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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한·베 다문화가족의 귀환여성과

그 자녀에 관한 연구

부 티 짱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한·베 다문화 가족의 해체로 인해 한국에

서 베트남 본국으로 다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들의 귀환과정과 베트남에 다시 정착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

베 국제결혼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 남부 껀터시와 허우장

지역의 귀환여성 및 한·베자녀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자녀

와 동반 귀국한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우선, 귀환여성의 본국 귀환과정에는 한·베 가족 내 각종 갈등, 이혼 별거

여성에 대한 한국 체류자격 제한, 자녀 양육 등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

인들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해체와 동시에 ‘곧바로’ 본국으로 귀

환한 여성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으며, 또 남편과의 연락 두절,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결혼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한국 이주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베트남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 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구체적인 생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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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상황은 한국으로의 이주 이전과 비교하여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취업난과 무수입에 의한 생활고로 더 피폐해진 것으로 드

러났다. 귀환여성의 지속적인 빈곤화에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인 요인

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

기 위해 귀환여성들은 친정에 의존하야 하거나 출신고향에 정착하지 못하

고 일자리를 찾아 국내 대도시 등의 타지나 외국으로 재이주를 감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자녀 돌봄과 양육 위기라는 또 다른 악순환을 지속시키

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베트남 내에서 법적으로 한·베 국제결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한다. 귀환여성 3명 중 2명은 사실상 전 남편과의 별거

상태에 있지만 혼인해소를 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3/4나 되는

여성들이 이혼과정상에 실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 들이 느끼는 이혼과정상의 어려움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법

률정보 부족, 이혼비용, 한국이혼관련서류 수령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내에서 혼인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재혼이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삶을 찾

고자 하는 여성들은 필사적으로 혼인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상당수의 귀환여성들이 실제 국제결혼중개업자(체)의 피해

사례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혼인해소를 위해 그들을 찾아가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며, 많은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체)의 영리적 행위나 사

기행위 등의 2차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귀환여성들에 대한 본국에서의 사회적 낙인과 재통합 시스템의 부재

는 귀환여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언론과 주변을 비롯한 사회

적 편견이 귀환여성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비난과 경시의 대상으로 낙인찍

히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왔다. 또한 귀환여성들은 귀환과 동시에 친정 가

족 내에서 현격한 지위 하락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간 관계 악화

를 겪기도 한다. 즉, 대부분의 귀환여성들은 이혼과 귀환과정에서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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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친정가족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이혼으로

인한 고독과 고립감 등 복합적인 심적 고통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부정

적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귀환여성들이 취하게 되는 행동은 우선, 시

간의 흐름에 그대로 맡기거나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와 달리 같은 경험을 가진 여성

들과의 집단적 연대를 통해 공감과 용기를 얻으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

동전략도 나타나고 있다.

넷째, 귀환여성과 함께 베트남으로 동반 입국한 한·베 자녀들에 대한 이

슈는 귀환여성이 여타의 귀환이주자와 차별성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문

제이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대상인 한·베 자녀 총 113명은 모두 미성년자

로 귀환여성인 모의 직접 돌봄을 받고 있는 소수의 자녀를 제외하면 나머

지의 자녀들은 대부분 외조부모 또는 외가 친척에 의해 양육되고 있었고,

자녀의 부를 포함한 한국가족과는 거의 연락 없이 사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자녀의 82.30%가 한국어

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다문화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 나름

노력하였지만 생활환경 등의 이유로 역부족인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한편,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베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별거 과

정에서 받은 상처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부정적 영향, 또 생계와

양육을 위해 타지로 재이주한 모의 부재 속에 불안정한 정서발달과 정체성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귀환여성의 자녀들의 국적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국적만 소지한 자녀가

16%, 이중국적을 소지한 자녀가 2.65%로 나타났고, 이들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국적자(베트남 외가에 맡겨진 자녀의 경우 100% 한국국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 중에는 절반 이상이 한국여권

또는 체류비자 만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모두 베트남 내 미등록 거

주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외국국적 자녀들에 대한 이

중국적 허용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매

우 까다로운 여권발급 및 체류비자 취득절차와 한국인 부의 비협조, 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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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안정적으

로 체류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 국

적 자녀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베트남 거주에 필요한 출생증명이나 외가 호

구부 등재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곧 한·베 자녀들이 제도적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철저히 소외되어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한·베 자녀

실태조사 결과, 일부 정규 교육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국으로의 ‘역귀환’을 고민하는 귀환여성

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는 모의 돌봄이 필

요하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의지에 따라 출입국 제한 없이 언

제든 한국으로 귀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성인이 된 후에는 국적선택 또

는 취득 문제가 있기에 이들의 한국 귀환은 단순히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

에 오랫동안 한국가족 및 한국문화와 단절된 상태에서 성장한 한·베 자녀

들이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게 됐을 시 부정적 문제 발생에 대한 예측과 해

결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는 매

우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베트남에서의 원활한 재정착

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귀환여성과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베트남 사회로 다시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

도록 양국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도 조속히 마련되어야한다.

주요어: 한·베 다문화 가족, 귀환여성, 결혼이주, 한·베 자녀, 실태조사

학번: 2013-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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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 간의 국제결혼은 2000년도부터 지난 17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2017년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2016년까지 한국법상 성혼된 국제결혼건수 총 346,585건 중 한·베

결혼건수는 87,025건으로 국내 결혼이주여성 네 명 중 한 명이 베트남 출신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베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가족 해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1.1>에서 보듯이, 2000년부터 2016년 말까

지 한·베 부부 약 16,755쌍이 이혼한 것으로 집계된 바, 같은 기간 한·베 결

혼건수와 대비해 볼 때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5명 중 한 명 꼴로 가족

해체를 경험(약 19.25%)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16년 한해 기준

으로 볼 때에도 한·베 이혼이 한국 내 국제이혼 전체 구성비에서 무려 28%

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은 수치다. 한편, 위의 표를 근거로 산출해보면,

2000년부터 2016년 말까지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한 건수가 전체

이혼건수의 19%에 달하는 3.183건으로, 최소 3,777명 이상의 한·베 미성년

자녀들(미상인 경우 최소 자녀수로 산출)이 가족 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추

론해볼 수 있다.

이에 가족해체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한국

에서 고국 베트남으로 귀환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일부는 자녀와 함께 동반 귀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베트남

내에서의 귀환이주여성과 한·베 자녀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혼한 결혼이주민의 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국의

법률과 어려운 취업조건, 또 미성년 자녀를 타국에서 홀로 키우는데 따른

양육기반의 취약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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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도별 한·베트남 이혼 건수 및 미성년 자녀 수

단위: 건, 명

연도 이혼건수 자녀 없음 1명 2명 3명이상 미상

2000 1 1 0 0 0 0

2001 5 4 0 0 0 1

2002 7 6 0 0 0 1

2003 28 25 3 0 0 0

2004 147 135 6 3 0 3

2005 289 268 11 1 3 6

2006 610 557 32 13 0 8

2007 895 830 48 9 2 6

2008 1,078 965 84 22 2 5

2009 1,292 1,110 145 16 1 20

2010 1,552 1,310 195 27 3 17

2011 1,931 1,558 290 51 9 23

2012 1,992 1,658 267 41 6 20

2013 2,057 1,613 341 75 7 21

2014 1,821 1,370 359 63 6 23

2015 1,480 1,058 329 68 5 20

2016 1.570 1,104 343 87 15 21

계 16,755 13,572 2,453 476 59 195

자료: 통계청, 2017, 『인구동향조사』

한편, 위에서 추론한 것은 한국 내에서 법률상 혼인해소가 구체적으로 이

루어진 경우를 근거로 한 것이지만, 실상은 법률상 혼인해소 절차를 밟지

않고 귀환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결혼생활 중 가족 간

극복할 수 없는 갈등이나 폭력과 같은 학대 등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그

상황을 신속히 벗어나기 위해 이혼에 앞서 본국으로의 도망을 먼저 선택하

고 있고, 때로는 자녀의 친권을 남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혼절차 없이

몰래 본국 행을 감행하기도 한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베트남 내 귀환이주여성의 규모에 대해 양국에서 공

식적으로 집계된 수치는 전혀 없다. 다만, 2015년 7월 한국 안전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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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5.1.1.기준) 조사결과에 따르

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민이 58,050명(외국국적 결혼이주여성 38,077명과

혼인귀환자 18,964명의 총합)으로 집계된 바, 같은 시기까지의 한·베 혼인신

고건수가 76,997건이었음을 감안해보면 한국에 체류하지 않거나 또는 한국

내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규모가 2015년 1월 1일

기준, 대략 18,947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물론, 이 중 상당수

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 한국 내에서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고 있

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실제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들의 수를 구체적

으로 가늠해보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1).

유입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외국국적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

책은 개별 인권 중심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철저히 국내 가족정책 내의 대상

으로만 다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국제결혼 가족이 해체되

는 이유는 그 가족 수 만큼이나 다양한 스토리를 갖고 있고 여성들이 처한

상황도 각기 개별적으로 다뤄져야 하지만, 당장 가족이 해체된 이후의 결혼

이주여성들은 철저히 정부 정책 외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해체

순간 바로 설 곳을 잃고 제재와 제한의 대상(김현미, 2012)으로 전락되어버

린다. 합법적 체류자격을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면, 이들에게 부여된 선택권

은 타국에서의 불안정한 신분인 불법 체류를 선택하거나 또는 본국으로 다

1) 한국 국내법상, 이혼한 외국국적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한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은 첫째, 한국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자녀양육(F-6-2)비자), 둘째,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본인

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혼인단절(F-6-3)비자)로 제한되어 있어, 만약 이

혼한 여성들이 본국으로 바로 귀환하지 않고 한국 내에 그대로 남고자 한다면 미등록 체

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가 발표한 『2015년 출입국·외

국인정책 통계연보』의 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및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

황에 따르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위의 2종류 비자 발급건수는 약 1,515건에 불과했

고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계의 방문동거(F-1), 거주(F-2), 결혼이민(F-6) 등 결혼이민

관련 체류자격의 불법체류자가 약 2,286명 정도라고 집계된 바, 많은 여성들이 다시 본국

으로 귀환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귀환한 여성과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미입국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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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돌아가는 것, 그 둘 중 하나다. 우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생활을 선택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당장 숨어 지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귀환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은 어떨까?

귀환 이후 이들의 삶은 양국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으로부터 철저히 소외

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우선 베트남의 경우, 본국에서의 이들의 지위는 가

계경제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초기 국가 경제개발의 엔진으로서 일정부

분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남녀 간 혼인이라는 것이 사적인 영역이며 베트

남법상 사설 결혼 중개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실제 베트남 내에서 벌

어지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과정의 불법적 행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결혼 정책 역시 여전히 초기 결혼이주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귀환한 여성들을 위한 재통합을 위해서는 아직 그렇다할 정

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사실 베트남은 국제결혼 송출국이라는 수식어

를 받은 지 오래된 국가로서 한·베 국제결혼과 관련된 문제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이미 대만에서 돌아온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일을 먼저 경험한 바 있고, 또한 현지 다수의 유력 언론사들이 그동안 귀환

이주여성의 삶과 외가에서 생활하게 된 ‘조국이 없는 아이들’2)이 겪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보도해왔기 때문에, 본 연구가 진행되기 직전 시점까지도

돌아온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숫자마저도 정확한 데이터조차 관련 당국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만, 현재 귀환여성이 다수

거주하는 지방정부가 한·베자녀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각기 재량으로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귀환여성들의 근본적인 재통합 과정의 개선으로서 보다는

자녀들이 임시방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대응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베트남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2) 2014년 8월 4일~9일 젊은이 신문 일일연재 "Những đứa trẻ không Tổ quốc" (조국이 없
는 아이들) 1편: Có chồng nhưng “sinh con ngoài giá thú”(아버지는 있어도 아이는 혼
외자), 2편: Những đứa trẻ không Tổ quốc(조국이 없는 아이들), 3편: Những chú rể
ngoại quốc “mất cả chì lẫn chài”(‘해망구실’된 외국사위들), 4편: Lách luật để lấy
chồng(시집을 가기 위한 편법), 5편: Như cá nằm trong chậu(어항 속 물고기처럼), 6편:
Cô dâu Việt cần một chiếc "phao" pháp lý(베트남신부,“구명정”역할 해줄 법제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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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이 재한 가족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온 여성은 더 이상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물론 그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자로서 한국 내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에 여전

히 포함되어 있지만3) 한국 영토를 벗어난 이상 그 자녀도 한국정부의 지원

을 받기란 요원한 형편이다. 물론 2012년 12월 한국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 2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국가 간 협력체계가 매우 구

체적인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4). 그러나 이 과제가 전혀 이행되고 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귀환한 이주여성들은 여전히 공관을 통해 관

련 서류를 제공받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귀환이주여성과 자녀들은 양국의 지원정책 대상에서 철저히 소외

된 존재로 남아있다. 다행히도 지난 2016년 7월부터 한국 NGO인 (사)유엔

인권정책센터와 베트남 공기관인 껀터여성연맹이 상호 긴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베트남 내 최초로 귀환이주여성과 한·베 자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

하는 ‘한-베 함께 돌봄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고, 그 첫 사업으로 이들

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다소 뒤늦은 감이 있긴 하

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특히 (사)유엔인권정책센터는 지난 2011년 한국 여성가족부와 베트남여성

연맹의 <국제결혼 건전화 및 베트남 여성발전 협약> 양해각서에 따라 한·

베 국제결혼이 가장 많은 껀터시에 처음 현장사무소를 개소하고 껀터여성

연맹과 함께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을 시행해 온 바, 지난 6년 동

안 현지 유일한 한국NGO로서 입소문만으로 찾아온 귀환여성들을 위해 무

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진행해왔다5). 이 상담결과에 따르면, 귀환이주여성들은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4) 첫째, 여성가족부, 법무부, 외교부, 법원이 국경을 넘은 혼인, 이혼과정 상의 문제 해결방
안을 모색할 것. 구체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등 혼인, 이혼
과정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해외공관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여부,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둘째, 여성가족부, 법무부, 외교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갈등, 한국 국적 자녀의 해당 국
가에서의 제도적 권한 등 이혼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가 간 제도의 모순 해결을 위한 양
자 간 협약을 추진할 것(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2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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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불법 중개결혼 시스템의 피해자로서 한국에서 순탄치 못한 결혼이

주생활을 감내했고, 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돌아온 본국에서조차 경제적,

법적, 심리적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특히 어머니

를 따라 외가 살이 중인 한·베 자녀들도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교육 및 건강 돌봄 정책 수혜대상에서 배제될 개연성이 높고, 까다로

운 체류정책으로 인해 쉽게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어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서 각종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으며 아동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껀터사무소의 법률상담 분석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그동안 논의 수준이 매번 피상적

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이들에 대한 논의의

폭을 좀 더 확대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귀환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일반적인 현황과 특성을 보다 구체적이

고 심층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둘째, 귀환이유와 귀환 후의 경제적, 법

적, 심리사회적 실태를 이해하고 본국에서의 재통합 과정에서 어떠한 지원

욕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를 종합하여 귀환이주

여성과 한·베자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통합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민간주도로 작게 시작되어 왔던 것을 뛰어넘

어 귀환이주여성 들을 위한 본국에서의 재통합 지원을 다차원에서 접근하

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6).

5) (사)유엔인권정책센터 껀터사무소 상담결과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무료상담 건수는 총 3,010건으로 이 중 귀환여성들의 이혼상담건수는 1,484건(49.3%), 한·
베 자녀관련 상담건수는 194건(6.5%)으로 나타났다.

6) 본 논문은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여 진행된 (사)유엔
인권정책센터의 ‘한·베 함께 돌봄 프로젝트’ 실태조사 보고서에 기반하고 있다(유엔인권
정책센터, 2017,「베트남 거주 귀환이주여성 및 한·베자녀에 관한 실태조사」). 필자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 까지 (사)유엔인권정책센터 껀터사무소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이끌고 해당 보고서 전체를 집필하였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김근태 박사가 본 논문에 포함된 설문조사 기초통계분석에 대한 자문과 일부 자료
를 협조해주셨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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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1) 귀환이주 연구

귀환이주 관련 문헌은 그동안 다단계성 다방향성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주과정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어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

다. 그래서 귀환이주는 주로 귀환 이주 동기, 귀환 이후의 재정착 등을 주

제로 다루었다(김현미, 2012:116). 귀환동기에 관해서는 연구 초기에 나타나

는 실패 · 성공이란 이분법적 주장은 복합적인 귀환 동기를 설명할 수 없

음을 노동이주 귀환에 관한 경험적 증거 통해서 지적되어 왔다(Belanger,

Khuat, Lee, 2011). 따라서 일부는 유입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Gmelch,

1980:137) 꿈을 이루지 못한 좌절한 채 귀환하며, 일부는 이주 목표를 달성

했거나 해외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후 본국에서의 취업을 위한 귀환을

하기도 한다(Oladele O. Arowolo, 2000: 64). 또한 가정과 공동체에 대한 투

자욕구, 결혼, 출산 또는 돌봄과 같은 이유로 돌아오기도 한다(Belanger,

Khuat, Lee, 2011)

귀환이후의 재정착에 관해서는 귀환준비 정도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되

는 것으로 강조했다(Gmelch, 1980, Cassarino, 2004). 또한 재정착 과정에서

의 어려움과 제약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Arowolo, 2000) 이러한 측면에서의 재통합은 귀환이주자의 개인적인 요인

인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김나경, 2015).

그러나 위와 같이 난민, 망명이주자, 노동이주자 등의 귀환동기와 재정착

을 논의하는 연구들로는 가족형성이라는 정주 목적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

성이 경험하는 귀환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이주 특

수성을 내재한 새로운 현상이며 귀환자 자체문제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

를 포괄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해체라는 사유로 귀환

하고 어렵게 재정착하는 패턴이 보이고 있다. 또한 계약노동 귀환이주자에

게 나타나지 않는 이혼 등 법적 문제와 자녀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재통합에 있어 다르고 중요한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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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가족의 해체와 결혼이주여성의 귀환 관련 연구

다문화가족의 갈등, 해체요인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에 비

해 다문화 가족 해체 이후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귀국 이후의 삶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김현미(2012)는 몽골과 베트남 귀환 여성 사례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귀환 결정과 귀환 경험을 분석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귀환결정에 있어서는 일단 다문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남편과

남편의 가족이 이주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행사하는 폭력과 학대에 대한 처

벌 수단이나 공정한 중재자의 부재로 인한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 버

린 남편의 집을 떠나 도망, 별거 또는 이혼이나 별거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정한 중재는 이혼과정에서도 존재하는 경우가 적기 때

문에 이주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채 협의가 없는 ‘협의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생활을 종식해야만 하는 가능성을 또한 지적하였

다. 가족이 해체된 후 한국을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에 남을 경우 젠더 차별과 외국인 차별을 복합적으로 경험

하게 되며, 자녀의 한국식 양육, 중개수수료 반환, 귀국 경비 마련이란 다양

한 경제적 압박감에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불안한 체류 상태로 전락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귀국을 선택한 여성들은 낙인에 시달

리고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로 불안정한 삶이 지속될 개연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귀국 후 이혼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하거나 결혼 해소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토 경계

외의 존재나 사적인 영역 개입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의지가 약한 한국정부와 여성의 자국 정부 태도로 인해 이들이 이중으로

잊혀지고 있음을 또한 지적하였다. 몽골 귀환여성의 삶을 분석한 동 연구자

의 다음 연구(2014)에서는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여성들이 고국에서 이

혼도 못하고 재혼도 못하며 자녀양육에서 사회복지 혜택까지 모든 것이 정

체된 삶 ‘유보된 삶’이라 정의하기도 했다. 귀환결정과 귀환초기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들은 귀환여성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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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귀환여성과 동반 귀국한 자녀의 현황을 조명하기 어려웠다.

김이선 등(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그 정책과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귀국문제를 다문화 가족해체

에 있어 하나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혼한 일부 베트남 귀환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보는 귀국 이후 문제는 사회적 낙인과 가족의 수치, 경제적 곤경과

자녀양육 문제, 귀환여성의 건강 문제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귀환여성과 그

자녀의 구체적인 생활실태가 드러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최호림(2011)은 베트남 귀환한 여성이 겪는 낙인문제를 집

중 분석하였다. 귀환여성은 이혼녀에 대한 베트남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팽

배로 인해 가족을 비롯한 본국의 사회적인 냉소를 견뎌야만 한다고 지적했

다. 여전히 농사지을 땅도 직업도 없이 이주 전처럼 경제적 곤경에 또다시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음을 밝히며, 귀환여성은 결국 이러한 어려움

을 피하기 위해 자녀의 돌봄을 친정가족에 맡기고 고향마을을 떠나 다시

외지이주 생활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울증에 쉽게 걸리거나 신체건

강에 문제가 생기는 등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Belanger, Khuat, Lee(2011)는 대만, 한국 결혼이주귀환여성

17명의 귀환경험 연구를 통해 여성이 귀환케 하는 이유를 상상과 현실의

간극, 본국과 유입국의 사회적 배경에서 밝혔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제결

혼을 선택했을 때 기대하던 ‘착한 남편’, ‘신분상승’, ‘취업’, ‘송금을 통한 효

실천’이란 달콤한 꿈과 희망이 ‘남편과 결혼생활에 대한 왜곡된 사실’, ‘고립

감’, ‘의심과 감금’, ‘소통의 장벽’, ‘가정폭력’, ‘우울증’ 등 결혼생활의 현실과

부딪혀 쓰라리게 무너지는 상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고통 받는 이주여성의

모습을 드러냈다. 출신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불법 결혼중개 시스템의 영향

과 유입국에서의 문화충격, 여성의 역할에 대한 남편과 시댁의 기대는 그

괴리의 폭을 더 넓힘으로 인해 결국 결혼이 실패하고만 여성을 본국 귀환

이르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상기 연구를 통해 귀환 후 여성과 자녀

의 삶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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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연구

해외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기존 연구들은 국내 다문화 가정 자녀에 초

점에 맞춰 연구를 진행했고, 다문화 자녀들의 정체성 불안, 사회적응 등을

주로 다루었으며, 해외거주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거의 논

의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베트남으로 동반 귀환한

가족을 연구한. 장지혜(2005)는 다문화 자녀의 정체성 혼란이나 사회통합

위기 문제보다는 귀환한 한·베 부부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해 집중 분석하

였다. 베트남 부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베 가정의 자녀에게 한국에서와

같은 따돌림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자

녀가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글로벌 하게 살기를 바라는 귀환 한·

베 부부가 자녀를 베트남에서의 양육현실과 부딪히면서 그런 기대와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족해체라

는 요인이 작동하여 부모의 부재, 경제수준, 사회적 차별경험 등 양육 조건

이 매우 다른 이혼 귀환이주여성의 자녀의 경험을 대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오영숙(2009)은 경제 취약 계층에 속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상당

수는 유아기부터 부모의 손길과 한국 공간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의 확대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유아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혈통잇기와 동화주의를 꿈꾸던 한국형 다문화 정책

의 상상이 높은 양육비용과 고도의 노동을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양육환경

의 현실과 만나 무너지면서 생긴 것으로 보고 한국국적을 가진 유아 디아

스포라들이 다른 문화를 가진 외가의 양육환경에서 과연 한국인으로서 정

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이 연구는 역시 현상의 발

생 원인을 분석하였고 국경을 건너 외가에 맡겨진 한·베 자녀의 삶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11 -

3. 연구 내용과 방법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환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경

험적 분석을 통해 귀환여성의 귀환 전의 고민들과 귀환 이후의 문제를 분석

하였으며, 귀환여성의 귀환동기와 베트남 생활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혼귀환이주의 중요한 부속문제인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 특히 한국국적 자녀문제에 대한 연구조사도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따

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귀환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양상을 드러

낼 수 있고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되

는 시점이다.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과의 이혼, 별거 또는 사별로 본국으로 귀환한

베트남이주여성들을 귀환이주여성(이하 귀환여성)이라고 정의한다. 고국으

로 귀국했기 때문에 귀국여성으로도 불리는 경우가 있으나, 귀국은 사전적

인 의미로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으로

결혼이주자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에는 한국

으로 이주해 살다가 귀환한 여성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혼인

신고까지 완료하여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한국 이주를 경험하지 못한 채 이혼한 여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귀국

보다는 귀환이란 표현이 더 적합성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의 한·베 자녀 범위는 해체된 한·베 가족의 자녀로서 어머니

의 본국으로 동반 입국한 자녀 또는 베트남 외가에 맡겨진 한·베 다문화

가정 자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와 함께 베트남으로 “역이주” 한 한·

베 자녀는 연구 대상자에서 과감히 제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인 한·

베 자녀 일부는 귀환여성의 자녀가 아니라 한국에서 자녀 돌봄 여건이 좋

지 않아서 부모가 한국에 남고 자녀만 베트남 외가에 맡겨지는 경우(이하

‘외가 자녀’) 사례의 존재여부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되었다. 이러한 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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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연구에 포함시킨 이유는 소위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 혹은 “정상

적인 가족 자녀들”의 베트남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해체 가족 자녀와의 차

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환여성의 베트남 귀환이유, 귀환과정, 귀환 후 생활전반

에 걸친 각종 경제·사회·법률적인 현황 및 한·베 자녀 양육 실태 등을 조사

하여 귀환과 재정착 과정에서 여성과 자녀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문제, 법적·심리적인 문제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욱이 베

트남 현황과 양국법제도 비교를 통해 귀환여성에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베 자녀 문제를 집

중적으로 조명하여 한국국적 자녀, 베트남 출생자녀 각각의 문제와 또 공통

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자녀의 적응정도와 건강한 성장을 저

해하는 요인, 한국 역귀환 가능성 등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작업을 통해 드러나는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

베트남 양국의 관련 기관과 단체의 정책적인 제언도 함께 드러낼 것이다.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해결책에 한하지 않고, 법 개정이나 거대

정책 도입이 없이도 귀환여성, 특히 자녀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각

국 유관기관의 융통성에 의해 단기에 실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 그리고 귀

환여성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려

고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와 한·베자녀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재통합을 위

한 민간, 정부 등 다차원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해볼 것이다. 상기 내용을 밝

히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 귀환여성 심층면접, 귀환여성과 한·베 자

녀 관련 베트남 온라인 신문 분석, 비정부단체 활동가 및 베트남 기관 관계

자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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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설문조사

베트남 거주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 관련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 14일

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껀터시(Can Tho)와 허우장성(Hau

Giang)에서 해당 두 지역 여성연맹의 협조를 얻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귀환여성 및 한·베자녀 세대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

였다. 껀터시와 허우장은 한국행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출신지로, 베트남 남

부 메콩 삼각주 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

예정자 현지사전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껀터시와 허우

장 2개 지역은 원래 하나의 행정구였으나, 베트남 국회의 행정구역 분리결

정에 의해 2004년에 허우장성이 껀터시에서 분리된 바 있다. 껀터시의 경

우, 2016년 10월까지 이미 12,896명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이주 목적국으로

한국을 선택하였고7), 허우장성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ㅇỉ

8,256명의 지역 여성주민이 한국인과 결혼한 사실을 사법청에 기재한 것으

로 공포되었다(인민경찰지. 2016). 그러므로 껀터와 허우장 지역 모두 합하

면 최소한 21,152명의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배우자와 가족관계를 맺었으며,

한·베 국제결혼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약 4명 중 1명이 이 두 지역 출신이

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결혼대비 이혼비율(19.25%)과 미성년자녀 비율

(19%)로 볼 때, 단순 추계 상 이 두 지역 출신 중 최소한 4,070명(껀터

2,482건, 허우장 1,590건 추정)이상의 여성들이 한국에서 이혼하였고 미성년

자녀 약 700명을 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물론 이 여성들과 자녀들이

모두 베트남으로 입국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여성들이 베트남 내 대도시

등으로 노동이주를 재 감행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여성의 출신지역에 현

재 거주하고 있는 수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연구 시작 시점까지 연구 대상자인 베트남 거주

귀환여성 및 한·베 자녀의 규모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조사된 자료가 전무

7) 껀터 여성연맹이 공유한 껀터 사법청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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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였기 때문에 표본 추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진은 당초

두 지역에 호적을 두고 있는 귀환여성의 전수를 조사하고 여성이 부재할

경우 그 가족이 대신 응답해주는 동의를 구하여 조사하는 목표를 설계하였

다. 그러나 귀환이주여성은 베트남 국적을 포기한 귀화자가 아니라면 베트

남 호적 상 그대로 지역주민이고 친정집이 상주주소로 되어 있다면 오가면

서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 공안이나 사법당국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여성들을 추적하는데 지역 행정기관의 협조

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반면에 여성연맹은 베트남 공산당의 산하기관으

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제결혼에 대해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고, 중앙에서 풀뿌리 지역까지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연맹을 통해 귀환이주여성과 접촉하

여 그들의 사연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본 설문조사는 지역 여성연맹에서 전년도에 기초 조사한 귀환여성 및

한·베자녀 명부와 (사)유엔인권정책센터 껀터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껀

터 및 허우장 출신 상담 내담자 명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태조사 설문조사원 평가회 결과, 가정방문 면접조사의 경우 이

혼과 귀환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시선 때문에 조사대상 가구의 다수가 결혼

이주여성의 이혼과 귀환을 가족의 정보 노출로 생각하여 응답을 적극적으

로 하지 않거나 아예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한 일부 귀환여성들은 이미 다른 이성과 살고 있거나 새 삶을 살고 있어

‘가슴 아픈’ 지난 과거에 대한 언급을 원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귀환여성의 타지 생활로 한·베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

딸과 손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조사에 가장 큰 한계였

다. 이외에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이 메콩강 지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서 가정집을 방문하려면 강을 몇 차례 건너야 하거나 교통수단을 환승해야

하는 어려운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대상자 가족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귀환

여성 또는 가족을 만났더라도 대상자 특성상 원활한 조사를 위해 장시간

접촉을 통한 라포 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했기에 이는 또 다른 한계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응답률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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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지역 여성연맹 조사원들의 협조를 받아 사례 가족에게 다시 연락

을 취하거나 재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설문조사원은 구·군급 여성연맹 간부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진행 전 조사

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고 조사 종료 후 조사원 평가회를 통해 전반적

인 사항과 조사원의 시각에서 비춰진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의 실태에 대

한 정보,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된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다.

전화조사는 지역 여성연맹의 방문 면접조사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사)

유엔인권정책센터 껀터사무소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직접 전화해 방문 면접

조사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응답 동의를 먼저 구한 후 진행하였으며, 지역

여성연맹의 방문조사사례와 중첩되지 않도록 기 응답 여부를 확인하는 작

업도 같이 진행하였다.

방문면접조사와 전화조사에서 총 308개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후, 301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1.2>를 보면 껀터 지역 출신 귀환여성 174명, 허우장 출신 귀환여성

127명을 조사하였다. 껀터의 경우 여성연맹의 방문 면접조사로 100명, 전화

조사로 77명을 조사하였으며 허우장의 경우 여성연맹 방문 면접조사로 107

명, 전화조사로 24명이 조사되었다.

<표 1.3>는 면접 방법별 귀환여성의 사례수와 한·베 자녀의 양육을 외가

에 맡기는 한·베 부부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전화조사를 통해 101명, 방문

<표 1.2> 지역별 표본분포

단위: 명

지역 여성연맹 전화조사 총수거량 분석불가 최종분석

껀터 100 77 177 3 174

허우장 107 24 131 4 127

계 207 101 308 7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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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를 통해 178명, 귀환여성 총 279명을 조사하였으며 ‘외가 자녀’가

있는 가족 22 사례가 방문 면접조사에 응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록 1 설문지 참조).

① 귀환과정 및 혼인상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과 헤어진 이유, 베트남

으로 귀환하게 된 경로, 한국인 전남편과의 혼인상태, 한국과 베트남 이혼

과정 상 발생한 어려움, 이혼비용, 이혼절차에 서류대행업자 의뢰 및 피해

여부, 현재 재혼 및 동거 여부, 동거 시작시점과 재혼남편의 국적을 파악하

였다.

② 귀환 후 생활실태: 귀환여성의 현 거주지, 타지에 생활하는 이유, 현

동거가족 구성, 주택소유여부, 직업, 월수입, 지출과 기대수입, 사회적 차별

여부, 지원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③ 자녀 양육실태: 자녀의 출생, 성별, 국적, 거주지, 양육자, 양육비 부담

자, 한국 친가와의 연락빈도, 한국어 구사력, 한국문화 접촉희망여부, 취학

여부, 건강 돌봄 현황, 출생신고 여부, 한국국적·이중국적 자녀의 거주현황,

한국 귀환 희망여부, 한·베 자녀의 필요한 지원 등을 파악했다.

④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기타 정보: 귀환여성과 한국인 전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주소, 국제결혼 이유, 결혼·입국·귀환연도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응답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 뿐 아니라 자신의 경

험이나 생각을 밝히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응답자들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

<표 1.3> 조사방법별 표본분포

단위: 명

분류 전체 전화조사 방문조사

귀환여성 279 101 178

‘외가 자녀’ 사례 22 - 22

계 301 10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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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개인의 서류 상 나와 있는 정보 외에도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을 한

부분도 있음을 밝혀둔다.

(2) 귀환여성과 그 가족 심층면접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는 귀환과정부터 정착까지의 실태에 대한

대략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혼과 별거 그리고 사별이라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도 사적인 일임을 고려할 때 귀환여성이 겪고 있는 문

제의 경중과 당사자로서 느끼는 점들, 또 귀환이 주는 영향 등을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별도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참여자는 모두 허우

장성과 껀터시를 포함한 메콩(Me-kong)강 삼각주지역 출신 귀환여성들로

서 이혼 및 자녀 문제로 (사)유엔인권정책센터 껀터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내담자이거나 또는 지역여성연맹에서 추천한 여성들이다. 이들

중에는 이미 한국에서 혼인해소를 하고 온 여성도 있고 이혼하지 않은 채

시댁에서 도망쳐 나와 별거 상태에 있는 경우, 또 이혼을 원해도 더 이상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혼인상

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례들도 있었다. 한편, 이번 심층면접을 통해 한·베

자녀의 실태, 거주·보건·교육상의 어려움을 같이 보기 위해 면접 대상자로

한·베 자녀를 둔 여성만을 선택했음을 밝혀둔다.

심층면접 조사에서는 귀환여성의 연령, 결혼연도, 가계구성, 결혼 전 귀환

의 이유를 알기 위해 국제 결혼경로, 남편과 한국 혼인생활에 대한 기대,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요소 등을 물어보았다.

귀국 이후에 동거가족구성, 귀환에 대한 가족 및 주변의 시선, 차별적인 시

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귀환 전과 귀환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에 달라진

점에 대한 경험을 통해 귀환여성의 관계적 재통합 과정의 문제를 파악하였

다. 또한 현재 직업, 수입 및 지출, 자산여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등 경제적인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한국의 전 남편과 혼인상태, 연락여부, 이혼 과정상 각종 어

려움, 이혼절차, 이혼비용, 이혼대행업자(체) 의뢰여부, 지불액수, 절차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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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확인하였고 한국 재입국 희망여부도 함께 물었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아이의 출생년도, 출생증명서 발급여부, 출생신고 중

개인 의뢰 여부, 지불액수, 발급되었을 경우 서류상 기재된 국적, 호적 등록

여부, 여권만료 여부, 비자종류, 여권발급 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한국에서 이혼했을 경우 자녀의 친권자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자녀의 교육과 건강 돌봄 등 양육과 관련해서는 학교 취학여부, 의료보험

가입여부, 보험료, 자녀의 한국어 구사력과 학습여부, 한국문화 접촉에 대한

<표 1.4>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사

례

번

호

귀환여성 한·베 자녀

출생

연도

결혼

연도

귀환

연도

혼인상태 불법

체류

(년)

출생

연도
국적

여권상태

체류자격
한국 베트남

1 1987 2006 2012 모름 기혼 x 2008 한국
만료

(2015)

2 1984 2004 2010 모름 기혼 x 2009 한국
만료

(2014)

3 1985 2006 2010 모름 기혼 1 2008 한국
만료

(2013)

4 1982 2007 2014 이혼 이혼 3 2008 한국
만료

(2013)

5 1985 2011 2012 이혼 기혼 x
2012

베트남
베트남

6 1988 2007 2015 기혼 기혼 x
(1): 2008

(2): 2010
한국

방문

(3 개월)

7 1981 2006 2007 이혼 이혼 x
2007

베트남
베트남

8 1985 2006 2010 이혼 이혼 1 2007 한국
방문

(3 개월)

9 1984 2006 2014 이혼 기혼 4 2007 한국
방문

(3 개월)

10 1982 2010
미

입국
이혼 이혼 x

2011

베트남
베트남



- 19 -

생각, 자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 희망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자녀의 발달정도, 학습능력, 심리적인 상황을 물었다. 또한 지원 수혜

여부, 지원희망 사항, 미래계획 등을 파악하였다.

(3)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 관련 베트남 대중매체 분석

그동안 베트남 국내에서 귀환여성, 특히 다문화 자녀의 체류와 양육 문제

를 주제로 보도한 국영 언론사, 기관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언론사, 인터넷 뉴스채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언론에 비추어진 귀환여성 모

습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대상 대중매체는 다음과 같다.

- 베트남 과학기술부 주관 인터넷 신문 http://vnexpress.net/

- 호치민시 공산청년단 운영 언론사 온라인 포털 http://tuoitre.vn/

- 베트남 공안부 운영 신문사 인터넷 신문 http://cand.com.vn/

-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인터넷 신문 http://vietnamnet.vn/

- 베트남 국영 방송사 인터넷 뉴스 http://vtv.vn/

- 베트남 노동연합 인터넷 신문 http://laodong.com.vn/

- 호치민 여성연맹 산하 여성지 http://phunuonline.com.vn/

- 껀터시 공산당 산하 신문사 http://baocantho.com.vn/

- 허우장성 공산당 산하 산문사 http://baohaugiang.com.vn/

(4) 전문가 면담

본 연구에서 귀환여성과 한·베자녀의 생활실태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분

석을 시도하기 위해 국제결혼 및 귀환여성 문제를 직접 관여하는 기관과

단체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인터뷰하거나 의견을 문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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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베트남 여성연맹의 지역여성연맹의 경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껀

터사무소와의 협력 하에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

는 등 국제결혼 관련 담당 현지 공기관으로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하

고도 깊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에 껀터시와 허우장성

여성연맹의 고위관계자 및 실태조사에 참여한 조사원과의 의견 공유를 통

해 귀환여성의 출신지역 재적응 정도, 마을 전체 또는 대만, 캄보디아 등

타 국가 간 다문화가정과의 생활실태 비교,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 지원 필

요성, 지역 정부의 지원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한편 결혼 이혼신고 및 기재, 출생신고 및 호적등록 등 업무를 책임지는

껀터시 사법청 담당 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베다문화가정의 결혼·이혼추

이, 한·베자녀의 출생신고 관련 절차와 현황, 베트남국적인정과 관련하여

향후 관련 제도개선 계획을 문의하였고, 한·베 자녀가 교육·건강 돌봄을 위

해 기관에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관련 당국의 의견을 참조

하였다.

