～30  여성 30명을 상

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번

역 및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2014년 5월부터 6월에 

걸쳐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하노이(북부), 다

낭(중부), 껀터(남부)에 거주하고 있는 20～30  여성을 

상으로 각 160부씩을 배포하였고 총 480부를 수거하였

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4부와 이혼․사별․별거․

동거형태인 5명을 제외하여 총 441부를 최종적으로 분석

에 활용하였다. 

연구 상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 (60.1%), 30

(39.9%)로 20 가 30 보다 더 많다. 지역별로 하노이

는 20 (61.9%), 30 (38.1%)이고 다낭은 20 (53.7%), 30

(46.3%)이며, 껀터는 20 (64.6%), 30 (35.4%)이다. 지

역별 연령 의 분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 상자의 혼인 상태는 기혼(59.0%), 미혼(41.0%)

으로 기혼이 미혼보다 더 많다. 지역별로 하노이는 기혼

(40.1%), 미혼(59.9%)이고 다낭은 기혼(44.9%), 미혼

(55.1%)이고 껀터는 기혼(37.7%), 미혼(62.8%)이다. 지역

별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학력은 고졸이하(32.9%), 학

재학 및 졸업이상(67.1%) 순이다. 학력은 지역별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1.152, p<.001), 

껀터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학력이 더 낮았다. 

연구 상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직(31.6%)이 가장 

많고 전문직(20.4%), 서비스 및 판매직(12.7%), 학생(9.8%), 

단순노무(8.4%), 전업주부(3.2%) 순이다. 연구 상자의 

부분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분포는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105.451, 

p<.001), 하노이는 사무직(44.2%), 서비스 판매(19.0%), 전

문직(13.6%) 순이고 다낭은 사무직(34.0%), 전문직(21.1%), 

학생(17.0%) 순이며, 껀터는 전문직(26.7%), 단순노무

(19.2%), 사무직(15.8%) 순이다. 껀터는 다른 지역보다 전

문직과 단순노무직이 높게 나타났고 다낭은 다른 지역보

다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 상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0만동이상～2,000

만동 미만(38.8%), 1,000만동 미만(38.6%), 2,000만동이상

(22.6%) 순이다. 1,000만동은 한국 화폐단위로 51만 6천원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2014년 12월 18일 환율기준). 베트

남 통계청(2014)에 의하면 2012년 베트남의 도시 지역 1인

당 월평균 소득은 월 298만동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 소득이 1,200만동에 조금 못 미친다. 연구 상

자의 평균 소득 수준은 월평균 가구 소득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수준이다.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은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41.875, p<.001), 껀터의 소

득 수준이 하노이와 다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Vietnam (2014)가 고지한 노동자의 월 최저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는 270만동, 다낭과 껀

터는 240만동이다. 2013년 베트남의 빈곤 가구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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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하노이는 1.01%, 다낭은 0.77%, 껀터는 3.95%

로 도시별 빈곤율은 껀터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일

반 노동자의 월 최저 임금 수준과 비교했을 때 껀터는 세 

지역 중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계층은 중류

층(58.5%), 하류층(22.4%), 상류층(19.1%) 순이다.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 정도는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29.663, p<.001), 껀터가 중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

이 다낭과 하노이보다 높고 하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낮았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베트남 여성의 가족가치관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2010년 가족실태조사의 ‘가족 인식 및 태도’ 영역 내용으

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베트남 여성의 가족가치관

을 한국 가족가치관의 양상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인식 및 태도’ 영역의 문항 구성은 매년 49개 

국가들이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조사하는 국제사회조사기

구(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와 한

국종합사회조사(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의 

가족 및 성별 역할(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 

조사를 위한 가족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실태조사의 ‘가족 인식 및 태도’ 영

역의 세부내용 중 ‘가족 인식’, ‘성역할가치관’, ‘노부모 부

양가치관’ 영역을 가족가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중 응

답인 ‘가족 인식’ 영역을 제외한 각 가치관 영역은 응답의 

중심화 현상을 지양하기 위하여 4점 Likert 척도로 구성

하였다. 각 영역에는 개별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

역별 내적 일관성은 측정하지 않았다. 연구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의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검증을 실시하였다. 둘

