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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태어나고 자란 본국을 떠나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

는 모습은 본국이나 한국의 양육 모두와 구별되는 지점이 존재하기 마련

이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불리

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여러 관심 중에서도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은 그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관심은 서로 다른 민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민족가족

(bi-ethnic family)만의 구별되는 양육 경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결혼

이주여성이 자녀를 ‘정상적인 한국인’으로 키워내는 데에 어떠한 부족함

이 있는가에 매우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황정미, 2012). 이토록

편향된 관심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결혼이주여성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고 특별한 시혜의 대상으로 취급된다(설진배, 김소희, 송은

희, 2013). 반면에, 한국사회가 양육자로서 결혼이주여성에게 가하는 사

회문화적인 편견과 압력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

움은 개인의 한계로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중민족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해 나가는 주체적인 양육에 대

한 관심과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채로 남겨져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이중민족사회화(bi-ethnic socialization)라는 개념에 초점

을 둔 대안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경험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이

중민족 배경이 이들이 처한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결합하여 자녀를 양육

하는 데에 어떻게 반영되고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설명할 수 있

는 실질적인 이론과 자녀양육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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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시도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세계화로 인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늘어나

면서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함께 증가

해왔다. 다민족사회인 미국에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온 소수민족가족에

관한 연구는 초국적 가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민족사회화(ethnic socialization)1)는 소수민족가족의 특징적인

양육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집약된 개념이다. 민족사회화라는 개념은 사

회 내에서 민족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놓인 개인과 가족이 상황적인 어

려움에 대응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정체성 확립을 돕는 특별한 양육 방식

과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민족적 소수자들의 주체적인 자녀양육을 조

명하고 있다(Huynh & Fuligni, 2008). 최근에는 초국가적 결혼을 포함하

여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결합으로 형성된 이중민족가족(bi-ethnic

family)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민족사회화, 즉 이중민족사회화에 관한 학

문적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rittian, Umaña-Taylor, & Derlan, 2013; Padilla, 2006).

한국의 다문화가족도 초국적 가족에 관한 학문적 논의에 비추어보면

이중민족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의 유입으로 인해 이

루어진 한국의 다문화가족이 놓인 맥락은 미국의 이중민족가족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구에서 이루어진 이중민족사회화 개념을 한

국의 다문화가족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한국 다문화가족의 이중

민족사회화는 기존의 이중민족사회화 실천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한국 다문화가족의 민족사회화에 관한 연

구와 이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윤수현, 그레이스 정, 2015; 김미진,

1) 민족사회화는 인종사회화(racial socialization)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이에 관

해서는 연구배경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족사회화

로 단어사용을 통일하면서도 인종사회화에 관해 이루어진 논의들을 많이 가

져왔음을 우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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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논의는 다문화가족을

도움이 필요한 시혜의 대상이자 한국사회에 동화되어야 할 이질적인 타

자로 상정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가족단위의 이민자

들이나 개인 노동자들로 인해 다문화사회가 된 서구사회와 구별된다. 통

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발생한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체

혼인의 약 7%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은 약

72%를 차지한다(통계청, 2017a). 국제결혼을 한 외국 여성의 상당수는

결혼을 조건으로 거주권을 보장받는 F-6비자의 결혼이주여성(marriage

migrant women)들이라고 할 수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a). 결혼이주여성은 체류조건상 필연적으로 기존의 한국사회 선주민

들과 함께 사적 가족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정착형 이주자로서 예외적으로 수용된다. 결혼이주여성과 이들의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부르면서 정부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

문화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초국가적 연대와 글로벌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편승을 시도하였다. 국내에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중에 결혼이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상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이야기 하게 된 데에는 이들의 기여가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배경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단어는 다문화가족들조차 이 단어

로 불리는 것을 강하게 거부할 만큼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짙게

배어 있다. 이처럼 다문화담론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이 발생하게 된 데

에는 용어의 무분별한 오남용(한건수, 2012)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정부

의 퍼주기식 지원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가족 내에서 재생산과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

면서 개별 결혼이주여성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우고 어머니와 며느리라

는 한국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동화주의

를 골자로 하는 정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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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김정선, 2011). 다문

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본래 차이를 인정하는 정치적 사상을 뜻하지

만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에서 다문화주의는 이처럼 동화주의의 그럴듯

한 외피처럼 사용되고 있어서 이른바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한다(김혜순, 2014; 양현아, 2013; 김정선,

2011; 윤인진, 2008).

다문화가족에 대한 위와 같은 정책의 기조는 학문의 영역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보육·교육·복지를 다루는 학문 영역은 다문화가족 연구의 양

적 증대에 크게 공헌하였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가족이 당면한

문제들에 집중하는 대증적이고 처방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와 같은 연구

들은 그 실천적인 함의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겪

는 어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회문화적인 편

견과 압력을 성찰하는 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황정

미, 2012; 서덕희, 2010). 뿐만 아니라, 기존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과정에서도 이들의 출신국가에 대한 관심이나 민족

및 문화적 배경에 대한 민감성,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설명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다루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

족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가진 어려움에 대한 논의를 반복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으며, 정작 이들 가족이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구별

된 경험들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도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에 관한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이 양육과

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단면적으로만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양육

경험을 보다 깊게 탐색하여 이론적 논의에까지 이르는 데에는 상대적으

로 소홀한 모습을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이중민족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 선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기존 연구의 변수들과 모형들을 그대로 복제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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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모성담론을 기준

으로 하여 도움이 필요한 무능한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결혼이주여성들에

게 덧입힘으로써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

다(설진배, 김소희, 송은희, 2013; 황정미, 2012).