또한 귀환여성의 이혼추이,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의 순서 및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양국의 법적 공조시스템의 필요성을 보기 위해

껀터시 법원 민사사건 담당 부법원장 판사를 면담하였다. 마지막으로 귀환

여성과 자녀의 문제에 있어 특수한 사례 또는 최근 발생 사례유형, 지원 필

요성과 향후 지원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사)유엔인권정책센터 껀터사무소의

관계자 및 상담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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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한·베 다문화 가족의 해체와

결혼이주여성의 귀환

1. 귀환여성결혼의 특성

1) 결혼연령

<표 2.1>를 보면 결혼하였을

때의 나이를 응답한 여성

86.74% 중 연령 25세 미만인

경우가 무려 70.61%를 차지했

으며, 전체 평균 혼인 연령은

22세로 조사되었다. 베트남 출

신 결혼이주여성 관련 기존 연

구에서 조사된 평균 연령 21.4

세(2006년 기준) 또는 22.2세

(2008년 기준)(김이선 외,

2010:39)와 거의 동일하다. 가

장 높은 연령은 44세, 가장 낮은 연령은 미성년인 16세도 있었다.

2) 부부의 연령차이

귀환여성과 한국인 전남편과의 연령 차이(<표 2.2>)를 알 수 있는 커플

이 전체 응답자 중73.40%에 불과했다. 귀환여성이 베트남으로 귀국한 이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남편 출생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귀환여성을 대

신해서 응답한 가족의 경우 여성의 전 남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

했기 때문이다.

<표 2.1> 귀환여성의 결혼연령

단위: 명, (%)

결혼연령 N(%)

전체 279(100.00)

20세 미만 77(27.60)

20세 이상 ~ 25세 미만 120(43.01)

25세 이상 ~ 30세 미만 33(11.83)

30세 이상 ~ 35세 미만 6(2.15)

35세 이상 ~ 40세 미만 4(1.43)

40세 이상 2(0.72)

무응답 37(13.26)

평균 결혼연령(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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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연령차이를 알 수

있는 귀환여성 사례 중 10세

이상 20세 미만 차이가 나는

커플은 전체 응답자 중

36.56%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30세 미만 차이가 나는

커플은 27.24%로 그 다음으

로 많았다. 차이가 10세미만

인 부부는 6.09%에 그쳤고

30세 이상 차이가 있는 부부

는 2.51%였다. 즉 10세 이상

차이가 나는 커플 66.31%,

20세 이상 차이가 나는 커플이 29.75%로 나타났다. 이번 귀환여성들을 대

상으로 조사한 부부의 평균 연령 차이는 18.06세로 2008년 기준 전체 한·베

이혼부부의 연령 차이인 18.1세(위의 보고서, 67쪽)와 비교했을 때 거의 차

이가 없다.

3) 국제결혼 동기

귀환여성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는

지 알아본 결과,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77.06%)나 “발전한 국가에서 살고 싶어서”(8.61%) 혹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3.58%)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했다고 응답한 여

성이 무려 89.25%나 되었다. 이는 설동훈 외(2005)가 실시한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에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집단에서 나타난

‘경제적인 이유’ 73.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경우가 2.15%에 불과했고 설동훈 외(2005)의 조사에서 나타난

17.9%에 비해 현저히 적다.

<표 2.2> 귀환여성 부부의 연령차이

단위: 명, (%)

연령 N(%)

전체 279(100.00)

10세 미만 17(6.09)

10세 이상 ~ 20세 미만 102(36.56)

20세 이상 ~ 30세 미만 76(27.24)

30세 이상 7(2.51)

무응답/연령비교불가 77(27.60)

평균 연령차(세)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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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우리 가족이 너무 가난했어요. 생각해보니 가족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밖에 없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부모님에게 돈도 

드리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사이공 결혼 중매해주는 곳으로 갔어요. 한 일주일 되었을 

때쯤 맞선에서 남편을 만났고 결혼식도 바로 올렸어요. 결혼식 끝나고 엄마에게 금 

3돈과 차비로 2백만동을 드렸어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

했어요. 일해서 돈을 벌어야 가족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사례 2)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다 부자가 된다고 했어요. 결혼한 동네 사람들이 가

서 일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남편의 돈만 가

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얘기예요. 일은 못한다 하

더라도 여기 생활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밤낮 농사를 지어도 삶이 나아지

지 않고 또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신도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가난하셔서 

딸 넷인데 입힐 옷도 못 사주셨어요. 아직 기억이 생생한 게 호치민에서 맞선 보던 

날에 입을 옷도 없어서 같은 중개업체에서 맞선 보는 사람에게 옷을 빌려 입었던 

게.(사례 8)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형편 때문이었죠.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돈 못 버시지 아버지도 못 버시고 남동생은 그때 10살, 11살

인가 너무 어렸어요. 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요. 베트남에서도 

열심히 벌었는데 그게 온 가족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어요. 공장 근로자 월급 

7~8십만동을 가지고 식비와 엄마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나만 

<표 2.3> 귀환여성의 결혼동기

단위: 명, (%)

결혼동기 N(%)

전체 279(100.00)

발전한 국가에서 살고 싶어서 24(8.61)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고 싶어서 215(77.06)

고향을 떠나고 싶어서 6(2.15)

국내결혼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4(1.43)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10(3.58)

가족과 친척이 권유해서 11(3.94)

남편을 사랑해서 6(2.15)

기타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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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하면 된다는 생각에 한국에 갔어요. 그때의 솔직한 심정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오래오래 남편과 살 거고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돈이라도 벌고 오면 된

다는 뭐 이런 생각이었죠. (사례 9)

4) 귀환여성의 자녀

(1) 자녀수

<표 2.4>에서는 귀환여성들의 자녀여부 및 자녀수와 조사 방법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귀환여성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없다고 대답한 여성이

57.35%로 자녀가 있는 여성의 42.63%보다 조금밖에 높지 않다. 한국·베트

남 전체 이혼건수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구성비가 19% 이하임8)을 감안할

때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유자녀 여성들의 구성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앞서 다뤘듯이, 자녀가 없는 귀환여성들의 경우 남들에게 드러내길 꺼

려하는 심리적 저항감과 대부분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타지로 재이주하

는 거주 특성을 보이는 바, 직접 방문 조사 시에는 한·베 자녀 가구들에 대

한 추적 및 설문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 통계청, 2017, 『인구동향조사』

<표 2.4> 귀환여성 자녀여부와 자녀수

단위: 명, (%)

전체 전화조사 방문조사

(N) (279) (101) (178)

무자녀 57.35 82.18 43.26

유자녀 42.65 17.82 56.74

계 100.00 100.00 100.00

1 자녀 88.24 88.89 90.10

2 자녀 10.92 11.11 8.91

3 자녀 0.80 0.00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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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귀환여성들의 자녀여부와 자녀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수치를 알아

보기 위해 조사방법별로도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다. 즉, 지역

여성연맹 간부로 구성된 조사원들이 직접 가구방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유자녀 여성이 56.74%로 무자녀 여성 43.2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상담사들이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

접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유자녀 여성이 17.82%, 무자녀 여성이 82.18%로

분석된 바, 이는 앞서 살펴봤던 전체 한·베 이혼부부의 미성년 자녀 비중

19%와 거의 근접한 수치다.

한편, 유자녀 여성의 경우, 1자녀 여성이 88.24%, 2자녀 여성이 10.92%, 3

자녀 여성이 0.80%로 조사됐고 이는 조사방법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2) 자녀의 연령

<표 2.5>는 귀환여성들의 자녀 연령을 나타낸 것으로써, 귀환여성이 출

산한 한·베 자녀 134명 중 연령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0.15%)를 제외하면

모두 2005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들임을 알 수 있다. 2006년에서 2010

년 사이에 출산한 자녀 비중이 52.24%로 가장 많았고 2011년 이후 출산한

자녀 비중이 26.12%, 2005년 이전 출산한 자녀 비중이 1.49%의 순으로 나

타났다. 자녀 출산이 많은 시기인 2006년에서 2010년은 한·베 국제결혼이

절정기였던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표 2.5> 귀환여성 자녀의 연령

단위: (명), %
자녀순 전체(명) ~ 2005 2006~2010 2011~ 무응답 계

첫째자녀 (119) 1.68 54.62 22.69 21.01 100.00

둘째자녀 (14) 0.00 35.71 50.00 14.29 100.00

셋째자녀 (1) 0.00 0.00 100.00 0.00 100.00

계 (134) 1.49 52.24 26.12 20.1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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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의 해체와 귀환 사유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귀환은 다문화 가족의 해체가 안고 있는 다층적이

고 복합적인 갈등과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국제결혼부부의 갈등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 부족과 왜곡,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의 결여와 기

본적 가족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같은 결혼과정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한국

으로의 결혼이주 후 한국 남편과 시가의 외국인 혐오 및 폭력, 체류자격을

둘러싼 갈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둘러싼 갈등, 경제적 갈등, 의사

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양식의 차이 등의 원인에서 촉발된다(김이선 외,

2010). 또한 가난한 친정가족에 대한 송금 등 본국으로부터 받은 압박감,

결혼 과정상의 중개업자의 개입, 문화충격, 생활방식, 충족되지 못한 시댁의

기대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해체와 결혼 이주여성 귀환의 주원인

(Bélanger, Khuat, Lee, 2011)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귀환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사유라 할 수 있는 가족해체

의 주된 원인을 물었다.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았고 <표 2.6>은 그

응답결과이다. 한국인 전남편과 헤어지게 된 주요 사유로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가 29.03%, “시댁식구와의 갈등”이 24.37%, 가족을 경제적 또 정신적

으로 돌보지 않은 “남편의 부양의무 불이행”이 22.22%, “가정폭력”이

21.86%, ‘적응불가 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12.55%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이혼이나 별거 주요 이유

인 성격 차이 28.4%와 베트남 여성에게 나타난 가정폭력 비율 23.8%와 비

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이유도 매우 다양한데 ‘남편 질환’

11.83%, 감금 7.17%, 의사소통 불가 6.81%, 연락두절 6.45%, 가출취업

5.73%, 남편 사망 2.87%, 기타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여성이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거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거나

남편 전처의 협박을 당했다는 사유 등도 있었다.

한편, 설문조사 시 여성들이 ‘감금’을 가정폭력의 범주로 해석하지 않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어 별도 응답문항으로 설문하였으나, 사실상 ‘감금’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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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의 범주로 해석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전체 여성의

29.03%가 사실상 가족해체의 주요사유로 ‘가정폭력’을 지목했으며, 이는 ‘남

편과의 성격차이’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도 가족해체 이유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자

녀 귀환여성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38.66%, ‘남편 부양의무 불이행’ 24.37%,

‘성격 차이’ 22.69%, ‘시댁갈등’ 21.01%,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는 적응불가’

19.33% 순으로 대답했으나, 무자녀 여성의 경우에는 ‘성격차이’ 33.13%, ‘시

댁갈등’ 28.66%, ‘가정폭력’ 25.63%, ‘부양의무 불이행’ 20.63%, ‘남편 질환’

11.8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6> 이혼·별거·도피 사유(복수응답)

단위: (명), %

전체 전체 有자녀 無자녀

(N) (279) (119) (160)

가정폭력 21.86 38.66 25.63

부양의무 불이행 22.22 24.37 20.63

남편질환 11.83 11.76 11.88

성격 차이 29.03 22.69 33.13

시댁갈등 24.37 21.01 26.88

가출취업 5.73 3.36 7.50

연락두절(입국초청 또는 재초청 취소) 6.45 4.20 7.51

의사소통 불가 6.81 5.04 8.13

감금 7.17 8.40 6.25

고향에 대한 그리움(적응불가) 12.55 19.33 6.88

남편 사망 2.87 4.20 1.88

기타 1.07 0.84 1.25

무응답 5.02 10.92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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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는 적응불가 사유’의 경우, 유자녀 여성이

19.33%로 무자녀 여성 6.8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홀로

타지에서 아이양육을 책임져야한다는 부담과 두려움 및 불안과 깊은 연관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출취업의 경우 무자녀 여성 7.50%에 비해

유자녀 여성들은 불과 3.36%에 그쳤는데, 이는 소위 ‘자녀를 버리지 않으려

는’ 귀환여성들의 모성 실천으로 해석되어 때로는 여성들의 강요된 임신과

출산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한편, 연락두절이 유자녀 여성(4.20%)보다 무

자녀 여성들(7.51%)에게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연락두절로 인해

비자발급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이주경험 자체가 없는 여성들이 이

에 해당되어 답변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가족의 해체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면접 사례들

의 인터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보았다. 대체적으로 입국 직후 혼인 초기부

터 갈등이 촉발되어 시간 경과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며, 갈등 요소 간의 인과관계 속에서 갈등이 갈등을 낳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결국 이혼이나 도망으로 파경을 맞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결혼 초

기에는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신으로 시작해서 이후 생활방

식의 차이,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지나친 권력행사나 경제적인 갈등 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점차 악화되다가 결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이어

져 가족이 해체된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

고 종종 이유 없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

한·베 국제결혼은 설사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결혼

비자발급 행정절차 때문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의하면 혼인은 남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

고 사기와 강박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국제 결혼자문 및 지원은 오직 혼인

가족법 시행령 24/2013/ND-CP(외국요소를 포함한 혼인가족 관계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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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한 결혼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실제 베트남에서 결혼지원센터

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공기관인 베트남 여성연맹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렇

듯 엄연히 베트남법상 영리적인 목적의 국제결혼중개업의 개입이 불법임에

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편, 한국정부도 결혼중개업을 건

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의 편법과 탈법이 만연한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과 같으며, 각종 국제결혼 규제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설동훈 외, 2014).

베트남 현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자)는 짧은 기간

안에 최대의 이윤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신속한 결혼결

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도록 상대방의 직업, 학력,

병력, 혼인상태, 부모 부양여부 등에 대해 은닉하거나 또는 왜곡 포장하여

미화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상업적 속성결혼이라는

한·베 국제결혼의 특성상 한 두 번의 만남으로 결혼이 쉽게 성사되고, 일단

혼인이 성사되고 나면 한국으로의 ‘결혼이주’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

어 자신의 섣부른 선택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기 보다는 멀리 떨어져있는 상

대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신의 기대와 로망으로 재구성하여 받아들이기

쉽다. 물론 한국으로의 결혼이주 후 여성들이 상상해온 기대와 현실의 간극

은 결혼초기 부부간 갈등의 단초로 작동한다.

거기 중매 아줌마가 남편이 한국에서 아주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거짓말했으니 당연

히 몰랐지요.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한테 

다 큰 자식이 있었어요. 아무도 남편이랑 같이 안 살아요. 전처한테 버림받아서 그래

서 저랑 결혼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되게 착해 보였고 또 재미있

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한국에 가보니 제가 뭘 해도 그 사람 눈에

는 성이 안 찼는지 맨날 시비를 걸었어요. 빨래해도 뭐라 그러고. 빨래 널어도 뭐라 

그러면서 다시 바닥에 던져 버려요. (사례 7)

이미 결혼초기에 남편에 대한 왜곡된 거짓정보를 알게 되고 또 여성들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어렵게 외국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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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이상 중개업체(자)의 책임을 따지기 보다는 스스로의 운 탓, 또는 개

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돌리는 경향이 매우 크다. 즉, 남편에 대한 거짓 정보

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이혼과 직결되는 경우는 매우 드

물고, 다만 실망과 배신감을 갖고 시작한 혼인생활은 부부간 갈등과 관계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후 가족의 해체와 여성의 귀환을 예고한다.

 한국 가기 전에 전혀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남편에게 문제 있어서 아이가 계속 안 생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게 다 내 

탓이라고 한 거예요. 피임도 안했는데. 남편은 매일 뭔가 약을 먹었어요. 먹는 약

도 있고 주사도 있었어요. 내가 직접 주사를 놓아줬을 때도 있었어요. 거의 매일 

집근처에 있는 의원에 다닌 남편에게 무슨 병이 있는 거냐고 시어머니에게 물어

봤더니 아이를 빨리 갖게 하는 보약이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이상하

게 아이 배고 출산한 후에도 계속 그렇게 주사를 맞았거든요. 무슨 약인지 몰랐

어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봐도 소용없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시어머니

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총각 때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잠깐 의식을 잃었었다

고. 그래서 그 약이 뇌손상이나 뇌쪽 질병 치료약인거 같았어요. 남편은 다른 정

상인과는 행동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의 다리 한쪽도 많이 약했고요. (사례 2)

 남편은 내가 한국 입국한 지 5일도 안되었을 때 술을 사갖고 와서 마셨어요. 

이미 술 중독 상태였던 거예요. 정말 많이 마셨어요. 선볼 때는 몰랐죠. 술중독이

라고 아무도 안 알려 줬어요. 매일 술 마신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

로 출근한다고 거짓말했어요.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총각 때 더 심각하게 많이 

마셨다고 해요. 나중에야 남편의 입으로 직접 말해줬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까지 

받았는데 나아지지 않았다고 사실을 다 말해줬어요.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는 그 전보다 더 많이 마셨어요. (사례 4) 

2) 경제적 갈등

한·베 결혼의 일반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

은 경제적인 기대가 크고 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동

시에 아내로서 가정경제 주도권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

주여성은 남편의 신분보증으로 입국한 가정 내 종속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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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쉽게 가족 경제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우려와 살림 관리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심으로 인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출수준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

우가 많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물건 구매 등 모든 지출은 철저히 남편 또는

시집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철저히 한국에 있

는 가족을 위한 행위여야 함을 강요받는 여성들이 많다. 자신이 번 수입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여성과 그 수입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남편

간에 발생한 갈등이 이혼 또는 귀환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편은 한 달에 나에게 10만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일해서 번 돈

의 반을 달라는 거예요. 내 은행통장은 남편도 아니까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

지 다 알았거든요. 솔직히 차 기름 값에 아이 우유 값, 식사비, 장보는 것까지 하

면 얼마 남지 않잖아요. 돈을 갖고 그러니 너무 서운했어요. (사례 1)

시댁에서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옷 수선을 맡았는데 전혀 급여나 용돈 받은 것

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번은 하루 영업을 마치고 남편이 돈 계산할 때 잠깐 돈 

얘기를 꺼냈더니 크게 싸웠고 돈 얘기 나올 때마다 싸웠어요. 저는 한국 도착하

자마자 시댁에서 세탁소 열기 직전까지 가사도우미로 일했었거든요. 받은 월급 

모두 시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그분에게 심한 욕설을 들어야 하니 마음이 너무 아

팠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정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귀국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걸 다 참았죠. 우리 베트남 올 때도 놀러가게 해줬으니 용돈은 없다고 했어

요.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비행기 타기 전까지도 가서 아이에게 맛있는 

걸 사주라고 10만원도 안 줬어요. 한국에서 뭘 해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만 했

었는데 친정 갈 때 돈 한 푼도 안 줬으니 속상하고 서운하기만 했죠. (사례 2)

근처 아파트에 사는 언니동생들이 일자리 알려줘서 가끔 하루 5만원에서 7만 

원정도 벌었어요. 여름이면 버섯, 표고버섯을 포장하는 일을 했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친정으로 보내 줬어요. 가족들이 너무 어렵고 어린 동생과 부모님을 

내가 부양해야 해서. 그런데 남편이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맨 날 부모님에게 돈 

벌어다 주냐고 부모님 송금을 못 마땅해했거든요. 남편은 부모님도 손발 있는데 

왜 스스로 안 벌고 딸의 송금을 기다리냐고.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도 

참았어요. 정말 많이 참았어요. (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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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폭력의 양상

결혼이주여성의 남편과 시집은 여성을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관리하려

는 경향이 크다. 가출취업 등으로 집 나간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야기들을 주

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으면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외부 접촉과 자유제한을

통해 소위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다. 많은 경우

남편과 시집은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여권을 비롯한 개인 신분증

을 자신들에게 맡기라고 요구하며, 때로는 한국 생활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한국어 교실 참여도 종종 제한시킨다. 초기 여성들이 겪는 이러한 경험은

남편과 시집과의 신뢰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우울증과 본국 귀환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

나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남편에게 한국어 배울 수 있도록 센터에 보내달라고 먼저 

얘기 꺼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디도 안 보내겠다고 했고 집에 있으면서 애나 낳으

라고. 애는 낳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내가 도망갈 것 같아서 내 서류를 

다 갖고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난 화가 나서 집에 먹을 수 있는 거 김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속 갇혀서는 살 수 없으니 내 여권을 돌려주라고. 그런데 남편은 나를 데려

오는데 천 몇 백 만원 들었으니 그 돈을 돌려주면 여권을 돌려주고 이혼해주겠다는 

거예요. 순간 좌절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때 1주일 정도 됐거든요. 참고 살기

로 했었죠. (사례 9)

한국 처음 갔을 때 남편 집이 있는데도 전 낮에는 그 집에 못 있었어요. 밤에 잠잘 

때만 남편 집에 가고 남편 출근할 때 시누이 집에 데려다 줘서 하루 종일 거기에 있

어야 했어요. 시누이집에 있을 때는 청소하고 나면 그냥 앉아 있기만 했어요. 이웃집

들은 늘 문 닫혀 있고 어울려주지 않았죠. 밖에 못 나가죠. 시누이가 못 나가게 했어

요. 한국어 공부할 때도 몰래 가기도 했어요. 몰래 다녀요. 남편은 허락해줬지만 나

갔다가 혹시 시누이를 만나는 날에는 또 싸울 일이 생기죠. 자주 나가지 못해요. (중

략) 그리고 남편과 사는 내내 내 여권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사례 3) 

때로는 남편과 시집의 폭력과 학대가 여성의 임신·출산욕구를 억압하거나



- 33 -

또는 출산의 도구로만 취급하는 여성에 대한 모성통제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경우 충분한 설명이나 공감 없이 가족이 세워놓은 출산계획을 철저히

지켜줘야 하고, 때로는 한국에 남기 위해 혹은 잠깐 친정가족 방문을 위해

임신과 출산이 부부 간의 ‘거래’ 조건으로 전락되기도 한다.

한국 입국 6개월 되었을 때쯤 임신했어요. 임신 3개월이 됐을 때 시댁에서 지우라고 

강제로 시켰어요. 너무 심하게 압박해서요. 지우지 않으면 베트남으로 보내겠다고 협

박했어요. 그다음에는 마취제 주사 넣어서 날 모르게 낙태시켰어요. 낙태 강요해서 

아이 잃게 한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병원 검사결과 나오고 낙태를 왜 하라고 했

는지 이유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형아라고 한마디만 던

졌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아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한테 말도 안하고 루프시술을 시켰어요. 그것도 (그 때는) 몰랐죠. (사례 3)  

남편이 이혼도 해주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베트남 가서 부모

님 잠깐 뵙고 오고 싶다고 하면 남편은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보내

주겠다고.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했는데 결국 그렇게 그 좁은 집에서 갇힌 원숭이처럼 

아이를 낳고 살았죠. (사례 9)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부는 종종 대화가 아닌 남편과 가

족이 휘두른 폭력으로 파경을 맞는다. 신체적 폭력이야말로 가족의 해체와

귀환의 매우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폭력행사를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권력을 과시하고 여성으로부터 ‘말 잘 듣는’ 복종을 받아내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여성의 ‘소리 없는’ 도망을 감행하게 만든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본

연구 사례들은 이미 주변 정보를 통해 이주여성을 둘러싼 각종 인권침해사

례와 폭력피해사건을 접해왔기 때문에 폭력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서 자

신에게 그 같은 처참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떠날 준비를 하고 이혼을 심각

하게 고민한다.

 한국 입국해서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의처증이 너무 심해서 

때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때리고. 그때 눈 오는 겨울밤이었어요. 저를 때리고 집밖으

로 내쫓아서 집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한국 처음 왔을 때 위가 안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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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어요. 날씨가 너무 춥고 음식도 입에 안 맞아서 계속 토했어요. 위염이 이미 진행

된 거예요. 남편이 그 모습 보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임신 의심된다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남들처럼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임신 아니란 진단을 받

고 집에 가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며칠 안지나 또 때렸어요. 계속 

반복된 거예요. 몇 달 뒤에 비슷한 증상이 보여 또 병원 갔더니 이번에 임신한 사실

이 확인 되었는데도 자기애 아니라고 우긴 거예요. 내가 한국에 와서 밖에 나간 적도 

없고 아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다고 뭐라 하니까 또 때리고 거의 매일 때릴 이유를 

찾아요. 남편이 만취상태가 되면 끔찍한 행동한 걸 봤어요. 과도 칼을 가지고 전처의 

사진을 마구 자르는 거예요. 이를 꽉 깨물면서 사진 자르는 모습 보고 너무 끔직했어

요. 무서웠고 맞을까봐 겁도 났고. 어느 날 저를 정말 심하게 때린 거예요. 휘발유 

한통을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 부었어요. 나이 많아도 힘은 정말 세요. 몸부림쳐

도 그 사람 못 막았어요... 쉼터에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 얘기하자면 그날 저를 때렸

어요. 심하게 때렸어요. 돌로 저를 막 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휘발유통을 통째로 

제 머리부터 쏟아 부었어요. 남편이 라이터 찾는다고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뛰어 나왔

죠. 같이 일하신 분도 막아줬어요. 그 분이 남편을 말렸는데도 계속 때리고 밀쳤어

요. 홀몸도 아닌데 심하게 밀쳐서 아래에서 피가 보였어요. 속으로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어요. 그날 뛰쳐나오지 못했다면 맞아 죽었을 거예

요. 쉼터 입소해서 생각해보니 그런 생활을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폭

력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거기(한국) 보내주겠다 해도 안 

갈 거예요. (사례 7)  

 부부가 되었으면 문제 있거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대화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말만 듣지 않으면 무조건 주먹부터 휘두르니까 같이 살 수가 

없죠.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베트남에 왔지 온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이

렇게 무사히 온 것도 다행이라 생각해요. (사례 2)

갓 난 아이에게 물 먹이는 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내 머리채 잡고 벽으로 밀쳤어요. 

나도 그때 못 참아서 아이 내려놓고 달려 들어갔거든요. 그날 이후로 3~4일 한번 꼴

로 싸웠어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괜히 트집 잡았어요. 나는 늘 나갈 준비하기 위해 

옷을 미리 챙겨놓은 기억이 나네요. (사례 9)

한편, 주목할 점은 많은 귀환여성들이 시집과의 갈등을 가족해체의 원인

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부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시집의 폭

언과 폭력도 다문화가족 해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부부 문제 해결에

는 부부 스스로의 해결 노력과 공평한 중재가 필요한데 여성의 입장을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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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지 못하고 오직 친족인 남편의 편에서 여성을 공격하는가 하면, 때로는

부부의 생활방식 등을 과도하게 관리하거나 지도하는 사례도 있다. 많은 귀

환여성들은 시부모 또는 시집의 개입이 없었으면 ‘이혼하지 않았다’, ‘행복

했을 것이다’로 시집의 개입에 의한 비정상적 혼인 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위와 같이 자신을 향한 폭력과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중재자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고(김현미, 2012:124) 잦은 외출금지와 감

금 등으로 인해 중재 시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성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게 많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대화로 문제를 해소

할 수 없는 경우엔 여성이 집을 나가는 것 외엔 손을 쓸 방법이 없다. 한편

(사)유엔인권정책센터 베트남 현지상담 결과(2015)에 따르면 가족 간의 문

제 발생 시 여성이 경찰서(5%)나 다문화센터(2%)를 이용하기보다는 ‘가출’

을 선택하여 미등록으로 체류하며 일하다 귀국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자신을 구출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종종 결혼중개업자의 도움을 요

청하지만 중개업자 호출로 인해 여성의 위치가 더욱 불리해진 경우도 있다.

특히 업체와 결혼중개 계약이 아직 유효한 결혼초기 이주여성에게는 계약

조항과 지불한 금액을 빌미로 중개비의 반환과 복종 중 선택을 요구하는가

하면, 마치 ‘돈 주고 사온 여성’에게 하자라도 있는 듯 중개업자에게 추궁하

며 여성에게 간접적으로 권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중개업자(체)는 중개비의

거의 대부분을 지불한 남편의 편에 서기 쉽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이중적

인 억압으로 인해 더욱 상처가 깊어진다.

싸움이 크게 났고 남편의 매형에게 맞은 저는 대화를 위해 제발 남편을 소개해준 중

매자를 불러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가 된 거 있죠. 중개해준 아주

머니가 오긴 왔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우리 업체와 사인한 중개계약의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2년인데 나는 2년 안되었다는 거예요. 그 날 밤 중개업자 집에 갔고 

내 사정을 다 얘기해주고 다친 손도 보여주면서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해결해줄 수 없다고 더 높은 사람을 불러야 한다고 했어요. 본사인가? 남자

가 한명 왔는데 시누이 앞에 꼼짝도 못했어요. 시누이는 그 돈 말고 혹시 친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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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보냈으면 모두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베트남으로 먼저 보내주면 

돈 벌어서 그동안 남편에게 받았던 용돈 다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사례 1)

3. 귀환과정

1) 귀환결정

결혼이주여성의 귀환 과정은 매우 다양한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다. 귀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지속될 수 없는 혼인의 종료를 위한 적

극적인 행동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는 귀환결정이 현재의 갈

등 극복을 위한 또 다른 전략일 수 있다. 사례 4는 남편 금주 치료,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 이행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협상조건으로 삼았고, 사례

5은 임신 중 한식을 거부하는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시모에 대한 소위

저항의 방식으로 귀환을 선택했다. 즉, 처음에는 관계 종식이 목적이 아닌

단순 가족 방문 또는 출산이나 질병 치료 차 귀국했다 귀환자로 남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일부의 경우는 때로는 사례 1처럼 처음부터 스스로 귀

환의사를 갖고 있어도 베트남 친정 가족의 이해와 귀환 허락을 얻기 위해

최종귀환까지 양국을 수차례 오가며 긴 숙고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한편, 한국에 체류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사례 7처럼 남편으로부터의 극심한 폭력을 피하기 위해 ‘생존’ 수단으로 긴

급히 귀환이 결정되기도 하고, 한국 체류가격 제한 등의 제도적인 사유나

자녀양육 문제로 귀환을 강요받기도 한다. 다음은 귀환결정의 중요한 요인

으로서 한국 체류자격 제한과 자녀양육 문제를 살펴보겠다.

(1)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

았을 때 비로소 남편과의 결별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한국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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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여성들이 남편과의 결별을 최종 선택했다고 해서 이것을 곧바로 본국

으로의 귀환으로 상치시킬 수는 없다. 이 결정과정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변수로 작동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했었

던 가장 큰 사유가 경제적인 목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베 국제결혼

의 특성상 결혼이주와 노동이주를 분리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남편과의 행

복한 결혼생활’은 불가능해졌지만, 자신의 현 위치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

야하는 일’은 한국에 계속 남아있든 베트남 본국으로 돌아가든 상관없이 그

들에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대다

수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찾기 위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는 항상 1

차적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2017년 5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공포한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남편과 별거 중인 경우에 결혼이민 사증(F-6-1)에 대해 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별거 사류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컨대 국민배우자(남편)의 가출신고서나 상해 관련 진단서 또는 증거 사

진,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 확인서, 공인

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의 제출이 요구된다.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는 소제기 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체류자격이 연장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혼인단절(F-6-3)사증으로 체

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입증서류와 가족관

계 입증서류의 제출만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혼인

경우에는 여성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제출구

비 서류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제출 서류 종류로는 ①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②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판결문 등), ③귀책사유 입

증서류(예: 국민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진단

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의 확인서, 국민배우자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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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또는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이다.

한국인 남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에도 차이가 있다. 일단 미성년 자녀를 두지 않고 협

의 이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되지 않아 출국해야 한다. 미

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했고 자녀를 한국 국내에서 양육하는 여성에게는 자

녀양육(F-6-2)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제출 서류에는 자

녀가 한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유전

자감사 확인 서류), 자녀양육 입증서류(예: 판결문(양육권 관련), 자녀가 등

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이나 주거지 통

(반)장의 확인서,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F-6-1 체류자격 연장이나, F-6-2 또는 F-6-3 체류자

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복잡하다. 이 정보를 모를 가능성이 크

며 설사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고 있다 하여도 많은 입증서류를

스스로 준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혼이나 별거

후 이 행정절차에 따라 체류자격을 연장하거나 변경하여 체류하는 여성들

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례들도 모두 한국에서

의 이혼 또는 별거 후 적법하게 체류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

다. 대부분 남편으로부터의 아이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또는 폭력과 학대

로부터 긴급히 탈출하기 위해 빠른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일부 사례는 이혼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고, 자녀 친권도 여성이 가졌음에

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서 신청할 생각을 못했으며, 어떤 사례는 남편과의

연락두절로 관련서류를 받지 못해 미등록 체류 상태로 머무르다 귀국한 사

례도 있었다.

이처럼 까다로운 체류조건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된 후 귀환시

점까지의 체류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환여성의 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베트남에 돌아오기 전까지 얼마동안 한국에 체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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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질문한 결과(<표 2.7>), 체류

기간을 응답한 여성은 총 218명

(84.17%)이었고 이들의 평균 체류기

간이 약 39.8개월(3년 4개월)로 집

계되었다. 가장 짧게 체류한 경우는

2주, 가장 오래 체류한 경우는 12년

으로 나타났다. 3년 미만 체류한 여

성이 반 가까이(48.26%)를 차지했고

1년 미만 체류한 경우는 18.53%로

거의 5명중 1명이 입국 후 1년도

채 안되어 귀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6개월 미만 체류한 여성도 23명(8.88%)이나 되었고 1개월 미만 체

류하여 귀국한 여성도 7명(2.70%)이나 되었다.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는

18.53%, 10년 이상 체류한 경우는 0.39%로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 귀환결정에 있어서의 자녀요인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귀환결정에 있어 자녀여부는 매우 중

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우선 가족 해체 위해에 놓인 여성은 ‘돈 없고 힘없

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면서 이혼으로 인해 줄곧 키워온 자녀에 대한 접

근권과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자녀와 함께 ‘곧바로 귀환’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성 실천의 방법

으로 해석된다. 아이를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의 요

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이선형, 2013:220).

<표 2.8>에 따르면 한·베 자녀를 둔 여성 119명 중 자녀와 함께 베트남

으로 귀환한 경우가 전체 87.39%로 나타났는데 그중에 출생자녀 모두와 함

께 동반 귀환한 경우 84.87%였고, 일부 자녀만 동반 귀환한 경우가 2.52%

로 나타났다. 자녀를 모두 한국에 두고 온 경우는 12.61%에 불과했다. 물론

자녀 동반 귀환 여부는 조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화조사에서는 자녀

<표 2.7> 귀환여성의 한국 체류기간

단위: %
%

1년 미만 18.53

1년 이상 ~ 3년 미만 29.73

3년 이상 ~ 5년 미만 17.38

5년 이상 ~ 7년 미만 10.81
7년 이상 ~ 10년 미

만
7.33

10년 이상 0.39

무응답 15.83

계 100.00

평균(개월)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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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귀환이 66.67%에 그친 반면 방문조사에서는 여성의 91.09%가 자녀와

동반 귀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에 두고 귀국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 미동반 귀국의 이유에 대

해 응답하였는데 그 결과는 50%의 여성이 “남편과 시부모가 자녀를 못 데

려하게 해서” 두고 왔다고 응답했고, “본인이 혼자서 베트남에서 키울 능력

이 없어서”, “자녀가 한국에 남기를 원해서”, “급한 대로 나와서 자녀를 데

리고 나오지 못해서”의 이유가 각각 11.11%로 나타났으며, 5.56%는 “자녀

의 신분증과 비행기표를 마련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했다.

그 당시 아이 낳고 2달 됐을 때쯤 그 일(부부싸움)이 터지고 내 품에 있던 갓난아이

를 노골적으로 뺏으려는 걸 보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

질지) 들었어요. 사실 그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법을 모르니까 확신

이 서지 않았어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통해서 알고 있었던 터라 지금 일자리 

없어서 친권 뺏길 게 뻔하니까 일단 상황을 가라앉히고 보자고 했죠. (사례 1)

남편 형제들이 아이를 차지하고 날 내쫒으려는 낌새를 보였거든요. 뭐 그런 느낌이 

계속 든 거에요. 여러 번 날 때리기도 했고. 한국에 있는 베트남 친구들은 아이를 아

이의 아빠에게 맡기고 나와서 일하라고. 매달 양육비 주면 되지 않냐면서 그래야 나

중에 무슨 서류(거주관련)를 얻을 수 있다고. 친구한테 그랬죠. 다 필요 없고 아이가 

<표 2.8> 귀환여성의 자녀 동반 귀국 현황

단위: (명), %

전체 전화조사 방문조사

(N) (119) (18) (101)

① 자녀 모두 베트남 거주 84.87 66.67 88.12

② 자녀 모두 한국 거주 12.61 33.33 8.91

③ 자녀 양국 거주 2.52 0.00 2.97

계 100.00 100.00 100.00

①+③ 87.39 66.67 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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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사례 3) 

그러나 이들 중에는 베트남에서 자녀를 양육하려는 처음의 목적이 경제적

빈곤과 이혼녀에 대한 주변의 냉대라는 착잡한 현실과 부딪히면서 생계비와

자녀 양육비를 벌기 위해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고 기간이 남아 있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또 다시 출국하여 미등록자로 전락한 여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재이주하여 “원격 모성”(김현미, 2012)을 실천하는 여성들은 때때로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양

육비 송금을 위해 단속에 대한 불안감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하지만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체류 및 교육 관련 각종 문

제를 송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부모나 친척에게 양육 책임을 계속 맡

길 수 없거나 자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귀환을 고민한다.