째, 가족 인식 영역은 다중 응답 분석 및 기술통계의 빈

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베트남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기 

Item Category Total Hanoi Da Nang Can Tho 

Age

(n=441)

20's 265(60.1) 91(61.9) 79(53.7) 95(64.6)
3.933

30's 176(39.9) 56(38.1) 68(46.3) 52(35.4)

Marital status

(n=441)

Single 181(41.0) 88(59.9) 81(55.1) 91(62.3)
1.637

Married 260(59.0) 59(40.1) 66(44.9) 56(37.7)

Education

(n=440)

High school or less 145(32.9) 36(24.5) 34(23.3) 74(50.3)
31.152***

College/College or higher 296(67.1) 111(75.5) 112(76.7) 73(49.7)

Job

(n=447)

Profession 90(20.4) 20(13.6) 31(21.1) 39(26.7)

105.451***

Office 138(31.3) 65(44.2) 50(34.0) 23(15.8)

Service Sales 56(12.7) 28(19.0) 18(12.2) 10(6.8)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9(2.0) 6(4.1) 0(0.0) 2(2.1)

Technician 9(2.0) 2(1.4) 3(2.0) 4(2.7)

Simple labor 37(8.4) 6(4.1) 3(2.0) 28(19.2)

Student 43(9.8) 12(8.2) 25(17.0) 6(4.1)

Housewife 14(3.2) 4(2.7) 1(0.7) 9(6.2)

Etc 44(10.0) 4(2.7) 16(10.9) 25(16.4)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n=432)

Less Than 10 Trieu 167(38.6) 37(25.9) 48(33.3) 82(56.6)

41.875***More Than 10~20 Trieu below 168(38.8) 71(49.7) 49(34.0) 48(33.1)

More Than 20 Trieu 97(22.6) 35(24.5) 47(32.6) 15(10.3)

Subjective social class 

recognition

(n=437)

Lower class 98(22.4) 40(28.0) 31(21.1) 27(18.4)

29.663***Middle class 256(58.5) 84(58.7) 69(46.9) 103(70.1)

47(32.0) 17(11.6)Upper class 83(19.1) 19(13.3)

***p<.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

n=441(Hanoi=147, Da Nang=147, Can Tho=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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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교차분석()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족가치관

에 한 전반적 인식은 일표본 t 검증(one sample t-test)

을 통해서, 베트남의 지역별 인식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Duncan test로 사후검

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베트남 여성의 가족 인식

1) 주관적 가족 범위 인식

연구 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족 범위는 

<Figure 1>과 같다. 연구 상자가 다중 응답한 가족 범위

를 살펴보면 부모(85.2%), 배우자(69.8%), 자녀(64.5%), 형

제자매(58.9%), 친조부모(31.1%), 외조부모(27.5%), 배우자

의 부모(25.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형제자매의 배우

자, 사위, 며느리를 포함한 부분의 친족에 해서 가족 

범위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았다. 또 직계비속인 친손자녀

와 외손자녀를 가족 범위로 인식하는 수준도 낮았다.

연구 상자의 과반수 이상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

매를 가족 범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 적

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직계존속인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며, 배우자 부모에 한 가족 범위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즉 베트남 여성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좁고 경계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상자의 부계 우선성을 살펴보면, 친조부모를 외

조부모보다 가족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고 친족의 범위

에서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한 인식(11.8%)이 형제자매

의 배우자 인식(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여

성의 가족 인식에 부계 우선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배우자 부모에 한 인식 수준이 본인

의 부모 및 외조부모에 한 인식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

준이고 외삼촌(9.1%)을 삼촌(7.5%)보다, 이모(8.2%)를 고

모(6.6%)보다 가족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

다. 또 외손자녀(5.0%)에 한 인식이 친손자녀(4.1%)보다 

높고 사위(4.1%)를 며느리(3.4%)보다 가족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여성은 부계 우선

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주관적 가족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계의 인식 범위는 매우 좁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 삼촌 

및 고모보다 외삼촌 및 이모를, 친손자녀보다 외손자녀를, 

Figure 1. Subjective perception of family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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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보다 사위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모계 친족

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양계적 가치관이 존재함을 의미한

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여성의 전반적 가족 범위 인식은 

부계를 중심으로 양계가 혼재된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별 주관적 가족 범위 인식