물론 결혼이주여성들이 양육자로서 갖는 강점을 조명하고자 시도한 연

구들도 존재한다(이채원, 박현선, 노연희, 이상균, 2013). 그러나 이러한

시도조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배경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글로벌 인재

로 키울 수 있는 자원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만 실현된다. 이처럼 결혼

이주여성의 이주 배경으로 인해 그들의 자녀가 외국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거나 해외 유학과 이주가 용이하다는 점만을 부각하는 접근방식

은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접근은 ‘다문화의 상품화’를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또 다른 방향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건수, 2012). 한편,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주

체적 행위성이 양육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들의 자녀 양육을 살펴본 연구들도 일부 존재한다(이은아, 2013). 그러

나 이러한 분석들은 대다수가 여성학적 관점에서 이주여성 개인의 인권

및 시민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을 깊게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위와 같은 논의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를 담당하는 주체라는 점에 주목하

고 민족사회화 개념을 참고하여 이들의 어머니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보이는 양육행동을 자

세하게 기술하고, 더 나아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양육 경험을 구성해나가고 있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출신국을 베트남2)으로

2)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중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은 약

31.5%로 그 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약 24.0%), 한국계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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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고 연구참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베트남에서의 출신지역을 고

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을 단일한 집단을 가

정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이중

민족적 배경과 한국사회에서의 지위가 이들의 자녀양육에 어떠한 방식으

로 나타나고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방식이 반영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양육 경험을 둘러싼 양육환경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 경험을 다문

화가족의 양육환경과 연결 지어 설명함으로써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경험에 관한 실질적인 이론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이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서 구성해나가는 양육 경험의 내용은 어떠한가? 이중민족사회화 개념을

참조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구성해나가는 양육 경험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양

육 경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해볼 것이다.

둘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범주는 무엇인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주

요 범주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발견함으로써 이들

(11.2%)이 뒤를 따른다(통계청, 2017b). 인구집단의 크기 외에도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논의의 흐름을 위하

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배경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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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론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셋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경험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을 둘러싼 상황들과 개별 연구참여

자의 양육행동 간의 결합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특정한 양육 방식

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베

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민족적 소수자의 양육 경험에 대한 한국

적 유형화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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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배경

1.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된 데에는 결혼이

주여성의 증가가 기여한 바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본래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는 “차이의 정치”라고 불리는 일종의 정치적 사상으로,

주변화 되고 존중받지 못했던 특정 집단의 존재와 정체성을 재평가하고

대표성을 지녔다고 여겨왔던 주류의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을 대변하는

정치철학적인 표현이다(Taylor, 1994). 이러한 다문화주의 철학은 정체성

과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 언어, 민족, 국적, 인종의 다양성을 모두 아울

러 적용된다. 그런데 다문화주의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쓰이는 모양은 그

본래의 쓰임새나 의미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내의 일부 학자들은 이

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른바 ‘한국식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꾸준하게 지적해 왔다(김혜순, 2014; 양현아, 2013; 김정선, 2011;

윤인진, 2008). 이들의 공통된 주장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

의는 표피적인 정치적인 수사로 활용될 뿐이며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은

동화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한국식 다문

화주의는 다양한 다문화적 주체들 가운데 오직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화

함으로써 기존의 가족질서를 유지하고 가부장적 가족체제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는 한계를 드러낸다(김민정, 2008). 이 장에서는 ‘한국식 다문화주

의’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다문화가족과 결혼이

주여성을 둘러싼 담론을 구성하고 이들의 자녀양육에 관한 한계를 설정

해왔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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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의 형성

이민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동화주의(melting pot)에 대한 반

발로 출현한 다문화주의가 단일민족의 신화가 강한 한국에서 정부주도로

추진된 것은 일견 의아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다문화주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강조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으로 형성된

가족들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을 국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함이었다. 다문화주의라는 전 세계적 흐름을 전면에 내

세워 외부인과 이주민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보일 수 있는 반

감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던 것이다(김희정, 2007). 심지어 결

혼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농촌 지역의 인구 및 노동력 확보 문제의 해

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총각의 결혼을 위해 나서면서 외부세계

에 대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며 전통에 대한 결속감이 우선하는 시골에

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Beck & Beck-Gernsheim, 2011).

1992년 중국과의 수교 후 한국 농촌 남성과 조선족 여성의 결혼이 지방

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사설 국제결혼중개업

체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와 구 소비에트 연방의 여러 국가에서도 결혼이

주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정부가 주

도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어 외국인과 이민자에 관한 국민의식을 변화

시키고 정부기관들이 일관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을 내렸고, 2006년을 기점으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안’과 ‘혼혈인 및 이

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이른바 다문화 정책을 시작하였다

(윤인진, 2008).

한국정부가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을 다

문화가족이라고 부름으로써 ‘다문화’라는 단어는 이들에게만 한정되는 것

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양현아, 2013).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적용범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주민 대신 다문화가족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을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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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였다. 입법과정에서는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이

가치중립적이며 이주민이나 혼혈이라는 단어보다 덜 배타적이라는 논리

를 통해 용어사용의 정당화가 이루어졌다(구본규, 2015; 송지현, 이태영,

2012). ‘한국식 다문화주의’가 서구의 다문화주의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

개된 것은 발생배경이 이처럼 다른 데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현상은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이주노동자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다양한 다문화주체를 배제하고 혼인을 매개로 하여 사적 가족의 내부로

진입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관해서만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다(양

현아, 2013).