딸을 키우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왔어요). 부모님이 날 키워주셨는데 나이 들

어서 내 어린 자식까지 맡아 키우셔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날 

키워주셨는데 내 자식까지. 어디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트남에 와서 일을 

하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애써 믿으려고 했죠. 합법적으로 있으면 몰라도 기간이 

다 된 등록증 갖고 숨어서 살다 단속에 걸리면 어떡할 거냐는 언니의 걱정에 오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마침 아이의 아빠가 베트남에 와있단 소식을 듣고 사실 남편이 다

른 베트남 여자와 재혼하러 온 거였는데 아이도 데려갈 까봐 서둘러 귀국했죠.(사례8) 

아이를 베트남에 데려다 놓고 보니까 등록증 기간이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국 가서 일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살다가 아이가 눈에 밟혀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사례 3)

집에서는 아이의 출생 신고해야한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베트남에 와서 아이 출생

신고 했어요. 돈 더 벌려고 바로 올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냥 자진으로 출국했죠. 인

민위원회에서 빨리 출생신고 해야 한다고 독촉하는데 엄마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

요. 그래서 왔어요.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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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환경로와 과정

위와 같이 가족이 해체된 결혼이주여성의 귀환 패턴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혼하고 나온 경우도 있고 극심한 갈등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예고 없이 도망 나온 경우도 있다. 그렇게 남편의 집에서 나

오게 된 여성은 바로 귀국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귀환 이후 생활 대비를

위한 ‘목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머물다가 자발적으로 귀환, 또는 출입국 제

도에 의해 추방당하기도 한다. 일부의 경우에는 친정가족 방문이나 질병 치

료 목적으로 임시 귀국했다가 한국 재입국 제한 등으로 인해 귀환자가 된

경우도 있다. 때로 귀환과정은 그 어느 패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9> 귀환과정 또는 경로

단위: (명), %

전체 유자녀

여성

무자녀

여성

방문

조사

전화

조사

(N) (279) (119) (160) (178) (101)

① 곧바로 귀환 47.31 49.58 45.63 63.48 18.81

② 미등록 체류하다 자진귀환 13.26 8.40 16.88 6.18 25.74

③ 미등록 체류하다 추방 9.68 1.68 15.63 2.25 22.77

④ 가족 방문 차 귀국, 재입국 제한 4.66 8.40 1.88 3.93 5.94

⑤ 가족 방문 차 귀국, 재입국 거부 4.66 7.56 2.50 5.62 2.97

⑥ 기타 16.85 16.81 16.88 12.92 23.76

무응답 3.58 7.56 63 5.62 -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②+③ 22.94 10.08 32.51 8.43 48.51

④+⑤ 9.32 15.96 4.38 9.55 8.91

기타

세부

이주경험 없음 7.17 1.68 11.25 2.25 15.84

남편 사망 후 귀환 2.15 4.20 0.63 2.25 1.98

기타 7.53 10.92 5.00 8.42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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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귀환경로 양상은 <표 2.9>와 같다. 혼인이 더 이

상 지속될 수 없음을 알고 이혼하고 혹은 이혼하지 않고 바로 귀환하는 경

우가 절반 가까이(47.31%)를 이루고 있다. 귀환 전 미등록 체류 경험이 있

는 여성 22.94% 중 자진 귀환 13.26%, 강제 추방에 의한 귀환이 9.68%였다.

가족을 방문하러 베트남에 들어왔다 한국 재입국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한

국 재입국이 불가한 상태가 된 경우가 똑같이 4.66%로 조사되었다. 기타 경

로의 구체적인 결과로는 한국 이주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 7.17%, “남편

사망 후 귀환” 2.15%, “체류기간 만료직전까지 체류하고 귀환” 1.43%, “남편

과 동반 귀환 후 이혼” 0.72%, 귀환경로 미확인 경우가 4.3%로 나타났다.

자녀여부별 귀환 경로는 무자녀 여성이 “바로 귀환하는 경우”가 49.58%

로 가장 높고, 반면 귀환 전 미등록 체류 경험은 무자녀 여성이 유자녀 여

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32.51%). 유자녀 여성이 가족 방문 차 베트남에

왔다가 한국 재입국이 제한되거나 스스로 재입국을 거부한 경우는 각각

8.4%, 7.56%로 무자녀 여성에게 나타난 결과 각각 1.88%, 2.50%보다 높다.

조사방법별로 보면 전화 통화로 조사한 여성의 경우에는 곧바로 귀환한

여성(18.81%)보다 미등록 체류하다 자진 귀환(25.74%) 또는 강제귀환

(22.77%)한 미등록 체류 경험자가 48.51%로 방문조사보다 훨씬 높게 나타

났다. 입국 제한되었거나(5.94%) 여성이 재입국을 거부하는 경우(2.97%) 등

기타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완전히 귀환하게 된 경우는 8.91%로 조사되었

다. 전화조사에서 미등록 체류 경험자가 많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화

조사에 참여한 귀환여성의 82.18%가 무자녀여성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화조사의 기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결혼이주경험이 없는 경우가

15.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설문결과에 따라 한국이주경험이 없는 채 귀환여성이 된 원인에 대해서

는 본인이 스스로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등답한 여성은 10%에 불과

했고 나머지는 남편과의 연락두절, 남편 신원보증 거부, 출국 전 남편이 이

미 사망한 경우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입국 초청 보증과 비자발급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로는 부부의 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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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뿐만 아니라 한국 입국 비자심사 규정이 강화된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 비자(F-6, 국배우자)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의 5)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한국인 남편

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

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요

건, 남편의 소득요건, 주거요건 등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다. 따라서 혼인신

고 절차가 완료되었더라도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혼이민 비자발급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설동훈 외 2014:10). 남편과 연락 두절된 여성 9명도

대부분 비자발급이 거부되었고 이중 90% 가까이는 심사기준 강화된 시점

전후로 결혼식(혼인신고는 결혼식 이후 진행)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경험 없는데 이들 여성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될까? 조사결과에 따르

면 입국전 남편이 사망한 경우 2명을 제외하고 20%만이 양국에서 이혼절

차를 마무리하였거나 한국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베트남에서 이혼절차가 완

료되어 다시 ‘자유인’이 되었다. 남편 사망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70% 중에

는 혼인신고 여부조차가 미확인인 경우가 20%, 양국 모두 기혼상태 25%,

한국에서만 이혼된 경우가 25%로 나타났다.

남편이 이미 사망한 여성의 경우 베트남 법상 남편이 사망한 사실 등록

여부가 파악되지 않아서 베트남에서의 혼인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남편

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베트남에서 여전

히 기혼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 규정상 사망확인서 제출을 요

구받고 있는데, 사망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려다

서류양식 부적합으로 간혹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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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귀환 후 생활실태

여타 귀환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귀환여성에게도 베트남 사회로의 경

제적 측면의 재통합이 안정적인 정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재통합은 귀환준비 정도(Gmelch, 1980; Cassarino, 2004)나 정부의

정책 등의 구조적인 요인과 귀환자의 이주경험 등 개인적인 요인 등에 의

해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IOM 2002; 김나경,

2015:116 재인용)는 귀환이주자와 달리 결혼이주 귀환여성의 재통합은 부정

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대해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송출국과 유입국 정부 차원에서 전혀 논

의되지 않고 있으며,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재통합의 성사를 좌우하는 유입

국에서의 경험이 귀환노동이주자와 같이 자본의 축적, 기술습득과 사고방식

의 변화라는 개인 및 집단적 역량강화의 측면보다, 귀환여성의 경우 가족해

체와 자녀 출산 및 양육 등 사적 영역의 파편화된 개별적 경험의 측면에서

부정적 자산으로만 부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로는 자녀와 함께) 운이 없어 다시 돌아온’ 귀환여성의 경우,

본국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기 쉽다. 이 장에서는 귀환

여성의 거주실태, 취업현황과 소득수준, 동거가족 유형 등 전반적인 실상을

파악해봄으로써 이들의 빈곤실태와 경제적 불안정성을 밝혀내고 이를 극복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의 노동재이주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귀

환여성의 빈곤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함께 다룰 것이다.

1. 생활실태

1) 거주지

Le, Nguyen(2011)에 따르면 베트남 농촌지역 이혼과 별거 가족의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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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의 주요 부양자로서 ‘외지로의 이주’를 실행 가능한 생계전략으로

쉽게 선택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에서 귀국한 귀환여성들을 대

상으로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3.1>과 같다.

현재 고향에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여성이 50.90%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귀국 후 고향이 아닌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

36.20%, 외국으로 재 출국하여 살고 있는 귀환여성이 11.47%의 순으로 나

타났다. 즉 귀환 후 47.67%의 여성이 고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재이주를 시

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에서 거주중인 여성의 경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남성과 재혼하여

결혼 이주한 3명의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취업을 목적으로 다시 출국한 것

으로 나타났다. 외국에 거주 중인 여성, 주로 한국으로 다시 간 경우가 대

다수(26명, 81.25%)였고 나머지 스웨덴, 대만,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여성이

각각 한명씩(3.13%)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국가가 어딘지 확인되지 않

은 경우는 9.37%이다.

귀환 이후 또 다시 이주를 감행하는 경우는 자녀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

<표 3.1> 귀환여성의 거주지

단위: (명), %
전체 유자녀

여성

무자녀

여성

(N) (279) (119) (160)

① 고향 50.90 41.18 58.12

② 국내 타지 36.20 32.77 38.75

③ 외국 11.47 23.53 2.50

무응답 1.43 2.52 0.63

계 100.00 100.00 100.00

①+②(베트남거주) 87.10 73.95 96.87

②+③(재이주) 47.67 56.30 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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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유자녀 여성과 무자녀 여성 두 경우 모두 귀국했다 다시 출국하

거나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각각 56.30%, 41.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유자녀 여성의 외국 재출국 비율(23.53%)은 무자녀 여성

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 또는

별거 후 베트남으로 귀국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맡기고 다시 일자

리를 찾아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이다.

단, 본 논문에서 진행된 설문조사가 귀환여성의 출신지역에서 진행된 점

에 주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귀환여성 가족 중

타 지역 또는 외국에 있는 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설문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닸ㄷ. 또 현재 외지에 살지만 자녀를 부모에게 맡

기는 경우라면 자녀조사 명분으로 설문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자녀가 없으면

서 국내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진행이 아예 불가

능했다9). 한편, 국제이혼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상태를 가족

또는 이웃주민이 알 수 없도록 일부러 숨기고 있는 여성도 있어 본 조사에

서 나온 결과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베트남 국내 타 지역이나 외국에 거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표 3.2> 귀환 후 타지 이주 사유

단위: 명, (%)

N(%)

고향사람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서 5(4.95)

일자기를 찾기 위해서 69(68.32)

혼자 살고 싶어서 4(3.96)

남편(동거인)과 살기 위해 15(14.85)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2(1.98)

기타 1(0.99)

무응답 5(4.95)

계 101(100.00)

9) 설문조사원 평가회 조사원 공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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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귀환한 여성들이 귀국 후 살던 고향에서 살지 않는 데에는 다양

한 이유가 있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혼 남편과 같이 살기 위

해서’(14.85%), ‘고향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4.95%)나 ‘자녀를 보다 좋

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타 지방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68.32%)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떠난다고 응답하였다. 즉 귀환여

성의 출신 지역의 일자리 부족, 낮은 수준의 임금, 도시에서의 고용 기회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요인이 귀환여성을 다시 떠나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2) 취업

여기에서는 귀환여성의 취업현황을 통해 귀환 이후의 경제활동에 대해

살펴보겠다. 아래 <표 3.3>은 현재 베트남에 거주 중인 귀환여성의 직종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업을 밝힌 여성 99.18% 중 직업이 없는 여성의 비율이

28.81%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4명의 귀환여성 중 한명은 경제 활동에 참여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귀환여성의 무직률이 베트남 노동사회보

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3분기 노동시장현황 보고서』에 나타난

전체 실업률 2.34%과 여성 실업률 2.28%보다 10배 이상 높은 실업수준임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이 있는 여성의 경우 공장근로자가 37.0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는 기타직업 8.23%, 농업과 자영업 각각 7.00%, 식당종사자 4.53%, 판매원

4.12% 순이었다. 사무직과 전문직은 각각 1.65%, 0.82%로 매우 낮게 나타

나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임금을 기대할 수 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귀환여성

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을 기타로 응답한 여성 중에는 한국어 통역사 2.47%와 미용사(헤어/

네일) 2.47%로 가장 많고 ‘잡노동’, ‘막노동’ 등 비정규 단순노무인 경우가

1.65%, 나머지는 옷맞춤, 수공예, 제빵, 유아보육사 등이 각각 0.41%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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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귀환여성의 직업

단위: (명), %
전체 고향거주 타지거주

(N) (243) (142) (101)

무직 28.81 43.66 7.92

농업 7.00 9.15 3.96

공장 근로자 37.04 19.01 62.38

식당 종사자 4.53 3.52 5.94

판매원 4.12 5.63 1.98

자영업 7.00 9.86 2.97

사무직 1.65 1.41 1.98

전문직 (교사, 의사 등) 0.82 0.70 0.99

기타 세부

비정규근로 2.06 1.41 2.97

통역사 2.47 1.41 3.96

미용/네일 2.06 2.11 1.98

옷맞춤 0.41 0.70 0.00

수공예 0.41 0.00 0.99

제빵 0.41 0.70 0.00

개인보육사 0.41 0.00 0.99

소계 8.23 6.34 10.89

무응답 0.82 0.70 0.99

계 100.00 100.00 100.00

귀환여성의 거주지에 따라 각 직종별 종사 비율에도 차이를 보인다. 고향

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취직여부가 확인된 여성은 99.29%였으며 이중 무

직 상태가 43.66%로 귀환하여 고향에 머물고 있는 여성 2명 중 1명꼴로 직

업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 베트남 통계청 보고서가 발표

한 농촌지역 실업률 1.89%보다 20배 이상 높고 심각한 실업 상황임을 보여

준다. 고향에 살면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공장근로자가

19.01%, 기타 직업 6.34%, 자영업 9.86%, 농수산업 종사자 9.15% 등의 순

이고 사무직(1.44%)이나 전문직(0.70%)은 거의 없었다.

타지로 이주한 귀환여성은 취업여부가 확인된 경우가 99.01%였는데 이

중 92.08%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타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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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여성 중 직업이 없는 경우도 7.92%로 나타나 위 베트남 통계청의 보

고서에서의 도시지역 실업률 3.23%보다 여전히 2배 이상 높다. 타지 거주

여성의 직종으로는 공장근로자가 62.38%로 월등히 높고 기타 직업군

10.89%를 제외하면 자영업, 농업 등 기타 직종 종사자가 모두 5%대 이하

로 집계되어서 타지 이주를 통한 취업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안정적이고 높

은 수준의 임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귀환여성의 실업실태는 전체적으로 설동훈 외(2005)의 실태조사에서 나타

난 미취업률 31.8%보다 조금 낫기는 하나, 거주지별로 살펴봤을 때 특히

출신 고향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취업난이 더욱 심각하다. 때문

에 일자리가 없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부양과 자녀양육을 책임

져야 할 귀환여성들은 결국 생계를 위해 타지로의 재이주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귀환여성 10명도 한국 단체와 한국 기업에서 근무

하는 사례 6, 사례 9,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정적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장과 과수원 일일 근로자 등의 단순 저임금 일자리 또는 계절

성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 1과 사례 2는 집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그물망 짜는 일을 하고 있

으며, 월수입이 매우 적어 자녀의 학비만 겨우 마련하고 나머지 지출은 부

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사례 3은 신발공장 근로자였을 때 월 400만동(약

20만원)을 벌었으나 아이를 낳고 그만 두어야 해서, 현재 수입이 전혀 없이

친정부모집에 얹혀서 살고 있다. 사례 4는 직업이 없고 소규모 농지를 임대

해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미래를 대비한 저축은 전혀 없다. 사례 5

는 부모 집에서 얹혀서 살면서 견과류 필링작업이나 시간제 가사도우미, 목

공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고 생계비도 부족하여 아이

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사례 7은 시장에서

소규모의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10∼20만 동(약 5천원에서 1만원)

일당으로 모자가 생활하고 있고 이마저도 시장 재개발계획에 따라 곧 자리

를 옮겨야 하는 형편이다. 사례 8은 귀환 초기에 한국에서 맺었던 인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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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활용해 가끔 관광 통역을 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감이 점

차 없어져 현재는 부모님의 수입과 한국에서 친언니가 송금해준 수입에 의

존하여 살고 있다. 사례 10은 부모님 집에서 아들과 같이 살고 있으며 간질

병을 앓고 있어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이며 보육비, 병원비 등 모자의 모든

지출은 친정아버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3) 수입과 지출

<표 3.4>은 귀환여성의 월 평균 수입을 파악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봤

을 때 무수입의 경우가 27.53%로 여성 4명 중 한 명이 현재 수입이 전혀

없이 살고 있다. 무수입 경우와 한 달에 100만동(약 5만원) 미만으로 버는

경우(5.67%), 100만동∼200만동(약 5∼10만원)구간의 수입자(10.93%)를 합

하면, 200만동 미만(약 10만원)의 수입으로 사는 여성이 무려 44.13%나 되

었다. 그 다음으로 여성이 많이 몰리는 수입구간은 200만동∼400만동(약 10

만원∼20만원)에 32.79%이었으며, 400만동∼700만동(약 20만원∼35만원)에

15.39%, 700만동 이상의 생계비를 버는 여성은 7.69%에 불과하였다.

<표 3.4> 귀환여성의 거주지별 월수입

단위: (명), %
수입구간 전체 고향거주 외지거주

(N) (247) (142) (101)

없음 27.53 42.96 5.94

100만동 미만 5.67 9.86 0.00

100만동~200만동 10.93 9.86 11.88

200만동~400만동 32.79 21.12 50.50

400만동~700만동 15.39 8.45 25.74

700만동~1,000만동 3.24 2.11 4.95

1,000 만동 이상 1.62 2.82 0.00

무응답 2.83 2.82 0.99

계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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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통계청의 2014년 고용노동보고에서 보고된 업종별 성별 월급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임수산업 종사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약 222.2만

동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약 279.7만동임을 감안할 때, 귀환여성 중 거의 절반이 최하위 임금

노동자보다 낮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기준 메콩델

타 지역의 연평균 1인당 GDP 4.027만동(약 1,770달러)10)와 비교할 때도 상

당수의 귀환여성의 수입은 지역 평균소득보다 훨씬 못 미친 수준에 있다.

거주지별 수입을 비교하면 고향거주 귀환여성 중 스스로 버는 수입이 전

혀 없는 경우가 무려 42.96%로, 즉 반 가까이의 여성들이 다른 사람의 지

원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월수입 100만 동 미만

(9.86%)과 100만동∼200만동 수입 구간(9.86%)을 합하여 월수입 200만동미

만인 경우가 고향거주 여성의 3분에 2수준(62.68%)에 달해 여성이 경제적

자립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여성 상황도 밝다고

할 수 없다. 5.94%의 여성이 수입이 전혀 없고 17.82%가 200만동 미만의

수입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절반 이상인 50.50%가 월 200만동∼400만동의

수입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약 30.69%의 타지 거주여성이 월 400만

동 이상을 벌고 있으나, 도시 생활에 따른 물가상승, 주택임대, 고향가족 및

한·베 자녀 양육비 송금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유롭

다고 할 수 없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귀환여성의 월

평균수입과 월 평균지출을 비교했을 때도 400만∼700만동 수입구간과 1,000

만동 이상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구간의 여성들에게는 적게는

11.11%부터 많게는 100%까지의 지출 초과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입이

낮은 귀환여성들의 경우 지출을 위해 가족, 친지 등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

거나 빛을 내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10) 허우장성 인민위원회 홈페이지. 2016.
http://www.haugiang.gov.vn/Portal/HtmlView.aspx?pageid=1&ItemID=38933&mid=45&pa
geindex=9&siteid=(검색일 20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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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정가족에 대한 의존

Cassarino(2004:274)가 지적했듯이, 노동이주자를 비롯한 경제이주자나 난

민, 망명자의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짧아서 유형 및 무형의 자원을 동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 경험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귀환 준비가 덜 된 귀

환이주자의 경우 본국 재통합과정에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심리적, 재정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해체를 경험

하고 본국으로 귀환한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가족 의존패턴이 나타나고 있

다. 여성들은 혼자 혹은 자녀와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소위 ‘얹혀서 사

는’ 형태로 있거나 자녀양육을 맡기면서 친정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다음은 이를 규명해보기 위해 귀환여성의 동거 가족유형,

사는 집의 소유자여부, 지출초과 해결전략 등을 분석한 것이다.

(1) 친정집으로의 귀환

<표 3.5> 귀환여성의 수입과 지출 비교

단위: 만VND, (명), %
수입

지출

전체 무수입 100

미만

100~

200

200~

400

400~

700

700~

1,000

1,000

이상

(N) (247) (68) (14) (27) (81) (38) (8) (4)

100 미만 9.31 19.12 35.71 7.41 2.47 2.63 0.00 0.00

100 ∼ 200 17.41 25.00 14.29 33.33 13.58 13.16 0.00 0.00

200 ∼ 400 47.77 41.18 21.43 44.44 64.20 44.74 37.50 25.00

400 ∼ 700 12.15 10.29 0.00 7.42 11.11 28.94 0.00 25.00

700 ∼ 1,000 1.21 1.47 0.00 0.00 0.00 0.00 12.50 25.00

1,000 이상 1.62 0.00 7.14 3.70 0.00 0.00 12.50 0.00

무응답 10.53 2.94 21.43 3.70 8.64 10.53 37.50 25.0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초과율 100.00 42.58 55.55 11.11 0.00 12.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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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은 귀환여성의 현재 동거가족 유형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부모

나 형제 등 친정가족과 살고 있는 경우가 36.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혼자 사는 경우 27.13%, 새 배우자(동거인 포함)와 살고 있는 경우

21.05%, 친정에서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9.72%, 자녀하고만 사는 경우

2.02%, 한·베 자녀를 데리고 재혼남편과 사는 경우 1.62%, 친척과 사는 경

우 0.81% 순이다. 종합해보면 그들의 표현대로 소위 부모에게 ‘얹혀서 사

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47.37%)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자녀 여성의 경우도 부모 또는 형제와 동거 중이라고 응답한 23.08%

와, 부모, 한·베 자녀와 함께 3대가 같이 사는 19.78%를 합하면 부모와 동

거하는 여성이 전체 42.86%로 역시 높다. 특히 부모 또는 형제와 동거하는

여성 가운데 자녀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7.69%를 제외하면 나머지

15.39%는 부모와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자녀

를 친정가족이 키우는 경우가 총 35.17%나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혼자

사는 경우(28.57%)인데 주로 생계비와 자녀양육비를 벌기 위해 타지에서

일하는 여성을 가리킨다. 다른 이성과 동거중이거나 재혼해서 같이 사는 경

우(16.48%)도 있는데 이중 자녀를 한국에 두고 온 경우가 2.20%, 베트남

친정집에 맡기고 재혼한 경우가 14.28%를 차지한다. 자녀하고만 사는 경우

<표 3.6> 귀환여성의 동거가족

단위:(명), %
동거가족 전체 유자녀 무자녀 고향 거주 타지 거주

(N) (247) (91) (156) (142) (101)

혼자 27.13 28.57 26.28 7.04 56.44

부모 또는 형제 36.84 23.08 44.87 56.34 8.91

자녀 2.02 5.49 0.00 2.11 1.98

부모 + 자녀 9.72 19.78 3.85 14.79 2.97

재혼남편 또는 동거남 21.05 16.48 23.72 17.61 26.73

재혼남편(동거인)+ 자녀 1.62 4.40 0.00 1.41 1.98

친척 0.81 0.00 1.28 0.70 0.99

무응답 0.81 2.20 0.00 - -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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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으로 적은 5.49%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한·베 자녀를 데리고 재

혼한 남편 혹은 동거남과 같이 사는 경우는 4.4%로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유자녀 여성이 혼자 사는 경우는 28.57%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자녀를 부모 또는 친척에게 양육을 맡기고 본인

은 생계비와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서 대도시로 노동이주를 감행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직접 생계비 의존은 아니지만 자녀양

육에 대해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함이 옳다.

한편 귀환여성이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느냐 여부에 따라 동거 가족 구성

원 유형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귀환 후 고향에 사는 여성의 대다수인

71.13%(56.34%+14.79%)가 부모나 형제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에 비해 타지에 사는 여성은 주로 혼자 살고 있고(56.44%) 부모·형제

와 사는 경우는 10.88%에 그쳤다. 하지만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여성 중

35.71%가 한·베 자녀를 둔 여성으로서 이주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하게 끌

어올리기 위해 자녀를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맡겼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생활하는 여성이 높지 않다.

아울러 타지에서 새 남편 또는 애인과 살고 있는 경우(26.73%)가 고향에

서의 같은 경우(17.6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면 재혼하고 고향

을 떠나거나 타지에서 일하는 동안 교제와 재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친정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은 고향에 사는 여성의 경

우가 14.79%로 고향을 떠난 여성의 경우 2.97%보다 확연하게 높다. 반면에

한·베 자녀를 데리고 새 가족을 꾸리는 경우는 고향 거주자 1.41%, 타지 거

주자 1.98%로 나타나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자녀만 데리고 독립가구로 사는 경우도 두 거주 유형에서 각각 2.11%,

1.98%로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서 또 한 번 귀환여성의 불안정한 경제

자립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7>은 귀환여성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구조에 대해 응답한 결

과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부모의 집인 경우가 46.96%로 가장 많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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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임대주택 31.98%, 재혼한 남편 또는 동거인의 집 10.53%, 친척의

직 2.02%, 형제의 집 1.62% 순으로 나타났다. 귀환여성 본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4.86%로 매우 적다.

고향에 사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 부모의 집(74.65%)에서 생활하는 반면

에 타지에 사는 여성 4명 중 3명이 임대주택(71.29%)에서 사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두 가지 거주유형에서는 새 남편(또는 동거인)의 집에서 산다는

응답이 각각 9.86%, 11.8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자신이 집을 소유하는 경

우에는 고향에 사는 여성이 6.34%로 2.97%인 타지 거주 여성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

(2) 경제적 의존

따라서 <표 3.8>에 나타났듯이 지출 수입대비 초과율이 높은 만큼 여성

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소비와 지출을 하면서 생계

를 이어나가거나(41.98%) 친정부모의 지원(32.51%)에 의존하여야 한다. 일

<표 3.7> 귀환여성의 주거 주택의 소유자

단위: (명), %

전체 고향거주 여성 타지 거주 여성

(N) (247) (142) (101)

자신의 집 4.86 6.34 2.97

부모의 집 46.96 74.65 7.92

형제의 집 1.62 2.11 0.99

친척 또는 친구의 집 2.02 1.41 2.97

재혼한 남편 또는 동거인의 집 10.53 9.86 11.88

임대 31.98 4.93 71.29

모름 0.81 0.00 1.98

무응답 1.22 0.70 0.00

계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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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7.28%)는 형제나 친척에게 빌려 쓰고 일부(7.41%)는 현 남편 또는 동

거인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소수이지만 한국인 전 남편의 송금으로 지

출을 하거나 은행대출(2.43%) 혹은 민간 사채(1.62%)를 쓴 경우도 집계되

었다.

온지 이제 2년 남짓 됐는데 일한 적이 없어요. 아파서 병원 다녀야 하기도 했고요. 

저축해놓은 것도 없었고요. 한 달 대충 쓰는 금액에 알맞아요. 먹는 것은 부모님이 

부담하시고 내가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해요. 먹는 것, 입는 것 등 등 우리 둘만 하면 

부족해요. 그래서 먹는 것, 집안일, 수도전기세 등등 부모님이 내세요. 이 돈 저 돈은 

다 부모님이 해주세요. (사례 4)

한 마디로 얹혀서 사는 신세죠. 밥 때 되면 엄마 집에 가서 먹어요. 생활비나 쓰는 

돈은 빌려 쓰는 게 많아요. 빌렸다가 월말에 돈이 있으면 갚고 그래요. 엄마한테 빌

리기도 하고 이웃에게 빌리기도 해요. 나에게 안 빌려줄 것 같으면 엄마가 대신 얘기

해서 빌려오시기도 하고.(사례 5)

2. 빈곤 지속의 요인

앞서 살펴보았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 귀환 후에 실업과 빈곤의 상

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

한 전략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여성이 결혼의 실패로 돌아오는 것은 귀환

<표 3.8> 부족한 생계비 충당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N) (243)

부족한 대로 아껴 쓴다 41.98

친정부모에게 받아 쓴다 32.51

형제, 친척에게 빌려 쓴다 17.28

한국 남편에게서 송금 받는다 3.29

은행 대출을 받는다 2.47

사채를 쓴다 1.65

현 남편 또는 동거남 일부 부담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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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빈곤화로 귀결되기 쉽다. 귀환여성의 경제실태가 취약할 수밖에 없

는 것은 양국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여성의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

하기 때문이다.

1) 저학력과 직업교육 경험 결여

귀환여성이 베트남 본국으로 돌아온 후 취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의 낮은 학력에 기인한다. 학력은 일자리와 임금을 결정하는데 긴밀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문제 처

리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 귀환 이후의 여성의 전반적인 삶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김이선 외(2010) 연구에서는 2006년 기준으로 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여성의 학력은 무학 또는 초등학교 학력 4.5%, 중고등학교 학력

93%, 대학이상의 학력 2.6%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환여성이 그 보다 훨씬 낮은 학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응답하지 않은 8명(2.87%)을 제외하고는 중학교에 다녔다고

한 여성이 52.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26.52%, 고등학교

14.70%, 2·3 년제 대학을 다녔다고 한 경우 2.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학교에 전혀 다니지 못한 경우와 4년제 대학을 다녔다는 경우가 각

각 2명(0.72%)로 조사되었다.

<표 3.9> 귀환여성의 학력

단위: 명, %
학력 N % 졸업 중퇴 휴학 모름 계

무학 2 0.72

초등학교 74 26.52 21.62 66.22 - 12.16 100.00

중학교 146 52.33 23.97 71.23 0.69 4.11 100.00

고등학교 41 14.70 53.66 43.90 - 2.44 100.00

2·3 년제 대학 6 2.15 50.00 33.33 - 16.67 100.00

4년제 대학 2 0.72 50.00 50.00 - - 100.00

무응답 8 2.87

계 27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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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여부의 경우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한 여성의 졸업여부를 확인한 결

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87.84%의 여성들 중 중퇴한 경우가 66.22%로 졸

업한 경우(21.62%)에 비해 거의 3배 많은 수준이다. 중학교를 다녔다는 여

성도 졸업장을 받은 경우는 23.97%에 불과했고, 중퇴자가 대부분(71.23%)

이었다. 반면 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졸업여부가 미확인된 경우 2.44%를 빼

면 졸업자 53.66%, 중퇴자 43.90%였다. 2·3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다

녔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각각 50%만 졸업하였다.

한편, 숙련된 기술 보유는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베트남 통계청 2014년 고용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고 있는 노동

자 중 취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노동자 중 10.3%가 메콩강 삼각

주 지역 출신자로 나타났고,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 보다 더욱 클 것으

로 예상된다. 귀환여성은 대부분 20대(50.89%), 30대(37.99%)로 평균연령이

매우 젊은 29.7세이며, 이주 전에는 대부분 어린 나이에 직업을 가지지 못

했거나(31.8%) 일을 했더라도 주로 농어업(30.4%) 또는 공장노동(39.1%)이

었기 때문에(설동훈, 2005:85)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면접 참여자 10명도 주로 농업이나 공장노동자,

식당 서빙 또는 행상 등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결혼이주 전 특정 기술을 보

유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오랜 생활로 인해 자신이 보유했던 기술은 이

미 낙후된 기술이 되기 쉽다.

한국 시집가기 전에 옷을 맞추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와보니까 동네에 

옷가게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더라고요. 나는 재봉틀 안 만진지 오래서 그 사람들하고

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디

자인이나 미싱 기술 같은 거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옛날식이라 재단된 것

이 동일하지 않더라고요.(사례 2)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귀환여성의 학교 중퇴율이 높기 때문에, 베트

남에서 취업 등의 경우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학력인정 서류인 졸업증명서

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종학교 졸업인정여부를 나타낸 <표

3.10>를 살펴보면 무학율이 무려 18.28%였고 실제로 학력이 인정되는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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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초등학교가 43.37%로 가장 많아서 초등학교 이하가 60.65%나 되어

현실적으로 여성의 취업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도 각각 18.99%, 8.96%에 불과하며 2·3년제, 4

년제 대학 졸업자는 그보다 더 적어서 각각 1.08%, 0.36%에 불과했다. 즉

귀환여성의 낮은 학력 수준은 일자리 찾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이 때문에 자격증을 반드시 요청하지 않는 저급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지 거주여성이 주로 공장노동자로 취직

한 이유도 현재 산업공단이나 수출공단의 조립생산라인에서는 고학력 숙련

인력을 요구하기 보다는 근면하고 낮은 월급을 쉽게 받아들이는 여성인력

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Mohammed L. a, 1998: Le, Nguyen, 2011 재인

용). 또한 설사 일자리를 구하였더라도 고등교육과정 이수증명서나 졸업증

명서가 없어 좋은 일자리나 임금, 근무 위치배정에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즉, 같은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졸업증명서가 어느 학교의

졸업장인지에 따라 월급도 달라진다. 때문에 학력이 낮은 귀환여성의 경우,

동일한 정규 직업군에 있는 노동자보다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테면 사례 9와 같이 귀환여성들이 그나마 개인 역량을 보일 수 있는 한국

어 통역사도 질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이 요구

되기 때문에 저학력의 귀환여성들이 일정 수준의 성장 가능성을 뛰어넘기

<표 3.10> 귀환여성의 거주지별 최종학력

(단위: 명, %)
전체 고향거주 타지거주 외국거주

(N) (279) (142) (101) (32)

무학 18.28 18.31 20.79 9.37

초등 43.37 45.78 41.58 40.63

중등 18.99 16.20 24.75 3.13

고등 8.96 8.45 9.91 9.37

전문대학 1.08 2.11 0.00 0.00

대학 0.36 0.70 0.00 0.00

무응답 8.96 8.45 2.97 37.5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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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통역들은 자격증이 갖고 있는데 나는 어깨 너머로 (한국말) 배웠고요. 그들은 학

력이 좋으니까. 나는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같은 통역일하면 기본급은 비슷한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격증 등급별로 추가로 더 받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대

졸이면 2백만동, 고졸, 중졸의 경우 각각 80만, 70만동 밖에 추가로 못 받아요. (사례 

9)

2) 지역경제구조

특히 한·베 국제결혼비율이 높은 메콩강 삼각주 지역은 ‘순’ 농업지역으로

농업비중이 40%를 차지하고 농업인구도 전체인구의 52% 수준11)에 달한다.

이에 베트남 농업분야 전체 생산량의 33%를 담당하며 매년 대량의 쌀을

수출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여성의 농업 종사비율이 10%대

미만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지역 경제구조를 보면 주민들이 농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지만

쌀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과수농사와 양식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

하다. 도로 교통 등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공과

유통, 서비스업의 투자와 개발이 원활하지 않아서 쌀, 과수농사, 수산물 양

식업에 종사하는 가정들의 경제가 경쟁력 악화로 어려워지고 불안정하다.

더구나 기후변화, 도시화로 인한 농지 감소, 토지오염, 농수산 가격변동, 농

업분야의 기계화 가속도12) 등으로 인해 안정된 소득을 얻지 못해 농업분야

에서 탈출하고 도시로 이주, 비농업 분야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빈곤가정의 경우 농사지을 땅이 없다. 또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

부가 발표한 2013년 IUCN & VAWR 지역 사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메콩

강 삼각주 농촌지역의 빈곤층 인구는 대부분 토지가 없거나 적다. 껀터 지

11) Ngo Anh Tin, 2014, "Đầu tư công và tăng trưởng kinh tế vùng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메콩강지역 공공투자와 경제성장), 『Tạp chí phát triển và hội nhập』(경
제통합과 발전 학술지), pp. 65-67

12) 베트남 사회과학아카데미 2015.10 껀터시에서 개최된“개혁개방 30년(1986-2015), 서남부
지역 사회경제 발전” 심포지엄 발표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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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경우 한국결혼이주여성 중 79%가 빈곤가정 출신이고 일부가 절대빈

곤계층(김현재 2007: 239)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귀환여성과 가족도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등 농업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남서부 지역 메콩델타 농촌지역에서는 노동인구 중 일자리가 부

족한 비율이 4.8%13)로 베트남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지역이다. 산업

이 발전하면서 기술 인력이 요구되는데 이 지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노

동자인구가 베트남 최저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고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구대비 기업수가 낮아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자 유입에도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농촌지역 노동자들이 직업 교육을 마친다고 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취업한다 하여도 그 임금수준이 공장 근로자보

다도 매우 낮아 교육받은 직업을 포기하고 도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

택한 여성 또한 많다14).

위와 같은 농업참여율 저조와 기타 일자리 부족의 원인은 이 지역 여성

들이 국제결혼 이주를 선택하는 이유와도 맥을 같이한다.

솔직하게 말하면 고향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랬어요. 고향에서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월급이 너무 낮아서. 보통 100만동에서 

200만동 사이고 180~200만동 정도면 많이 받는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살다) 돌아

와서 사정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취직도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몇 

여자들의 말로는 어떤 여자가 술집에서 일하는데 한 달 180만동 받고 있다고 해요. 

(술집도 그 정도 낮으면) 밖에서는 더 못 받죠. (난) 그런 일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구인구직광고 같은 거 본적이 없었어요. (사례 8)

13) 베트남 기획투자부-통계청. 2014. 고용노동보고서
14) Dan Tri. 2014. “Nhiều phụ nữ lấy chồng ngoại 2, 3 lần vẫn nghèo khổ”(외국인결혼
2~3 번 반복해도 가난은 변함이 없다).
(http://dantri.com.vn/su-kien/nhieu-phu-nu-lay-chong-ngoai-2-3-lan-van-ngheo-kho-
1420515193.htm(검색일: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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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습득과 저축의 부족

이주를 통한 기술습득이나 국내 저축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먼저 여성

의 한국에서의 수입활동과 저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단 수입활동

과 저축은 체류기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들에서 한-베

국제이혼 부부의 동거기간이 평균 2.8년(통계청, 2009)과 평균 1.3년(김이선

외, 2010)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 사이의 동거기간이 2배의 차이가 보이나 대

체적으로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밝혔듯이

귀국할 때까지 평균 체류기간이 39.8개월이기 때문에 귀환여성들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통한 기술 습득이나 저축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이주여성은 노동이주자와 같이 이주 전 특정 직업교육을 받거나 이

주 후 특정 직업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한

국 이주 후 최소한 국적취득 전까지는 사회구조적인 장벽 때문에 노동시장

의 접근 및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Balanger, Khuat & Lee, 2011:90). 보

통은 혼인생활 동안에는 시댁에서 요구하는 ‘아내 되기’, ‘며느리 되기’에 부

응하면서 살림과 육아 등 재생산 영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남편

가족의 감시 하에 외출이 금지되며 일 배우는 것 또한 환영받지 못 한다.

이민자 네트워크나 지역 공동체에서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이것이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기술 전수 기회를 어렵게 만든다. 한국에서 취

업경험이 있는 여성도 기술이 고도로 요구하는 직종에서 일했던 경우는 많

지 않다. 김이선 외(2010)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중 전

업주부(가사, 무직, 학생) 비율이 85%안팎 수준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은 농림어업으로 약 8-9%가 이에 종사하였다.