지역별로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가족 범위 인식은 

<Figure 2>와 같다. 북부 지역인 하노이는 가족 범위를 

부모(88.4%), 자녀(69.4%), 배우자(67.3%), 형제자매(58.5%), 

친조부모(43.4%), 외조부모(34.0%), 배우자의 부모(25.9%)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부 지역의 다낭은 부모(95.9%), 

배우자(72.1%), 자녀(69.4%), 형제자매(68.0%), 친․외조부

모(29.3%), 배우자의 부모(21.8%)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 지역인 껀터는 부모(71.2%), 배우자(68.5%), 

자녀(54.8%), 형제자매(50.0%), 배우자의 부모(38.1%), 친조

Figure 2. Regional family rang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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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20.5%), 외조부모(19.2%) 순으로 나타났다. 하노이와 

다낭은 가족 범위 인식의 양상이 유사하지만 껀터는 하노

이 및 다낭과 비교했을 때 배우자의 부모를 가족으로 인

식하는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을 받

은 것으로 알려진 하노이보다 양계적 동남아 가치관을 가

지고 있다는 껀터가 부계 우선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

이다.

하노이는 다낭 및 껀터와 비교했을 때 며느리(6.1%)를 

사위(4.1%)보다 더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그 외 친족의 범위에서 

세 지역 모두 외손자녀를 친손자녀보다, 외삼촌을 삼촌보

다, 이모를 고모보다 더 높게 인식하거나 동일한 수준이

다. 지역별 가족 범위 인식의 결과는 양계적 가치관이 강

한 것으로 알려진 껀터가 하노이와 다낭보다 배우자의 부

모를 더 가족으로 인식하는 부계 우선성이 가장 높은 지

역이며, 하노이는 부계의 잔재가 다소 남아있는 양상을 

보였다. 그 외 지역별 가족 범위 인식의 차이는 전반적인 

가족 범위 인식에서 나타난 부계와 양계의 혼재된 양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베트남 여성의 성역할가치관

1) 성역할가치관에 한 전반적 인식

연구 상자의 성역할가치관에 한 전반적 인식의 평균

은 양성평등 성역할 영역에 한 인식(M=3.37)이 높고 

전통적 성역할 영역에 한 인식(M=2.23)이 낮게 나타났

다. 양성평등 성역할 영역은 양성평등한 자녀돌봄과 가사

분담에 한 인식 수준 모두 높았다. 이는 가정 내 남녀

의 동등한 역할 수행과 책임에 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

한다. 전통적 성역할 영역은 각 항목 별 인식 수준이 달

랐다. 역할 수행에 있어서 이분화된 전통적 성역할 분리 

의식인 남성은 생계유지자이고 여성은 돌봄 행위자라는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부계 우선성 항목인 

결혼한 여성은 친정보다 시가를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

는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 취학 전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항목은 다른 항목과 비교했을 때 다

소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즉 베트남 여성은 가정 내 

역할 수행과 책임에 있어서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낮고 

양성평등 성역할 의식이 높지만, 전통적 성역할 수행에 

포함되는 어린 자녀양육에 한 어머니 역할 책임 의식은 

상 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베트남의 모계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자녀양육의 어머니 역할 책임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내용은 <Table 2>

와 같다. 

2) 지역별 성역할가치관

성역할가치관에서 양성평등 성역할 영역과 전통적 성역

할 영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

평등한 성역할 인식은 다낭, 하노이, 껀터 순으로 높게 인

식하고 있었고 전통적 성역할 인식은 껀터, 하노이 및 다

낭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세 지역에서 다낭이 양성

평등한 성역할 인식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껀터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동일 맥락에서 껀터가 전통적 성역할 인

식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하노이는 양성평등하

고 전통적 성역할가치관이 낮은 지역이지만, 내부적으로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 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부계 