결혼이주여성에게 집중된 정책적 관심은 모순적이게도 한국의 순혈주

의에 대한 강박을 반영한다. 유전적인 실제가 그러한가, 사회구성원의 비

율이 실제로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족주의

와 순혈주의를 이데올로기로서 유지해온 사회이다(김종태, 2012; 강미연,

장인자, 2009). 한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한민족(韓

民族)을 동시에 의미하는 경우가 지배적이고, 한국인들에게는 국적

(nationality)과 민족(ethnicity)과 인종(race)이 각각 지칭하는 것이 거의

같은 것을 표상하는 경우가 많다(설동훈, 2014).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

회는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민족의 사람을 ‘거리두기’의 대

상으로 타자화하여 구별 지으며, 이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 저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외국

인 노동자나 관광객과 달리 정착형 이주자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 우리

사회에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타자화가 불가능하다. 이 때 한

국사회와 정부가 택한 것이 바로 동화주의를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한

국적 다문화주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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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사회에 편입된 이주여성은 입국의 동기가 오직

결혼이었음을 끊임없이 증명하도록 요구받는다. 체류연장이나 영주권 및

국적 취득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해야 하는 행정절

차는 이들이 결혼의 순수성을 증명해야하는 가장 가시적이고 기본적인

단계에 불과하다(김정선, 2011). 결혼이주여성들은 진정성 없는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의 경제이주를 시도한 기회주의자이며, 가정유지와 양육에

대한 여성적 도덕관념이 없는 존재라는 반다문화주의자들의 비난을 온몸

으로 받아내기도 한다(육주원, 2016). 이러한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 이주

여성은 한국인처럼 한국말을 구사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의 가족

질서를 익혀 남편과 시댁식구를 돌보고 자녀를 한국인으로서 양육하는

데에 헌신하는 ‘효부가 되는 것’이라는 유일한 선택지를 마주하게 된다.

이 때 국가는 이 장면을 포착하여 미디어를 통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순

종적인 여성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이미지화하고, 부계 혈통주의를 부각하

여 혼종성의 위협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김명혜, 2012; 오창우, 이현주,

2011). 뿐만 아니라, 결혼하기 힘든 한국남성과 결혼해주고 한국에 정착

하여 한국가족 안에서 한국인을 낳아 기르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결혼이

주여성에게 부여함으로써 부계부권가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관심과 지원

을 이들에게 쏟아낸다(김혜순, 2014). 국가의 이러한 관심과 지원의 목표

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동화되어 한국적이고 ‘정상

적’인 문화의 재생산자이자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가치의 담지자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족적 소수자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중문화를 비롯한 이들 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

책적이고 제도적인 노력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한국의 다문화정책

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집중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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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김정선, 2011),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이를 지원하

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

육지원(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제8조),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제9조), 아동 보육․교육 지원(제10조) 등을 통해 결혼이

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이는

한국의 이른바 ‘다문화정책’이 동화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화주의적 정책의 방향성은 2016년 정부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

력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책적 주체인

여성가족부의 경우는 전체 9개의 과제가 통합에 7개, 인권에 2개가 편중

되어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영역의 과제는 전무하다(법무부 출입국․외

국인정책본부, 2016b). 그나마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을 표방하는

‘인권’ 영역의 과제는 ‘여성이민자의 인권보호’와 ‘정부합동고충상담 실시’

를 세부내용으로 하여, 개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피해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영역도 결혼이주여성

과 그 자녀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정착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작 ‘안정적 정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기존의 한국가족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

를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시행계획과 추진방향이

이렇다 보니 정책이 시행되고 전달되는 일선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종종 동화주의의 맨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그 내용이 동화주의적인 것 이외에도 이들을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보장제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법을 통해 특별한 시혜의 대상으로 만

든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예산의 확대와 이로 인한 다문화 사업의 부처

간 경쟁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시혜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번져 정부의 관

련예산이 확대되자 각 부처 간의 중복지원과 과열지원이라는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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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일선현장은 사업의

‘대상’인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확보하는 데에만 주력하게 된다(김정

선, 2011).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업의 내용이 ‘다문화주의’에 입각하

는가에 관한 고민이나 결혼이주여성과 개별 다문화가족의 주체성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

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경제적 원인을 은폐하고, 이들 가족

이 겪는 어려움 전반을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치환하는 문제

를 안고 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구로

분류되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의 비율은 5.1%로 국

가전체단위의 수급률 3.2%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여성

가족부, 2016a; 통계청, 2016), 실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저소득층으로

서 겪는 어려움과 다르지 않다(안선정, 임지영, 그레이스 정, 2012). 그럼

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보편적인 복지체계에 포함

되어 보편적인 사회권을 확보하기 보다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특별한

대상으로 타자화 된다. 특별법을 통한 지원은 타자화를 통해 결혼이주여

성을 수동적 존재로 대상화하여 무력화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오로

지 이들의 다름에서만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3)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약자로 타자화 된 대상에게는 시혜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른 것에 대해

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이 선택할 수 있는 보기는 그리 많지 않다. 적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동화주

의적 요구를 따르며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한국인보다 더 한국

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이은하, 2010; 전홍주, 배소영,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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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2008). 자녀를 키우고 사회화 할 때에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은 자신의 모국의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생존하는

데에 있을 때가 많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와 같은 전략을 취하게 된 원

인에는 한국사회로의 이주배경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으로 오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생존회로(survival circuit)를 통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김현미, 2010).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

로 근대 국가 형성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주는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같은

정치적 이주나 인종적 이주라기보다는 계급적 이주와 경제적 이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경제적 동기에 따라 생계를 위해 결혼이주를 택

하고 한국에 사적으로 편입된 이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유연하게 활용하

는 것은 개인의 의지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제약 때문에 어

려울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결혼이주여성 관련 프로그램들도

적응에만 초점을 맞추며, 결혼이주여성을 ‘국민의 배우자’나 ‘국민의 양육

자’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이은아, 2012). 이러한 상

황 속에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지키며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제약을 극

복하고 아이들에게 양국의 문화를 모두 전달하는 양육자로 존재하는 것

은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부단한 노력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어

려운 과제로 남게 된다.