한편, 본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귀환여성들은 갈등을 겪고 시집에서 나

와 일자리를 찾을 경우, 귀환하기 전까지 주로 공장노동자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불안정한 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임금 단순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도 본국 가족이나 자녀의 생계비, 양

육비로 송금되어서 저축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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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거의 밤에만 일했다. 부품을 찍어내고 불량품을 걸러내는 

작업인데 시급 3천원 받았다. 그렇게 밤새동안 일하고 주말까지 일하면 백 한 이삼

십정도 벌었고. (사례 8)

불법체류자니까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든요. 일일근무 형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

요. 매일 일하는 양만큼 월급이 계산돼요. 버스 의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실밥이나 마

감이 깨끗하지 않은 부분을 정리했어요. 기본급은 하루 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야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백만원보다 조금밖에 안 나와요. (사례3)

한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하였더라도 그 돈을 귀환 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여성들이 송금한 돈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일은 가족 구성원의

교육비(22%), 소규모 자영업 시작(15.7%), 제사/장례식/결혼식(12.2%), 토지

매입(8.6%), 동생의 분가(4.3%), 오락/관광(2.4) 순이다. 반대로 결혼이주여

성의 자녀 돌봄에 1.6% 사용되었고 여성만을 위한 저축은 고작 0.4%에 불

과하다(Tran, 2011). 즉 귀국하기 전에 송금한 돈은 대부분 다른 구성원의

미래에 대한 투자(교육비), 가족의 자립기반 마련, 부동산 ‘투자’ 그리고 생

활비 지원(허오영숙, 2009:96-104)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이주자가 송금하는 주요 이유로 가족에 대한 ‘이타심’과 개인의 이익을

지적한다(Brown & Ahlburg 1999; de Haas 2006; Glytsos 2001; Lucas &

Stark 1985; Taylor et al. 1996; Belanger, Tran & Le, 2011 재인용). 베트

남 사회 특히 농촌사회에서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여성이

가져야 하는 도덕 중의 하나다(Rydstrom, 2002; Belanger, Tran & Le,

2011 재인용).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본 연구에서도 귀환여성 응답자

중 77.04%가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에게 송금이란 ‘효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

이지 자기이익을 챙기거나 어떠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

되지는 못 한다(위 논문, p. 92). 물론, 일부 결혼이주여성은 이혼 후 귀환

대비 또는 출산 후 가족방문을 위해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 후 귀환은 매우 부끄러운 실패로 타인의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귀환 대비 자금으로의 송금은 극심한 상황일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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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앞의 논문, 93). 본 연구의 심층면접 참여 여성 10명

중 5명이 전혀 송금하지 못하고 귀국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나머

지 여성들을 봐도 결혼생활동안 송금했던 여성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별

거 또는 이혼 후에 한국에서 미등록 상태로 돈을 벌어 송금한 것이다. 이들

은 대부분 어려운 부모를 돕거나 자녀 양육비의 목적으로 송금했다고 응답

했다.

이혼하고 아들을 친정부모에게 맡기고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서

미등록 상태로 4년 더 머물다 귀국한 사례 9는 송금한 돈으로 아들 양육비

와 투병중인 어머니 치료비에 모두 보태 귀국 이후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

베트남 돌아온 다음에는 대체로 아이의 서류문제를 해결하고 생활비 버느라  많이 

어려웠어요. 귀국하기 1년 전부터 돈도 없고 힘들었지요. 돈 번만큼 모두 엄마병원비 

내는데 다 쓰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 집이 빈털털이 됐어요. 귀국한 후에 

(일 찾기 전까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사례9)

일부는 송금하여 땅을 매입해서 귀환이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재산이 될 수 있으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생활을 유지하려면 그 토지를 조금씩 팔 수 밖에 없다. 

(유엔인권정책센터 상담사). 

한국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거주한 여성이 습득한 인적 자원 중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것은 그나마 한국어나 한식요리 실력이라 할 수 있

다. 그렇지만 실제로 습득한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자본화한 여성이 많지는

않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한국인과 한국 업체 밀집지역인 호치

민, 동나이, 빙즈엉성 등으로 이주하여 일해야만 하는데,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거나 자녀와 동반 귀국한 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고향을 떠날 수 있지만 자녀가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양

육과 취업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어 통역사로 취직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6명(2.47%)에 불과했고 고향에

살면서 비정규직 통역을 하는 2사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명은 한국인이 운

영하는 공장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베 통역사로 일하는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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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귀환여성보다 비교적 높은 수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직 귀환

여성은 귀환까지 한국에서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체류했으며, 한국체

류기간이 평균 약 5.5년으로 오랜 한국 생활에 의해 습득된 한국어 실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들이 학력이나 자

격증 미소지 문제로 인해 근무위치 또는 급여에 대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회사에서는 단순한 한국어 말하기 실력뿐만 아니라 한국어 관련 글쓰

기나 컴퓨터 조작능력 또는 업무기술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여성은 직장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껀터와 허우장 지역으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향후 한국

어 관련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고향에 머물러 사는

한국어 가능 여성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한국 업체 취업을 위한 한국어 실

력, 직무능력 향상, 취업연계를 위한 여성 개인의 의지와 지원기제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귀환 경비와 빚 상환 부담

귀환 이후 빛에 시달리는 여성도 있다. 일부 귀환여성들은 결혼이주를 하

였을 때 중개업자에게 주기 위해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거나 귀환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냈다.

한국에서 세모녀의 베트남행 비행기 표 값과 초기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

렸고 한국에 가서 돈을 벌면 갚을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베트남에 눌러 살게 되면서 

적은 월급으로 빚 갚기란 매우 힘들다. 다행히 돈 빌려준 사람이 친척이라 크게 독촉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수입을 모두 저축하고 아이를 양육하

고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지 못함. (사례6) 

사례 9와 같이 귀환 이후 빚을 갚고 이혼 및 체류문제를 해결하느라 경

제적으로 피폐해진 여성도 있다. 사례 9의 경우에는 한 달 4백만 동(약 2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최근에 아들의 학교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서류

를 받으려다 보니 교통비, 발급수수료, 번역공증비 등 많은 돈을 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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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제 2금융권에 준하는 곳에서 무려 20% 가까운 높은 이자율로 1000

불을 대출 받아서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만동씩 상환해야 한다는데,

가뜩이나 월급도 적은 상황에서 모자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환여성의 경우, 제한적인 취업자원과 낙인문

제로 인해 고향에서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타지

로의 재이주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공장근로자로 일하고 임

금 수준이 낮지만 그나마도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귀환여성은 높은 한국어 구사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자)

에 취직하기도 하고 노래방, 식당서빙, 판매직, 심지어 업소에 뛰어들어 매

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중개업체에서 통역으로 일했는데 거짓 통역을 자꾸 시켰어요. 한국인 남편의 직

업이 농부인데 신부들에게 회사원이라고 통역하라고 시키고. 뭐 이런 것. 여자들은 

보통 신랑감이 회사원이라면 좋아하고 농사짓는 사람이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거기서 월급 받으니까 반대로 할 수가 없었죠. 

사실 그대로 통역하다 아이(신부)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또 날 죽어라 나

무랐어요. 그러다가 쫓겨나거나 월급 안 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고. 일자리

가 필요한데 쫓겨나면 안 되니까. 아이를 키울 돈이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

뿐이에요. 

 아는 언니는 귀국한지 오래되어서 사이공에 한국인 결혼중개업자랑 동거했어요. 동

거남은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원하는 한국 신랑들 모집하고요. 이 언니는 동거하면서 

베트남 현지 마담역할을 하는 샘이죠. 그 외에 돌아온 사람에게 직업 알선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 경우도 공짜로 소개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다 소개료가 붙어요. 한국 남

자가 결혼 중개업 하고 있는데 신랑신부 맞선 통역을 구하고 있다고 한달에 5백만동

정도 준다는데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 조건에 내가 동의하면 (호치민) 올라가서 

일하는 거고. 숨기지 않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려줬어요. 또 한번 한국에

서 (남자) 고객들이 놀러와서 며칠 같이 놀러 다닐 ‘여자친구’를 찾고 있는데 해주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주변에 아는 여자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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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 혜택의 사각지대

먼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업농촌개발은행에서 종자구매 등 농업투자

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토지사용권증명서를 담보로 하는 것이

어서 토지 소유자(사용권자)만 가능하다. 이외에는 여성의 창업자금을 지원

하기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의 형식으로 지역여성연맹과 사회복지정책은행

의 대출지원이 있으나 지원 대상자는 빈곤계층에 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정부시행령 59/2015에 근거하면 빈곤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가구 호적장부에 기재된 1인당 평균 월 수입액15)이

농촌지역의 경우 70만동 이하, 도시지역 90만동 이하여야 한다. 빈곤근접가

구 인정기준도 가구소득 1인당 농촌지역의 경우 70만동~100만동, 도시지역

의 경우 90만동~130만동이다. 그리고 가구 1인당 평균소득이 농촌지역의 경

우 100만동 ~ 150만동, 도시지역의 경우 130만동~195만동일 경우에 해당해

야 평균가구로 인정된다(59/2015/QĐ-TTg 정부시행령). 껀터시의 경우 9개

의 행정지역 중 5개 지역은 도시지역, 4개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허우쟝성의 경우에는 8개의 행정지역 중 3개 지역은 도시, 5개 지역

은 농촌지역으로 구분된다.

실제로는 빈곤 및 빈곤근접 기준소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귀환여성 대

부분은 부모와 같이 살고 부모소득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빈곤가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원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부모와 별도의 호

적장부를 가지고 호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빈곤가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하기 때문에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

(빈곤가정 지원제도가) 있기는 한데 내가 사는 지역에 복잡한 절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어떠한 절차를 밟아도 절차 대행비가 들어가요. 빈곤가정 신청하는 

일도 역시 고생스럽고 시간 오래 걸려요. 저도 신청하지만 쉽지가 않죠.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 여자는 집도 있는데 빈곤가정 신청 왜 하냐고” 하죠. 사실 제 호구

등록부에 저 한명만 되어 있어요. 딸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이 혼자 

15) 가구 호적장부에 기재된 가구구성원들의 총수입을 가구구성원 수로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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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데 빈곤가구 등록을 왜 하는지 의심해요. 저도 그게 겁이 나서.. 귀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원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사례 1)

빈곤가정 신청하려면 내가 별도의 호적을 가져야 하니까 친정 아버지에게 땅을 조금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땅을 아들 아무한테도 주지 않았

는데 시집보낸 딸에게 줄 수 없다고. 서류를 위해 조금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지만 잠

깐 같이 사는 것은 괜찮지만 서류상으로 떼어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5)

또한 현재 여성연맹 같은 기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하나, 귀환여성들이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러

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귀환여성의 증가추세와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직업교육이나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되

어 있지도 않다.

결혼이주여성의 송금은 원가족 가구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했고, 지역경제

개선효과까지 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젠더적 편견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노동이주자와 같은 이민자로

서 송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지 않았

다(Hoang, 2009 & Belanger, Tran & Le, 2011).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

족 구성원 중 국제결혼 이민자, 특히 한국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족이라면

돈 있는 가정이란 인식이 마을주민 뿐 아니라 사회복지 공무원 사이에도

팽배하다. 따라서 귀환여성의 다문화 자녀, 특히 자녀의 아버지 나라가 “부

자나라”일수록 그 자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의심받기 십상이다.

여기 돌아오고 지원이라고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나라로부터 아무것도 지

원 받지 못했어요. 차라리 아빠가 죽은 아이들은 자선단체에서 인민위원회를 통해 기

부하는 선물이라도 받지 우리 딸은 외국인의 딸이라 돈이 많을 거란 생각에 아무것

도 주지 않아요. 더구나 딸은 우리 집 호구부에 이름도 못 올렸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사례 8)

한국인과 결혼한 딸이 있는 집들은 가난하지 않죠. 우리 보기에는 어려운 사례가 별

로 없어요. 대만 아빠 아이들이 가난하고 어렵죠. (설문조사원 평가회 의견)



- 70 -

타지로 이주한 귀환여성의 경우는 보다 심각하다. 베트남의 호적등록제도

에 따라 호적이 등록된 상주주소지 별로 취약계층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국가정책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

른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옮겨 사는 경우 이는 임시거주로 여겨져 호적이

등록된 고향에서도, 살고 있는 곳에서도 혜택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

다. 때문에 생계를 위해 고향을 벗어난 귀환여성들은 사회복지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 가입율을 살펴봐도, 일반 공장근로자

가입 비율이 67%인데 비해 자발적 이주여성 중 가입비율은 29%에 불과했

다.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재이주 귀환여성들은 ‘2등

주민’ 취급을 받으며, 호적이 등록된 주민보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

다(Hoàng Bá Thịnh. 2012).

귀환 전에는 한국에 남을 것과 귀환할 것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였던(김

현미, 2012:128) 여성들이 베트남 귀국한 후에도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의 고민을 지속하게 된다. 고민의 핵심은 역시 여전히 ‘아이’ 양육이다. 본

인이 떠나면 그만인 무자녀 여성에 비해 아이가 있는 여성은 덜 먹고 덜

입으면서 함께 살 것인가와 떨어져 살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의

경계에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족생계와 자녀

양육 책임 등의 이유로 유자녀 여성의 재이주율이 무자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주변의 귀환여성들은 다 외지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하노이, 사이공, 빈즈엉으로 다 

가고 나하고 그 친구밖에 없어요. 그 친구도 아이와 둘 뿐이라 집에서 애를 봐야 해

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죠. 어떤 사람은 아이만 맡겨놓고 또 한국 가서 일해요. 거의 

다 가죠. 아이가 없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나는 가고 싶으면 

정말 깊은 고민에 빠져요. 내 아이는 누구한테 맡기고 누가 키우고 뭐 이런 고민. 예

전에 사이공 갈 수 있었던 것이 그때 아이가 어려서 학교 들어가기 전이여서 학교 데

려다 주고받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우리 엄마가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 이제 

아이가 다 커서 거의 숙녀가 됐는데 이사람 저사람 손에 맡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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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본국으로 귀환한 여성들은 떠났을 때도 ‘빈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빈손’인 셈이다.16) 귀환여성이 직면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성의

생활뿐만 아니라 빈곤으로 인해 이혼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

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빈곤의 문제가 한·베

자녀의 체류나 양육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귀환여성의 베트남 재정착에 있어 지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을 조사한 결과, <표 3.11>과 같이 응답자 중 4.86%만이 지원이 필요 없다

고 답했고 나머지 95.14%는 한결같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다른 여타의 문제보다 경제적인 생활조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욕구가 높았다.

즉, 취업 및 창업 지원(노동이주 지원 포함)이 38.46%로 가장 많았고 각종

비용(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긴급 지원도 22.68%로 나타났다

16) Cong An Nhan Dan(인민공안). 2013

<표 3.11> 귀환여성을 위한 필요 지원 사항(복수응답)

단위: (명), %
전체 거주지 자녀여부

고향 타지 유자녀 무자녀

(N) (247) (142) (101) (91) (156)

① 생활비 지원 8.91 7.75 10.89 10.99 7.69

② 자녀 교육비 지원 12.96 11.97 14.85 31.78 1.92

③ 자녀의 의료비 지원 0.81 0.70 0.99 0.00 1.92

④ 자녀의 체류, 국적 관련 지원 9.72 9.86 9.90 23.08 1.92

⑤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지원 26.32 28.17 24.75 15.38 32.69

⑥ 취업교육 또는 창업지원 37.25 36.62 38.61 26.37 41.67

⑦ 한국 노동이주 지원 1.21 2.11 00 2.20 0.64

지원 희망 없음 4.86 3.52 6.93 0.00 7.69

기타 0.81 0.70 0.00 1.10 1.28

무응답 4.86 5.63 1.98 3.30 5.13

①+②+③ 22.68 20.42 26.73 42.77 11.53

④+⑤ 36.04 38.03 34.65 38.46 34.61

⑥+⑦ 38.46 38.73 38.61 28.57 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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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여성이 사는 거주지별로 지원욕구를 살펴보면 도시에 사는 여성에게

는 취업이 비교적 원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창업 지원(38.61%)

욕구가 고향에 사는 여성(38.73%)과 비교해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

히려 취창업 지원과 긴급현금 지원욕구를 합산하면 타지 거주여성의 경제

상황 개선에 대한 지원욕구(65.34%)가 고향거주 여성(59.15%)보다 높게 나

타나, 타지 이주여성 역시 경제적 취약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 전남편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이 필요

한 항목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자녀를 둔 여성과 자녀 없는 여성에게 경제

적인 지원(현금지원 + 취창업지원)이 각각 71.34%, 53.84%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자녀 여성에게는 생활비, 교육비

등 현금지원이 42.77%로 많은 반면 무자녀 여성에게는 취창업 관련 지원

(42.31%이 가장 필요하였다.

따라서 귀환여성들의 경우, 자녀 돌봄 위기, 재이주와 불안정한 취업 등

과 같은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위한 기

술, 직업 교육 등을 통해 귀환여성이 육아와 경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자

립할 수 있게 하는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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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혼인해소를 둘러싼 문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귀환했다고 해서 베트남 법

상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이 아니다. 한·베 국제결혼 부부는 대부분 베트남과

한국 양국 법률상 혼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혼인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다.

한·베 국제결혼 부부는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한 이후 결혼이

주여성 출신지 사법청에 혼인기재 절차를 밟는다. 허우장성의 경우 2004년부

터 2016년 11월까지 이 지역 출신여성이 한국인과의 혼인사실을 기재한 건수

는 8,256 건으로 지역 전체의 한·베 결혼건수의 99,77%에 달한다.17)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귀환한 여성은 이혼여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으려면

베트남 기관에 이혼기재나 법원을 통한 이혼절차를 밟아야만 한국인 남편과

의 완전한 관계 청산이 이루어지고 법적으로 재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유엔인권정책센터의 귀환여성 상담결과를 보면, 다양한 이유

로 한국에서 이혼하지 못하고 돌아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과의 연락이

단절된 경우 한국에서의 혼인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혼하는데 어려움

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에서 이혼했지만 관련 증빙서류를 가져오지

못해 본국에서 이혼기재나 법원을 통한 이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도 있다. 특히 양국에서 별거하는 부부 간에는 크나 큰 공간적인 간극까

지 더해져 이혼 합의 도달까지 많은 소통의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베트남과 한국 양국 간 이혼관련 법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이혼을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크다. 때문에 실질적

으로 오랫동안 한국인 전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여전히 한국인의 처로 남아 있는 귀환여성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 장에서는 귀환여성의 혼인상태와 특히 베트남에서의 이혼과정을 둘러

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법적, 행정적 불안정 상태를 드러내고 이

것이 귀환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7) Cong An Nhan Dan(인민공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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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상태

우선 베트남법상 가족관계 정리를 기준으로 귀환여성들의 한국인 전 남

편과의 혼인상태를 살펴보았다. <표 4.1>에 따르면, 혼인상태의 전체 응답

자 98.53% 중 일단 단일 항목별 응답결과로 보면 한국인과 여전히 부부라

고 응답한 경우가 30.11%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한국 양국 법률상 완전

히 이혼된 경우가 28.67%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에서 이혼했지만 베트

남에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응답이 18.28%로 그 다음 순이었다.

그 다음 현재 혼

인상태를 잘 모른

다는 응답은 9.32%

였고 한국에서 이

혼하고 베트남에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6.45%, 남

편과 사별한 경우

는 3.23%, 한국에

서의 혼인상태를

막론하고 베트남법

상 일단 이혼이 성

립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고로 본인의 현재 혼인상태를 모

른다고 하거나 무응답 사례 30건(10.75%) 중 16건(5.73%)은 귀환여성의 가

족이 타지 또는 외국에 있는 딸을 대신해 응답했기 때문에 이혼여부를 정

확히 모르는 현실에서 기인하였지만, 베트남에서 이혼절차를 밟았다면 가족

이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는 베트남에서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14건(5.02%)은 귀환여성 본인

이 자신의 혼인상태를 무응답 처리하였거나 모름으로 응답한 것인데, 이 경

우 역시 베트남 귀국 이후 이혼에 관한 그 어떤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표 4.1> 귀환여성의 한·베 혼인상태

단위: 명, (%)
혼인상태 N(%)

① 혼인 84(30.11)

② 양국에서 모두 이혼 완료 80(28.67)

③ 한국에서만 이혼 완료 51(18.28)

④ 베트남에서만 이혼 완료 7(2.51)

⑤ 한국 이혼 완료, 베트남 이혼 진행 중 18(6.45)

⑥ 사별 9(3.23)

⑦ 모름 26(9.32)

무응답 4(1.43)

계 279(100.00)

①+③+⑤+⑦ 183(65.59)

②+④ 8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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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해볼 수 있어서 이를 모두 고려하면 베트남에서 기혼상태인 귀환여성

이 그만큼 많다고 봐야한다.

귀환여성은 베트남법상 이혼절차까지 마무리해야 재혼이나 그 자녀의 법

적 지위 부여18)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베트남법상 현재의 혼인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위의 결과를 통해 종합해보면 귀환여성 3명 중 거의 2명이 국제

결혼이 양국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 남편과 사별한 여성의 경우에도 물론 이혼(기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도 되지만 재혼을 성립시키려면 전남편이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지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역시

기혼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베트남에서만 이혼된 경우(2.51%)가 현저히 낮다

는 점이다. 베트남에서만 이혼했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법률적 혼인해소 절

차 없이 베트남 법원에서 일방 이혼절차를 통해서 이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혼하지 않고 귀국한 이후 법원을 통해 일방이혼(협의

또는 재판)을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귀환여성들이 가족 해체 후 한국 체류여부 및 귀환에 대한 준비(심

리적 준비, 서류준비 등)에 따라 귀환 후의 가족관계 정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귀환경로와 과정별로 혼인상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무응답, 남편사망, 또는 현재 혼인상태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

외하고 양국에서 모든 절차를 완료했거나 한국에서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베트남 절차를 완료하여 베트남에서 가족관계가 이미 정리된 경우(②+④)와

베트남에서 여전히 기혼상태인 경우(①+③+⑤) 2 경우만 단순 비교를 해보

면, 한국에서 이혼했거나 갈등정도가 심각해서 남편의 집을 벗어난 다음 곧

바로 베트남으로 귀환한 경우가 34.09%-56.06%, 미등록 체류하다가 자발적

18) 인터뷰에 참여한 대다수의 귀환여성은 베트남 기관에서 어머니가 이혼한 것이 아니고

또 혼인상태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녀의 베트남 국적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없음에 따라 귀환 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이혼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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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귀환한 경우가 40.54%-43.24%, 미등록 체류하다 강제출국을 당한 경우가

25.93%-62.96%, 행정적 재입국 불가 사례의 경우가 23.08%- 69.23%, 재입국을

스스로 거부한 경우가 38.46%-53.85%, 기타 귀환배경이 19.15%-48.94%로 나타

났다. 즉 이혼 미해결 비중이 큰 순서로 보면 재입국 불가, 강제출국, 자발적

귀환, 재입국 거부, 무등록 체류-자발적 출국이었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자

발적으로 귀환한 여성이 이혼과 귀환에 대한 시간적 여유와 사전 준비에 의

해 본국 귀환 이후 법적 혼인관계 해소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됐다고 분석

해 볼 수 있다. 반면, 본국에 방문했다가 외국인 등록증이 만료되어 재 초청

되지 않는 등 의도치 않게 재입국 불가상태가 되었거나 또는 한국에서 미등

록 체류상태로 있다가 귀환에 대한 대비 없이 갑작스런 단속에 의해 강제 귀

환된 경우, 혼인해소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귀환여성의 귀국과정별 혼인상태

단위: %

⑴ ⑵ ⑶ ⑷ ⑸ ⑹

① 28.79 21.62 40.74 38.46 30.77 27.66

② 30.30 40.54 25.93 23.08 38.46 17.02

③ 21.97 18.92 14.81 7.69 23.08 10.64

④ 3.79 0.00 0.00 0.00 7.69 2.13

⑤ 5.30 2.70 7.41 23.08 0.00 10.64

⑥ 0.76 0.00 0.00 0.00 0.00 14.89

⑦ 6.82 13.51 11.11 7.69 0.00 17.02

무응답 2.27 2.70 - - - -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②+④ 34.09 40.54 25.93 23.08 38.46 19.15

①+③+⑤ 56.06 43.24 62.96 69.23 53.85 48.94

귀환경로: ⑴: 곧바로 귀환, ⑵: 무등록 체류, 자진 귀환, ⑶: 무등록 체류 강제 귀환, ⑷: 귀국 후

입국제한(비자취소), ⑸: 귀국 후 입국거부 ⑹: 기타

혼인상태: ①: 기혼, ②: 양국 이혼, ③: 한국 이혼-베트남 기혼, ④: 한국 혼인상태 모름-베트남

이혼, ⑤: 한국 이혼 – 베트남 이혼 중, ⑥: 남편 사망, ⑦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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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과정의 문제점

1) 이혼 방법

귀환여성이 베트남에서 국제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한국에서 이혼처리를

했는지, 그 이혼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왔는지에 따라 이혼기재와 법원

이혼 2가지 방법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다.

(1) 이혼 기재

이혼기재 방법은 외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진 전제 하에 진행된다. 외국에

서 이혼한 사실을 등록부에 기재하는 업무를 안내하는 법무부 시행령

16/2010/TT-BTP호에 따르면 외국에서 진행된 이혼사실을 베트남 국내에

서 그 외국이혼 판결에 대한 집행승인 또는 무효 확인 청구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베트남 국민 및 그 국민과 혼인등록(혹은

기재)한 외국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베

트남인과 한국인과의 이혼은 한·베 양국간 민사 사법공조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혼기재는 상호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혼기재

는 국제결혼이 등록되었거나 기재된 성 또는 중앙직할시의 사법청에서 이

루어진다. 이혼기재를 위해 반드시 외국 법원 또는 관할권 기관의 확정판

결, 이혼증명서, 이혼협의서를 영사 확인된 사본과 베트남어 번역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우장성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한국인과

이혼기재가 된 사례는 약 630건이었다(인민공안, 2016.11.15., 허우장 사법청

관계자 발언 인용).

(2) 법원 이혼

법원 이혼절차를 통한 국제이혼 방법은 법원에 이혼청구를19) 하거나 외

19) 2014 혼인가족법 52/2014/QH13 제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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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혼 확정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승인청구20)를 하는 것이다. 이혼기재

방법과 다르게 외국에서 이혼이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이혼청구권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외국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이나, 무효주장 또는 다른 재

판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사법청 이혼기재 절차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다 외국판결 승인 청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귀환여성이 법원을 통해 이혼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에서 이

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혼여부를 확인할 없는 경우에 해당하

며, 일부는 외국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의 이혼청구소송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 이혼청구소송 절차는 베트남 민사소송법 개정법이 발효

(2016.7.1.)되기 전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는 귀환여성은 전 남편과 직접 연

락(주로 우편을 통함)을 취한 후 연락을 취했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서류접수 절차가 이루어졌다. 외국 배우자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

거나 최초 연락 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남편의 답변이 없으면 청구를 받

아들여 처리했다. 하지만 이전 법률이 광범위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국민의 권리보장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7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민사소송법 개정법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가장 큰 개선점은 법원에서 소장 접수 또는 사건 접수를 거부할

수 없게 된 점과 우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해진 점 등이다. 규정에 따르면

우편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원고에게 답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제이혼의 경우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여 이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 양국 간 상호원칙에 따라 피고인 한국인 전남편에게 여성이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고도 양자 민사 사법공조협정 체결 전이라도 송달촉탁 방

식으로 서류를 한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 이혼하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한국 수개의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혼 송달촉탁 서류가 법원에서 출발하여 법무부, 외교부,

20) 위법 제 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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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할 기관을 거친 후 남편에게 가는데, 남편의 의견 또는 답변을 받는

것 또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베트남 법원에 도착한다. 법원 사법서류송달촉

탁 절차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다.

- 청구서 접수 후 송달촉탁서류 작성(사건에 따라 송달촉탁기간 4개월에서

1년 소요)

- 송달촉탁 서류 내용상 1차 조정과 2차 조정 일정(한 달 간격)을 명시, 1

차 변론기일과 2차 변론기일(한 달 간격) 일정 기재. 1심 판결까지 4∼6

개월, 공동재산 있을 시 소요시간 장기화

- 항소는 보통 1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가능하고 판결문

송달 이후 항소가 없으면 약 2∼3달 뒤 판결 집행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이며 송달비용도 베트남 동화로 400만동에서 700 만동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혼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송달 촉탁을 최소 두 번해야 한다

고 가정하면, 경제력이 취약한 귀환여성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한

편, 송달서류상 남편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다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전 남편의 개인정보가 누락되면 촉탁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

다. 서류 송달의 비용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절차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다.

2) 이혼 결정

베트남에서 이혼(또는 이혼기재)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을 시도했

다가 각종 어려움과 부딪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귀국 후부

터 지금까지 아예 이혼을 시도해보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재 양국 이혼절차

가 모두 완료된 여성 중에도 귀국 후 곧바로 이혼하지 않고 한참 뒤에 절차

를 밟기 시작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귀국 후 바로 이혼을 시도해보지 못한 데

에는 그만한 이유와 어려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귀환 전 한국에서 이혼을 결정할 때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문제를 비

롯해서 결혼이민자로서의 체류자격 상실에 대한 우려, 또는 본국 가족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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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담이 이혼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김이선 외, 2010)이었다면, 이미

한국에서 이혼한 후 돌아왔거나 이혼하지 않았어도 귀환 후 실제 혼인생활

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여성

이 베트남에서의 혼인 관계 청산 시도를 하지 못했던 어려움은 무엇일까?

<표 4.3>에

따르면 베트남에

서 이혼기재나 법

원을 통한 이혼절

차를 진행하지 않

았던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

이다. 이 중 이유

를 잘 모르는 경

우(16.35%)를 제

외하고 이혼 결정에 가장 큰 제약요인은 바로 귀환여성 본인이 ‘이혼 관련

법적 절차를 잘 몰라서’(38.46%)였다. 비싼 이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하지 않는 경우(27.88%)는 두 번째로 많았고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어서”(20.19%) 이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세 번

째 순이었다. 17.31%의 경우는 굳이 베트남에서 이혼을 해야 할 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일부 여성(12.50%)은 일 때문에

이혼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

하고 싶어서 이혼하지 않는 여성은 단 한 사례일 뿐이었다. 이렇듯 귀환여

성이 대부분 이혼 행정 처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구조적,

개인적 제약으로 인해 이혼을 쉽게 시도할 수 없었음이 확인됐다.

앞서 이혼방법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에서 이미 이혼하고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사법청과 법원 두 기관 방문으로 이혼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

국에서의 이혼여부를 모르거나, 이혼했으나 관련 서류를 가져오지 못했거

나, 또는 그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사법청이 아니라 법원에 찾아가야

한다. 하지만 보통 귀환여성 대다수는 이에 대해 정보를 알지 못한다. 귀환

<표 4.3> 귀환 후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N) (104)

필요성을 못 느껴서 17.31

이혼절차를 잘 몰라서 38.46

이혼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이 없어서 27.88

아이가 있어서 20.19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0.96

일하느라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12.50

잘 모름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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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대부분은 국제이혼 처리가 양국의 법률과 행정체계의 차이로 인해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나름 인식하고 있지만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

혼관련 법률정보나 지식을 쉽게 제공받지 못하는 귀환여성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혼처리 의지가 상실되어 이혼 결정

을 망설이게 된다.

한편,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귀환여성들이 국가 경계

를 넘나들며 서류가 전달될 때 발생하는 비싼 국제이혼 비용을 감당하기

버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을 미루는 것으로 짐작된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귀환 후 베트남에서의 이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절

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미 양국 이혼절차를 완료한 여성

중에도 무려 반 가까이 된 42.86%가 베트남으로 돌아와 당장 이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주로 재혼이나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

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비로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

나 귀국 후 이혼을 방치하다가 차후 법률적 청산 과정상에 시간 경과에 따

른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3) 이혼 과정상의 어려움

가. 전반적 현황

<표 4.4>는 이혼 진행 과정에서 귀환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중 이혼 미완료 및 이혼완료 응답자 집단이 경험한

어려움은 우선 1위부터 4위까지의 순이 공통적으로 “법제도나 이혼절차 관

련 정보부족”, “이혼절차 비용부담”, “한국 이혼서류 떼기의 어려움”, 그리

고 “남편과의 연락두절”이었다. 전체응답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정보 부족

41,94%, 이혼비용 27.65%, 한국 이혼서류 전달 어려움 22.58%, 남편 연락두

절 17.51%(17.05%+ 기타 0.46%), 절차의 시간적 어려움 12.90%, 남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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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우 소수이지만 간혹 이혼브로커의 피해

(0.46%)나 남편 개명(0.46%)으로 이혼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혼처리를 완료한 여성들은 직접 베트남 현지에서 법률적 행정처

리를 해 본 여성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 응답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정보 부족”41.10%, “절차비용부

담”23.29%, “한국서류 발급의 어려움”15.07% 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혼처리를 아직 완료하지 못한 여성들도

이혼처리를 완료한 여성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높은 비중으로 예상하고 있

지만, 특히 이혼처리를 못하는 어려움 중에 “시간적 어려움”18.75%, “남편

의 이혼반대”16.67%, “남편과의 연락두절”20.83%가 거의 같은 비중으로 호

소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남편의 이혼반대”에 의한 어려움은 사적

인 개별사안으로 분석하기가 어렵지만, 많은 여성들이 “시간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역시 베트남 내에서의 국제결혼 이혼절차의 까다로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지역 법률,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는 수고로움은

<표 4.4> 이혼과정 상 어려움(응답자 중심, 복수응답)

단위: (명), %
전체 이혼 미완료 이혼완료

(N) (217) (144) (73)

어려움이 없었다 22.58 15.28 36.99

관련 법제도 관련 정보 부족 41.94 41.67 41.10

절차비용이 비싸다 27.65 29.17 23.29

절차진행을 위한 시간이 없다 12.90 18.75 4.11

베트남에서 한국 서류를 떼기 어렵다 22.58 26.39 15.07

남편이 이혼 반대 12.44 16.67 4.11

남편 연락두절 17.05 20.83 9.59

기타 세부

브로커 피해 0.46 - 1.37

연락두절 0.46 0.69 -

어려움 없었다 0.92 1.38 -

남편개명 0.46 - 1.37

기타 소계 2.30 2.08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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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감수해야겠지만, 국제결혼이라는 특성상 실제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뿐 아니라, 서류발급과 번역공증 등을 위해 호치민 총영사관과 베

트남 외무부를 1주일 간격으로 한 두 차례 반드시 찾아다녀야하며, 이러한

절차상의 어려움은 생계유지를 위해 1주일 꼬박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

게는 실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남편과의 연락두절”은 국제결혼

의 특성상 사법청에서의 이혼 기재이든, 법원에서의 일방이혼 재판이든 기

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다면 실제 남편의 주소

등의 기본 정보조차 얻을 수 없어 사실상 평생 이혼처리가 불가능한 상태

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혼절차 상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응답한 여성들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해당 문항 응답자 23.50% 중 11.06%가 (사)유엔인권정

책센터에서 이혼절차 관련 상담을 받은 기 내담자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나머지 (사)유엔인권정책센터의 이혼상담이나 서류지원을 받았는지 미

확인된 12.44%의 여성 중에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조

정되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절반을 차지했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서만

이혼 처리가 되어 있고 베트남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그 어려움

을 실감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사)유엔인권정책센터의 무료법

률상담서비스가 없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개인이 이혼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봐야한다.

아래 <표 4.5>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그리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파악

된 이혼방법별로 여성이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파악

해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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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베트남 이혼 유형과 방법별의 어려움

이혼 방법 유형 절차 이혼(기재)과정상 문제점

사업청

(군청)

이혼기재

이혼서류 갖고

귀국

사법청

이혼기재

- 번역공증, 영사확인 비용 이외 문제 거

의 없음

이혼서류 갖지

않고 귀국 또는

귀국 후 이혼

한국에서의 이혼

여부 확인이 우

선임

한국에서 이혼

했을 경우: 한국

서류 가져온 후

이혼기재

- 혼인상태 확인 및 서류 지원을 위한

남편정보 미소지

- 귀국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이혼서류삭

제(협의이혼) 및 대체서류 불인정

- 번역공증, 영사확인, 교통비 등 이혼

처리를 위한 비용

한국에서 기혼

인 경우: 한국에

서 먼저 이혼진

행 후 이혼기재

- 남편과 협의 등 소통의 어려움

-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귀환여성

이 해내기란 쉽지 않음

- 법률구조 연계 어려움 등

법원

이혼절차

이혼서류 갖고 귀국: 외국 이혼 확정

판결 승인요청

- 번역공증, 영사확인 비용 이외 문제 거

의 없음

- 이혼증명서를 가져 올 수 없음

- 한국에서의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외국 판결 불복

- 서류 송달 주소 부정확, 송달 불능

- 송달촉탁에 의한 이혼절차기간 장기화

- 국제 송달비용 부담

- 남편과 의견조정 또는 협의 문제

나. 까다로운 절차와 법률정보 부족

복잡한 국제이혼 절차는 이혼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

혼과정을 지체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 국제이혼 청

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이혼소송서류가 베트남 지방법원, 법무부, 외교부

를 통해 외국으로 전달되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법률 시스템이 달라서 사

법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민사소송법 개정법이 발효된 시점인 2016년 7월 1일 이전의 국제이혼청

구 소송은 민사소송이기에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준거법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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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정법이기에 국제이혼에 상당한 제한점이 존재했다. 일단 법원에서 이혼

청구서류 접수 이전에 여성이 남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는 까다

로운 이혼청구접수절차를 감수해야 했다. 전남편에게 답변이 없거나 주소가

맞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 접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편과의 연락두절 기간이 1년 이상 지나야 재청구가 되었으며 남

편의 고의적 주소은닉으로 인해 이혼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물론,

이것은 외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친권과 양육권 지정 등으로 인해 이혼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법원의 설명으로는 여성의 서류를 먼저 접수한 이후 전 남

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남편이 협조하지 않고 아이문제 등에 대해 고의

로 답변을 거부하면 사건 해결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되어 법원 실

적을 위해 처음부터 수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5년 동안 껀터 법원

의 한·베 이혼 청구 건수는 총 89건 중 무려 87건이 완결되었다. 그러나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8월 25일까지 약 3년 간 한국인 남편과 이혼

하고자 하는 청구건수 총 57건 중 34건(59.65%)만이 해결되었다21). 이는 즉

과거에는 해결이 가능해 보이는 청구건 만을 접수하여 처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로서 민사소송법 개정 전과 후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직 이혼하지 못 했어요. **법원에 여러번 갔어요. 처음에 가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

더니 간부분이 일단 돌아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서 한국으로 보내라고 안내해줬어

요. 안내대로 사람을 시켜 이혼신고서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총 3번을 보냈어요. 그런

데 모두 회신이 없었어요. 회신이 없자 몇 개월 뒤에 법원에 재방문을 했죠. 법원 간

부분은 저에게 그러면 이혼절차를 밟자고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있는지 물었어요. 아

이가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본인이 도울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서 아이가 없으면 

연락을 3번 취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에 이혼으로 처리해 줄 수 있지만 부부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죠. 법원에 가

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면 몇 천만 동이 들어 갈 것 같은데 돈이 없는 우리

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례 2)

21) 껀터 법원 부법원장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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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미 베트남 국적을 포기했거나 이중국적자 귀환여성의 경우 관할

권 문제로 이혼기재나 이혼청구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껀터 사법청

관계자에 따르면 호치민시의 경우 현재 미국 여권을 가진 이중국적자에게

외국 이혼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한국여권 소지 귀환여성의 경우 이혼기재

가능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법원 이혼청구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 이

전에 청구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사례가 있다.