우선성이 잔재하고 있었다. 각 영역의 항목별로 지역의 

차이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영역에서 껀터는 가정 내 양

성평등한 자녀돌봄과 가사분담에 한 인식 수준이 가장 

낮았다. 하노이는 양성평등한 자녀돌봄에 한 인식 수준

이 다낭과 껀터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성역

할 영역에서 껀터는 취학 전 자녀돌봄과 부계 우선성 항

domain Item M SD

Gender Equality

The father and mother must take care of their children 

exactly as
3.39 .875

Dual-income couples should be the same as domestic labor 3.36 .839

Total 3.37 .857

Traditional

A man performs economic activity and women should do 

the housework
2.07 .962

Preschool child care for mothers 2.47 .950

When need help both my parents and laws, married women 

should help the laws before my parents
2.17 .941

Total 2.23 .951

Table 2. Generally recognized values for gender roles n=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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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노이와 다

낭은 전통적 성역할 영역에서 유사한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하노이가 다낭보다 부계 우선성이 더 높았다. 세

부내용은 <Table 3>과 같다. 

3. 베트남 여성의 노부모 부양가치관

1) 노부모 부양가치관에 한 전반적 인식

연구 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가치관에 한 

전반적 인식의 평균(M=3.32)은 높게 나타났다. 세부내용

을 살펴보면 양성평등한 노부모 부양에 한 인식이 가장 

높았다. 노부모 부양 형태에 한 인식은 동거 부양보다 

경제적 부양 형태의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 딸과 아들이 구별되지 않아야 하지

만, 한 가구 내에서 같이 거주하는 형식의 부양 방식보다 

경제적 지원 차원의 부양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Table 4>와 같다.

2) 지역별 노부모 부양가치관

지역별 노부모 부양 의식은 노부모 부양 형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껀터가 동거 부양에 한 인

식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하노이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노이는 다른 지역보다 동거를 통한 부

양과 경제적 지원 형태의 부양에 한 인식이 가장 낮았

다. 다낭도 동거 부양보다는 경제적 부양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껀터가 다낭 및 

하노이보다 노부모에 한 부양 의식이 가장 높은 지역이

라고 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Table 5>와 같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갈등 및 해체의 주요 

원인인 가치 갈등 중에서 가족가치관에 주목하고 베트남 

여성의 가족 인식, 성역할가치관, 노부모 부양가치관에 

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베트남의 지역별 차이를 살

domain Item
Hanoi

M(SD)

Da Nang

M(SD)

Can Tho

M(SD)
F

Gender Equality

The father and mother must take care of their children 

exactly as

3.38b 3.64a 3.14c

12.464***

(.931) (.617) (.967)

Dual-income couples should be the same as domestic 

labor

3.42a 3.50a 3.17b

6.450**

(.859) (.656) (.946) 

Total
3.40b 3.57a 3.15c

12.829***

(.771) (.537) (.780)

Traditional

A man performs economic activity and women 

should do the housework

2.04b 1.97b 2.22a

2.555
(.928) (.943) (1.004) 

Preschool child care for mothers
2.28b 2.44b 2.70a

7.612***

(.866) (.922) (1.016)

When need help both my parents and laws, married 

women should help the laws before my parents

2.27a 1.94b 2.31a 
6.899***

(.939) (.854) (.990)

Total
2.19b 2.11b 2.40a

6.702***

(.674) (.674) (.772)

**p<.01, ***p<.001.

Duncan = a > b > c

Table 3. Regional recognized values for gender roles n=441(Hanoi=147, Da Nang=147, Can Tho=147)

domain Item M SD

Parents support awareness

The child must live with aged parents 3.08 .907

The child must be to economic support for aged parents 3.30 .794 

Daughters and sons should be equally care for parents 3.60 .661

Total 3.32 .787

Table 4. Generally recognized values for elderly parent support n=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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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인식’ 영역에서 베트남 여성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족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에 한정된 형태로 경계가 다소 좁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

다. 특이할만한 점은 배우자의 부모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지 않았다. 친족 중에서는 부계인 친조부모와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한 가족 인식이 높지만, 모계 친

족에 해서도 가족 인식이 낮지 않은 부계와 양계가 혼

재된 양상을 보였다.