한편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시혜의 대상으로 대하고 수동적 존재로 다

루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제약 아래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켜나가는

주체적인 행위성(agency)에 주목해야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김정선, 2011; 최종렬, 최인영, 2008). 주체적 행위성에 주

목한다는 것은 구조를 부정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떻

게 구조적인 제약에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가에 관한 ‘차별화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정현주, 2009).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경험에서 드러나는 주체적 행위성에 주목하는 작업은 어머니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협상되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임을 이

해하고, 이들의 주체적 양육 경험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적 제약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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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은아(2012)는 결혼이주자로서 여성의

주체적 행위성이 모성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음을 포착하고 결혼

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을 분석하는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러나 이 연구를 포함하여 어머니로서 결혼이주여성을 다룬 대부분의 연

구들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인권 및 시민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적 양육 행동이 개별 다문화가족의 가

족관계와 상호작용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탐색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채 미답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2. 한국 다문화가족 양육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핵심적인 이

슈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국내에서는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다문화가족의 양

육 경험을 살펴본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상반기까지 약

10여 년 동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에 등록된 다문화가족의 양육관련 연구는 218건인 것으로 나타난다.3)

다문화가족의 양육 관련 연구들 가운데 약 절반가량의 논문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을 연구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연구의 내용은 양육과 관

3)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엔진에 (결혼이민, 결혼이주, 국제결혼, 다문화) ×

(부모, 아버지, 어머니, 양육, 사회화, 자녀, 아동)를 쌍으로 교차하여 학술논

문과 학술지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1008건의 연구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이

중 중복 검색된 논문과 외국어로 쓰인 논문을 제외하여 639건의 유효한 논문

이 남게 되었다. 639건의 논문 각각의 제목을 모두 검토한 끝에 (어린이집,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양육을 제외하고) 다문화가족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양육에 관한 논문만을 뽑아내어 총 218건의 논문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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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일반적인 개인의 심리적 역동이나 가족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과

다르지 않다. 즉, 다문화가족 양육 연구의 절반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새로

운 인구집단을 연구의 대상으로 상정하였을 뿐, 연구의 설계와 주제는

기존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선주민들의 가족역동이 이주여성과 그 가족

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 연구만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의 양육

기제나 양육환경이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

을 내리기 어려운 것은 일반적인 한국가족과 다문화가족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대조하여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연구

들은 다문화가족을 단순히 학문적인 성과를 위한 새로운 연구대상의 출

현으로 바라보고 접근하여 지나치게 많은 연구물들을 고민 없이 쏟아냈

다는 비판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도 하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114편의 논문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양육이 한국의 일반적인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양육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는 연구들이

다. 두 번째 유형은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양육의 특수성을 조명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들로 문화변용이나 문화적응스트레스, 또는 이중문화가

이들의 양육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유형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에 관한 연구들을 비판

적으로 검토한 논문들을 포함한다. 이번 장에서는 해당연구들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다문화가족의 양육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 연구대상과 연구관점 및 연구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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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침묵

(1) 출신국가

다문화가족의 양육에 관한 위의 114편의 연구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의 양육을 비교하거나 다문화가족만이 경험하는

양육의 특수한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양육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문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동질적인 집

단으로 다루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나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 모두에 해당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소수의

연구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114편

중 7편은 출신국가를 밝히지 않았고 85편은 한 연구 내에서 결혼이주여

성의 출신국가가 다양하게 뒤섞여있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들 연구

중에는 출신국가별로 양육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결혼

이주여성을 수집하였다고 밝히며 표집방법을 정당화한 연구도 있고(이소

희, 박영례, 김애림, 박성은, 2014; 오재연, 2014; 오재연, 김경란, 남민우,

2014),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출신국가가 양

육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연구도 있다(이진

숙, 2007). 또,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양육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채

원 외, 2013)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연

구가 특정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까닭에

출신국의 특징과 이들의 양육 경험을 연결 지어 탐색할 기회가 부족하였

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환경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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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관한 서술과 전망은 연구마다 상이하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의 양육행동과 양육전략의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가족의 상황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

질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행동 중 가장

많은 결과물이 축적되어 있는 이중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도 사정이 다르

지 않다. 어떤 연구들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에 높은 가치를 부

여하고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갖고 있

는 모습(윤인진, 김은비, 2012; 고은, 2006)이 나타나는 반면에, 다른 연

구에서는 어머니가 이중 언어를 사용할 때에 아이의 발달과 부모자녀관

계가 모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이승숙, 배지희, 2015;

조승석, 김희순, 2013; 이은경, 오성숙, 2012).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구

의 관심분야가 아니라거나 사례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결혼이주여

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다문화가족의 가정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

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엇갈리는 연구결과들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떤 결혼이주여성이 자녀

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고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육할

수 있는가, 혹은 누가 자녀를 이중언어교실에 보낼 수 있는가에 관해 생

각해본다면 연구결과의 혼재는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가족 내

에서의 지위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기를 차

별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면

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포착한 일부 학자들이 특정

계층의 양육에 집중하여 수행한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민경, 2015; 서미옥,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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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관점: 무력한 이미지의 재생산

다문화주의의 학문적 유행과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의 괄목할 만한

양적 증대에 아동가족학이라는 실천적 학문이 기여한 바는 적지 않다.