더욱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례들이 있다. 한·베 국

제결혼 부부 대부분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베트남에서 혼인관계를

기재하는 방식을 택한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베트남 기초단체에서

혼인상태확인서(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외국

인과 외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위해 여성이 떼 간 혼인상태확인서(미혼증명

서)에 있다. 일부여성, 특히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없는 여성 중 외국에

서 혼인 신고할 목적으로 발급 받은 혼인상태확인서를 결혼식만 마친 한국

인 남편에게 보낸 후에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다. 베트남에 남겨

진 여성은 본인의 미혼증명서로 외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그 여부조

차 알 수 없다. 이는 베트남에서 성립된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

으로 베트남법상에 여전히 미혼으로 남아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도 문제없

다는 입장(KOCUN, 2015b)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규정 상 만약 그

증명서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서류원본을 발급기관에 반납하여

야 향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혼인상태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미혼증명

서를 반납하지 못하고 외국에서의 혼인상태도 확인되지 않으면 다른 이성

과 결혼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십상이다.

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이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귀환여성이 이혼 관련 법적 보호를 받고 쉽게 이혼절차 정

보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결혼이

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가

유일하게 한·베 무료법률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지 상담인력 1명

으로는 그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점차 입소

문이 나 귀환여성들이 스스로 센터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여성단체,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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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법원, 한국 공관 등의 현지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어 이 기관들을 방문했다가 여성에게 센터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이다(KOCUN, 2015, 현지 상담 분석결과). 그러나 여전히 법률적 어

려움으로 인한 현지 행정중개업자들에 의한 2차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므로 더 많은 상담인력 충원과 전문성을 갖추고 이 많은 법

률적 상담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여성

들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한다.

다. 이혼서류 제공받기의 어려움

이혼기재이던 법원절차를 통한 이혼이던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한국

에서의 혼인상태다. 베트남·한국 양국 간의 사법공조 체계가 구축되어있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이혼서류가 베트남으로 자동으로 보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기재나 법원 이혼청구 시 제출해야할 이혼증명서 등 혼

인상태 확인서류를 챙기는 것은 온전히 귀환여성 개인의 몫이다. 물론 당사

자가 이혼 후 이혼증명서를 한국에서 가져왔으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으

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혼증명서를 챙겨오지 못했거나 귀국 이후 이혼이

이루어져 이혼증명서를 전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종 베트남에서의 이혼

절차가 지체된다. 귀환여성 개인이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국인 전 남편과 연락되어야만 하는데, 귀환 후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발급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베트남 주

재 한국공관을 통해 모든 이혼증명서류를 받을 수도 없다. 현재 한국 공관

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이혼관련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유일하다. 법원

의 이혼서류는 개인이 직접 한국에서 발급받아야하는데, 그나마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남편의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기재

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한 일방이혼조차 원천적으로 처리자체가 불가능하다.

2011년부터 현지 유일한 한국NGO로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해온 (사)유

엔인권정책센터 껀터사무소에서는 2016년 말까지 총 3,010건의 상담 중 이

혼상담만 총 703건을 지원했고, 한-베자녀 상담은 72건을 지원해왔다.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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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혼상담 중 귀환여성들의 요청에 의해 한국에서의 서류발급지원만

총 268건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서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

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 남편의 개인정보가 없어서 지원자체를 할 수 없거

나 혼인상태를 확인했더라도 오랫동안 이혼 처리를 방치했다가 이혼확인서

가 한국법원에서 이미 폐기처분되어 서류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22).

물론, 지방사법청에 이혼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귀환여성들은 자녀가 없거나 베트남에서 재혼하지

않는 한 이혼사실을 기재하는 일을 불필요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귀환시점에서 시간이 상당히 흘러 필요성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센

터를 찾고, 그 때는 이미 이혼기재가 어려워진 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귀환여성 중 35%가 귀국 후 센터에 이혼 관련 지원요청 시까

지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KOCUN, 위 보고서). 이런 경우에 사

실상 한국법상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상태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

류가 이혼증명서라기보다 혼인관계증명서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법에서는

이를 외국 법원에서 발급한 문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기재가 늦어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베트남 지방 각 사법청에 따라 처리 지침

도 제각각 달라 귀환여성의 이혼처리가 때로는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 이혼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오고 나서부터는 남편과 전혀 연락

하지 않았으니까 한국의 상황을 전혀 몰라요. 남편의 혼인상태를 확인하려면 호치민

시에 올라가서 한국서류를 떼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공장에서 일하는 월급으로는 

힘들어요. 아이도 둘이라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 코쿤

(KOCUN)을 통해 서류를 떼려고 했었는데 남편의 정보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사법청

에 가서 혼인기재 사실증명서 사본을 떼오긴 했지만 거기서도 남편의 주민등록번호

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떼와

야 해요. 한국에서 왔을 때 아이의 여권 말고는 서류를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거든요. 

남편의 이름이랑 주소밖에 기억 못 해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제 개인서류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고요.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번호를 어떻게 

22) 한국에서는 재판이혼의 경우 관련 서류가 법원 영구 보관되고 있으나, 협의이혼은 이혼
협의서 원본이 2년경과 후 법원에서 보관되지 않고 기록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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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어요. (사례 3)

라. 이혼비용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이혼 관련 비용부담도 여성에겐 큰 제약이다.

구체적인 지불항목은 한국에서 이혼한 후 베트남 기관에 이혼사실만을 기재

하는 경우, 주로 관련 서류 발급과 번역 및 공증비용, 또 호치민 공기관까지

방문해야하는 여비가 필요하며, 베트남 법원에 일방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로 한국으로 이혼서류를 보내기 위한 송달촉탁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표 4.6>는 이혼절차를 위해 지불했거나 또는 예상되는 이혼비용을 질문

한 것이다. 그 비용을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50.18%로 상당히 높

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큰데, 일단 응답한 여성만을 중심으로 봤을 때 300

만동내지 500만동(약 15만원∼25만원) 사이에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한다

고 응답한 경우가 11.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4%가 500만동내

지 700만동(약 25만원∼35만원)사이이다. 300만동 미만과 2,000만동 이상(약

15만원 미만과 100만 원 이상) 지불하는 경우가 똑같이 8.24%를 차지했다.

7.17%는 700만동∼1,000만동(약 35만원∼50만원), 4.66%는 1,000만동∼2,000

만동(약 50만원∼100만원) 사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이혼 처리하는 데에

<표 4.6> 이혼을 위한 지불 또는 지불예상 비용

단위: (명), %

비용 구분
전체 이혼 완료

(279) (87)

300만동 미만 8.24 13.79

300만동~500만동 11.47 19.54

500만동~700만동 10.04 20.69

700만동~1,000만동 7.17 6.90

1,000만동~2,000만동 4.66 5.75

2,000만동 이상 8.24 14.94

모름/무응답 50.18 18.39

계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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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동 이상 지불했거나 그 정도 금액이 든다고 응답한 경우가 30.11%로

나타났다. 수입도 적고 저축이 없는 귀환여성에게는 500만동이라는 비용이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귀환여성은 무료 이혼서류를 지원받기 위

해 (사)유엔인권정첵센터 껀터사무소를 찾았지만 상담만 받고 서류지원은

요청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서류발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류 발급 이후

실제로 이혼절차에 들어가는 서류번역공증비, 교통비, 행정서비스 수수료

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과는 전혀 연락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서류 뭐가 뭔지도 몰라요. 여기서 이혼을 위해 (코쿤)의 도움으로 서류를 가

져올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게 되고 나면 사이공(호치민)에 올라가서 또 해야 할게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공장노동자의 월급으론 그런 능력이 안돼요. 갓 난 아이도 있

고 해서. (사례 3)

이혼기재야말로 빨리 하고 싶죠. 코쿤에서는 한국 이혼서류를 무료로 도와준다고 했

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곳 저 곳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기관이 많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서류지원 요청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요. 

(사례 9)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절차를 완료한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 500만동 미

만으로 이혼을 처리했다는 여성은 33.33%, 500만동 이상으로 지불했다는

여성은 48.28%로 가장 많이 응답한 지불 구간은 5백만 동∼7백만 동 사이

(20.00%)이고 2천만 동 이상을 지불한 경우도 무려 16.25%나 된다.

코쿤에서 무료로 서류를 떼주지만 그걸 받으러 껀터 내려갔다가 다시 호치민으로 올

라가서 번역공증 맡기고 그다음에 다시 껀터 사법청에 방문 접수하고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돼요. 교통비도 적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난번 아이의 비자 때문에 호치민 다녀온 것만으로도 꼬박 5일 걸

렸어요. 회사규정은 한 달에 최대 4일까지만, 아니 2일까지만 쉴 수 있는 거라서. 그

때 영사관 서류 신청 접수하고 나올 때까지 시간 걸리고, 나온 서류를 또 번역 맡겨

야 하니까 절대로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장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쉽

지 않은데 자꾸 빠지고 그러면 회사에서 안 좋아해요.(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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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의 어려움에 따른 문제

국제이혼의 특성상 절차가 베트남과 한국 양국의 법적 기제를 통해 진행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귀환이주 시 한국에서 이혼되었는지,

이혼서류를 가지고 귀국했는지 여부에 따라 방문하여야 하는 기관도 다르

고 절차도 상의하기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고 살 각오를 하는 여성도 있다.

위에서 다룬 바와 같이 많은 귀환여성들이 다양한 이유와 어려움으로 한

국인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혼인의 법적 미청산

상태는 귀환여성에게 여러 가지 제약을 주는데 특히 재혼을 할 수 없는 것

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사례 3은 한국인 전 남편과 헤어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혼인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트남 남자와 동거해왔다. 결혼식을 치룬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9개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혼인신고

를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관계에서 이혼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신생아를 전 남편의 아이로 등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출생신고 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미혼모 아이로 등록

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였다고 한다.

(새)남편이랑 눈 딱 감고 혼인신고 하러 인민위원회 갔어요. 제 사정(이혼하지 않고 

돌아온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접수 받지 않았어요. 혼인신고 서류는 

접수되긴 되었죠. 우리엄마가 접수하셨는데 거기서 얘기 한 것은 한국에서 이혼하지 

않았으면 혼인신고 못하고 지금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생부가 한국 사

람이지 지금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신고도 못하고 있어요. 혼

인신고가 되지 않으면 출생신고도 못한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묵도록 처리해주지 

않아요. 그사람이 서비스 가격 5백만동 불렀기에 하겠다고 합의했는데도 지금까지 

신고가 안됐어요. 그러고는 다른 데로 전입신고해서 혼인신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

이의 출생을 신고하라고 알려줬거든요. 이곳저곳 안 가본 곳 없고 돈도 돈대로 얼마

나 많이 썼는데 그래도 되지 않았어요. (사례3)

조사결과에 따르면 귀환여성 중 현재 59명(21.15%)이 결혼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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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실패 경험의 영향으로 성급하게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결혼을 원하나 전 남편과 혼인관계가 청

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 귀환 이후 다

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동거 중인 것으로 응답한 귀환여성의

76.27%가 베트남에서 한국인과 기혼상태에 있었다.

또한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혼인청산이 해결되

지 않은 채 동거

중인 여성 중 3년

이상 동거하는 여

성이 42.21%이고 5

년 이상 혼인신고

를 못한 채 동거만

하는 여성이

22.21%나 된다. 한국에서 이혼서류를 가져오지 못해 10년 이상 혼인 신고

를 못하는 사례(2.22%)도 있다. 전남편과의 관계를 서류상으로 정리하지 못

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여타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제도 관련 정보

부족(46.15%)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혼증명서를 떼올 수 없거나 남편과 연

락 두절된 이유도 각각 38.4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표 4.7> 동거 중인 귀환여성의 전남편과의 이혼현황

단위: 명, (%)
① 양국 모두 혼인상태 15(24.14)

② 양국 이혼 완료 12(22.41)

③ 한국에서만 이혼 13(20.69)

④ 베트남에서만 이혼 2(3.45)

⑤ 한국에서 이혼, 베트남 절차 진행 중 9(15.52)

⑥ 모름 8(13.79)

계 59(100.00)

①+③+⑤+⑥(이혼 미해결) 45(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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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서류 대행업자(체)에 의한 피해

이혼과정에서 위에서 복잡한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귀환여성은 이혼을

처리하는 양국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안내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혼절차 대행업자 또는 중개자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부에

서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

운 귀환여성에게 국제이혼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베트남 법률

사무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이런 법률사무소가 한국 절차와 관

련 서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한편,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한국에 있는 단체의 지원 서비스도 받기 어렵다. 결혼이주여성과 귀환여성

을 돕는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NGO들의 경우 그 수가 적고 귀

환여성들이 NGO의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귀환여성

이 무료로 기본적인 절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사)유엔인권정책센터

가 유일하고 사무소가 위치한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남부지역 껀터시를 제

외한 지역 여성들은 지원서비스에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상당

수의 귀환여성은 이혼브로커에게 의존해야 하거나, 심지어 본인 결혼을 알

선해준 결혼중개업체(자)를 한국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로 생각하여 다시 이

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중개와 마찬가지로 이들 업체(중개업자)들은 이윤을 최대로

남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귀환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사기 행위

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고 있어 귀국 후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

태에 있는 여성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안겨주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한국

에 친척이나 법을 잘 아는 지인이 있어 서류를 대행해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서류비로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요구하거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돈만 받고 도망간 사례들도 많다. 때로는 돈을 받아 챙긴 그 서비스가 이혼

상담이나 이혼 서류를 지원하는 NGO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에

만 그치기도 했다.23) 귀환여성들도 베트남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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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이혼하고 판결문을 베트남으로 갖고 와 이혼 기재하

는 경우가 수월한 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갈등이 있는 시댁 또는 남편에게

직접 연락하여 조정하고 이혼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다시 결혼중개업체에

그 중재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즉, 국제결혼 중개업체(자)들은 결혼에서 귀환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영

리를 추구할 수 있는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베트남

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다. 귀환여성

들은 사실상 국제결혼중개업에 의한 속성 결혼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그

국제결혼을 청산하는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당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현지

에서는 실제 일어나고 있다.

사례 1은 베트남에 귀국 후 한 참 지난 후 베트남에서의 자녀의 법적 지

위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 비로소 법원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중개인에게 연락하는 것

이었다. 법원에서 남편과 연락 두절된 이유로 청구를 접수하여 주지 않았고

당시에는 이혼상담이나 서류를 지원하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에 대해서 전

혀 몰랐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전에 결혼을 중개해준 사람에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이혼하고 싶으면 몇 천만 동

을 내야한대요. 그 정도의 돈을 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아

이의 입학문제랑 호적문제 때문에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부르니 

좌절했어요. 이혼이 이렇게 비싸냐고요. (사례1)

조사참여자 중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브로커나 서류대행업자의

개입 여부를 응답한 71.36%의 여성 중 28.67%가 실제 중개업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에 따르면 이혼 브로커를 만난 여성의 절반(45%)이 그 업자를

통해 이혼이 처리되었다고 하였고 21,15%가 업자에게 의뢰했지만 이혼이

23)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상담 사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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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지 않았고 금전

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31.25%가 접촉과 서비

스 의뢰 시도는 있었

으나, 대행업자가 요구

한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돈이 없다

거나(72%), 그런 사람을 못 믿거나 안심하고 맡기지 못해서(8.00%), 서류처

리 시간이 오래 예상되어서(4.00%)등의 이유로 절차 진행을 의뢰하지 않았

다고 했다.

행정절차 대행 업자를 통해 이혼절차를 완료한 여성은 업자에게 적게는

450만동(한화 약 20만원) 많게는 2억 2천 5백만동(한화 약 1,125만원)을 지

불했고 평균 지불 금액 약 2,273만동(한화 11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의뢰비

용을 지불했으나 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여성은 최소 30만동(한화 약 1

만5천원)에서 최대 1억 2천만동(한화 약 6백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어 피

해금액을 응답한 여성의 평균피해액은 약 1천 5백만동(한화 약 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진행가격이 비싸거나 본인이 돈이 없어서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서 요구된 가격도 최소 1,125만동(한화 약 55만원)에서 최대 1

억 1천 250만동(한화 약 550만원)사이다.

<표 4.8> 이혼절차 대행자 개입유형

단위: 명, (%)
N(%)

의뢰비용 지불 후 이혼 처리 완료 36(45.00)

의뢰비용 지불 후 미처리 17(21.25)

접촉했으나 의뢰하지 않았다 25(31.25)

무응답 2(2.50)

계 8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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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사회적 낙인과 재통합 문제

베트남에서 귀환이주자는 흔히 선진국으로 이주해 크게 성공한 뒤 큰 자

산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의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저개발 상태인 고향에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등 가문

의 영광으로 금의환향하는 존재들로 상상된다. 1970년대부터 조금씩 진행된

선진국행 이주의 대표주자인 비엣끼에우들(Viet Kieu, 베트남 제외동포)의

이야기가 대체로 그랬고 1990년대부터 시작한 노동력 송출 정책을 통해 노

동이주 간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외화와 선진 기술을 가지고 귀국한 이들로

여겨져 환영받는 존재였다(IOM, 2005; Skeldon, 2006; Le & Nguyen,

2011:54 재인용). 최근에 지속적인 노동력 송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주

노동자의 귀환을 유도하고24) 귀환 이후 재통합을 위한 지원방안들도 검토

되고 있다. 그러나 위 귀환이주자와 같은 경제적인 목적의 이주자가 아니라

가족 형성을 통한 영구이주 목적으로 떠났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귀환 이

야기는 확연히 다르다. 가족이 해체되어 돌아온 이들과 그 자녀들은 자신들

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로의 재진입 과정에서 다양한 차별

을 경험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송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귀환과 이에

뒤따른 각종 법률적, 경제적, 행정적인 문제들을 국제결혼이주의 ‘불편한 후

과’로 받아들이게 된다. 국내 이주민의 귀환 문제로 인해 이미 복지 과제25)

24) 노동이주는 대부분 유입국과 송출국 간의 협정 또는 조직적인 구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 노동이주의 경우 무등록 노동이주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신규 노동자 송출이 어려워지자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는 무등록 노동자와 기간만료 노
동자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귀환노동자 취업박람회 개최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실
시되고 있다.  

25) 2016.10.28. 껀터시 베트남 사회과학원이 주최한 “개혁개방 30년, 서남부 지역 사회경제
발전 심포지엄” 발표 내용: 대도시로 이주했던 메콩델타 농촌지역 주민들이 40대 넘어
가면서 도시 노동시장(주로 18~35세 젊은 인력이 요구되는 조립, 가공업종)에서 퇴장해
서 다시 농촌지역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주를 통해 얻은 자본 또는 축적이 거의 없어
지역 경제와 의료보건 등 복지에 큰 압박이 된다.(노동자 신문 전자신문, 2016.10.28,
http://nld.com.vn/kinh-te/bao-dong-di-cu-khoi-dbscl-2016102821552608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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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담이 커진 지역 복지·행정시스템은 이들을 또 하나의 부담스러

운 과제로 여기고 있다.

그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과 귀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귀환여성이 공동체로부터의 타의적 고립을 경험케 하고 또 귀환여성이 자신

을 스스로 ‘성가신 존재’로 정의하면서 공동체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게 만들

기도 한다. 그러한 차별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먼저 귀환여성과 관련한 한 언론(온라인 신문)의 보도태도를 분석하고

귀환 후 공동체의 마을주민, 이웃들의 시선과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살펴 본

다음 그러한 관계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여성의 모습도 같이 볼 것이다.

1. 언론에 비춰진 귀환여성

Bélanger, Khuat & Lee(2011)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귀환문제를

다룬 베트남 국영신문사를 비롯한 언론들은 실패한 이주여성 몇몇의 귀환

을 보여주면서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국제결혼이주 현상에 대한 ‘경보음’ 역

할을 하기도 했다. 이 기사들은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2010년 이전에는

주로 대만을, 2010년 이후로는 대만과 한국 결혼이주자의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귀환여성들이 자국 귀환 결정에 있어 각종 고민과 그런 고민을 해결

하기 위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부분

무시된 채 이런 기사들에서는 유입국에서 겪었던 갈등이나 감금 또는 폭력

등 기본권 박탈에 대한 경험과 귀국 과정에서 부끄러움과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결과 등만을 다루고 있다. 이 같은 접근은 문화사회적 조건

이나 정책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귀환 여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을 허황된 꿈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선택한 여성들의 개인적 잘못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언론에서는 결혼 실패 후 귀국한 여성이 미시적인 영역인

여성의 친정가족부터 거시적인 영역인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 행정시스템

에 다중적인 부담을 야기하는 비난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베트남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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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혼이주여성의 귀환 관련 보도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다’란 뜻으

로 “hệ lụy”(nuisance impications)란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는 귀환여성

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여 귀환여성들의 베트남 사회 재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1)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

① 몸도 마음도 병난 딸 수발 부담: “딸이 정신병에 걸렸으니 집을 항상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쓴 돈이 딸 시집보낼 때 받은 것

보다 몇 십 배를 더 지불하고 있어요.” 부양구조가 반대로 바뀌어 버린 귀

환여성 가족의 대표적인 스토리다(VnEpress, 2016).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

는 딸이 시집에서 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오랜 시간에 걸친 우울증으로 몸

도 상하고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귀환하게 되는데 노년의 부모

가 병수발 해야 하거나 귀환한 딸의 행동 이상 증상 등을 수시로 대처해야

하는 등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부담을 동시에 초래한다고 묘

사되고 있다(Lao Dong, 2016).

② 딸의 빚 상환부담: 여성을 떠나보낼 때와 여성이 돌아왔을 때 진 빚

까지 그 부담이 부모에게 고스란히 안기는 것으로 묘사된다(Ngoisao.net,

2012)

③ 손주 양육부담: 자녀와 함께 귀환한 여성의 경우 당장 먹고 사는 것

을 비롯하여 자녀 양육비까지 벌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향에는

일자리가 부족한데다 이웃들의 냉담한 시선과 비난을 견디기 어려워 자녀

를 부모에게 떠맡기고 대도시나 일자리가 많은 지역, 심지어 외국으로 또다

시 떠나야 하는 생계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론은 이러한 여성

들이 노년의 부모와 사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보도한

다(Bélanger, Khuat, Tran, 2007:25). 신문기사는 아버지의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간 것은 현실로부터의 ‘2번째 도피’라고 묘사하며 이러

한 여성들을 종종 모성애가 부족한 여성으로 묘사한다. 자녀가 사회적 관계

에서 생기는 애착 위기와 성장위기 또한 모두 여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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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귀환여성을 무식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정형화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귀환여성의 혼인청산문제와 자녀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필요한 서류조차 챙기지 못하고 무작정 귀국한 여성의 귀환은 본인만을

생각하고 외가에서 고아처럼 살아야 하는 자녀의 미래를 전혀 고민하지 못

하는 모습들이 그려진다(Tuoi Tre, 2006; VnEpress, 2016). 그런 “똑똑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으로 자녀가 이미 시민권을 얻은 곳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베트남에서 시민권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도된다(Vtv News,

2016).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은 대부분 급하게 온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고국이 자기와 자녀를 품어줄 거라고 믿고 귀환한 경우가 많다.

2) 이혼처리 및 복지고민, 공공서비스 기관의 업무부담

나라의 경계를 넘나드는 국제결혼과 이혼에는 매우 복잡한 절차와 서류

가 요구되는데 결혼이주여성의 귀환이 지방정부의 각각 행정담당 기관에

과다 업무 부담을 야기한다고 한다. 신문 인터뷰에서 귀환여성과 자녀 문제

해결 대책의 공백을 비판하기 보다는 여성 귀환에 따른 이혼과 다문화 자

녀 관련 절차 처리 등이 결혼이주여성 출신지역 정부 공무원에게 ‘두통 유

발’ 원인으로 본다거나 귀환한 여성들이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청

구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업무량 증가에 관한 우려를 먼저 제기한다

(VnEpress, 2016). 사회복지 총괄부처의 기관지는 귀환여성 만 명 시대(타

국가 이주자 포함)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거나 지방

행정관리와 질서유지에 어려움을 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Lao Dong,

2014). 이러한 부정적인 보도는 여성의 재통합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자녀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은 도외

시한 채 언론이 귀환여성을 지속적으로 주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상 언

론이 이 이슈에 대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제대로 접

근하고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환

기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 파편화시키고 자극적으로

다룸으로써 여성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 이상 언론보도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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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양산하지 않도록 인권관점에서의 접근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2. ‘마을 사람’의 시선

귀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여론의 태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일상생활 곳곳에 편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양상, 그리고 그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조사에서 이주여

성의 귀환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태도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표 5.1>에 의하면 “귀환이유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다”가 26.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안타까워한다”가 17.81%, “재정착을 위해 도와준다”가

17.00%, “관심없다” 16.60%, “무시한다”, “조롱한다”, “따돌렸다” 각각

6.48%, 3.64%, 1.2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차별이나 낙인을 경험한

<표 5.1> 귀환여성을 향한 주변의 태도(복수응답)

단위: (명), %

전체 전화조사 면접조사

(N) (247) (101) (147)

① 무시한다 6.48 7.92 5.48

② 귀환이유에 대한 루머 유포 26.32 45.54 13.01

③ 조롱한다 3.64 7.92 0.69

④ 따돌렸다 1.22 1.98 0.69

①+②+③+④ 37.66 63.36 19.87

⑤ 안타까워 한다 17.81 17.82 17.81

⑥ 관심 없다 16.60 15.84 17.12

⑦ 재정착 돕기 17.00 1.98 27.39

⑧ 잘 모르겠다 17.00 13.83 17.12

무응답 2.02 0.00 3.42

기타 0.81 1.9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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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37.66%로 귀환여성 3명 중 1명이 주변의 편견을 인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그 이유로 ‘이혼 후 고향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주변의 생각을 모른다”거나 ’이혼사실 자체를 숨겼기 때

문에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가 진행된 방법별로 볼 때 차별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주변에서 자신의 재정착에 도움을 준다.”라고 응답한 여성은 전화조사에서

1.98%에 불과했지만 여성연맹의 조사에서는 27.39%로 높게 나타났다. 차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귀환여성의 경우 전화조사에서 64명(63.37%),

여성연맹 방문면접조사에서 같은 응답한 29명(19.87%)보다 2배 높은 수준

이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의 전화설문이 훨씬 더 큰 라포형성에서 이루어

진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반대로 같은 고향마을 사람에게는 본인의 결혼실패가 곧 가족의 체면을 깎

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는다(Belanger,

Khuat & Lee, 2011:91). 그렇기 때문에 여성연맹 간부이지만 동시에 지역

주민이기도 한 조사원과의 직접 면접에서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림으

로써 오히려 더 사회적 차별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차별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동체에서 귀환여성을 왜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못하는지 답하기 위해

이혼에 관한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봉건체제의

잔재를 철폐하고 젠더평등을 실천하겠다는 것은 베트남국가 성립의 주요한

명분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비율이 높고 여

성도 당당히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지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시대는 베트남 여성에게 소위 ‘슈퍼우먼’의 모습을

요구한다. 여성은 “Giỏi việc nước, đảm việc nhà”26) 즉 나라일(사회구성원

26) 이 운동은 1989년부터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추진한 젠더 특수성을 가진 운동으로서 국
가 개혁개방 과정에서 여성노동자가 커다난 역할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풍족하고 진보적
이며 평등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고 성평등 달성과 국가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
도록 동원한다. 최근에 이러한 운동은 오히려 여성에게 이중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
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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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일 또는 가정경제 책임지는 일)도 잘해야 하고 집안의 일(집안일,

육아, 부모봉양, 남편 뒷바라지 등)도 모두 잘 수행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요구받는다.

또한 결혼한 여성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인내심, 침묵이 강조되기도 한

다.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속담처럼

“đóng cửa bảo nhau” 문제 있으면 문 닫고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부

부의 문제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기보다

‘집안’에서 해결해야 가정의 화목을 지킬 수 있다는 편견과 관련이 있다. 그

렇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내인 경우에도 종종 부부의 문제

앞에서 침묵과 복종을 강요받게 된다.

영미권에서 널리 알려진 격언, “Men make houses, women make

homes.”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만든다는 격언이 베트남에서도

사회와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이상화시키기 위해 종종 쓰이는 말

이다. 가정을 담당하는 여성은 가정의 행복과 따뜻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에 포용성과 인내심을 요구받는다.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난다거

나 심지어 여성이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기에 남편이

주먹을 휘둘러?”(Hoi Phu Nu Viet Nam(베트남중앙여성연맹), 2015)라는

질문을 먼저 받게 된다. 가족 내 갈등의 해결법은 곧바로 여성 또는 아내의

인내심이며, 인내는 외부에서 여성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갈등의 지속과 이혼은 결국 그 여성이 가정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으

로 귀결되기 때문에 여성의 무능함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러한 문화는 특히

농촌지역에 아직까지도 팽배해있고, 이는 국내 여성보다 오히려 외국으로

시집간 결혼이주여성에게 더욱 강력한 수위로 요구된다.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비아냥은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돌아온 이후 고향 동네 이웃들의 가십거리로 이어진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

해 국제결혼을 선택했다면 ‘웬만하면 참아냈어야지“라는 차가운 시선 속에

소위 ’실패하고‘ 돌아온 여성들은 사회적 비난을 오롯이 감수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기 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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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귀국한 것이 나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이 여자가 한국에서 

뭘 했기에 도둑질이라도 했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돌아올 이유

가 없다고 이사람 저사람 그렇게 한 마디씩 얹어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

게 살았기에 이렇게 쫓겨나 돌아왔냐는 둥 한국 생활이 편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판에 웬만하면 참지 왜 돌아왔냐는 둥 정말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 말을 듣고 살 바

에는 도망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이공에 갔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다 내버려두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평생 그렇게 비웃고 살겠냐고 생각하면서 날 스스

로 위로해요. 처음에 진짜 창피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할 말 못할 말이 없었으니

까.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부끄럽고 그랬어요. (사례8)

때로 귀환여성들은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수년간 고민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사례1은 남편과 살았던 6년 내내 귀환을 고민하고, 3번에 걸

친 베트남 가족방문과 부모님 설득 끝에 겨우 부모의 승낙을 얻어냈다. 부

모는 그때마다 무조건 인내하고 없는 정으로라도 살아내야 함을 지속적으

로 인지시켰다. 이처럼 여성들에게 본국으로의 귀환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

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는 국제결혼을 쉽게 결정했으

니만큼 결혼 포기도 쉽게 했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버린다. 여성

이 결혼에 실패하고 자율적인 행위자로 승인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김현미, 김영옥, 2013:187).

이웃들의 사이에서 말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복이 없다고 비웃어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엄마까지 스트레스 받으셔서 생각나실 때마다 남들이 딸을 똑같

이 시집보냈는데 괜찮고 우리가 무슨 복이 없어서 이러고 있냐고 하소연하세요. 돌아

와서 처음에 일을 찾으려고 했다가 언니가 방법을 알려줘서 다시 한국 가게 됐던 거

고. 그 당시 정말 쥐 죽은 듯이 갔거든요. 말도 못 하고 그냥 갔어요. 남편을 버리고 

와서 이제 아이까지 버리고 갔다는 말이 나올까봐서요. 남편자식 다 있는데 못 참고 

와서 어찌 살라고? 흙을 퍼먹고 살라고?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죠. 말 하는 사람들

은 대부분 딸이 시집가서 잘 사는 사람들이라서. (사례4)

비난 많이 했죠. 아랫동네 내려가면 별 심한 소리 다 들어요. 우리 성씨 친족까지 날 

비난해요. 나만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장신구 안하고 옷에 조금만 신경 쓰지 않아도 

그걸 갖고 욕했어요. 세상에 외국에 시집가서 죽도록 편한 곳을 살지 않고 뭘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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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고생하느냐고. 이 말 저 말 때문에 정말 슬펐어요. 여자잖아요. 그런 데 뭐라 

변명할 수도 없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쟤 국제결혼 했는데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온 

거야.’ 이런 소리 듣고. (사례 8)

경시와 비난은 때로는 딸이 외국으로 시집가서 나름 행복하게 살면서 부

모에게 송금하거나 새집을 지어준 ‘결혼 성공 가족’과 비교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혜택을 받고 있는 가족 혹은 동네 친구 등으로부터 결혼 실패

자, 송금을 통한 효도를 못한 자로서 비아냥거림과 비난을 받기도 한다.

사람들은 계속 비아냥거려요. 우리 옆집도 딸 둘을 한국으로 시집보냈는데 큰 딸은 

간지 몇 년 좀 됐고 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막내가 작년인가 결혼시켜서 몇 억 동

을 송금 받은 돈으로 새집을 지었어요. 집이 지어지니 우리 보고 이랬어요. 똑같이 

간 사람들이 부모에게 돈을 보내주는데 어떻게 나쁘게 살았길래 돈은 돈대로 모두 

날리 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냐고 비교하면서 비아냥거리죠. 모두 다 내 탓인냥 있는 

말없는 말 다 지어냈어요. “당하고 살았다고 말한 내가” 가식적이고 가증스럽다고 했

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으니 그냥 이대로 살려고요. (사례 2) 

그 친구들은 친정 놀러올 때마다 자꾸 소문을 내요.  쫓겨났다 소문내니까...그런 말

을 듣고 속상한 엄마가 집에 와서 나를 나무랐고요.. 사람들은 항상 내 험담을 하는 

거 있죠. 한국에 있을 때는 조용한 애들이 여기 와서 왜 그렇게 남 흉보는지... 뭐라 

했냐면 그애는 쫓겨났어요 라는 소문이 이사람 입 저사람 입으로 전달되면서 결국 

다 우리 엄마가 듣게 되고요. (사례 5)

3. 가족과 갈등

대부분의 귀환여성은 귀국한 이후 견뎌야 하는 주변의 냉담과 차별을 이

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가족으로부터는 위로받을 것이라는 기대

를 갖고 돌아온다. 또 귀환여성이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도 오직 가

족뿐이다. 물론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품어준 가족 덕분에 낙

인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 받지만 일부 여성은 귀환 이후 가족과의 관계에

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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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후 가족관계의 악화는 이웃들의 비난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딸의 귀환에 따라 송금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가정경제 위기

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외국으로 간 딸의 송금은 여성이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뢰와 권력의 절대기준이 되기 쉽다. 송금을 통해 여성은 재

정문제뿐아니라 가족구성원에 대한 학업 지원과 같이 미래에 대한 투자, 건

강, 혼사 등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송금을 못하는 여

성들은 송금하는 여성과 비교되면서 가족들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된다

(Bélanger, Tran, 2011:73∼74). 그렇기 때문에 결혼 실패로 고향에 돌아온

여성은 더 이상 송금 등으로 가족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친정에서의 지

위가 급격히 낮아지며, 심지어 결혼 전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곧 지위가 낮아짐에 따라 상속, 재산권 행사, 가내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약

해진다. 과거 송금했던 돈을 관리하는데 있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유엔인권정채센터(KOCUN) 상담사에 따르면 일부 여성은 귀환 후 부

모나 가족에게 송금한 돈으로 건립된 새집이나 매입된 땅에 대해 그 접근

권이나 사용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겨 부모와 딸 간, 또 형제간의 불화가

생긴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족들이 나를 거들어 줄줄 알았는데 형제들은 이제 자기 가정을 챙기기에 바쁘고. 

부모님은 (내가 이혼하고 왔다는 걸 알고) 화를 많이 내셨어요. 형제는 많은데 땅이 

크냐 집이 넓냐 하시면서 우리를 누가 부양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나만 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까지 있으니, 아이까지 고생시키면 너무 안쓰럽다고. 게다가 엄마는 우

리 아이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이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도 아는지 외할머니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다른 이유를 생

각하기도 싫어요. 외손주가 친손주 못한다고 억지로라도 생각하려고. (사례 5)

한편 부모에게 정신적, 재정적으로 의존하면서 살게 되는 일명 ‘얹혀사는

주제’의 딸이 귀환여성을 못 마땅해 하는 가족들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막막해요. 아이와 내 생활은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하

는지 집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막내동생도 있으니까 얹혀 사는 거지 아예 

거기 눌러 살 수 없어요. 빈곤가정 신청하려면 내가 별도의 호적을 가져야 하니까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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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버지에게 땅을 조금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땅을 아

들 아무한테도 주지 않았는데 시집보낸 딸에게 줄 수 없다고. 서류를 위해 조금이라

도 달라고 애원했지만 잠깐 같이 사는 것은 괜찮지만 서류상으로 떼어 주는 일은 없

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5) 

4. 숨어버리거나 당당해지거나

앞서 보았듯이 본 실태조사에서 77.06%의 귀환여성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고 싶어서 국제결혼을 선택했다고 했다. 심층면접 참여자 모두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부모의 부담

을 덜어주고 싶어 했다. 또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며, 부모에게 걱정 끼치

지 않는 것,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사는 것이 효도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귀환 여성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부모에게 불효를

끼치고 있다는 죄책감이다. 결혼을 실패해서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여성 대다수가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해 부모가 이웃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며 노년에 딸과 손주 돌봄 부담까지 안긴 ‘불효녀’라는 생각을 가

진다. 사례 2는 비자를 기다리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중개업체 합숙소

에서 지냈는데 당시 골목에 사는 남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결혼이주

여성을 동물 취급했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수치심을 감수

해서 선택했던 결혼 이주였는데 실패하고 돌아와 더욱 심적 고통이 크다.

속상한 것은 선보는 데서 합격하고 돌아온 길에 차가 우릴 골목 입구에 내려줬는데 

골목 안에서 담배 피는 남자들이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고 욕했어요. 정말 저질스럽고 

음탕스러운 욕을 퍼부었는데도 우리는 그걸 응대할 용기가 없었어요. 얼굴 숙이면서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갔거든요. 도시로 올라가서 외국남자와 결혼하는 우리는 정말 쓰

레기 취급 받아요. 자존심 밟힌 것도 가슴 아픈데 베트남 매국노라는 심한 욕까지 듣

게 되니. 그때의 기분이 뭐랄까? 욕먹으니 속상하지만 또 한편으로 (맞선) 합격했으니

까 기쁘기도 했어요. 외국 나가서 부모님 효도할 수 있는 생각에 그런 마음 아픈 걸 

다 잊고. 그런데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 결국에 효도도 못했고. 부모님께 효도를 못 했

다는 죄책감도 있지만 부모이혼과 갈등으로 인해 가족이 깨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 받은 아이, 그 아이에게 ‘정상적인 가족’을 만들어 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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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요.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알아요. 마음이 찢어지죠. 이렇게 엄마를 따라와서 아빠 

없이 살아야 하는 아이에게 죄스러워요. 우리 종교에서는 남편을 버리고 온 것도 죄

에요. 큰 죄예요. (사례1)

부모님이랑 살았을 때 처녀 때 말이에요. 아무것도 돕지 못했는데 이제 다 큰 딸에 

외손녀까지 여전히 먹여 살려야 하시니까. 부모님께 미안하고 죄 지은 것 같아요. 