베트남 여성의 가족 인식 범위가 좁은 것은 베트남 정

부의 가족개혁사업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핵

가족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J. Song, 2013)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좁은 가족 범위 인식과 

더불어서 베트남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에 한 가족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부계적 노부모 부양관이 남아있는 

한국 이주 생활은 가족 내 가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시부모 

동거 비율(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0)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기 되는 유교적 민족

성(J. Ryu, 2012)은 베트남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상충되므

로 가족 갈등으로 표면화될 잠재적 위기 상황을 의미한

다. 베트남 여성의 배우자 가족과 비교했을 때의 원가족 

지향적인 태도는 베트남 여성이 가족에 한 책임감이 매

우 크다는 선행연구(S. Sim, 2009)와 동일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지역별 가족 범위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껀터가 하노이와 다낭보다 배우자의 부모를 더 

가족으로 인식하는 부계 우선성이 가장 높고 하노이는 사

위보다 며느리를 더 가족으로 인식하는 부계의 잔재가 남

아있긴 하지만 그 수준은 높지 않았다. 즉 기존에 동남아

적 양계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남부 껀터가 오히

려 부계 가치관이 가장 우세한 지역이며, 부계 가치관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하노이는 부계 우선성이 낮은 

지역이라는 반 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베트남의 지역별 

가족 범위 인식에 영향을 주는 가족가치관이 변화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또 근래 들어서 입국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지역이 북부 하노이 지역의 여성이 남부와 중부보다 

상당 부분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므로(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2014), 부계 

가치관 강조로 인한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영

하다.

둘째, ‘성역할가치관’ 영역에서 베트남 여성은 남녀가 

평등한 가사분담 및 자녀돌봄에 한 책임을 공유하는 양

성평등한 성역할 인식이 높고 전통적 성역할 인식은 낮았

다. 세부적으로 전통적 성역할에서 성역할 분리 인식인 

남성은 생계유지자이고 여성은 돌봄 수행자라는 인식과 

혼인관계에서 여성은 친정보다 시 을 우선시 여겨야 한

다는 부계 우선성 인식 모두 낮았다. 이러한 베트남 여성

의 양성평등한 가치관 인식은 한국의 전통적 성역할 인식

과 치할 수 있다.

한국인과 베트남의 성역할가치관의 차이는 사회적 현상

이 반영된 국제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The Global 

Gender Gap Report(World Economic Forum, 2014)에

서 성별격차 총 지수가 베트남은 142개국 중 76위인 반면 

한국은 117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전통적 성역할은 사

회구조적 차원에서 여성 차별적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 성역할 인식은 상 적으로 양

성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치 갈등을 경험하게 만드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Domain Item
Hanoi

M(SD)

Da Nang

M(SD)

Can Tho

M(SD)
F

Parents support 

awareness

The child must live with aged parents
2.79c 3.10b 3.35a

14.838***

(.967) (.897) (.764) 

The child must be to economic support for aged parents
3.12b 3.42a 3.37a

6.066**

(.875) (.721) (.750) 

Daughters and sons should be equally care for parents
3.55a 3.63a 3.61a

.607
(.751) (.574) (.646) 

Total
3.15b 3.38a 3.44a

9.312***

(.681) (.588) (.539)

**p<.01, ***p<.001.

Duncan = a > b > c

Table 5. Regional recognized values for elderly parent support n=441(Hanoi=147, Da Nang=147, Can Tho=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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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의 남성 중 기혼자이면서 연령이 높을 때 더 

전통적이라는 연구에서 미루어 볼 때(J. Baek, 2009),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과 연령차가 큰 배우자는 전통적 성역

할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 Ok et al.(2014)은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보다 배우자가 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배우자의 전통적 성역

할가치관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한 역할기 에 반영

되고 기  불일치는 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기 되는 유교적 가치로 인하여 

보수적 가치를 지닌 시부모와의 동거는 매우 큰 부담감으

로 작용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

인의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E. Lee & M. Jun, 2014a), 

결혼이주여성에게 시부모와의 관계는 결혼만족도와 가장 

큰 관계성을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치 갈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예

방을 위해서 배우자와 시부모의 전통적 성역할가치관의 

인식 개선과 관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역할가치관은 지역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다

낭이 가장 양성평등하면서 탈전통적인 지역이고 껀터가 

양성평등한 인식이 가장 낮고 전통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라고 할 수 있다. 껀터는 앞서 살펴본 주관적인 가족 범

위 인식에서 부계적 가치관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하노이는 부계 우선성의 특징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하고 탈전통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껀터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는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전통적 성역할가치관과 양상이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개인 및 사회가 정의하고 