서덕희(2010)는 교육, 보육, 복지 등의 실천적 영역과 관련된 분과학문

연구들이 수행한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들을 대증적․처방적 연구라고 보

았다. 이는 응용학문이 본래 현실의 문제에서 연구의 문제의식이 출발하

여 실천적 처방을 내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당연한 결

과라 할 수 있고, 소수자(minority)들에 관한 초기 연구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천적 분과 학문영역에

서 관련 연구가 쏟아졌던 것은 필연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서덕희,

201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는 데에 치중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무력한 존재로 결혼이주여성을

그려왔고, 이러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불러온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설진배, 김소희, 송은희,

2013). 이로 인해 해당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을 타자화하고 객체화하여

이들이 주체적 존재임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황정

미, 2012; 서덕희, 2010).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생활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이주경로를 고려할

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며, 가족과 가정의 영역은 오히려 이들이

삶을 영위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양육

경험과 모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그러하듯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과 경

험적 모성 또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를 담는 개념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 의의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

성과 그 가족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이들을 사적 영역에만 묶어두어 결

혼이주여성들의 주체성이 조명될 기회를 빼앗는다는 주장4)이 제기 된

4) 이는 초기 여성학에서 모성에 관한 연구를 비판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

인다. 모성 연구가 이루어지던 초기에 여성학은 모성규범과 담론이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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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만큼 기존의 연구가 결혼이주여성들을 ‘무력한 어머니’로만 그려

왔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이 놓여있는 현실 속에

서 자녀양육 경험을 어떻게 구성해나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

를 통해 주체적 양육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을 조명하려는 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요구받고 있는

어머니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자녀양육의 구

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의 사회구조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내용: 교육에 한정된 양육의 내용과 의미

양육의 사전적 의미는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것으로(국립국어

원, 2017), 자녀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경제적․지적 발달을 촉진하

고 지원하는 과정을 일컫는다(Martin, 2000; Wikipedia에서 재인용). 그

런데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의 관한 연구들에서는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자녀 교육의 어려움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이유나, 2015; 김성봉, 오옥선, 2012; 배지희, 봉진영, 2012; 김승희, 2011;

류진아, 2011; 박은민, 김성수, 박순휘, 2011; 이재분, 김혜원, 이해영,

2009; 현은애, 나종혜, 2009; 전홍주 외, 2008). 양육의 여러 측면이 함께

고려되지 않은 채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역할을 한국어 능력과 학습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묶어두며 여성의 삶을 규정한다고 비판했다(노영주,

1998). 그러나 Rich(1986)가 이데올로기로서의 모성과 경험으로서의 모성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로 여성들의 모성 경험에 주목하는 연구는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여러 사회와 문화권에서 대부분의 여성

들은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경험적 모성은 여성의

재생산 능력에서 기인하여 자녀와 여성의 관계를 담는 개념이 된다는 점에

동의를 얻게 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에 관한 연구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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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측면에서만 조명하고 평가한다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무능한 부모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윤수현, 그레이스 정, 2015). 국외 연

구들에 비해 유독 국내 연구들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언어와 문화적 차

이가 자녀 양육의 장애요인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은 한국사

회에서 자녀의 양육에 관해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경계가 매우 뚜

렷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이은아, 2013).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에 대한 내러티브의 대부분은 자녀의 학습

지도에 관한 내용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양육(parenting)을 교육(educating)으로 치환하

여 바라보는가 혹은 교육을 학업적 성취로만 바라보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결혼이주여성들 스스로가 양육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반사적으

로 학습지도를 떠올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연구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

들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어머니의 역량은 곧 학업적 성취를 위한 교육

및 지도능력’이라는 도식을 갖고 있는지는 선행연구의 결과물들을 검토

하는 것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

혼이주여성의 양육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의 의미를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시킨 사례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에는 자녀의 학업적 성취가 거의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자녀를 잘 키워낸 결혼이주여성의 존재는 한국사

회에 잘 적응한 ‘한국 어머니’가 되어 자녀의 학업성취를 이루어낸 어머

니로 구체화된다(서덕희, 오성배, 2012).

황정미(2012)는 자녀의 성공적인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동을 어머니

의 역할로 중요시 하는 한국사회의 모성규범이 어머니로서 이주여성의

결핍을 만들어내고 이들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가 어머니의 학습지도와 자

녀의 학업적 성취에 초점을 두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에 접근한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핍은 상대적으로 더 극명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고,

다문화가족만의 구별되는 양육 경험을 발견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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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마음 자체를 양육자로

서의 주체성이라고 이름 짓는 ‘과잉 낭만화’5)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채원과 동료들(2013)은 모든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하지만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가에 대한 초점과 기준은

상이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

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강조하는 방식보다는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개

별 결혼이주여성이 갖게 된 상이한 양육관과 양육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

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한편,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진 이주 배경을 강점으

로 인식하고 이를 자녀교육의 자원으로 조명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이중문화에 관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동을

자녀의 학업적 성취 및 사회적 성공과 연결지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실제로

출신국의 문화와 언어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욕구는 세계화시대의 글로벌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이유를 통해서만 정

당화되는 경향이 있다(여성가족부, 2016b; 이채원 외, 2013; 박찬옥, 이은

경, 2011).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인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

이 겪는 차별이나 정체성의 혼란 등은 언급되지 않은 채 이중언어와 문

화를 습득하는 것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양육

의 특권처럼 ‘과잉 낭만화’ 된다는 점이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수행해야 할 특별한 양육의 내용은 결코 긍정적이고 장밋빛을 띤 내용으

로만 구성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

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가정 밖에서 겪는 차별이나 혼란에

5) ‘과잉 낭만화’는 서덕희(2010)의 연구에서 ‘객체화’에 대한 저항으로 ‘주체화’

를 강조하다가 이주여성 개인의 삶이 여러 사회구조 및 헤게모니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역동성 있게 보여주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지

적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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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끊임없이 우려를 표하고(김승희, 2011),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이 무

엇인지 몰라 답답해하며(안태용, 전영국, 2014;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이런 어려움을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외면하기도 한다(조

윤주, 2012).

두 번째로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자녀에게 어머니 나라의 문

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정당화하고 정책을 효과적

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호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들이 실제로 ‘글로벌 인재’를 기르기 위해 이중언어 및 문화교육을 수행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연구방법이나 분석의 수준

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녀에게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교육을 수행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몇몇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

속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과 문화적 차이를 조정하고 협상해나가면서

자녀양육에 반영하여 주체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이은경,

2015; 정계숙, 견주연, 2014), 자녀가 자신의 모국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을 보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는다(조승

석, 김희순, 2013).