(사례 2)

때로는 귀환이후 실패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수치심과 자격지심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이혼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상처와 가정폭력, 학대 트라

우마도 치료하거나 해소할 방법이 없어 극심한 심적 고독과 고립감을 경험

하기도 한다.

맞아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그대로 털어놓으면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말도 못했고 

형제자매들은 자기 가족이 있으니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괴로워서 잘 얘기하지 않

아요. 어쩌면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을 거 같아서. 그러면 더 괴로울 것 같아서. 돌

아오고 나서는 돈도 없었고 한국에 있었던 일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서웠고 그런데 그

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 100동도 없었던 때였죠. 매일 떠올랐어요. 그때 그 장면. 이렇게 집에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돈 한 푼도 없었고 전부다 우리 

엄마가 해주셨어요. 옛날 이야기하면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딜까봐 집에서 가족에게 아

무한테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엄마에게도 왜 돌아왔는지 대충만 얘기하고 

자세히는 말 못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격지심 

때문에.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것도 있고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맞고 사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아니 누구를 찾아 이야기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사례7)

귀환여성은 실패자라는 낙인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을 자의적으로 멀리

하여 고립된 공간과 인적 관계를 유지한다. 설문조사원 평가회에서 조사원

이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귀환여성들은 숨어버리거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가족이 집을 방문한 조사단 밖으로 쫓

아내는 극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가족의 일에 대해 관심가지지 말라



- 108 -

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골목길에서 앉아 쉬거나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이웃 중에 누가 내이야기만하면 바

로 집으로 들어가요. 무엇이든 괜찮지만 왜 돌아왔냐는 질문에 유독 대답하기 싫어서 

자리를 비워 들어가요. (사례2)

마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아요. 집에서 일하거나 그냥 집에 

있고 잘 놀러 다니지 않아요. 주변하고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

각을 잘 몰라요. 내 뒤에서 나온 말들은 잘 몰라요.(사례 1) 

(남편이 나를 데리러 오지 않고) 시간 지나니까 점점 (불편한 시선을) 느껴지기 시작

했어요. 이제 바깥에 잘 안 나가고 집에만 있어요. 나가기만하면 왜 왔냐 남편은 언

제 올거냐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사례 5)

혼자된 귀환여성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현재 언론의

적대적인 태도와 마을사람의 편견과 비난 때문에 사회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고향을 떠나 재이주를 선

택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이혼사실과 귀환사실이 이웃주민에게 알려질까

봐 혼인해소조차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정신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내면화하고 있는 귀환여성들은 시간만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성

들은 이러한 편견과 냉대, 낙인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때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애를 쓰기

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과 집단적 연대감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어 스스로 용기를 얻기

도 한다.

 사람들은 당연히 쑥덕거리죠. 내 팔자 탓도 하고 그랬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런 말들

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오는데 일일이 신경 쓰면 못 살아요. 나는 일부러 거기에 신

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인생은 내 인생이고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내가 

마음가짐이 편하고 아이와 함께 살 수 있고 남의 도움 없이 꿋꿋이 살고 있어서 누

가 뭐라 해도 관심 없어요. 여기 이 도시에서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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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먹기 더 쉬운지 모르겠지만. 고향 사람들은 다른 여자가 시집가 잘 살아서 부모님

에게 새집도 지어주고 돈도 보내주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냐고 했죠. 그렇지만 모두 

다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아요? 집집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국제)결혼했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다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더 비참해지니까 누가 뭐래도 내버려두려고 해요. 가족과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의식하지 않으려고요. 일하는 곳에서도. (사례 9)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와 같은 사람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

지 않기로 했고. 나 혼자일 때는 무서웠지만 이제 너무 많아져서 (무섭지 않다) 남편

자식이 잘해주고 행복하면 복이 있다 그러고. 나 같은 경우엔 오기로 결정하기까지 

말들 때문에 많이 고민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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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 실태

귀환이주여성과 함께 베트남으로 동반 입국한 한·베 자녀들에 대한 이슈

는 귀환이주여성이 여타의 귀환이주자와 차별성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베 자녀수가 얼마

나 되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확

히 수치를 알 수는 없다27). 다만,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2000년부터 2016년

말까지 가족 해체를 경험한 한·베 미성년 자녀수가 최소 3,777명 이상이고,

또 이혼하지 않은 채 도피 및 별거로 귀국한 여성들의 자녀와 외갓집에 맡

겨져 양육되고 있는 한·베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베트남

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껀터시와 허우장성은 베트남 남부

지역 중 한·베 국제결혼건수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한·베 자녀들에 대

한 이슈 역시 가장 빈번하게 다뤄져 왔다. 베트남의 한 TV방송에 출연한

베트남 중앙정부의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껀터시와 허우장성에만 약 700

명 이상의 한·베 자녀가 있는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28).

이 장에서는 껀터시와 허우장성에 거주하고 있는 한·베 자녀들에 대한 실

태조사를 근거로 우선 그 특성을 서술하고, 자녀들의 국적현황 별로 이들이

베트남 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제반 문제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본 실태조사 대상인 한·베 자녀들은 모두 가족해체를 경험한 자녀들

로,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귀환이주여성의 자녀 113명과 모의 부재 속에

외갓집에 맡겨져 양육되고 있는 ‘외가 자녀’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27) 베트남 법무부 2015년 10월 8일자 1793호 결정서에 따르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국적, 호적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각 지방성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해당 아동의 국적 등을 조사하여 명단
을 작성한 후 법무부로 보고하고, 법무부는 2017년 3월까지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출
생신고, 국적 인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총리에게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6월 현재 아직 그 결과가 공개된 적은 없다.

28) “엄마의 이혼과 귀환, 시민권 없는 아이들”, 《VTV 종합시사프로그램 cuộc sống
thường ngày(오늘의 뉴스)》, 2016.4.28.
http://vtv.vn/trong-nuoc/co-dau-viet-ly-hon-ve-nuoc-khien-con-mat-quyen-cong-d
an-2016042819044007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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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가 당초 베트남 현지 공기관을 통해 해당지역 한·베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한·베 자녀를 모두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현지 분위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 수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역적 한계, 설문 응답자수

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만으로도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베 자

녀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유추해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베트남 껀터시와 허우장성 지역에 거주하는 한·베 자녀 중 설문조사를 통

해 분석된 한·베자녀의 성별은 <표 6.1>과 같다. 성별 문항에 응답하지 않

은 1명을 제외하고는 여아 비율이 51.33%로 남아 비율인 47.79%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자녀

출생순서로 보면

장녀가 어머니를

따라 귀국한 경우

가 53.47%로 장남

의 경우(45.54%)보

다 다소 높은 반

면, 둘째의 경우에

는 차남이 어머니

와 동반 귀국한 경

우가 66.67%로 압도적으로 높다. 한편 귀환이주여성의 한국 거주 자녀 21

명 중에는 성별이 불명확한 자녀 1명을 제외하면 남아가 14명으로(장남 13,

삼남 1) 여아의 수 6명(장녀 4, 차녀 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남

아선호사상이 여전히 팽배하고, 장남이 제사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 가

족관이 강한 한국문화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한국

<표 6.1> 동반 입국 자녀의 성별

단위: (명), %)
전체 첫째 둘째

(N) (113) (101) (12)

남 47.79 45.54 66.67

여 51.33 53.47 33.33

무응답 0.88 0.99 0.00

계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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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가족해체 시 장남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전 남편이나 시집에서

부인에게 쉽게 용인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2) 연령

설문조사 대상인 한·베 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표 6.2>에서 보는 것처

럼 자녀의 나이를 응답하지 않은 20.35%의 경우를 제외하면, 초등취학연령

인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49.56%로

가장 많고 미취학 연령인 201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자녀가 29.20%로 대

다수의 자녀 연령이 아직 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취학연령인 2005

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녀는 0.8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29). 자

녀의 연령분포는 한·베 국제결혼이 2006년-2010년에 절정기에 들어간 사실

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녀의 출생순서로 보면 첫째가 초등학생 연령

(51.49%)인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둘째 아이의 경우에 미취학 연령 자녀

비율(58.33%)이 가장 높다.

29) 베트남 초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훈련부 시행령 50/2012/TT-BGDĐTT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6세(연수에 따름). 예컨대 2008년에 출생한 아동은 생월과 상관없이

2014년에 초등학교 입학하여야 한다. 베트남 초등학교 규정과정이 5학년까지다. 2016년을

기준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2017년5월)까지 출생한 아동은 미취학 연령, 2006년 1

월 1일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 연령, 2005년부터 이전

으로 출생한 아동은 중학교 취학연령이 된다.

<표 6.2> 동반 입국 자녀의 연령(출생연도)

단위: (명), %
자녀순 전체

(명)

~2005.12.31 2006.1.1.~

2010.12.31.

2011.1.1~ 무응답 계

첫째 (101) 0.99 51.49 25.74 21.78 100.00

둘째 (12) 0.00 33.33 58.33 8.33 100.00

전체 (113) 0.89 49.56 29.20 20.3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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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자녀의 연령은 현재 베트남에서 한·베 자녀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

움들과 상관관계가 매우 큰 변수로, 현재는 초등 취학연령 미만의 자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베트남 내에서의 정규 교육이나 의

료혜택 등 ‘보편적 아동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

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여하튼 해가 거듭될수록 한·베

자녀들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한·베 자녀 연령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그 연령에 따른 사회문제가 계속 새롭게 드러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3) 국적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베 자녀의 국적 또한 한·베 자녀 실태를 파악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자녀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류권 뿐 아니라, 교육권, 보호권

등 베트남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아동의 사회복지혜택 수혜여부와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 자녀들이 갖고 있는 국적 정보야말로 자녀의 현재

와 미래를 결정짓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베 자녀의 국적은 모의 귀환시기와 출생시점 간의 차이와 관련이 깊

다. 즉,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 대부분은 한국 가족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지만, 임신 중인 여성이 이혼이나 도피로 인해 베트남

으로 귀국한 후 출산을 했다면 한국에서의 별도의 가족등록절차를 밟지 않

는 한 대부분 그 자녀는 베트남 국적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베트남법상

단일 국적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외

국 국적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당사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베

트남 국적을 이중으로 취득할 수 없다30). 이에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극히

미미한 수의 이중국적 한·베 자녀들은 대부분 베트남 내에서 출생하여 현

30) 베트남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는 베트남 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 국적 취득이 가능하나

국가 주석이 승인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베트남 국적

법 19조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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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먼저 출생등록이 된 후 차후에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아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3>에서 보듯이 현재 껀터시·허우장성에 거주하고 있는 한·베 자녀

중 한국 국적만 가진 자녀는 전체의 81.4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 국적만 가진 자녀는 15.93%, 한·

베 이중국적 자녀가 2.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국적을 인정받고

귀국한 경우가 총 84.0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들 한국 국적을 갖

고 있는 한·베 자녀들은 모의 국적이 베트남이고 설사 장기간 베트남에 거

주하여 베트남인과 똑같이 베트남 문화를 완전히 체득하고 있다 할지라도,

베트남에 잠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신분으로만 인정될 뿐이다.

베트남 국적 자녀의 경우는 모의 귀환연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모두 모가 귀환한 시점 직후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이들은 주로 임

신 중인 여성이 귀환 이후 출산한 자녀들인데 이들의 출생시점이 부모의

이혼이 성립되기 전인지 후인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는 없

었다. 따라서 베트남 국적자녀의 한국 출생신고 및 호적등재 여부도 현재로

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가족과의 연락빈도를 통해 유추해보면,

베트남 국적 자녀 대부분이 한국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상태인 바, 한국 등

록시스템 상에 기록조차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모의 이별 여부가 매개변수가 되는 동반 입국 자녀와 ‘외가 자녀’

를 비교해볼 때 국적 분포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가 자녀’의 경

우, 한국 단일 국적 자녀가 92%, 이중국적 자녀가 8%로 모두 한국국적을

<표 6.3> 동반 입국 자녀의 국적

단위:( 명), %
(N) 한국 베트남 이중 계

동반 입국 자녀 (113) 81.42 15.93 2.65 100.00

외가 자녀 (25) 92.00 0.00 8.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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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4) 양육보호자

<표 6.4>에서는 귀환여성의 자녀와 ‘외가 자녀’를 분리하여 그 양육자 현

황을 분석하였다.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가 누구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귀환여성 본인이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22.12%, 나머지

77.88%가 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중에 친정 부모가 한·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65.39%로 가장 많

았고, 친척이 양육하는 경우가 12.50%, 또 매우 소수이지만 취업 등의 이유

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한 사례

(0.96%)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경우

상당수의 한·베 자녀가 조손가정에서 자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환여성의 거주지에 따라 자녀의 양육자 실태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고향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본인이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51.22%였지만,

그 나머지 46.34%의 여성들은 자녀를 외조부모를 포함한 외가친족에게 맡

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향에 살더라도 다른 배우자와 재혼을 했거나

본인의 질병 등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를 부모 또는 친척에게 맡기는 여

성의 17,28%,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는 여성의 27.27%가 새 가정을 꾸린 것

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환여성의 동거

가족 유형을 보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재혼남과 한·베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불과 4.4%로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한편, 타지에 사는 여성의 경우에는 94.29%가 자녀를 부모 또는 친척에

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작 5.71%만이 자녀와 함께 타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나 한·베 ‘외

가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100%가 외

조부모나 외가친척들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한·베 자녀들은 한국에 있는 ‘부’는 말할 것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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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존을 위해 다시 대도시나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모’와의 정서적 단절까지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양육비 부담자

<표 6.5>를 통해 파악된 한·베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자는 귀환여성 본인

이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와 부모와 나눠 부담하는 경우가 38.46%로 똑같이

나타났다. 외조부모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13.46%였다. 귀환여성이 자녀

양육비 부담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 여성의 82.69%로 조사됐고, 외조부모

가 양육비 부담에 참여하는 가족도 51.9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봤을 때 한·베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외조부모의 역할 또한 매우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부의 한·베 자녀 양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3.85%,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5.77%로 나타나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인 아

버지의 총 참여도는 불과 9.6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귀환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자녀 양육권 등을 위해 남편과 연락

<표 6.4> 한·베 자녀 양육보호자

단위: (명), %

양육·보호자 자녀동반 귀환자 고향거주자 타지거주자 외국거주자 ‘외가 자녀’

(N) (104) (41) (35) (26) (22)

① 모 22.12 51.22 5.71 0.00 0.00

② 외조부모 64.42 43.90 82.86 73.08 86.36

③ 외가친척 12.50 2.44 11.43 26.92 13.64

④ 한국인 부 0.96 2.44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0.00 100.00

②+③+④ 77.88 48.78 94.29 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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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절한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이미 남편이 사망했거나 재혼하는 등 외

국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부

부의 갈등과 이혼으로 인해 아래 절에서 파악한 유대관계 미형성 또는 파

괴로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가 저조하다.

베트남 돌아와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활도 어렵고 힘

들어서 (전)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아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의논하려고 했더니만 남편

은 이미 이혼했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 아이를 알아서 키우라고 했다. 그러고 얼

마 지나지 않아 남편 사망소식 들었다.(사례 5)

귀국하고 같은 해에 아들을 출산하였다. 사실 한국 떠나기 전에 그날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너무 무서워서 빨리 베트남 가고 싶은 것도 있고 아무리 

(나를 때렸다) 그래도 나이 많은 남편이 (고소 당하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남편

에게 피해 배상과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 등 아무런 법적 책임 요구 없

이 합의이혼 서류에 사인하였다.(사례 6)

아이의 여권을 다시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연락했더니 아빠는 왜 전화하냐고 짜증을 내기에 마음이 상해서 그 다

음부터는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먼저 연락도, 아이의 양육비도 아무것도 안

줘요. 아니 생일날에도 전화 한 통 없고. 유일하게 아이에게 용돈준 것은 다른 베트

<표 6.5> 귀환여성의 거주지별 자녀 양육비 부담자

단위: (명), %

부담자 전체 고향 거주자 타지 거주자 외국 거주자

(N) (104) (41) (35) (26)

① 본인 전액부담 38.46 29.27 42.86 46.15

② 한국아버지 전액 부담 3.85 4.88 0.00 0.00

③ 한국아버지 일부 부담 5.77 9.76 5.71 0.00

④ 외조부모 전액 부담 13.46 14.63 11.43 15.39

⑤ 본인과 외조부모 같이 부담 38.46 41.46 40.00 38.46

계 100.00 100.00 100.00 100.00

②+③ 9.62 14.64 5.71 0.00

①+③+⑤ 82.69 80.49 88.57 84.61

④+⑤ 51.92 56.09 51.43 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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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자와 재혼하기 위해 왔을 때 몇 백 달러 준 것이 다였어요.(사례 8)

한편, 귀환여성의 거주지에 따라 자녀의 양육비 부담 구조도 다소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고향 거주 여성의 경우 전체 양육비 부담자의 29.27%가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타지 거주 여성의 경우에는 42.86%, 외국

거주 여성의 경우에는 46.15%로 자녀와의 공간적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

수록 양육비 부담률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귀환이주여성이 자녀

의 양육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위 생존 전략으로서 상대적으로 높

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다시 떠나는 맥락과도 연결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조부모의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

는 않았다. 손주의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딸이 같이 고향에 사는

경우가 14.63%, 타지에 사는 경우가 11.43%로 조금 낮아지지만, 딸이 외국

에 사는 경우는 15.39%로 부담이 다시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주

양육비 참여도(전액부담과 일부부담 합친 값)도 같은 패턴으로 56.09%,

51.43%, 53.85%로 절반이상의 가족에서 외조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귀환여성의 거주지에 따라 한·베 자녀에 대한 외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한편, 한국인 부의 양육비 지불여부는 모의 양육비 전액 부담 비율에 크

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부가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표 6.5>에서 보듯이, 귀환여성의 본인 전액 부담률이 낮아지

면서 고향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고향을 떠나 타지 또는 외국으로 재이주하게 된 귀환여성 자녀의 경우

에는 한국인 부가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인 부가 양육비를 일부라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귀환여

성이 고향에서 자녀와 함께 정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즉, 어떻게든 모와 자녀가 함께 살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본국에서도 자녀 양육비 때문에 헤어져 살아야하는 귀환여성들과 한·

베 자녀들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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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베트남에 거주하게 된 배경이 귀환여성의 한·베 자녀와 다른 한·

베 ‘외가 자녀’의 경우 양육이 전적으로 외가에 맡겨지는 대신에 자녀의 양

육과 관련된 비용을 한·베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63.64%, 부모와 외

조부모가 같이 부담하는 경우가 18.18%였다. 미미한 수이기는 하지만, 딸과

사위의 송금 없이 조부모가 양육비용의 전부를 지불하는 경우도 한 사례

확인되었다.

6) 한국가족과의 유대관계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한국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중요한 잣대가 된다. 한국가족과 연락한다는 것은 자녀의 한국

어 습득 등의 다문화 정체성 형성과 한국인 아버지의 양육참여 등 자녀 양

육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한·베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나 여권 발급, 갱신 등의 체류문제

해결에 한국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적절히 유지되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베 자녀가 체류과정에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귀환여성과 동반 입국한 한·베 자녀와 한국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한국가족과의 연락여부와 그 빈도수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표 6.6>를 보면 자녀와 동반 귀환한 여성 104명 중 한국에 있는 가족과

전혀 연락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됐다는 응답이 무려 66.34%나 된다. 한

국 가족과 연락한다는 경우가 30.77%에 불과했고 이 중 매주 한두 번 연락

하는 경우가 14.42%, 매달 한두 번 연락하는 경우가 4.81%였고 1년 한두

차례 연락하고 지내는 경우가 11.54%였다.

귀환여성의 현 거주지에 따라 연락여부와 빈도가 달라지는데 연락 두절

비율은 고향에 거주하는 여성의 70.73%, 국내 타지에 사는 여성의 82.86%,

외국에 거주하는 여성의 84.62%로 나타났다. 즉 귀환여성이 자녀와 멀리

살면 살수록 자녀가 한국가족과 연락하고 사는 경향이 낮아진다. 이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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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의 양육비 부담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표 6.6>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의 한국가족과의 연락 빈도

단위: (명), %

구분

연락빈도

전체 모의 거주지 양육자 ‘외가 자녀’

고향 타지 외국 모 외가

(N) (104) (41) (35) (26) (23) (80) (22)

① 연락두절 66.34 70.73 82.86 84.62 65.22 71.25 -

② 1년에 1-2회 11.54 4.88 0.00 0.00 26.09 7.50 9.09

③ 1달에 1-2회 4.81 9.76 5.71 0.00 4.35 5.00 13.64

④ 1주일에 1-2회 14.42 14.63 11.43 15.38 4.35 16.25 36.36

매일 - - - - - - 4.55

무응답 2.89 0.00 0.00 0.00 0.00 3.75 36.36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②+③+④+(매일) 30.77 29.27 17.14 15.38 34.78 28.75 63.64

한·베 자녀를 누가 양육하느냐에 따라서도 한국가족과 연락하는 빈도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모와 사는 자녀와 외조부모와 사는 자녀의 두 경

우 모두에서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경향이 각각 65.22%, 71.25%로 매우 높

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부모에 비해 귀환여성이 상대적으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연락하는 방법을 비교적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귀환여성

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국가족과 연락하고 사는 비율이 34.78%

로, 외조부모와 살 때의 28.75%보다 다소 높다.

반면 한-베 ‘외가 자녀’의 경우 무응답자(36.36%)를 제외한 나머지

(63.64%)는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와 연락하고 지낸다고 응답했으며, 연락빈

도로 봤을 때, 매일 연락은 4.55%, 매주 연락은 36.36%, 매월 연락은

13.64%, 1년 한 두 차례 연락하는 가족이 9.09%로 나타났다.

7) 한국어 구사력

대사수가 한국국적자인 한·베 자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한국

가족과의 소통 및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중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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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원 형성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의 한국어 구사력(<표 6.7>)을 살펴보면

82.30%의 자녀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한국어 학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한 경우가 전체의

58.41%, 베트남에 입국한 후 이미 학습된 한국어를 잊고 살게 된 경우가

23.89%로 나타났다.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다소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는 15.05%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들 한국어 가능 자녀 중 상당수

(35.29%)는 2015년 이후에 베트남에 입국한 경우로, 한국을 떠난 기간이 비

교적 오래되지 않아서 한국어 구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족이 해체된 한·베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가 둘 다 존재하는, 소위 ‘한·베 정상가족’의 자녀인 한·베 ‘외가 자녀’

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6.7>을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주 연락하고 있어도 한국어를 조금 이해하

거나 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모두 합쳐도 20%를 넘지 못했다. 한국어를 모

르는 나머지 72%의 한·베 ‘외가 자녀’가 한국어를 전혀 몰랐거나(40%) 베

트남에 살게 되면서 한국어를 잊고 지내고 있었다(32%).

<표 6.7>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 한국어 구사력

단위: (명), %
동반 입국 자녀 ‘외가 자녀’

(N) (113) (25)

① 전혀 못 한다 58.41 40.00

② 과거에 가능했으나 현재 못한다 23.89 32.00

③ 조금 이해한다 9.74 16.00

④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5.31 4.00

무응답 2.65 8.00

계 100.00 100.00

①+② 82.30 72.00

③+④ 15.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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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베 자녀들은 한국가족과의 연락

이나 또는 접촉이 매우 드물어 거의 한국과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기

에 한국어 습득이나 한국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가족과 소통을

하고 있는 32사례 중에도 오직21.88%만이 간략한 한국어로만 소통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매주 연락하여 비교적 자주 접촉했던 15 가족의 경우에도

단 3 사례만(20%)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그동안 한

국 가족과 연락이 됐더라도 그것이 한·베자녀의 한국어 습득에 크게 기여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녀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락이 꾸준히 지속되지 못한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 프로

그램 등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나 또는 한국어 구

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한·베 자녀의

다문화 정체성 형성에 크게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 한국 국적 자녀 문제

이 절에서는 특별히 베트남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하는 한국국적 한·

베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베트남에서 출생하여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한·베 자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한국 국적 자녀

들은 더 많은 심각한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베트남 국적

법 상 이중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

어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양측의 명시적 동의하에(출생신고 시 베트남

국적취득동의서 제출) 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만 베트남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즉, 이미 외국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한국 여권으로 베트남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설사 부모가 동의한다 하더라

도 베트남 국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국적 자녀들은 외국거주자

로서 한국의 국민보호 안전망에서 완전히 멀어졌을 뿐 아니라, 베트남 내에

서는 외국인으로서 체류하면서 현지의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도 제외되는

이중적 제약 속에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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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정한 체류신분

베트남 국적이 인정되지 않은 한·베 자녀의 체류자격 현황부터 살펴보자.

베트남법상 한국 국적 자녀는 외국인 신분으로서의 합법적 체류조건을 충

족시키기 위해 출입국 관리 기관에, 소지한 한국 여권을 기본으로 체류 등

록(비자 신청)을 해야만 한다. 즉, 한국 국적 자녀들이 베트남 내에서 합법

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모든 외국인들처럼 한국 여권소지와 비자신청은

필수 사항이다.

물론 이중 국적을 취득한 자녀의 경우에는 당장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어 베트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사증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중국적 자녀이더라도 소지한 한국여권이 만료되면 여타의 한국국적 자녀들

처럼 여권을 신규로 발급 받아야 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표 6.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귀환여성 자녀 중 현재 한국여권이

만료된 상태에 있는 자녀는 34.74%, 한국여권 기간은 남아 있으나 체류비

자가 이미 만료된 상태에 있는 자녀는 21.05%로 전체적으로 볼 때, 55.79%

나 되는 자녀들이 미등록 체류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의 체류상태에

대해 응답하지 못하거나 모름으로 응답한 13.68%의 자녀들 중에도 미등록

<표 6.8> 한국국적 자녀의 여권 및 체류 자격 현황

단위: (명), %
귀환여성 자녀 ‘외가 자녀’

(N) (95) (25)
① 여권기간만료 34.74 8.00

② 여권유효, 사증기간 만료 21.05 16.00

③ 단기방문 사증 23.16 52.00

④ 사증면제(3∼6개월씩 기간 연장) 3.16 0.00

⑤ 사증면제(1∼3년 한번 연장) 4.21 0.00

무응답/모름 13.68 24.00
계 100.00 100.00
①+② 55.79 24.00
④+⑤ 7.3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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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인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체류자격을 신

청하지 않아서 모르거나 미등록 상태가 드러나면 당장 벌금 징수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를 우려하여 설문조사 과정에서 현지 공기관 조사원

(껀터, 허우장 여성연맹 임원)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기 때

문이다. 한편, 단기방문 사증으로 체류 중인 경우는 23.16%로 전체의 5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사증면제의 경우에도 7.37%로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가족의 자녀인 ‘외가 자녀’의 경우에도 자녀의 여권, 체류현황에

대해 응답한 76% 중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단기 방문 사증 소지자 52%를

제외하면, 8%는 여권이 만료된 상태, 16%는 여권은 유효하나 비자사증이

만료된 상태로 약 24%의 ‘외가 자녀’가 미등록 체류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역시 무응답 또는 모름으로 대답한 24%의 자녀 중에도 앞서 본 이유와 같

이 상당수가 미등록 체류일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법상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서는 미등록 기간에 따라 벌금이나 강

제추방 명령이 내려지는데, 미성년자인 한·베 자녀가 지금까지 강제 추방된

경우가 확인된 바 없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

을 것으로 보이지만 벌금 징수에 대한 사례는 매우 빈번한 것으로 추정된

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했어요. 6~7년 여권 없이 살다가 군청에서 발각됐거든요. 군

청에서 조사한 결과로 우리아이가 불법체류 했다고 여권이나 신원 증빙서류 없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세상에 그 말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강제 추방되면 아빠가 

혼자 살면 몰라도 이제 새엄마랑 동생 둘이나 생겼는데 한국 가서 어떻게 살라고. 어

떻게 해야 할지 당황해서 일단 한국으로 전화했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큰 언니가 아

는 사람들이 있어서. 면 인민위원회에서도 허가 없이 살아서 벌금 내야한다고 협박해

요. 벌금이 대략 3백만 동에서 5백만 동 정도 돼요. 그 당시 내가 벌금을 내야 한다

면 차라리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면에서는 

그랬고 군에 올라가도 벌금 물겠다고 하니 담당자에게 애원했어요. 법을 모르는데 면

사무소에 **이 여권 분실됐다고 신고까지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면사무소에서 

몇 년간 아무 말도 없었으니 문제없는 줄 알고 살았다고 했죠. 사실 그때 벌금 낼 수 

있는 돈도 없었으니까요. 어려운 것이 그거랑 아이의 서류문제에요. 올해 서류기간이 



- 125 -

아직 있으니 괜찮은데 나중에 여권이 만료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걱

정이에요. 아이의 아빠와 연락은 또 될는지. 그리고 아이가 크면 내가 아이랑 평생 

같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날이 오면 아이의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정

말 모르겠어요. 여권 만들 때 꼭 아버지의 동의를 구해야 해요. 엄마가 아이만 (친정

에) 맡기고 집을 나갔거나 한국에 다시 가버렸다면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엄마가 여기 같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쌍하지. 한국도 우리나

라처럼 조금 열린 제도로 해주면 사람들이 기뻐할 텐데. 만약에 한국생활이 행복했으

면 바보같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너무 까다롭게 하니. 아빠(의 

의견)가 꼭 있어야 한다고. 베트남이라면 외할머니도 쉽게 해주는데 베트남이 생각보

다 더 쉬워요.(사례 8)

이처럼 자녀의 여권과 비자가 만료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

의 여권과 비자를 연장하거나 새로 발급받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

았다. 먼저 자녀의 체류 상태가 미등록 상태라고 대답한 48명 중 그 이유를

응답한 여성이 29명(51.18%)에 그쳤기 때문에 응답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표 6.9>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귀환여성 본인

이 원하지 않아서’라는 이

유와 ‘비용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똑같이 37.93%로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했

고, ‘한국인 전 남편과의

연락두절 상태’와 ‘방법이

나 절차를 몰라서’라는 이

유가 24.14%인 같은 비율

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자녀 여권발급 시 동의서명권자인 ‘한국인 부가 자녀의 여권발급에

동의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도 13.79%를 차지해 다문화가족 해체 상황에서

야기되고 있는 한국인 부와의 친권·양육권 갈등의 소지 역시 보여주고 있

다. 또 이 외에 현실적인 문제로 여성이 일을 해야 해서 절차를 밟을 시간

<표 6.9> 한국국적 자녀의 여권, 비자 만료

사유(복수응답)

단위: (명), %

(N) (29)

방법 또는 절차를 몰라서 24.14

돈이 없어서 37.93

친권자인 부와 연락 두절 24.14

한국 아버지가 여권발급 동의하지 않아서 13.79

귀환여성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37.93

취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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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는 이유도 13.79%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합법적 체류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먼 거리에 위치한 한국 공기관(호치민 한국 총영사관)을 방

문하거나 베트남 현지 공기관(외무부, 출입국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인 아버지의 비협조와 관련한 어려움은 주로 여권 신규발급 시

나타나고 있고,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절차상의 어려움은 비자와 여권 신청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베트남 비자에 관한 절차와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베트남의 외국

인 출입국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한·베 자녀가 한국 여권으로 베트남에 입국

할 시, 친모나 외가가 보증할 경우 TT나 VR사증을 발급 받거나 사증면제

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방문 사증(TT)은 베트남 국민의 외국 국적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발급하는 사증으로서 사증유효기간은 12개월 미만이고 외

국인의 베트남 국적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만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제기간은 5년 미만으로 1회 입국 시 최대 체류기간은 180일이다. 이에 귀

환여성의 자녀도 대부분 이 체류조건을 기준으로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최

초 신청 시와 동일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비자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사증

면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 체류를 규정하고 있어서 친척방문

사증(VR)과 같이 6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버거운 절차를 반복

하여야 한다. 귀환여성들도 자녀가 사증면제신청 대상자라는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표<6.9>에서 봤듯이 사실상 사증면제를 받

고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면접 참여 여성들은 사증면제 규정이 매우

생소하고 자녀 사증신청 및 연장 시 관할 출입국 간부들로부터 이 정보를

안내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즉, 관할 출입국 관계자들조차도 이

정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안내를 해줄 만큼 한·베 자녀의

사증면제 신청이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베 자녀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임시거주증과 상주증의 발급대상이

되는데 임시 거주증은 TT비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유효하고 상주증 발급

은 10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상주증을 발급받으려면 베트남에서 이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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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해당 외국 공관이 상주증 발급 지원요청공문을 제출

하는 것을 발급 조건으로 하여 구비서류가 매우 까다롭다. 또한 검토기간도

규정상 최소 약 4개월에서 6개월 소요되어31), 현재 임시거주증이나 상주증

을 소지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베 자녀의 체류자격을 신청하거나 또는 연장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며 체류기간이 길수록 수납해야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므로 빈곤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한·베 자녀 가구의 경우, 매우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다. 더구나 비자발급과 연장을 위해 때로는 3개월에 한 번씩 수시

로 관할 기관을 방문해야하는데,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취업 때문에 따

로 시간을 내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기가 힘든 경우, 자녀들이 불법체류자

로 쉽게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거주관련 업무 특성상 복잡한 서

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조부모나 외가친척의 손에 맡겨진 자녀의 경우

체류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더욱 방치되기 쉬운 실정이다. 심층면접 참여한

귀환여성 중에도 베트남 국적아동 3명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단 3명의 사례

만 단기 방문비자를 받았고, 4명은 이미 한국 여권이 만료 된 지 오래다.

베트남 돌아와서는 아이가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이곳저곳 문의를 많이 했지요. 학교 보내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까. 주로 왕래

할 때 쓰는 교통비가 많이 들어요. 갈 때마다 적은 돈이 아이라서. 오토바이로도 가

능한데, 일을 어떡해요? 오래 쉬는 거 허락해주지 않아요. 호치민 내려가서 아이 서

류문제 해결했을 때 총 5일 쉬었어요. 회사 규정 상 한 달 5일 이상 못 쉬워요. 최대

한 4일인데. 아니다 2일이네요. 초과로 쉬는 셈이죠. 왔다갔다 많이 다녔어요. 대사

관 가서 신청하고 서류가 나오면 번역하고 공증 받기까지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힘

이 드는 거죠. 문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처리해야 할 일은 많은데 올라갔다 내려

갔다 해야 하고. 안 그래도 요즘 일이 많이 힘든데.(사례 9)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일단 비자를 만드는데 왔다 갔다 하는 기름 값부터 당장 

없는 상황에서 여권과 비자 연장 비용이 적은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

리고 한번 신청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 다녀야 하거든요. 인민위원회에서 몇 번 저를 

불러서 아이의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베트남에서 쭉 살 

거라고 했더니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벌금 낼 돈도 없는데. 벌금 내지 않는다고 제 

31) 2014년 베트남의 “외국인의 입출국, 경유, 거주법”(47/2014/Q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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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잡아가겠어요?(사례2)

한·베 자녀의 미등록 체류 상태와 관련하여서는 사증 신청을 둘러싼 시

간적, 비용적인 어려움과 절차상의 한계 뿐 아니라 사증 신청 시 반드시 있

어야 할 여권 발급의 문제도 상당히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유효 기간은 성인 일반여권 기간인 10년에 비해 짧기

때문에 5년에 한번 씩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동안 여

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된 경우도 있고, 또 자녀를 한국에 귀환시

키지 않고 베트남에서 영주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자녀의 여권을 처분한

여성도 있다. 심층면접 참여자 자녀 중 베트남 국적 자녀와 단기체류 사증

소지 자녀 6명을 제외하고 4명은 여권이 만료된 지 2년에서 4년이 지났으

며, 상기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엔 사증신청 자체가 되지 않아서 자녀가 저절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버린다. 특히 귀환여성이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인 부의 동의 없이 한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

법 자체가 없다. 때문에, 현재 정상 체류 중인 사례 중에도 과거 5-6년간

여권 분실로 미등록 상태에 있다가 장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남편의 협조

를 받아 아이의 새 여권을 만든 경우도 있었다.

국외에 거주하는 자의 여권발급 신청은 주재 한국공관을 통해서도 가능

한데, 한국 외교부 여권 발급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 여권발급의 경우 구

비서류 중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부 또는 모)나 후견인을 일컫는데, 여기서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

우에는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구비하여야 혼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하여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친권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날인해야만 한다.32)

32) 한국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내용 참고(http://www.passport.go.kr/issue/general.php,

2016.12.2. 게시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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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환여성이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본인 앞으로

가져오면 법정대리인 관련 문제가 없지만 친권자가 한국인 부로 지정되었

거나 공동친권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부의 동의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33) 가족이 해체된 이후 여러 가지 사유로 한국인 부와 연락이 두

절되었거나, 또는 연락되더라도 부가 고의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자녀의

반환을 조건으로 내세워 부모간의 합의에 도달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여권

발급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잘 모르겠는데 딸의 거주서류를 수월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아이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연락되는 아이들이라면 그나마 괜찮은

데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총영사관에 가도 아빠가 있어야 

해결해준다고. 총영사관 가서 그런 장면을 목격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데 대사관에서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요. 뭐가 필요한

지 안내해주지 않고 아빠 있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해요. 제일 좋은 것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인데 안 되면 아이의 여권, 비자 문제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으

면 좋겠어요. 한 두 명이 아니고 여러 아이의 문제일 텐데... (중략)... 저도 직접 경

험했지만 아이 여권 만들러 기관에 가서 보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적지 않더라고요. 

아이의 여권을 신청하려고 아이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찾아갔는데 기관에서 안 된

다고만 해요. 아이의 아버지가 와야 한다면서. 그 경우만이 아니에요. 많았어요. 귀환

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만 데려다 놓고 다시 간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은 정말 (절차) 모르죠. 저도 아이랑 왔는데 사이공에 아는 관계가 있고 한국말도 좀 

되니까 알아볼 수 있지만 그냥 잠깐 돌아왔다 간 사람이나 여기서 아예 베트남 남자

와 재혼해서 새 삶을 살고 있으면 정말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 아이들의 상황은 말

도 못하죠.(사례8)

그때 베트남에 있는 우리언니가 아이의 여권이 만료되었다고 학교 들어갈 때도 서류

가 필요하니까 연장하러 가야 한다고. 내 친언니가 신청하러 대신 가주었는데 (대사

관에서) 엄마가 베트남에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

고요. 총영사관까지 갔는데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그만하고 들

어갈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총영사관에서 아빠의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가능하다고 안

내해서 내가 들어가도 해결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한국에 남기로 했지요. 그때부터 

비자 없이 산거에요. 남편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으로 다시 보내라고 강

33)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

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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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기만 해요.(사례4)

베트남 주재 공관에서는 질병 치료 등 긴급히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여권발급을 검토하고 있고, 발급이

된다 하더라도 정규여권이 아닌 유효기간이 단기인 여행증명서일 가능성이

높다.