있는 성차별적 젠더 맥락에서 전통적 성역할을 인식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양성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근간으로 전

통적 성역할에 해서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양

성평등하고 탈전통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하노이가 포함

된 북부 지역의 여성도 다수 유입되고 있으며, 중부 지역

인 다낭도 잠재적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형성에 있어서 베트남의 지역별 가족가치관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베트남 여성의 ‘노부모 부양가치관’에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노부모 부양 의식은 양성평등한 부양 

인식이 높고, 같은 가구에서 거주하는 부양 방식보다 경

제적 부양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 가

치를 가진 결혼이주여성과 혼인하기를 기 하고 결혼이주

여성에게 돌봄과 부양의 책임을 강조하는(M. Kim et al., 

2006; Y. Wang, 2010) 한국의 모순적 상황은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에게 부계적 노부모 동거 부양을 강요할 가능

성이 있으며, 이는 가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베트남의 지역별 노부모 부양가치관도 차이가 있었는

데, 하노이가 노부모 부양 의식이 가장 낮은 지역이고 껀

터와 다낭은 높은 지역이다. 세부적으로 껀터가 다낭보다 

노부모 동거 부양 의식이 더 높으므로, 껀터가 세 지역 

중에서 노부모 부양 의식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껀

터는 앞서 나타난 지역적 가족 가치 특성인 부계적인 가

족 인식과 전통적인 성역할가치관과 더불어서 노부모 부

양 의식도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노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성평등하고 탈전통적인 가족 가

치 경향과 더불어서, 노부모 부양 의식도 가장 낮은 결과

를 보이면서 가장 탈전통적인 지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

다. 다낭은 세 지역 중에서 가장 양성평등한 성역할가치

관과 탈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노부모 부양 의

식이 높게 나타난 형태는 하노이와 껀터의 지역적 특성이 

혼재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부 지역인 다낭은 

북부와 남부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가족가치관의 양상

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 여성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별 가치관 변화의 원

인으로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근 화를 들 수 있다. 즉 국

가의 문화는 역사적 측면의 문화적 연속성도 고려해야 하

지만 현재의 상황적 맥락에서도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A. Cohen, 1974). 부계적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하노이는 외부 문화를 수용하기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

리하고(Y. Kim et al., 2013), 베트남의 수도로서 경제적

으로 매우 발전된 도시이다. 따라서 가족가치관이 사회 

환경에 의해서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편 기존 북부의 부계적 가치관이 남부에서 나타난 

원인은 도시의 가족 가치가 근 화를 통해서 소도시로 

확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북부와 중부에 비해서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느린 것은 남부 껀터의 빈부 격차가 

크고 서민의 소득 수준이 낮은 환경적 특성이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베트남은 정치적 안정과 풍

부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인하여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J. Chung, J. Lee, & K. 

Kwon, 2011). 따라서 베트남의 지역별 가족가치관의 변

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남부의 특성에

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국내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부계적 가치관의 퇴보를 

보인 북부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

이다. 부계적 성향이 높은 남부 여성의 가치관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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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모에 한 가족 인식이 낮고 양계가 혼재되어 있으

며 양성평등한 성역할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한

국의 유교 문화적 부계 가치관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 

경제적 활성화 및 근 화는 가족가치관을 변화시키므로, 

남부 여성에게 부계적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기 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 여성의 가족가치관에 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내 

가치 갈등의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은 한국인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 가치로 인하여, 

적응과정에서 가족 내부와 사회적으로 가치 갈등 발생의 

잠재적 요인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치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실천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여성의 좁은 가족 범위 인식, 양성평등한 

노부모 부양 및 동거 부양에 한 낮은 인식은 한국의 부

계적 부양가치관과 베트남 여성에게 기 하는 유교적 가

치로 인하여 가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베

트남 여성은 동거가족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K. Kim, 2012).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에게 기 하고 있는 전통적이고 유교적 가치에 한 기  

수준을 낮추고,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의 보수적 가치를 

더 강조하는 사회적 인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 고유성과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개별적 주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가족가

치관에 한 시가 구성원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베트남 여성의 양성평등하고 탈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은 한국의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가치 갈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베트남은 

내외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은 편이어서 가족 갈등은 더

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고유의 문화와 가치체

계에 한 이해를 통해서 양성평등한 가정생활문화를 영

위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배

우자 출신국의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된 부부중심의 

가족생애주기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베트남 여성의 가족지향적 태도는 결혼이주로 인

한 원가족과의 물리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

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시가 

구성원이 존재하지만 시부모가 보수적 가치를 강조하거

나, 시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결혼만족

도가 더욱 낮아지는 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 

Lee & M. Jun, 2014a). 따라서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체 자원으로 부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관계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다양한 

관계망은 삶의 만족도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M. Lee, 2010). 