이와 같은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이 출신국의 문화와 언어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문화가족에게 필수적인 양육

의 과정이다. 이러한 양육과정은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및 역동과 상호

작용하면서 이루어지고, 결혼이주여성이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로서 주체

적 행위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사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민족사회화 또는 인종

사회화로 개념화하고 소수 민족/인종 가정 내에서 민족/인종사회화가 어

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겨왔다(윤수현, 그레

이스 정, 2015).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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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양육을 개념화하고 이론으로 정리한 ‘민

족사회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민족사회화 개념에 대한 검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혼인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국경을 넘

어서 형성된 초국가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이자 두 개의 민족의 결

합으로 이루어진 이중민족가족(bi-ethnic family)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

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민족(韓民族)인 한국인(설동훈, 2014)

이 대다수를 이루는 한국 사회 내에서 민족적으로 소수자의 지위에 놓여

있는 가족이기도 하다. 개인이나 가족이 민족적으로 소수자의 지위에 놓

여있을 때 이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주류사회의 가족들과 구별되는 양육

을 경험하며, 자신들의 민족적 지위와 문화를 고려하여 자녀를 양육해

나간다. 다민족사회인 미국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소수민족 가족

의 능동적인 양육에 관한 연구들은 이를 민족사회화(ethnic socializatio

n)6)라는 단어로 개념화하고 있다(Huynh & Fuligni, 2008).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다문화가족의 민족사회화에 관한 이해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지 않으며(윤수현, 그레이스 정, 2015; 김미진, 2012), 다른 문화

6) 한 사회 내에서 민족/인종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대부분 민

족(ethnicity)과 인종(race)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소수자인 경우가 많다. 이

러한 까닭에 민족사회화(ethnic socialization)와 인종사회화(racial

socialization)는 그 개념적인 경계가 모호하거나 내용이 중복되며 서로 혼용

되어 쓰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인종사회화보다는 민족사회화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후로는 민족사회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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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 발생한 민족사회화 개념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탐색

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구별되는 양육 경험

을 이해하는 데에 민족사회화 개념은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다문화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사회화의 실

천이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 이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을 살펴볼 때 민족사회

화 개념을 참고하여 유용한 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먼저 민

족사회화와 이중민족사회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관련 연구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민족사회화

한 사회 내에서 민족적으로 소수자의 지위에 놓인 사람들(ethnic

minority)7)은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 몇 가지 도전을 받는다(Garcia

Coll et al., 1996). 첫 번째는 사회 내에서 이들의 민족적 지위가 낮음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속한 민족의 고

유한 문화와 가치가 주류사회와 이질적인 데에서 오는 조화와 적응에 관

한 도전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러한 도전은 이들의 발달 전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 주류사회

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라는 부정적인 경험이 가해지게 되면, 이들은 인지

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Rodriguez, Umana-Taylor, Smith,

7) 이 연구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소수 민족 혹은 민족적 소수자(ethnic

minority)라는 개념은 이들이 수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족적 측면

에서 사회적 지위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며 비주류로 분류됨을 반영하

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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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son, 2009). 문화와 가치의 차이로 인한 적응의 문제 또한 소수민

족가족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구별된 경험이다. 소수민족의 아동들에게

는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이 자아정체성의 독특한 한 부분으로 두드

러지게 존재하는데(Phinney, 1990), 가정 내에서 전달 받는 문화적 가치

와 메시지가 주류사회에서 전달받는 것과 다를 때 이들은 자신의 민족정

체성에 관해 탐색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소수 민족의 자녀가 자신의 민족적 지위로 인해 여러 가지 도

전에 직면하게 될 때,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를 잘 다루고 해결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한다(Huynh & Fuligni, 2008). 이는 가

정 내에서 행해지는 양육의 일부이자 자녀를 사회화하는 과정의 일부분

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에서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자아발달과 역할취득의 과정을 사회화라

고 보는데(LaRossa & Reitzes, 1993), 사회화 중에서도 특별히 개인과

가족의 민족적 지위에서 비롯된 이 독특한 형태의 사회화를 민족사회화

라고 부른다. 소수 민족 가족 내에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민족적 배경

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구별된 역할을 수행하며, 민족정

체성 및 이와 관련된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Hughes et al., 2006). 부모는 민족사회화를 통해 인종과 민

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수 민족의 문화적 유산과 가치를 전수

하는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다(Bracey, 2010).

Lesane-Brown(2006)은 미국사회 내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인종사회화

를 연구한 축적된 결과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종사회화(racial

socialization)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Lesane-Brown의 분석에

따르면 인종사회화는 문화적 메시지(cultural message), 소수자 경험

(minority experience), 주류 경험(mainstream experience)이라는 3가지

내용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8) 첫 번째 유형인 문화적 메시지는 인종적인

자부심과 미국 내의 흑인 혹은 그들이 속한 민족의 문화에 대해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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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인 소수자 경험은 흑인들에게 억압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해 인식시키고 차별과 편견에 대하여 대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세 번째 유형인 주류 경험은 인종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을 일컫는다. 연구자에 따라

서 세 번째 유형인 주류 경험을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 하나

인 Rollins와 Hunter(2013)의 연구에서는 주류 경험에 관한 인종사회화

를 자기개발 사회화(self-development socialization), 평등주의 사회화

(egalitarian socialization), 침묵(silence)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기개발 사회화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 존중받는 사람이 되도록 자녀

들을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고, 평등주의 사회화는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

다는 관점(color-blind perspective)과 인종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양육 실

천을 일컫으며, 침묵은 인종과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민족사회화는 인종사회화에서 파생된 개념이며, 관련 연구들(Huynh &