여하튼 아동인권 관점에서 볼 때 그게 한국 내이든 베트남 내이든 아동

의 안정적인 체류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국 내에서 이혼,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 일방에 의한 아동

탈취의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될 만큼 다문화 가족 해체 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문제는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되기 쉽다. 그리고 이 갈등은 불

행하게도 아동의 안정적인 체류를 어렵게 하는 ‘여권 발급 부동의 의사’로

첨예화되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동에게 전가된다. 부부갈등의 이유

야 어떻든지 간에 아동의 안정적인 체류문제는 부모중심에서 벗어나서 사

고를 해야 하지만,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자녀의 여권발급은 그 분란의 볼

모가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여권 발급 동의를 포함한 부모의 공동친권 행사에 관하여는 한국 민법

제 920조의 2항에 따르면,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에 대해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

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표현대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타방 친권자가 반대한 경우, 타방 친권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타방 친권자가 법률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을 포함한 것으로

서, 일방의 부 또는 모가 공동명의를 표명한 경우에 적용34)된다. 또한 친권

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

912조 제1항). 때문에 한·베 자녀의 합법적인 체류권 역시 자녀의 복리 범

34) 사동천, 2013, ‘친권행사에 있어서의 공동대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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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친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한·베 자녀의 합법적인 체류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이는 공동친권

행사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따라서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의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국인 부의 전향적인 협조와 귀환여성인 모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양국

의 관련 기관도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리실현을 우선시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정규교육으로부터의 소외

가. 취학 현황

베트남 거주 한국국적 자녀는 체류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보육에 있어서

도 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먼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베 자녀의 교육현황을 보면, <표 6.10>에서 보듯이 전체

자녀 중 초등학교 이상 취학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보육 시설에 입소

한 자녀가 약 75.22%로 조사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2.66%, 그리고 현

재는 다니고 있으나 과거에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했던 경험을

<표 6.10>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 출생순서별 취학(보육)현황

단위: (명), %

동반 입국 자녀 ‘외가 자녀’

첫째 둘째 전체

(N) (101) (12) (113) (25)

① 학교(보육원)다니고 있다 78.22 50.00 75.22 60.00

② 과거에 못 다닌 경험 있다 9.90 16.67 10.62 0.00

③ 다니지 않고 있다 2.97 0.00 2.66 16.00

무응답 8.91 33.33 11.50 24.0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①+② 88.12 66.67 85.84 60.00

②+③ 12.87 16.67 1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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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자녀가 약 10.62%로 나타났다. 즉, 현재 약 85.84%의 자녀들은

그나마도 지역 시설에서 교육(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에 못 다닌 경험을 갖고 있는 자녀가 약 10.62%, 현재도 교육의 혜택

을 못 받고 있는 자녀가 2.66%로 조사된 것을 보면, 물론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베트남 현지 교육(보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한·베

자녀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6.11>와 같이 자녀의 연령별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취학연령 자녀가

정상 취학하고 있는 경우는 96.5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자녀가 12.28%나 되는

것을 볼 때,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자녀들이 현지의 교육 혜택을 받

는데 있어 취약한 상황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미취학 연령 자녀의 경우에

도 가족이 희망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지 않

은 자녀가 12.12%에 달했으며, 연령이 미확인된 자녀 중에도 학교교육이나

보육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21.74%나 되었다.

<표 6.11> 귀환여성 자녀의 연령별 교육(보육) 현황

단위: (명), %
(N) ① ② ③ 무응답 계 ①+② ②+③

전체 (113) 75.22 10.62 2.66 11.50 100.00 85.84 13.27

한국국적 (92) 73.91 13.04 2.17 10.87 100.00 86.96 15.22

취학

연령

전체 (57) 85.72 8.77 1.75 1.75 100.00 96.49 10.53

한국 국적 (47) 85.42 12.20 0.00 2.08 100.00 97.62 12.20

미

취학

연령

전체 (33) 57.58 6.06 3.03 33.33 100.00 63.64 9.09

한국국적 (25) 54.17 8.33 4.17 33.33 100.00 62.50 12.50

연령

미

확인

전체 (23) 73.91 17.39 4.35 4.35 100.00 91.30 21.74

한국국적 (20) 70.00 20.00 5.00 5.00 100.00 90.00 25.00

①: 정상 취학(보육), ②: 과거 못 다닌 경험 있다, ③: 현재 미취학(미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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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원인으로는 73.33%가 학교

입학 시 구비서류로 되어 있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또는 “외가 호적에 기재되어있지 않아서”라고 대답했고, 그 외의 기타 사유

로는 ‘자녀가 베트남어를 구사하지 못해서’, ‘학교 보낼 돈이 없어서’, ‘자녀

가 아파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한국 국적인 ‘외가 자녀’의 경우에도, 전체 25명 중 현재 교육을 받고 있

지 못한 아이가 전체 16%에 해당하는 4명(3명 초등학교 취학연령, 1명 연

령 미확인)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2명은 ‘질병 있어서’, 2명은 ‘출생증명

서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나. 출생증명이 어려운 아이들

베트남에서 국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려면 입학신청서(양식), 출생증명서

사본, 호구부 복사본(원본 대조필)35) 또는 군급, 면급 공안이 발급한 거주사

실확인증을 제출해야한다. 중학교 입학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입학심사

참여 신청서, 초등학교 성적표 원본(초등과정 완수 확인서 포함), 출생증명

서, 호구부 복사본(원본 대조필)36)을 필요로 한다.

베트남 정규교육 과정의 경우, 현지 규정상 그동안 베트남 국적자만 입학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류상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한·베 자

녀가 국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내 법체계 수준에서 정확히 명

시된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 때문에 이를 실무행정차원에서 처리해야하는

지방 하급 기관 관계자들로서는 마땅한 상위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아

동의 특수성을 이해하더라도 난감함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지방 교

육청 별로, 심지어는 각 학교별로 이를 처리하는 방식도 제각각 다를 수밖

에 없다.

35) 베트남 국·공립학교 입학은 주소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학생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구부 사본 제출을 요청한다. 특히 학교 입시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오
지, 농촌 지역에 대한 가산점 부과여부 판단을 위해 호구부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36) 껀터시 교육청 2017년도 각급 학교 학생 모집 관련 안내(674/SGDĐT-KTKĐCLG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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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국의 출생등록시스템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스러움도 큰 몫을 차

지한다. 한국에서는 기본증명서가 아동의 출생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이지

만, 베트남 학교에서는 이 기본증명서의 번역본을 출생증명서와 동일한 것

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오직 베트남 당국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만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하급 교육기관에서 한국의 기본증명서가 공적인 출

생증명서라는 이해가 부족하고, 설사 이를 이해하고 있더라도 베트남법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로서 등록하는 출생증명서의 참고 서류

정도로만 인정된다. 그마저도 자녀의 한국여권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기본증

명서만을 가지고 출생등록을 할 수도 없다.

외국국적 자녀 출생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업무지침이 지역마다 달라서 사실 우

리도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요. 껀터시의 경우에는 한국 여권 등 서류

를 구비하여 신청한 자에 한해서 여권 상 국적을 그대로 기재해서 발급하고 있는데 

허우장성의 경우에는 사법청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의 안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상담사례 중엔 발급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거부당했

다는 사람도 있고요. 명확한 공통 지침이 없으니 우리도 혼란스러운데 한·베 자녀들

의 보호자는 어떻겠어요? 껀터시나 허우장성은 그래도 물어보면 이해하고 대답이라

도 해주는데, 각 성마다 또 심지어는 공무원마다 달리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관련 기관에 찾아가서 직접 문의해보고 대처하라고 안내해줄 수밖에 

없어요.(코쿤 껀터사무소 상담사)

최근에 외국에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자녀 관련 각종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비교적 많은 수의 다문화 자녀가 거주하는 껀터와 허우장 지

역 정부는 지역 내 국공립 각 급 학교로 베트남 출생증명서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다문화 자녀의 입학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나름 아동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지방정부의 고육책으로 보이지만, 베트남

전 지역에 적용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껀터시나 허우장성이 아닌, 귀환여

성이 비교적 적은 지역 또는 귀환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편, 한국 국적의 자녀들이 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국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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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설립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베 자녀의 교육 소외문제가 저절로

해소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우선 국제학교는 교

육비가 비싸고 교육 수요에 맞춰 비교적 대도시 위주로 설립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 이 이슈가 커져서 국제학교가 껀터시에 설립된다면 당장 경제적

으로 윤택한 한·베 자녀의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겠으나, 대다수가 가난

한 인근 지역의 한국 국적 자녀들은 그 국제학교의 존재자체 때문에 현지

공교육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방치될 개연성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고

려해야한다. 그나마도 현재 베트남 남부의 경우, 대도시인 호치민시 이외에

는 한국 국제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역 현지의 교육 현실과 한·베 자녀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비교적 최근에야 비로소 지방 정부가 전향적으로

한·베 자녀들의 현지 공교육 참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 국적 자녀들이 베트남 국적의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

며 성장할 수 있는 현지 공교육 혜택을 마다하고 굳이 외국 국적 아동들만

모여 특별히 다르게 교육받아야 하는지 교육비용을 떠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다른 성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사실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

서는 베트남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한·베 자녀가 많은 허우장이

나 껀터 같은 지역의 아이보다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귀환여성 중 한 

사례는 베트남 출생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 입학이 거부되기도 했어요. 호치민

시에 국제학교가 많아 국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것이 거부이유였다고 하더라고

요.(코쿤 껀터사무소 상담사)

이렇듯 출생증명서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자녀들의 현지 교육혜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한·베 자녀들의 베트남 내에서의 출생신고

현황은 어떨까? <표 6.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생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는 53.98%,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42.48%,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3.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녀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

국 국적 자녀들은 베트남 내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46.24%, 아

직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50.54%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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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국적을 가진 한·베 ‘외가 자녀’

의 베트남 출생신고 여부는 신고한 쪽과 신고하지 않은 쪽이 동일하게

40.91%로 나타났다.

베트남 내에서 한국 국적 자녀들의 출생신고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첫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국 국적자인 한국 국적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지방마다 취하는 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껀터시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거의 발급이 가능하지만 허우장성의 경우

현재 발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과 베트남인 사

이에서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등록업무가 각 성 사법청에서 지역 군·구

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초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조

직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혼란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대다수의 귀환여성들이 자녀의 서류를 챙기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 기관에서 아동 탈취 또는 인신매매가 아님을 확

인할 수 없어 출생증명서 발급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때로는 아

이의 한국 서류를 얻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이 과

정에서 중간 행정브로커로부터 큰 돈을 떼이는 수모를 당하기도 한다. 한국

에서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고작 일 이천 원이면 되지만, 그 절차를 잘

모르는 귀환여성들에겐 한국에서 서류를 떼 줬다는 것만도 큰 도움을 받았

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비용이 여성들에게는 몇 달치 생계비인데도

말이다.

<표 6.12>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의 베트남 출생신고 현황

단위: (명), %
신고현황 동반 귀환 자녀 한국국적 자녀 ‘외가 자녀’

(N) (113) (93) (22)

신고 53.98 46.24 40.91

미신고 42.48 50.54 40.91

무응답 3.54 3.23 18.18

계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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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베트남 사람.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이혼서류를 어

디서 떼야 하는지 몰라서 의뢰했어요. 이혼서류인데 50만원 주고 뗀 거예요. 그분이 

한국말 잘 한다고. 그분이 서류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

을 잘 하니까 도와줄 수 있었어요.(사례4)

한편, 다문화 아동

관련 출생증명서 발급

지침이 내려지기 전,

과거에는 외국국적 아

동의 출생신고가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자

녀의 베트남 출생증명

서를 발급받기 위해 편

법 행위를 하는 등 일

부 부정적인 행위도 발견되었다. 한국 서류가 없는 경우 더더욱 방법이 없

기 때문에 이는 당시 상황에서 현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

을지도 모른다. <표 6.13>에서 보듯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64명 중

59.38%가 가족이 스스로 했다고 대답했고, 34.38%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절

차를 밟았다고 응답했으며, 돈을 지불하여 해결했다는 응답도 6.25%로 나

타났다. 돈을 지불해서 해결한 경우 각각 베트남 돈으로 3백만 동, 5백만

동, 1천만 동 그리고 1천 8백만 동을 지불하여 평균 한 사례 당 약 900만

동(한화 약 45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한·베 자녀

를 가족이나 친척의 자녀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껀터시의 경우

허위신고로 발각된 건수만 총 12건으로 이 때 발급된 출생증명서 12부는

모두 취소 처리됐다고 한다37). 코쿤 껀터사무소 상담사에 의하면, 일부 내

담자의 경우 한·베 자녀에 대한 출생증명서 허위신고로 벌금까지 낸 사례

37) “국제결혼의 폐단 해결 난무”,<호치민시 여성연맹 산하 여성지 칼럼>, 2015.11.20.

http://m.phunuonline.com.vn/tam-su/hon-nhan/vat-va-go-he-luy-hon-nhan-da-van-ho

a-64603/ 검색일 2016.10.5

<표 6.13> 출생증명서 발급 과정상의

행정 브로커의 개입여부

단위: 명, (%)
N(%)

스스로 해결했다 38(59.38)

지인에게 부탁해서 해결했다 22(34.38)

돈을 지불해서 해결했다 4(6.25)

계 64(100.00)

평균 지불금액(만동)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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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음을 확인해주었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베

트남 내에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체류시키기 위한 귀환여성들의 처절한 고

육지책이었음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아이(한·베 자녀)는 이북오빠의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나 결혼 깨지고 아이 데리

고 온 걸 보고 우리 엄마가 사람을 시켜서 출생 신고를 하셨어요. 인민위원회에서 일

하는 사람들에게 의뢰했어요. 그때 제가 아직 한국에 있어서 돈이 좀 있었거든요. 한 

7백만 동(35만원) 줬어요. 한국에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많이 요구한 것 같았어요.

(사례 3)

절차를 모르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일이 해결되면 (브로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

요. 어떤 가족은 돈이 있어도 해결해줄 사람을 못 찾아서 이상한 사람에게 돈만 날린 

경우도 있어요. (아이 출생증명서 뗄 때) 그 당시 뭘 해도 힘든 시기였어요. 돈을 줘

야 해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담당자가 직접 집

에 방문해서 서류 절차를 안내해줘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빠 엄마

의 여권이 다 필요했고 복잡해요. 다행히 아는 사람이 브로커들을 소개시켜줘서 그 

덕에 안내받고 해결했어요. (어디에 있는 브로커에요?) 베트남 사람.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에요. 서류 절차를 안내해줬죠. 4~5백만동 들었어요. 많이 줬죠. 지금은 

문제 없으면 그냥 해주지 않아요? 브로커들은 위험해요. 돈은 돈대로 내고 서류진행

은 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은 1~ 2십만 동 적게 받은 것도 아니고 몇 백만 동씩이나 

받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류 발급)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공무원

들도 아무도 못한다고 했고요. 외국인과 연관이 있는 일이라면 머리 아프다고 해요. 

오토바이 택시로 정신 나가도록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 기관 저기관 안 가본 데가 

없었고 갖고 있는 서류가 모두 베트남 법상 맞지 않은 서류라서 어려운 게 한 두 가

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이의 여권사본 한 장을 어떻게 찾게 되어서 할 수 

있었어요.(사례 8).

다. 호적이 없는 아이들

이렇게 어렵게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어도 국적 란에 한국 국적으로 기재되면 결국

호구부에 자녀의 이름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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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보내온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번역공증해서 그걸 갖고 학교 입학을 시켜보

려고 갔더니 처음엔 베트남 출생증명서 없이 한국 출생증명서 번역본으로는 입학이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민위원회에서 일단 초등학교 입학은 괜찮다고 했

다, 물론 중학교 들어갈 때는 출생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베트남 사람만이 다닐 

수 있다, 그때도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학교 못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선생

님이 아이를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출생증명서를 빨리 만들어오라고. 그 말 

듣고 나도 빨리 만들고 싶죠. 그런데 우리언니(귀환여성)는 조카 출생증명서 다 만들

어 놓고 호적에 올리려고 하는데 군청에서 해주지 못한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어기고 감옥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호적에 등록해주면 그 아이는 베트남 사

람이 된다고 그래서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언니가 얘기한 걸 듣고 생각해보니 돈 

들여서 출생증명서 만든 게 다 쓸데없는 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직 포기했

어요. 만드는 거.(사례 1).

한국 국적 한·베 자녀의 경우, 베트남에서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베트남

국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자녀는

이미 외국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외국 국적자로 그 나라의 여권으로

베트남에 입국했기 때문에 베트남 국적 취득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베트남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한다 하더라

도 출생증명서상 국적은 외국국적으로 기재된다. 따라서 위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한국 국적 자녀의 경우도 출생신고를 통해 받은 출생

증명서는 외국인(한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도에 불과하고, 출

생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모 또는 외조무보 호적(호구부)에 등재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호구부(Hộ khẩu, 호적부)는 중국에서 온 ‘hu kou’시스템인데 베트남에서

1950년대부터 적용되어 왔다. 정부는 1986년 개혁개방 이전에 호구부 관리

를 통해 인민의 사회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과 사회복

지를 배분하였다. 이 시기 인민들 특히 도시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모든 생

활필수품을 배급받았기 때문에 호구부를 통해 가족단위 또는 개인이 식량,

생필품 그리고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호구부는 인민을 식별할 뿐 아니라 시민의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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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복지혜택 등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1986년 시장을 개방한

이후에 호구부는 여전히 이주,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이주민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며, 호구부의 소지는 주택소유 및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다. 호구부는 사실상 여

전히 베트남 국민의 삶에 다방면으로 중요한 서류로 인정되고 있다. 가족마

다 가족구성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직업, 그리고 호주와의 관

계 등의 사실이 적시된 호구부가 발행된다. 원칙적으로 한 국민은 호구부 1

개 이상 이름을 등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호구부는 (상주)주소지

와 직결되어 있는데, 베트남인이라면 주택과 토지 매입, 결혼, 취업, 교육,

은행대출, 자녀 출생신고, 면허증 시험, 외국으로의 출국, 집전화기 설치 등

모든 일에 호구부가 필요하다(Le, Nguyen, 2011:150-153). 따라서 호적등재

는 간접적으로 베트남인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즉, 호적등재를 제한하는 것

은 한·베 자녀의 베트남 국적인정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베트남 호적미등재 자녀들은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

에 없다. 베트남 초등의무교육을 규정하는 시행령 22/ 2005/

TTLT-BLĐTBXh-BTC-BgDĐT호에는 저소득층 학생, 불우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교과서, 학용품 등)에 대한 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

조건으로 해당학생은 반드시 해당지역 호적에 올라있어야 한다. 때문에 호

구부에 기재되지 못한 이주자의 자녀나 외국국적 자녀는 정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국적 자녀가 빈곤가정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

각지대에 존재한다.

현재 베트남법상 국적 및 호적 기재 관리는 법무부의 관할이나, 국민의

거주를 관리하는 장치인 호구부를 관할하는 기관은 내부부와 공안부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입장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공안부는 외국인을 호

구부에 기재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사법청에서는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 대부분이 초등학생의 연령에



- 141 -

있기 때문에 이미 호구부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호구부 제출까지는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으나, 중학교 입학 시기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추후 정부의 지침이 필요하다. 물론 그 사이에 적절한

지원 제도도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한·베 자녀의 베트남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사법청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

면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고 있고, 한·베 아동을 포

함한 다문화 아동의 수가 적어서 소수집단의 권리를 위한 법 개정에는 상

당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법에서 베트남 국적을 취득

하려면 베트남에 5년 이상 거주 신고한 성인(18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소

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38) 또한 미성년자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양

육권 및 친권 관련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 국가 간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쉽사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한편 한·베자녀의 베트남 국적

을 위한 예규를 둘 수 없는 이유로 한·베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베트남 국

적을 부여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 전망에 관해 향후 2-3년 사이에 다문화 아동문제와 캄보디아

귀환동포문제39)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

적관련 총괄부처인 법무부에서는 다문화 자녀의 문제가 사회정책적 문제임

을 감안할 때 특수한 기제가 필요하며, 법의 개정보다 지원제도 마련이 더

적합하다면서 해당부처에서 다문화자녀관련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준비 중

38) 베트남 2008년 국적법 제19조 1항, 3항
39) 빠르면 식민지시대부터 늦으면 1970년대 말 캄보디아로 이주해 지금까지 생활해온 캄보

디아 거주 베트남인들은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2012년부터 배로 서서히 이동해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지역인 떠이닝(Tay Ninh)성 Dau Tieng호수 인근으로 귀환하여 마을을

만들어 생계를 잇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오랜 캄보디아 생활로 대부분 매우 빈곤한 사

람들이며, 베트남 신분증 등 관련 서류가 전혀 없어 무국적자들이다. 삶을 유지하기 위

한 기초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아이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찍부

터 생업에 뛰어든다. 캄보디아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는 톤레사프 호수 주변경관 정

비 프로젝트로 인해 이 호수 주변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상마을을 형성한

베트남인 약 1,000여 가구를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야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귀국할 캄

보디아 동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중앙과 지방정부는 그들의 합법적

인 거주 및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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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v News. 2016.4.28.)에 있는 것으로 밝혔고, 동 프로그램이 추진되면 한·

베 자녀를 비롯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적 및 등재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

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물어봤더니 지금은 국적 취득할 수 없고 18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거주하

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18세이면 한국국적으로 한국으로 가겠

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베트남으로 귀환해

서 베트남 국적을 취득시켜주고 싶었어요. 그게 여러모로 이로우니까. 어린 아이가 

보험도 없고 우리 집 호구부에 아이의 이름을 올려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거

기(사법청)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사례 8)

라. 오직 청강생으로 교육받는 아이들

한편, 여타 베트남 현지 아동처럼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여도 교육권 소외

에 대한 한-베 자녀의 불안감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생증명 관련 서류가 전혀 없거나 한국서류(기본증명서) 번역본으로 대체

하는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전 교육과정을 기록하는 학생기록부(Học bạ)를

정식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모니터링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학생기록부란 학생의 각 학년 성적과 학업에 임하는 태도, 품행, 성

장 과정 등을 기록하는 자료인데 다음 교육과정으로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교서류이다. 이 자료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졸업한 후 가정으

로 보내져 중학교 진학 제출구비 서류로 사용된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

한 후에야 해당 서류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환여성, 특히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자녀가 공식 기록되지 않은 ‘청강생’으로 학교에

다녔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작성

되지 않는 것과 함께 일부 자녀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수여받지 못해서 중학

교 진학 시 똑같이 미 기록 학생으로 남게 되는 위기에 놓여진다.

중학교 입학의 경우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으로

만 뽑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하급학교 내신 제출이 가장 중요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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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데, 한·베 자녀를 비롯하여 출생 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그런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외국국적 다문화 가정 자녀

가 베트남 아동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으려면 베트남 기관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와 함께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 요소를 포함된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청은 외국기관에 의해 발급된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의 베트남어 번역본 제출도 다문화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임

시방편이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식적이고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라고 밝혔다.40)

자녀의 체류에 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 관할 기관에서 계속 다른 입장

을 보여주고 있어 귀환여성과 그 가족들은 자녀 교육과 자녀 미래의 불확

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

출생증명서가 있지만 그걸로 초등학교만 다닐 수 있어요. 중학교 올라가려면 호구부

를 필히 제출해야 하는 거라서 호적장부에 이름을 올려야 학교에 다닐 수 있거든요. 

딸을 한국으로 시집보낸 이모가 얘기하시기에 우리 집 호구부에 아이를 기재하여야 

중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중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네요. 왜

냐하면 중학교 입학 때 호구부가 필요해서라고. 티비 보니까 나 같은 상황에 놓인 엄

마들 많더라고요. 아이는 학교 다니는데 공부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못 들어간다니까 울면서 외할머니에게 자기를 학교 보내달라고. 면사무소에 물어봤더

니 아이는 베트남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잠깐 있다 나중

에 (한국) 갈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온 이상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은데 

출생신고만 하고 다른 사항은 몇 년 뒤에 결정하자고 하니 막막하기만 해요. (호구부 

등록) 계속 안 된다고만 해요. 베트남에서 정식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하는 동안 일단 이렇게 (학교) 보내라는 말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들은 온지 몇 년 

됐잖아요. 일단 이대로 있으라고. 정식적으로 확인되면 호적장부에 기재할 수 있고. 

40) “국제결혼 2~3번 반복해도 가난은 여전”. < 베트남 중앙 교육촉진회 전자신문>.

2014.12.30.http://dantri.com.vn/su-kien/nhieu-phu-nu-lay-chong-ngoai-2-3-lan-van-ng

heo-kho-1420515193.htm 검색일: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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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그렇지만 그래도 걱정돼요. 우리아들처럼 출생증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초

등학교)까지만 할 수 있지 중학교 못 올라간대요. 우리아들도 중학교 못 들어갈 까봐 

불안해요.(사례 4)

지금은 아이의 비자 연장과 출생증명서 만드는 것이 가장 급해요. 아이가 할아버지와 

시골에 있었을 때는 마을학교 교장님과 아는 사이라 서류 없어도 공부할 수 있었는

데 달랑 여권 한 장 가지고 여기로 왔을 때 받아줄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서류

도 없는데다가 베트남 사람도 아니라서. 학교들은 겁이 나지. 왜냐하면 눈을 딱 감고 

몇 명 받아줬다가 교육부 감사가 왔을 때 시말서를 쓴 경험이 있어서 처음엔 안 받

는다고 했어요. 내 사정을 다 얘기하고 대사관에 가서 아이의 한국 출생증명서 받고 

오겠다고 약속하니까 그제야 받아줬어요. 아이가 다니는 지금 학교는 공립학교 인데 

사립학교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외국인이니까. 명단에 없다고 들었어요. 글은 똑같

이 배우기는 하는데 다른 아이처럼 쭉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앞

날을 몰라요. 학교에서는 일단 그냥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는 거라면서 초등학교 졸

업과 중학교 입학 가능여부는 모른다고 했어요. 걱정 많이 되죠. 그런데 방법이 없으

니 일단 글이라도 배우게 하는 게 급하니까. 어떻게 할지 물어봐도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닥치면 그때 해결하려고 해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

까.(사례 9)

귀환여성은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사 등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해야 하고, 이는 아픔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입학거부에 대한 불안감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

런 가족의 모습을 본 자녀는 또 한 번 심리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

다. 또래 친구와 같은 언어를 하고 같은 외모를 하고 있어도 왜 그런 대우

를 받아야 하는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을 아이들을 상상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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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문제

1) 베트남 국적 자녀

베트남 국적을 유일하게 가진 한·베 자녀는 주로 귀환여성이 베트남 귀국

후 출산한 자녀이거나, 또는 이혼이나 별거 과정 중에 출산한 자녀다. 이는

즉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이나 불화로 자녀 임신 중에 별거 또는 이혼 후

한국에서 출산한 다음 베트남으로 보내거나 베트남으로 귀국하여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사례 5와 사례 7은 각각 임신 4개월, 7개월인 상태에서

협의 이혼한 후 베트남으로 귀국하여 자녀를 출산하였다. 그 후 베트남에서

자녀를 한 부모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설문결과를 통해 파악된 베트남

국적 자녀 18명도 대부분 위 두 사례와 같은 경우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2

명만 한국에서 출생한 직후 베트남으로 보내진 경우였다. 사례 10의 경우

한국에 이주하지 않았고 베트남에서 혼인신고하고 함께 살다가 자녀 출산

전에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해버렸고 자녀를 출산한 지 약 2년 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자녀의 출생에 대해서 남편이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귀환여성의 베트남 국적 자녀는 한국국적 자녀가 외국인으로서 겪고 있

는 체류문제나 베트남의 각종 교육 건강 돌봄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어려움

등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한 부모 자녀로서의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인 빈

곤 문제는 여타 자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출생증명서에는 엄마 이름만 올라간다. 아이를 돌봐야 키워야 하는데 돈 버는 

게 얼마 없고 그래서 아는 삼촌의 소개를 듣고 코쿤 찾아갔다. 일단 아이아빠가 죽었

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아버지가 어려운 아들에게 혹시 보내줄 게 있나 아니

면 아이를 한국으로 언제 데려가나 묻기 위해 연락하려고 했었다. 그때 아이를 돌볼 

능력이 안 되어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사시고 형제들도 부모님만 도와드리지 다들 

가정 있어서( 나를 안 도와준다). 지금 부모님집에 얹혀 사는 것이다. 내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갈 나이니까 보내고 싶은데. 아이 보육

비 낼 한 푼도 없었다. 너무 힘드니까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자꾸 권한다. 생각이 없

는 것이 아닌데 엄마밖에 없어서 엄마에 대한 집착이 큰데 내가 가버리면 이 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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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외할머니도 사랑을 주지 않는데 새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지.

(사례 5)

현재 베트남 거주 다문화 자녀의 규모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여전히 공

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2015년 한 해 동안 껀터시 사법

청에서만도 본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아동 약 200명의 출생신고를 완료하였

다(vnexpress.net, 2016.10.5.). 이 수는 베트남·대만과 베트남·한국 자녀를 모

두 포함하고 있지만 최근 대만 결혼이주 감소추세로 봤을 때 한·베 자녀가

대다수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자녀들의 성장과 더불어 향후 친생부 찾기와 한국국적 취득 관련 이

슈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련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불안정한 정서발달

앞서 살펴본 국적취득 현황과 관계없이 한·베 자녀들은 공통으로 안고 있

는 문제들이 있다. 우선, 한·베 자녀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공통된 문

제는 아이들이 초국적 가족해체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정서발달과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물론 대부분의 한·베 자녀들

이 베트남에서 엄마와 외가 친척들의 큰 정서적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지만, 대내외적 요인들에 의한 심리적 충격들에 적절히 개입하지 않는다

면, 이미 한국 내의 많은 한부모 다문화가정 자녀들처럼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들도 그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정서발달과 정체성 혼란을 그대로 재

연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의 이혼과 별거, 또는 사별

을 겪은 자녀들이다. 많은 기존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가족해체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를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통해 해

소해주지 않는 한 자녀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특히 가족 해체를 경험한 자녀 연령에 따라 그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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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기(0∼3세)에는 정

신적 장애의 원인 될 수 있고 가족해체 후 양육자의 충분한 공감과 교감이

없거나 방치되면 심각한 심적 불안정 상태가 될 수 있다. 3∼6세 아이에게

는 자신 때문에 부모들이 헤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하고 자신을 부정하기도 한다. 학령기 자녀에게는 또래관계 위기나

학업부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부모의 이혼, 사별, 별거를 경험하고

베트남으로 입국한 한·베 자녀에게도 상기와 같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심층면접 결과, 부부 갈등 후 귀환여성이 아이 아버

지에 대한 감정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또 어머니

의 그 고통을 자녀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자녀들은 두 가지 양상

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선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이 있더라도 침묵

하거나 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생활한다.

딸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알고 있는 서류상 부

모가 자기 친부모가 아니고 삼촌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몇 번 너 친부가 이 

세상에 없다, 죽었다 말해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

았어요. 가끔 아빠사진을 꺼내 조용히 보기도 하지만 그 사람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

요.(사례 3).

4살 때 왔으면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기억을 못해요. 일

부러 그런 기억을 지웠을지도 모르죠.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빠의 사랑을 받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애착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남편과 나 그리

고 나와 시누이 사이에 있었던 갈등, 불화를 지켜보는 게 어린 아이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 되었어요.(사례 9).

더욱이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폭력과 학대가 발생했다면, 그 영향은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웠던 감정이 그대로 전이되어

복수를 하겠다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보여주는 사례

도 있었다.

여기서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은 모르지만 내가 가끔 얘기해주니까 아빠가 한국 사람

이란 걸 알았어요. 그 (폭력)사건에 대해 우리 엄마에게 얘기해줬더니 엄마가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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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게 얘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큰 것 같아요. 자꾸 

커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엄마 복수해주겠다고 해요. 그래도 아버지인

데 어린 아이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좋지 않아요.(사례7) 

우리 엄마는 연세가 있으셔서 집에 계셔도 손주를 붙잡으실 수 없어요. 제가 있으면 

소리 지르고 혼내기라도 해서 붙잡아주지만. 밤낮 안 가리고 나가요. 제가 출근하게 

되면 (밖에서) 엄청 놀아요. 아빠 닮지 않겠죠? 사실 남편도 사실 밤낮 안 가리고 밖

에서 술 먹고 돌아다녔고요. 하루라도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아이가 그 피를 

물려받았는지 집에 온지 5분도 안되어서 또 사라져요. 정말 밤낮없이 놀아요. (오늘

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리로 데리고 온 거예요.(사례 4) 

한편, 이혼 후 가족의 생계와 자녀의 양육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귀환여

성들은 생계비와 양육비를 벌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하

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자녀의 경우, 모의 정서적 돌봄으로부터도 오랫

동안 소외되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부의 존재뿐 아니라 어머니의 존재도 거

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고향에 사는 사람은 나 밖에 없을 거예요. 다들 아이 두고 또 가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오질 못해요. 돌아오면 영영 다시 입국 못하니까 말도 못하게 

마음이 찢어지겠지만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이 있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못 와

요. 그런 집의 아이들은 어쩌면 생활면에서는 우리 아이보다 나을 수 있죠. 돈이 있

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

었어요. 한국에서 공장 다녔을 때는 그래도 한 달에 아이에게 얼마 정도라도 보내줄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엄마 없이 할머니

와 사는 아이들은 엄마의 송금으로 금전적인 면에서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리

적으로는 복잡하고 마음상처가 많을 거예요. 어떤 아이는 돌아온 엄마를 전혀 못 알

아보고 거부하기도 해요.(사례 8)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소위 ‘혼혈자녀’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즉 한국 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같이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들도 ‘혼혈아’, ‘한부모 자녀’라는 낙인과 차별을 중

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또래와 조금 다른 외모, 다른 식의 이름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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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때로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빠에 대해 알죠. 지금은 알아요. 사람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컸는데 왜 아빠에게 가

지 않느냐고 자꾸 물어요. 그런 말을 들은 딸은 아빠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늘 답했

고요. 아빠에게 갈 거냐고 물으면 엄마와 살겠고 한국에 가면 계모한테 맞아 죽는다

고 대답하더라고요. 딸은 학교친구들이 자기와 안 놀아준다고 해요. 그게 안쓰러웠어

요. 나는 아이들을 매수하려고 설날 때나 크리스마스에 사탕을 사서 딸의 반 친구들

에게 나눠주곤 했어요. 내 딸을 괴롭히지 말고 잘 놀아 달라고. 나도 잘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잘 안 놀아준대요.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다른 친구처럼 즐겁게 지내지 못 

하는 것이 문제에요. 학교생활을 즐겨야 하는데 친구들 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보고 아빠 없는 한국년이

라고 놀린 거예요. 딸을 보고 아빠 없는 애라고 했으니까. 아이가 아예 어렸으면 문

제되지 않는데 이제 조금 컸잖아요. 알 것 다 아는 10살에다가 정말 내성적이고 여

린 애예요. 그날 와서는 밤새 동안 울었어요. 그전에도 몇 번 친구와 몸싸움이 있었

지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까지 울고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리니까 

학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속으로 정말 연락하기 싫었는데 아이가 너무 우니까 아이의 다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연락했어요. 아빠와 통화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다시 

학교 다닌 거예요. 딸은 모든 친구들이 자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런지 자기랑 놀아

준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고백했어요.(사례 8)

위와 같이 삶의 변화와 다양한 정서적 충격으로 생긴 자녀의 불안감 등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육자 또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 가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벅찰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의 이혼이나 급

작스러운 문화적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자녀들의 정서적 충격까지 보살필

여유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부모 다

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시스템을 조속히 베트남 현지에 맞게

프로그래밍화 하여 체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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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필요 영역

귀환여성의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표 6.14>)이 무엇인지 파악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개별 사항 응답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귀환여성의 경제력

향상 지원이 59.62%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에서 안정하게 살기 위한 베트남

국적 인정 지원이 52.88%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다. 25%

의 귀환여성이 자녀의 체류를 위한 절차 개선되기 바라며, 23.08%이 자녀

의 가족해체 상처 치유, 22.12%이 자녀양육에 한국인 부의 적극적인 참여

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만약 개별응답 사항을 가지고 지원영역을 크

게 자녀의 안정적인 체류(국적, 여권비자 절차 개선, 베트남 이름 개명)를

위한 지원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낙인해소, 부모이혼의 부정적 영

향 해소, 이름 개병, 정체성 혼란 해소)으로 분리한다면 전자는 96.15%, 후

자는 70.19%로 나타나 현재귀환여성의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가 가장 중

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녀의 국적별로 봤을 때 베트남에서 외국인인 한국국적 자녀에게 특히

<표 6.14> 귀환여성의 자녀를 위한 필요 지원 사항(국적별, 복수응답)

단위: (명), %
전체 한국 베트남 이중

(N) (104) (83) (18) (3)

베트남 국적 인정 52.88 65.06 5.56 0.00

모의 안정적인 경제력 59.62 55.42 77.78 66.67

여권과 비자절차의 개선 25.00 31.33 0.00 0.00

부의 양육 참여 22.12 20.48 33.33 0.00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 해소 21.15 19.28 16.67 100.00

자녀의 이름을 베트남 식으로 개명 18.27 22.89 0.00 0.00

문화적 정체성 혼란 최소화 7.69 8.43 5.56 0.00

부모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 치유 23.08 18.07 44.44 33.33

무응답 1.92 2.41 0.00 0.00

체류지원 96.15 119.28 5.56 0.00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70.19 68.67 66.67 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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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한 체류 관련 지원이 역시 가장 중요하였다. 특히 65.12%의 경우에서

베트남 국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체류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자녀에게는 자녀 양육을 위한 귀환여성의 경제력 향상 지

원이 77.78%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리고 이중국적 자녀에게는 각종

사회적 차별과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할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4) 한국으로의 ‘역귀환’의 문제

앞 절들에서 동반 입국한 한·베 자녀, 특히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생활

하고 있는 귀환여성들은 각종 사회구조적인 제약 속에서 양육해야 하는 현

실적인 어려움과 부딪히면서 자녀들의 체류 및 교육, 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국(한국가족)으로 다시 자녀를 보낼 생각을 갖게 된다.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에서 그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표 6.15>은 자녀의 한

국 귀환에 대한 귀환여성과 그 가족의 응답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응답하

지 않은 경우 28.85%을 제외하고 자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는 경

우는 23.08%, 그러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48.07%로 나타났다. 즉, 베트남

거주 환경이 이처럼 어려워도 베트남에서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녀의 국적 별로 본다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자녀가 베트남 국적

일 경우에는 귀환을 희망하는 경우가 5.56%로 귀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50% 보다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미 베트남인으로 인정받은 이상, 자녀

가 베트남에서 양육되는데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성장하는 것

이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중국적 자녀를 둔 여성들

은 보내는 것과 보내지 않는 것의 응답비율이 똑같았다. 반면, 체류문제와

각종 사회서비스 배제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국적 자녀들의 양육·보호자

들은 물론 자녀를 베트남에서 양육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38.46%로 역시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베트남 국적 자녀들을 갖고 있는 양육·보호자의

응답비율과 비교해보면 한국으로 보내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26.51%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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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귀환여성들은 많은 사회경제적 제약 속에서도 자녀를 한국

으로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일까? 우선, 자녀가 아직은 미성년 나이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보다 어머니의 직접적인 돌봄 혹은 어머니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의 영원한 단절을 선언한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으로 자녀를

보낼 의향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그것을 생각하게 된 계

기가 현재에서의 어려움보다는 자녀의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에서 태동된

경향이 크다. 응답 결과를 볼 때, 자녀를 당장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국 귀환의 시기를 종종 ‘나중에’, ‘미래에’ 혹은 ‘18세 넘으면’, ‘성인이 된 자

녀의 귀환 결정을 존중’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기술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자녀를 한국으로 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한국으로의 역귀환을 재고할 여지가 크다.