다음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치 갈등 완화와 안

정적 정착을 위한 문제 예방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가족가치관에 한 

이해 부족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 유입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드라마를 통

한 정보 이외에 한국 관련 사전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Y. Lim et al., 2006).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의 한국에 한 정보 및 이해 부족은 결혼이주 전 사전

교육 학습 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베

트남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 문화 및 

생활에 해서 현지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나라 중 하나이

다. 사전교육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혼인 당사자 간의 

사전 정보가 부실하고 상호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갈등, 가정 폭력, 이혼을 예방하는 것이다. 사

전교육을 받고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실시한 사전교육의 효과성 검증 결과에 의하면(D, 

Chung, 2014), 사전교육이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화과정을 이수한 여성의 한국생활

정보 일치도가 기초과정만 이수한 여성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한국에 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에게 사전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사

전교육의 질 제고와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베트남 가치관에 한 

오류 제고가 필요하다. 베트남 여성의 고유성을 배제한 

한국 중심적인 사회적 인식은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더욱 확산되

고 있다. 결혼중개업체는 베트남 여성을 유교문화권을 바

탕으로 한국적인 가치를 가진 매우 이상적인 배우자감으

로 소개하고 있다(H. Ko, H. Kim, R. Kim, J. Kim, & J. 

Kim, 2005). 또 사회적 현상과 인식을 반영하고 파급력이 

큰 중매체인 드라마를 통해서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생활력이 강하고 시부모를 잘 모신다는 인식이 재생산되

고 있다(J. Hwang, 2007).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미디어

에서 표현된 베트남과 한국이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유교

문화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가

장 많이 언급되고 있음(S. Kim, 2010)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과 혼인하는 한국 남성에게는 국제결

혼 안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자 출신국 문화와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법무부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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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뤄지고 있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정

한 연애기간을 거치지 않았거나 결혼이주여성의 유입비율

이 높고 가족 해체 비율이 높으며, 한국 국적 취득 비율

이 높은 국가의 결혼이주여성과 혼인하는 한국 남성을 

상으로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기능하

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매우 짧고 교육내용에 결혼

사증 발급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있어서, 

배우자 출신국의 가족가치관에 한 정보를 얻기에는 매

우 부족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질적 제고 및 교육의 내용적 검토가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족가치관은 사회와 국가의 근간인 가족에 

한 개인적 가치이면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

치이기도 하다. 가족 내 가족가치관의 충돌은 사회적 단

위로서 가족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다문화 가족을 사회

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의 증가하고 있는 이혼의 원인 중 하나로 가족가치

관의 차이에 주목하고, 가족 해체의 예방적 차원에서 상

호 배우자의 출신국 가족가치관에 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습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노력이 요

구된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갈등 및 가족 해체의 

원인 중 하나로 가족가치관의 차이에 주목하고 유입률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의 가족가치관을 살

펴보았다. 이 연구는 베트남 가족가치관에 한 선행연구

가 전무한 상태에서 베트남 현지조사를 통해서 베트남 여

성의 현실적 인식이 반영된 총체적인 가족가치관에 해

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

으로 베트남 여성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가치관이 기존에 

알려진 국내 인식 및 역사를 기반으로 분석된 지역별 가

족가치관과 상이한 결과를 도출했다. 또 베트남 중부에 

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중부에 위치한 다낭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베트남의 가족가치관을 세분

화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으로 구

성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의 참고 자료

로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베트남 현지 연구 

상자가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가치관을 변할 

수 있느냐는 상자의 유사성 정도와 가족가치관 도출에 

있어서 연구 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련 

내용에 해서 점검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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