Fuligni, 2008; Hughes et al., 2006; Phinney & Chavira, 1995)에서 나타

나는 민족사회화의 내용은 인종사회화의 내용분류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

다. Hughes와 동료들(2006)이 정리한 민족-인종사회화의 유형은 문화적

사회화(cultural socialization), 편견에 대한 대비(preparation for bias),

불신의 촉진(promotion of mistrust), 인종에 대한 침묵과 평등주의

(egalitarianism and silence about race)를 그 내용으로 한다. 문화적 사

회화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민족 또는 인종의 유산과 역사에 대해 가르치

는 것과 문화적 관습과 전통을 전수하는 것, 문화적 자부심이나 인종적/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의도적이거나 암묵적인 양육

의 실천들을 일컫는다. 편견에 대한 대비는 자녀들이 차별에 대해 인식

8) Rollins & Hunter(2013)의 연구에서 등장하는 인종사회화의 3가지 영역도 이

와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1)민족과 문화(ethnicity and culture)

2)인종적으로 계층화된 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social position in a racially

stratified society) 3)후기 인종 사회(postracial society)로 각각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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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부모들의 노력

을 지칭하는데, 아시아계 소수민족의 민족사회화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편견에 대한 대비에 대한 의견은 다소 혼재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에서

는 아시아계는 감정의 절제를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로 인해 차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편견에 대한 대비에 관해 침묵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

과들(Nagata & Cheng, 2003; Chen, 1998)이 존재하는 반면에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다른 소수민족들만큼이나 자녀들에게 민족사회화의 일환으로

서 편견에 대한 대비를 실천한다는 증거가 제시되기도 한다(Tran &

Lee, 2010). 불신의 촉진은 인종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경계심과 불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양육의 실천을 의미한다. 불신에 촉진에 관한 메시지

는 차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다기보다는 다른 인종과의

상호작용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평등주의와 인종에 대

한 침묵은 자녀들에게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언급은 피한 채 인종 또는

민족 구분을 뛰어넘는 개인의 자질에 가치를 두도록 독려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양육전략은 주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모들이 자주 사

용하는 전략으로 Boykin과 Toms(1985)가 사용한 주류 사회화

(mainstream socialization)라는 용어와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Hughes et

al., 2006에서 재인용).

가족의 민족사회화가 아동의 민족정체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A. J. Uman ̃a-Taylor는 U.

Bronfenbrenner(1989)의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을 연

구의 이론적 틀로 삼는다. Umaña-Taylor의 연구 외에도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소수민족아동이나 이중민족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많은 연구

들 역시 생태체계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고 있다(Gonzales-Backen, 2013;

Rollins & Hunter, 2013).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아동을 둘러싼 맥락은

여러 겹의 체계로 이루어져서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은 가장 근접한 맥락으로 아동의 일상생활을 구성한다.

가족의 민족사회화 역시 아동의 민족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미시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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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소수민족 아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이루

어진 민족사회화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수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부모에게 민족사회화라는 양육행동이 갖는 의미나 민족사회화

에 영향을 주는 맥락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편이다. 생

태체계이론에 비추어 볼 때에도 민족사회화는 그 자체로 매우 맥락의존

적인 과정이어서 가족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맥락에도 영향을

받는 양육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McHale et al., 2006; White-Johnson,

Ford, & Sellers, 2010). 소수민족 자녀의 민족정체성 형성과 관련지어서

이루어진 민족사회화 연구들 중에서도 Bonfenbrenner(1989)의 생태체계

이론과 여기에서 파생된 Garcia Coll과 동료들(1996)의 통합적인 문화 생

태 모델(integrative cultural ecological model)을 차용하여 인종이나 민

족과 관련된 맥락이 소수민족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민족-인종사회화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Csizmadia, Rollins, & Kaneakua, 2014; Rollins & Hunter, 2013).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실제로 적용하여 수행한 실증적인 연구

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며(White-Johnson, Ford, & Sellers, 2010;

Brown, Tanner-Smith, Lesane-Brown, & Ezell, 2007), 인종사회화에 관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축적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인종사회화의 실천에 관하여 부모들을 유형화하

고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살펴본 White-Johnson과 동료들

(2010)의 연구나 부모들이 자신들의 인종에 자부심을 갖고 있거나 인종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 때 자녀들에게 민족사회화에 관한 메시지

를 더 자주 전달한다는 Thomas, Speight & Witherspoon(2010)의 연구

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족사회화를 수행하는 부모 개인과 민족사회

화가 일어나는 가족환경 및 가족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보다

깊은 탐색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들을 축적하여 민족사

회화 연구의 영역을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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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민족사회화

민족적 소수자들의 자녀양육과 사회화에 관한 이론적 모델과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들이 동일한 민족에 속해있으며, 단일한 문화적 맥락에서 자

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Padilla,

2006).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 사회 내에서 다문화주의가 촉발되고 정치

적으로 활용되면서 인구집단의 다양성에 기반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미국 내 개별 소수민족의 민족사회화나 민족정체성 등의 개념은 주목을

받게 된다(Bernal & Knight, 1993; Hall & Okazaki, 2002). 그러나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민족적 소수자와 다수자의 결혼이 세계화의 흐름과 맞물

려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minority-majority”)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Padilla, 2006). 이들은 사회적 기관과 정책 및 제도에 극적인 영향을 주

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서도 차츰 관심과 주목을 받기 시

작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결합으로 형성된 이중민족가족

(bi-ethnic family)의 민족사회화, 즉 이중민족사회화에 관한 학문적 논의

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rittian, Uman ̃a-Taylor, & Derlan, 2013; Padilla, 2006). 이는 심리사회

적으로도 이중민족가족들의 민족사회화 과정이나 민족에 관한 정체성이

소수민족가족보다 단지 조금 더 복잡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질적으

로 전혀 다른 역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민족끼리의 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자녀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두 가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양쪽 문화 혹은 민족 중 어느 쪽에도

온전하게 속하지 못하고 주변화 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도 하며, 서로 다

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갈등이나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적 규범과 기대로 인해 어려

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같은 이중민족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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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은 생래적으로 두 개의 거대한 사회적 체계에 동시에 속해있거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가족에게는 두 개의 세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협상을 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Kasuga-Jenks, 2012). 또한, 부모 중

한쪽이 소수민족에 속해있다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성장경험이 특정

민족 집단의 단일한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중민족가정

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겪는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중민족정체성(bi-ethnic

identity)의 경험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중 민족적 경험

이 부모에게 완전하게 이해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민족가족의

민족사회화는 가족 내의 민족 구성이 단일한 소수민족가족의 민족사회화

와 구별된다(Rollins & Hunter, 2013; Rockquemore, Brunsma, &

Delgado, 2009).