사실 지금 나에게는 이혼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두 딸이 나와 살 수 있

으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18세까지만 내가 키우겠다

고. 그 후에 아버지와 한국에서 또는 나와 베트남에서 살 것인지 아이들의 결정을 따

르겠다고 했어요. 성인이 된 아이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18세까지는 내가 키울 거

예요.(사례 6)

<표 6.15> 귀환여성 자녀의 한국 귀환 희망여부

단위: (명), %

전체 베트남국적 한국국적 이중국적

(N) (104) (18) (83) (3)

희망한다 23.08 5.56 26.51 33.33

희망하지 않다 48.07 50.00 38.46 33.33

무응답 28.85 44.44 25.30 33.33

계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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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을 얻으면 제일 좋은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낫

지요. 아이가 거기, 자기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아이의 이모도 있

고 이모부도 도움 줄 수 있으니까.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

기 가면 미래가 더 밝을 수 있어서. 몇 십 만 명 공부하러 돈 벌러 한국 가는데 한국

인 아이의 국적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예전에 물어봤더니 지금은 국적 취득

할 수 없고 18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거주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런데 18세이면 한국국적으로 한국으로 가겠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사례 8)

조사결과에 의하면 귀환여성과 가족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한국문화 접촉

을 통한 이중 정체성 형성에 대해서 31.73%가 그 필요성을 못 느꼈고 베트

남 생활방식대로 또는 베트남인으로서 양육하는 것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그에 비해 60% 가까이 된 귀환여성 또는 그 가족이 자녀의

한국어 또는 한국문화 접촉에 대해 필요성을 실감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

녀를 직접 양육하는 여성은 자녀에게 이중 정체성을 심어주고 이중 언어인,

이중 문화인이란 다문화 자원이 자녀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언젠가

있을 한국으로의 귀환을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알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다문화 교육 환경이 조성 되지 않

아 모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책을 사서 공부시켰는데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에게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서 그런지 (한국어) 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베

트남어를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어를 더 이상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너무 놀지 말라고 과외를 시켰어요. 책을 꺼내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놀아요. 처음 왔을 때 한국어를 내가 직접 녹음해서 밤마다 들려주곤 했는

데 이제는 아이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커서 두 나라말을 다 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사례 4).

나도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게 우리 어른들 외국어를 배우는 것

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과의 인연을 딱 자르고 싶지 않고 조건이 되면 한국

어를 배우게 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한국말을 알면 돈이라도 벌 수 있으

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에는 코쿤(KOCUN)처럼 무료로 해주는 시설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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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쿤 같이 무료로 가르치는 곳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꼭 보내고 싶어요. 아이가 커서 

자기의 결혼을 당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외국인과 결혼

하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 하나 고생한 걸로 충분해요(사례 1).

베트남 국적만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한국으로 귀환하기 위해 경우에 따

라서는 가족관계등록 또는 별도의 인지청구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를 필요로

한다. 또한 한국국적 한·베 자녀들(이중국적 포함)은 유효 여권만 있어도 출

입국 제한 없이 언제든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 현재 어떤 국적을 갖고

있든 미성년자일 때 베트남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18세를 넘어가면 국적을

선택하거나 취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의 한국 귀환에 대한 대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물론, 베트남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인 부 또는 모를 두고 베

트남에서 5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자녀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 귀환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동반 입국 한·베 자녀

가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

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밖에 남지 않아서 조속한 관련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즉,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한국가족과 한국사회·문화와 단절된 상

태에서 성장한 한·베 자녀가 한국으로 귀환할 시,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더 나아가서 한국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및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작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155 -

제 7장: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베트남으로의

귀환과 재정착 과정에 있어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한-베 국제결혼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 남

부 껀터시와 허우장 지역의 귀환여성 및 한·베자녀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고 자녀와 동반 귀국한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해체와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과정에는 매

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동한다. 국제결혼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

이의 간극, 경제적 갈등, 남편과 시집과의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다양한 형

태의 폭력 등 대체로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사유들의 중첩된 결과가 다문화

가족 해체를 이끌고 있다. 법률적 혼인해소를 통해 가족 해체를 경험한 결

혼이주여성들은 당장 체류자격이 제한되어 귀국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공

식적인 혼인해소 절차조차 밟지 않은 채, 폭력위기 상황을 탈출하거나 자녀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긴급히 귀환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자

녀 귀환여성 중 무려 87.39%가 자녀와 동반 귀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여성들 중 절반 가까이인 47.31%가 결혼생활 중단을 결심하자 법적 체류자

격과 관계없이 ‘곧바로’ 본국으로 귀환하였으며, 미등록체류 후 귀환한 여성

이 22.94%, 귀환 의도는 없었으나 가족 방문차 귀국했다 한국 재입국을 거

부했거나 입국을 제한 당한 경우가 9.32%로 나타났다. 또 남편과의 연락

두절,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결혼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한국 이주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 수도 7.1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한·베 결혼에서 귀환한 여성과 자녀의 생활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상황은 한국으로의 이주 이전과 비교하여 전혀 나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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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거나 오히려 더 피폐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이 전체 28.81%로 매우 높게 나

타났고, 일자리를 찾았더라도 대부분 공장노동자, 소규모 자영업(행상 포함)

등 저임금 직종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출신 고향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빈

곤의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향거주 여성 42.96% 무수입). 귀

환여성의 빈곤의 악순환은 취약한 지역 경제구조와 맞물려 저학력과 기술,

취업경험, 자금 부족 등의 개인적인 역량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귀환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나 지원 프로그램도 마땅히

없는 실정에서 설상가상 귀환과정에서 채무까지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귀환여성들은 출신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국내 대도

시 등의 타지나 외국으로 재이주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데(전체 조사대상

여성 중 47.67%), 이는 자녀 돌봄과 양육 위기라는 또 다른 악순환을 지속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베트남 내에서 법적으로 한·베 국제결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31.9%만이 이혼·사별로 인해

양 국가에서의 법적 혼인해소가 완료되었으며, 그 외 여성들 중 30.1%는

여전히 혼인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20.8%는 한국과 베트남 중 한

국가에서만 혼인해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베트남 본국으로

돌아온 귀환여성 3명 중 2명은 사실상 전 남편과의 별거 상태에 있지만 혼

인해소를 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응답자 중 77.42%나 되는

여성들이 이혼과정상에 실제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여성들이 느끼는 이혼과정상의 어려움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법률정보 부족(41.94%), 높은 이혼처리절차 비용(27.65%), 한국이혼관련서

류 수령의 어려움(22.58%)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내

에서 혼인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혼이나 그 자녀의 법적 지

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삶을 찾고자 하는 여성들은 필사적으로

혼인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에 상당수의 귀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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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실제 국제결혼중개업자(체)의 피해사례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혼인

해소를 위해 그들을 찾아가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며, 많은 경우 국

제결혼중개업자(체)의 영리적 행위나 사기행위 등의 2차 피해를 입는 것으

로 조사됐다.

셋째, 귀환여성들에 대한 본국에서의 사회적 낙인과 재통합 시스템의 부

재는 귀환여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제도적 장애요인

이다. 특히 대부분의 베트남 언론은 귀환여성들을 친정가족과 국내 공공복

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비판적 대상으로 표현해왔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편견이 더욱 강화되어 귀환여성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비난과 경시의 대상

으로 낙인찍히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왔다. 또한 귀환여성들은 귀환과 동

시에 경제적, 정신적 의존처인 친정 가족 내에서 현격한 지위 하락을 경험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간 관계 악화를 겪기도 한다. 즉, 대부분의 귀환

여성들은 이혼과 귀환과정에서의 신체적, 심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친정가족

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이혼으로 인한 고독과 고립감 등 복합적

인 심적 고통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귀환여성들이 취하게 되는 행동은 우선, 시간의 흐름에 그대로 맡기거

나 또는 본인의 스토리를 철저히 숨기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면서 수동

적으로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와 달리 같은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의 집단적 연대를 통해 공감과 용기를 얻으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전략도 나타나고 있다.

넷째, 귀환여성과 함께 베트남으로 동반 입국한 한·베 자녀들에 대한 이

슈는 귀환여성이 여타의 귀환이주자와 차별성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문

제이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대상인 한·베 자녀 총 113명은 모두 미성년자

로 조사됐으며, 전체 응답자 중 단 1명만이 베트남 교육제도상 중학교 취학

연령으로 나타났고 그 외 자녀들은 모두 초등학교 취학연령과 미취학 아동

으로 대부분 나이가 아직 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환여성인 모의 직접

돌봄을 받고 있는 22.12%의 자녀를 제외하면 나머지 77.88%의 자녀들은

대부분 외조부모 또는 외가 친척에 의해 양육되고 있었고, 자녀의 부를 포

함한 한국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락빈도를 조사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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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이나 거의 연락 없이 사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자녀의 82.30%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다문화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알리려고 나름 노력하

였지만 생활환경 등의 이유로 역부족인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베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별거 과정에서

받은 상처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부정적 영향, 또 생계와 양육을

위해 타지로 재이주한 모의 부재 속에 불안정한 정서발달과 정체성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자녀들의 국적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국적만

소지한 자녀가 16%, 이중국적을 소지한 자녀가 2.65%로 나타났고, 이들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국적자(베트남 외가에 맡겨진 자녀의 경우 100% 한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 중에는 절반

이상이 한국여권 또는 체류비자 만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모두 베

트남 내 미등록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외국국적

자녀들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무

관하지 않으며, 매우 까다로운 여권발급 및 체류비자 취득절차와 한국인 부

의 비협조, 또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체류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 국적 자녀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베트남 거주에 필요한 출생증명

이나 외가 호구부 등재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곧 한·베 자녀

들이 제도적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철저히 소외되어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한·베 자녀 실태조사 결과, 일부 정규 교육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편, 외국인 신분자체나 신분증명 관련 서류미비로 인해 자녀의 미래 교육

(중학교 이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 국적자녀는 대부분 모가 임신 중에 귀국하여 베트남에서 출생 신

고된 자녀들이며, 일부는 귀환 직전에 한국에서 태어나 베트남으로 돌아온

후 베트남 국적자로 출생 신고한 자녀들이다. 이 자녀들은 시기로 볼 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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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등록시스템 상 기록조차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국으로의 ‘역귀환’을 고민하는 귀환여성

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는 모의 직접적인

혹은 모의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에는 그들의 의지에 따라 출입국 제한 없이 언제든 한국으로 귀환할 가능

성이 있다. 특히 성인이 된 후에는 국적선택 또는 취득 문제가 있기에 이들

의 한국 귀환은 단순히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에 오랫동안 한국가족 및 한

국문화와 단절된 상태에서 성장한 한·베 자녀들이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게

됐을 시 부정적 문제 발생에 대한 예측과 해결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는 매

우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베트남에서의 원활한 재정착

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귀환여성과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베트남 사회로 다시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

도록 양국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도 조속히 마련되어야한다.

2. 이론적 실천적 함의

본 논문은 결혼이주 귀환여성의 본국으로의 귀환배경과 귀환여성 및 한·

베 자녀가 베트남 현지 사회통합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지난 20년 간 한·베 국제결혼 실태와 현 추이로 볼 때, 결혼이주여

성들의 본국으로의 귀환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결혼이주라는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수행되어왔던 노동이주, 경

제이주의 귀환이론과는 다른 관점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

도, 난민, 망명이주자, 노동이주자의 귀환과 재통합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비교적 다양하게 수행되어왔던 데 비해 결혼이주 귀환여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또한 한국 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한·베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지만, 접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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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로 인해 귀환이주여성과 한·베 자녀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도 원활

히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연구는 결혼이주라는

특수한 맥락과 자녀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귀환여성과 그 자녀가 본

국 재정착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특히 베트남 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현지 양적실

태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연구사적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

만, ‘최초 양적실태조사’라는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부

족한 점은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 계속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베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귀환, 한·베 다문화 자녀 문제는 초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국제결혼 송출국으로서의 베트남 정부와 유입국으로서의 한국

정부의 공동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사실상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양 국가의 복지부담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사고다. 귀환여성과 그 자녀들을 포함한 현지 한·베 다문

화가정은 이미 한·베 다문화감수성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계속 발전하고 있는 양국친선외

교와 경제협력을 통한 초국가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들은 그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잠재인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향적인 사고

의 전환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시발점이어야 한다.

귀환여성들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베트남 사회에서 다시 안정적으로 재

통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귀환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

별을 해소하고, 귀환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필요

가 있다.

우선, 본국에서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혼인의 법적 청산과 자녀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

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혼인해소와 관련한 양국 법률정보에 대한 현지에서

의 전문적인 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당장 이혼과 자녀체류와 관련된 한국

서류가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부간 이혼 및 자녀문제에 대

한 의견조정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통번역 상담서비스도 현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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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이혼 및 귀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발생한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영역인 부모상담과 자

녀상담 서비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가 겪고 있는 법률적·행정적 어려움

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 우선, 근본적인 해결

책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양국 여러 부처와 기관간의 소통과 협조가 필요

하기 때문에 한국인 남편 주소지 확인을 비롯한 양국 간 이혼서류 송달촉

탁 업무 협력 등의 양국 간 포괄적 사법공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

나 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혼인해소와 관련된 양국 법제도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양국 공식 서류 인정에 대한 관대한 접근과 남편

기본정보 공유와 같은 사안들은 협력 테이블에서의 적극적인 논의만으로도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들어 베트남 남부의

경우 한국정부가 국제결혼비자를 발급할 시, 베트남 현지 혼인등록 서류를

필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지 혼인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데

따른 새로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바, 이를 긴급히 시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 및 결혼기재 시 한국인 남편의 주민등

록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반드시 명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와 관련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체류 보장을

위한 현지 법률적· 행정적 제도 장치의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데, 장기적

으로는 베트남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베트남법상 이중국적제도 마련

과 조속한 집행을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이것이 베트남 내 사회적 합

의를 이끌기까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현지 인민위원회의 정규초등

교육과정 참여 허가 지침과 같이 긴급조치를 통해 별도의 개선책들을 조속

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여권발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

지 미등록 한·베 자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차

원의 자녀 여권발급 신청기준 완화와 발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처럼 법률적·행정적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본국에서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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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귀환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자립을 위한 보

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양국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취업교육과 일자리 창출, 취업연계시스

템을 마련하여 생계를 위한 재이주의 악순환을 방지함으로써, 자녀 돌봄과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베 자녀의 경우

에는 귀환여성의 빈곤화에 따른 교육, 의료문제 등과 정체성 혼란과 같은

정서적 문제 등 성장과정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 요인들이 상존

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민간차원의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지원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장기적 비전과 철학에 입각해 수립되어

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이들이 베트남 내 사회재통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

중 사회문화적인 편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큰 장애요인이다. 이들에 대한

공동체 내 왜곡된 편견과 시선은 다시 미디어매체를 통해 재생산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패턴이 새로운 삶을 찾아 성장하고자 하는 이

들의 강한 의지를 번번이 좌절시키고 있다. 이는 이들을 바라보는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다. 사실상 귀

환여성과 한·베 자녀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원대상이기도 하지만,

현지에서 긍정적인 한·베 다문화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주체임

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 편견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노력도 있어

야하겠지만, 현지에서 대안적인 한·베 다문화공동체의 모델을 만들고 이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됨으로써 사회적 편견에 집단적으로 저항

하는 것이 더 건강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위

해서는 귀환여성들의 경험이 파편화되어 있지 않고 공통의 경험이라는 것을

서로 공유해야하며 그들 스스로가 당사자로서 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자매애와 연대의식을 발현시켜야한다.

한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전제 조건은 정부차원이 됐든 민간차

원이 됐든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의 규모와 생활실태 및 현안을 좀 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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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파악하여 해당사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슈화시킴으로써 논의의 장으

로 이끄는 것이다. 현재의 모든 어려움은 귀환여성과 현지 거주 한·베 자녀

들이 겪고 있는 경험들을 개별화시키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집단적 이슈로서 공식 담론의 장으로 이끌 때 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가 베

트남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들과 관련된 이슈를 새롭게 제기하는 시발점으

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후속 연구와 이를 통한 활발한 논의가 계

속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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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혼인상태 및 귀환과정

1. 귀하는 어떤 계기로 다시 베트남으로의 귀환을 결정하셨습니까?

--- ① 혼인생활 지속할 수 없어 바로 귀환하였다

--- ② (혼인생활 지속할 수 없어) 불법 체류하다 자진 출국

--- ③ (혼인생활 지속할 수 없어)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출국

--- ④ 베트남 가족을 방문차 귀국 재입국 불가

--- ⑤ 베트남 가족을 방문차 귀국 재입국 거부

---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전 남편과 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3.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여전히 법적으로 혼인상태다

--- ② 양국에서 이혼절차 모두 완료되었다.

--- ③ 한국에서만 이혼 처리되었다

--- ④ 베트남에서만 이혼 처리되었다

--- ⑤ 한국에서 이혼했고 베트남에서 이혼절차를 밞고 있다

--- ⑥ 사별했다 (7번으로 가시오)

--- ⑦ 잘 모르겠다

4. 현재 이혼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② 이혼절차를 잘 몰라서

--- ③ 이혼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이 없어서

--- ④ 아이가 있어서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해당하는

번호가 없으면 ( ) 안에 내용을 써 주십시오.

--- ① 가정폭력

--- ② 부양의무 불이행(남편의 경제적 무능력,무관심 등)

--- ③ 남편질환(알콜중독, 장애, 정신 질환 등)

--- ④ 남편과의 성격 차이

--- ⑤ 시댁갈등

--- ⑥ 가출취업

--- ⑦ 연락두절

--- ⑧ 의사소통 불가

--- ⑨ 감금

--- ⑩ 한국 생활 적응불가

--- ⑪ 고향에 대한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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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 ⑥ 일하느라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 ⑦ 잘 모르겠다

5. 현재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하였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크게 어려움이 없다

--- ② 관련 법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 ④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

--- ⑤ 일하고 있어 이혼절차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

--- ⑥ 현지에서 이혼 관련 한국 서류를 떼기 어렵다

--- ⑦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는다

--- ⑧ 남편과 연락되지 않는다

---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1.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지불한 이혼비용은 얼마입니까? 또

는 현재 이혼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6. 귀환 후 이혼을 성사시켜준다며 돈을 받고 법적 행정절차를 도와주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7번으로 가시오)

6-1. 이 사람에게 지불한 비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 ① 직접 만나서 절차를 의뢰하고 이혼처리를 하였다. 비용: (______________ )동

--- ② 직접 만나서 비용을 지불했지만 이혼처리는 되지 않았다. 비용: ( _________)동

--- ③ 직접 만난 적은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_____________)

7. 현재 다른 남자와 결혼 또는 동거 중이십니까?

--- ① 예, 동거중입니다

--- ② 예, 결혼상태입니다

--- ③ 아니오 (8번로 가시오)

7-1. 현재 다른 남자와 결혼 또는 동거 중시라면, 그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년 ( )월

--- ① 300만동 이하

--- ② 300만동~500만동

--- ③ 500만동~700만동

--- ④ 700만동~1,000만동

--- ⑤ 1,000만동~2,000만동

--- ⑥ 2,000만동 이상

--- ⑦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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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현재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베트남인

--- ② 한국인

--- ③ 기타 외국인 (국적: )

II. 귀환이후 생활

8. 귀하는 현재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 ① 고향 (10번으로 가시오)

--- ② 베트남 내 출신지 아닌 다른 지역

--- ③ 외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번으로 가시오)

9. 고향이 아닌 외지에 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 ②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 ③ 혼자 살고 싶어서

--- ④ 동거인 또는 재혼한 남편과 살기 위해서

--- ⑤ 아이 교육을 위해서

--- ⑥ 기타 (_________________)

10. 귀하는 현재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 ① 혼자 살고 있다

--- ② 부모님과 살고 있다

--- ③ 자녀와 살고 있다

--- ④ 자녀와 친정가족과 살고 있다

--- ⑤ 재혼남편 또는 동거남성과 살고 있다

--- ⑥ 재혼남편 또는 동거남성과 전 배우자 자녀를 데리고 같이 살고 있다

11.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소유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12. 현재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내 소유의 집 --- ⑤ 재혼한 현 남편이나 동거인이 집

--- ② 부모님의 집 --- ⑥ 임대

--- ③ 형제의 집 --- ⑦ 잘 모르겠다

--- ④ 친척 또는 친구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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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하의 실제 소득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14.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 달에 귀하가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과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15. 만일 생계비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16. 귀하의 베트남 귀환에 대해 주변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월 지출액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

--- ① 100만동 이하 --- ① 300만동 미만

--- ② 100만동~200만동 --- ② 300만동~500만동

--- ③ 200만동~400만동 --- ③ 500만동~700만동

--- ④ 400만동~700만동 --- ④ 700만동~1,000만동

--- ⑤ 700만동~1,000만동 --- ⑤ 1,000만동~2,000만동

--- ⑥ 1,000 만동 이상 --- ⑥ 2,000만동 이상

※ 세금을 공제하지 말고 응답해 주십시오.

※ 수입이 매달 일정하지 않다면 3달 평균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무직 --- ⑥ 자영업

--- ② 농업 --- ⑦ 사무직

--- ③ 공장 근로자 --- ⑧ 전문직 (교사, 의사 등)

--- ④ 식당 종사자 ---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

--- ⑤ 판매원

--- ① 없음 --- ⑤ 400만동~700만동

--- ② 100만동 이하 --- ⑥ 700만동~1,000만동

--- ③ 100만동~200만동 --- ⑦ 1,000 만동 이상

--- ④ 200만동~400만동

--- ① 부족한 대로 아껴 쓴다

--- ② 친정부모에게 받아 쓴다

--- ③ 형제, 친척에게 빌려 쓴다

--- ④ 한국 남편에게서 송금 받는다

--- ⑤ 은행 대출을 받는다

--- ⑥ 사채를 쓴다

--- ⑦ 기타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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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금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활비 지원

--- ② 자녀 교육비 지원

--- ③ 자녀의 의료비 지원

--- ④ 자녀의 체류, 국적 문제 등 법적인 지원

--- ⑤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지원

--- ⑥ 취업교육 또는 창업지원

---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I. 자녀 양육 실태

18. 한국인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19번으로 가시오) --- ② 없다 (바로 IV. 기본정보로 가시오)

19. 귀하의 자녀 출생 시점, 국적, 현 거주지는 어떻게 됩니까?

※ 자녀(들)이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경우 20번으로 가시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30번

으로 가시며 양국에 각각 자녀가 살고 있는 경우 두 파트 모두에 응답하시오. 자녀가 외국

에 있는 경우 바로 IV. 기본정보로 가시오

자녀 
순서 출산년월 성별 자녀의 국적 자녀 거주지

첫째  년  월 --① 남 --② 여 --① 한국  --② 베트남  
--③ 이중

--① 베트남 --② 한국 
--③ 외국(            )

둘째 년  월 --① 남 --② 여 --① 한국  --② 베트남  
--③ 이중

--① 베트남 --② 한국 
--③ 외국(            )

셋째 년  월 --① 남 --② 여 --① 한국  --② 베트남  
--③ 이중

--① 베트남 --② 한국 
--③ 외국(            )

넷째 년  월 --① 남 --② 여 --① 한국  --② 베트남  
--③ 이중

--① 베트남 --② 한국 
--③ 외국(            )

다섯
째 년  월 --① 남 --② 여 --① 한국  --② 베트남  

--③ 이중
--① 베트남 --② 한국 
--③ 외국(            )

--- ① 무시한다

--- ② 귀환이유에 대한 루머 유포

--- ③ 조롱한다

--- ④ 따돌렸다

--- ⑤ 안타까워 한다

--- ⑥ 관심 없다

--- ⑦ 재정착 도와준다

--- ⑧ 잘 모르겠다



- 177 -

-- 자녀가 베트남에 있는 경우 --

20. 귀하의 자녀 양육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21. 귀하와 자녀는 한국 아버지 또는 그 가족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연락해 본 적이 없다

--- ② 1년에 1-2회 정도

--- ③ 1달에 1-2회 정도

--- ④ 1주일에 1-2회 정도

--- ⑤ 연락을 하고 싶어도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22. 자녀 양육비는 주로 누가 부담합니까?

--- ① 본인 전액부담

--- ② 한국아버지 전액 부담

--- ③ 한국아버지 일부 부담

--- ④ 외조부모 전액 부담

--- ⑤ 본인과 외조부모 같이 부담

--- ⑥ 본인과 아이의 새아버지 같이 부담

--- ⑦ 친적 또는 친구 부담

--- ⑧ 보육시설 부담

23. 귀하의 자녀들은 한국어 구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24. 자녀가 한국어 또는 한국문화를 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 자녀(들)가 취학연령의 경우 학교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전혀 못한다
가능했으나

지금은 잘 못한다

조금

이해한다

의사소통

가능하다
잘 모르겠다

첫째 --- ① --- ② --- ③ --- ④ --- ⑤

둘째 --- ① --- ② --- ③ --- ④ --- ⑤

셋째 --- ① --- ② --- ③ --- ④ --- ⑤

넷째 --- ① --- ② --- ③ --- ④ --- ⑤

다섯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본인이 직접

--- ② 친정부모

--- ④ 친구

--- ③ 다른 친척

--- ⑤ 보육시설

--- ① 꼭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③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 178 -

학교에 다니고 있다

(26번으로 가시오)

학교 다니고

있으나, 과거에

못 다닌 경험있다

(25-1번으로

가시오)

다니고 있지

않다

(25-1번으로

가시오)

잘 모르겠다

(26번으로

가시오)

첫째 --- ① --- ② --- ③ --- ④

둘째 --- ① --- ② --- ③ --- ④

셋째 --- ① --- ② --- ③ --- ④

넷째 --- ① --- ② --- ③ --- ④

다섯째 --- ① --- ② --- ③ --- ④

25-1. 학교 다니지 않거나 과거에 다니지 않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중

복 선택 가능)

--- ① 베트남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 ② 베트남 호적에 기재되지 않아서

--- ③ 학교 보낼 돈이 없어서

--- ④ 몸이 아파서

--- ⑤ 학업에 흥미를 못 느껴서

--- ⑥ 일을 하기 위해

--- ⑦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현재 베트남에서 자녀의 출생신고 하셨습니까?

--- ① 하였다(26-1번으로 가시오) --- ② 하지 않았다(27번으로 가시오)

26-1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 ① 내와 가족이 스스로 해결했다

--- ②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해결했다

--- ③ 돈을 지불해서 해결했다. 지불비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

27. 자녀(들)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27-1. 자녀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입원 못했거나 치료비를 빌려야 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① 받고 있다 --- ② 외국국적자라 받지 못하고 있다 (27-1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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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국국적의 경우 자녀(들)의 한국여권과 베트남 사증은 어떻게 됩니까?

28-1. 위 질문에 “여권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 여권 미 발급” 이나 “여권 유효기간 남았 으

나 사증기간 만료됨이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선택 가능)

--- ① 비자 또는 여권 갱신할 방법을 몰라서

--- ② 돈이 없어서

--- ③ 친권자인 한국 아버지와 연락되지 않아서

--- ④ 한국 아버지가 여권갱신을 위해 협조해주지 않아서

--- ⑤ 내가 원하지 않아서

--- ⑥ 일하느라 갱신할 시간이 없어서

--- ⑦ 잘 모르겠다

28-2. 자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 ① 그렇다(이유: ___________) --- ② 아니다

29. 자녀가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자녀의 베트남 국적도 인정되는 것

--- ②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력

--- ③ 비자 또는 여권 연장이 잘 되어야 하는 것

--- ④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

--- ⑤ 베트남 사회에서 차별이나 낙인을 받지 않는 것

--- ⑥ 자녀의 이름을 베트남식으로 개명하는 것

--- ⑦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것

--- ⑧ 부모의 이혼에 대한 정신적 상처 치유

---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권기간 만료, 새 여권 미 발급 --- ① --- ① --- ① --- ① --- ①

여권 유효기간 남았으나,

사증기간 만료됨
--- ② --- ② --- ② --- ② --- ②

단기 가족 방문사증

(사증 계속 연장해서 체류)
--- ③ --- ③ --- ③ --- ③ --- ③

사증면제(체류기간을 3-6개월마다 연장) --- ④ --- ④ --- ④ --- ④ --- ④

사증면제(1~3년 임시 거주증 소지) --- ⑤ --- ⑤ --- ⑤ --- ⑤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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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 ---

30. 한국에 자녀를 두고 오셨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스스로 여기서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두고 왔다

--- ② 남편과 시부모가 못 데려가게 했다

--- ③ 자녀가 한국에 있고 싶어 했다

--- ④ 자녀의 여권과 비행기 표를 마련하지 못했다

--- ⑤ 급한 대로 나와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31. 한국에 두고 온 자녀 양육을 누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32. 한국에 두고 온 자녀(들)가 취학연령의 경우 학교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32-1. 한국에 두고 온 자녀(들)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3. 한국에 두고 온 아이를 향후 베트남으로 데려올 생각이 있습니까?

33-1. 한국에 두고 온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오신다면 그 시점은 현재로부터 언제쯤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다니고 있다 다니고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첫째 --- ① --- ② --- ③

둘째 --- ① --- ② --- ③

셋째 --- ① --- ② --- ③

넷째 --- ① --- ② --- ③

다섯째 --- ① --- ② --- ③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1년

--- ③ 1년-2년

--- ④ 2년-3년

--- ⑤ 잘 모르겠다

--- ① 남편

--- ② 시부모

--- ③ 다른 친척

--- ④ 보육시설

--- ⑤ 잘 모르겠다

--- ① 있다 ---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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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본정보

34. 귀하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 )년 ( )월

3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2·3 년제 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포함)

--- ⑥ 4년제 대학

--- ⑦ 대학원 석사 과정

--- ⑧ 대학원 박사 과정

35-1. 그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 ① 졸업하였다

--- ② 졸업하지 않았다 (수료 또는 중퇴)

--- ③ 현재 재학 중이다

--- ④ 현재 휴학 중이다

36. 귀하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 시점은 언제입니까? ( )년 ( )월

36-1. 국제결혼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36-2. 귀하가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 )년 ( )월

36-3. 귀하가 베트남으로 돌아온 시점은 언제입니까? ( )년 ( )월

37. 귀하가 한국에서 체류한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 )년 ( )개월

※ 친정 가족 등을 방문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머물렀던 기간은 제외해 주십시오.

38. 한국인 전 남편의 출생 시점 또는 현 나이: ( )년 ( )월 또는 ( )세

38-1. 한국인 전 남편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 )시/도 ( )구/면

38-2. 한국인 전 남편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① 발전한 국가에서 살고 싶어서

--- ②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고 싶어서

--- ③ 고향을 떠나고 싶어서

--- ④ 국내결혼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 ⑤ 외국에서 취직하고 있어서

--- ⑥ 가족과 친척이 권유해서

--- ⑦ 남편을 사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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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한국인 전 남편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

『귀하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귀하의 답변은 저의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귀하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군인

--- ⑪ 무직

--- ⑫ 기타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인문계 및 실업계)

--- ⑤ 2·3 년제 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포함)

--- ⑥ 4년제 대학

--- ⑦ 대학원 석사 과정

--- ⑧ 대학원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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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Vietnamese repatriating 

female marriage migrants from South Korea 

and their children

Vu Thi Trang

Korean Studies Department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urveys the situa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who have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y Vietnam due to the steadily increasing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that have been dissolving, as well as the situation of 

their children. It examines the diverse problems that these women and children 

face in the process of returning to and resettling in Vietnam, based on 301 

questionnaires from return marriage migrant who come from Can Tho and Hau 

Giang in southern Vietnam – where the largest number of Korean-Vietnamese 

international marriages continue to take place – as well as 10 in-depth 

interviews with returnee women who came back to Vietnam with their children.

The study shows that complex factors, such as conflicts within the 

Korean-Vietnamese family, restricted legal status for women who are separated 

or divorced, and issues surrounding the care of the children, operate in the 

process of return for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Of all the women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most half decided to “immediately” return to 

Vietnam, and an unexpectedly high percentage never migrated to Korea because 



- 184 -

they completely lost contact with their Korean husband or their marriage visa 

was rejected due to deficiencies in the visa application.

The specific life situation of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who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y and their children is as follows.

First, the study revealed that return marriage migrant women’s economic 

situation compared pre-migration to Korea either saw no positive change or 

was worsened due to difficulties in finding work and having no incom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auses for the continued impoverishment of returnee 

women is closely linked to personal and social structural issu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economic obstacles, return marriage migrant women must 

depend on their family of origin or look for work by migrating to big cities in 

Vietnam or re-migrate abroad when unable to settle down in their hometown, 

and this leads to another vicious cycle related to the crisis of care and rearing 

of their children. 

Second, there are a number of constraints in legally resolving the 

Korean-Vietnamese international marital relationship. Two out of three return 

marriage migrant women in Vietnam are separated with their husbands without 

having dissolved their legal marriage, consistent with the result that 3/4 of the 

women answered that they face real difficulties in the divorce process. The 

difficulties these women feel in the divorce process appear to arise from lack 

legal information on the complicated and incomprehensible procedures, 

expensive costs for getting a divorce, and the difficulty in withdrawing 

divorce-related documents from Korea. If women cannot resolve their marital 

relationship within Vietnam, they face grave obstacles in starting a new life – 
for example, they cannot re-marry or get recognition for their children’s legal 

status. Given these obstacles, it is inevitable that these women desperately seek 

any means to dissolve their marriage. As a result, a considerable number of 

women are left in a contradictory situation in which they seek out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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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marriage broker (company), despite being victimized by the latter’s 

practices in the first place. Many have been victimized a second time by the 

profit-seeking activities or fraud of these brokers (companies). 

Third, social stigma and the absence of a support system for return marriage 

migrant women's reintegration once they return to Vietnam make their lives 

even more difficult. In particular, media coverage, as well as social prejudice 

of neighbors and society at large, have not only stigmatized returnee women, 

but also their family, as the target for harsh criticism and belittlement. At 

times, women lose status within their family of origin or they experience 

deterioration within their family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most returnee 

women not only deal with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their 

process of divorce and return but also become seized by emotional suffering 

coming from a complex mix of regret and guilt toward their children, as well 

as a sense of loneliness and isolation after their divorce. Some ways that 

women try to deal with these negative emotions are through passive defense 

mechanisms, such as letting time pass or minimizing social contact. But there 

are some women who are using more active and positive strategies, such as 

building group solidarity with other women who share similar experiences, and 

by doing so, gaining sympathy and courage. 

Fourth, the issue of Korean-Vietnamese children who return to Vietnamese 

with their mothers is an important one that distinguishes return marriage 

migrant women from other types of return migrants. The 113 children who 

were surveyed through this study were all minors, and with the exception of a 

small number of children whose return marriage migrant mothers were the 

primary caretaker, most of the children were either cared for by their mother’s 

parents or relatives. Most children have little to no contact with their father 

and his family. Moreover, 82.30% of them do not speak Korean at all, and 

while returnee women who are primary caretakers of their children made 

efforts to teach their children the Korean language to impart a sen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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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identity, they lacked the necessary resources to effectively do so 

due to their life situatio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analyzes that these 

children may experience unstable emotional development and identity crisis due 

to the trauma of experiencing their parents’ divorce or separation process, 

discrimination and negative influences due to social prejudice, and the absence 

of their mother, many whom have migrated again to make a living and 

economically support their children.  

In terms of the nationality of the Korean-Vietnamese children in this study, 

16% only retained their Vietnamese nationality, 2.65% retained both Korean 

and Vietnamese nationality, and the rest only retained their Korean nationality 

(In the cases in which the mother’s Vietnamese family is the primary 

caretaker, 100% of all children retained only their Korean nationality). In 

particular, more than half of the children with Korean nationality have expired 

passports or visas, remaining undocumented while living in Vietnam. This is 

not unrelated to the Vietnamese government’s lukewarm stance on whether 

these children may retain double nationality, the extreme rigidity of passport 

and visa procedures and the father’s noncooperation, as well as economic 

difficulties, which all lead to the failure to guarantee a child’s “right of stable 

residence” –  a basic human right. In particular, as foreigners, these children 

with Korean nationality are facing various difficulties in obtaining a birth 

certificate from Vietnam and entering the mother’s family registry, which are 

necessary when living in Vietnam, causing them to be strictly excluded from 

the social welfare system. This study confirms that some children are 

completely marginalized from formal educational benefits or attend elementary 

school without official registration. 

On the other hand, a significant number of returnee women are considering a 

“reverse return” to Korea for their children’s future. While these children are 

minors, they are in need of their mother’s care, but when they become adults, 

it is possible that they may return to Korea at their will, with no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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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s. Since these children must choose or acquire a nationality once they 

are adults, their return to Korea is only a matter of time. Therefore, there must 

be more forecasting and problem-solving measures related to the negative 

consequences that might arise when Korean-Vietnamese children who have 

grown up being completely severed from their Korean family and culture start 

to return to Korea.  

Therefore, this study reveals that return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Vietnam face diverse and serious problems that 

present a huge stumbling block to their smooth transition and 

resettlement in Vietnam. In order for these women and children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nd re-integrate into Vietnamese societ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various kinds of support policies from both the 

Korean and Vietnamese government. 

Keywords: Korean-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y, return marriage migrant 

women, marriage migration, Korean-Vietnamese children, survey research

Student Number: 2013-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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