이중민족가족의 민족사회화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당히

적게 이루어진 편이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이중민족자녀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민족사회화를 행하는 주체가 되는 부모들에 관한

실증적 탐색이나 이론적인 논의에 관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몇 편의 연구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Reddy(1994)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할 때, 부모들이 보

이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어떤 부모들은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거나

대화하기를 꺼려하기도 한다. 다른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의 외모적인 특

징을 고려하거나 사회가 어떤 민족에 대하여 더 수용적이고 잘 대우하는

가를 감안하여 자녀를 사회화하고 이들의 민족정체성 결정을 돕기도 한

다. 반면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민족 사이에서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을 피

하고 두 가지 정체성 모두를 수용하기를 권하는 유형의 부모들도 있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Edwards, Caballero, & Puthussery(2010)의 연구도

서로 다른 민족에 속한 부모들이 자녀의 정체성과 소속에 관한 양육태도

를 협상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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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급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Nakazawa(2004)는 이중민족가족 내에서 자녀들에게 양쪽의 문

화를 모두 가르치고, 이중의 소속과 정체성이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이들이 장차 마주하게 될 편견과 차별의 어려움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Padilla, 2006에서 재인용).

Kasuga-Jenks(2012)는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민족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한쪽의 부모의 민족과 전통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주류민족에 속

한 다른 쪽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

연구를 통해 보여준다. Kasuga-Jenks(2012)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이중민

족사회화는 부모 중 소수민족에 해당하는 쪽의 민족적 전통과 문화에 관

한 전수를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주류민족의 생활방식이나 문

화적 전통은 가족과 사회 내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일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민

족사회화가 이중민족가족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4.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집단으로 다룬 선행연

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연

구참여자를 한정하여 이들의 양육 경험을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참여자

의 출신국을 베트남으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여성은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결혼이민비자9)로 국내에 체류하

9) 결혼이민비자는 현재 F-6 사증으로 F-6-1(국민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을 포함한다. 그러나 비자법 개정 이전에 국민배우자 사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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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 중 그 수가 가장 많다(통계청, 2017b). 총 40,479명에 이르는 베

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2016년 전체 결혼이민자 여성 128,518명 중

31.5%를 차지한다. 중국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은 45,301명으로 그 수는

베트남국적의 결혼이주여성보다 많으나, 여기에는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불리는 조선족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의 체류외국인통계에서도 중국

국적을 가진 경우와 한국계중국인의 경우를 나누어 파악하고 있을 만큼

한국계 중국인은 국내 체류자격과 민족적 특성이 구분된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은 전체의 24.0%, 한국계 중국인은

11.2%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민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여성

중에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가장 많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10)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으로의 결혼이주가 시작된 중국과 비교했

을 때, 200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으로의 결혼이주가 활발해진 베트남은

한국으로의 결혼이주 역사가 채 20년이 되지 않아서 자녀들이 아직 청소

년기에 진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다음으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유입은 국가 간의 경제격

차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배우자로 받아들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김현

미, 2010). 재외동포(F-4)비자로 한국에 체류가 가능한 한국계중국인과

달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비전문취업

(E-9)비자와 결혼이민비자(F-6)에 집중되어 있다.11) 그런데 베트남에서

동일한 F-5-2와 F-2-1을 발급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도 있다. 해당 통계는

위의 모든 체류자격을 포함한 수치이다.

10) 물론 이러한 수치는 현재 결혼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 한정된 것이

며, 이미 영주권(F-5)이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결혼이주

의 역사를 고려할 때 1990년대 초반부터 가장 먼저 한국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송출한 국가는 중국이고, 따라서 누적된 인구도 가장 많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는 이미 국적을 취득한 자의 이전 체류자격까

지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전수에 관한 통계는 파악이 어렵

다.

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a)가 제공하는 통계월보 외국인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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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주는 브로커 등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상당한 ‘비싼’ 이주이다

(Bélanger & Wang, 2013).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자원

이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주변화 된 지위에 있는 여성들은 목적국의 남성

들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값싼’ 결혼이주를 선택하게 된다.12) 이처럼

베트남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배경에는 경제적 동기가 상당하며,

통일교를 통해 종교적인 이유로 국제결혼을 결정하는 일본이나 필리핀

여성들과는 구별된다.

베트남은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며, 한국남자와 이미 결혼한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는 경

우에도 소마담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중개업자와 연결된 모집책을 통한

결혼인 경우가 많다. 소규모 중개업자는 다시 대마담이라고 불리는 대규

모 중개업자와 연결되어 있는 조직적인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는 성

행한다. 이러한 까닭에 대만이나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는 베트남 전 지역

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중개업체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

으로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으로의 결혼이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

은 중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베트남 북부의 하노이 인접 지역과 남부

호치민 인근의 메콩 델타 지역이며, 베트남 중부지역에서는 그 사례가

흔하지 않다. 결혼해서 한국에 간 옆집 언니가 친정에 집을 사주고 땅을

원본통계에 따르면 2016년 9월에 한국으로 입국한 베트남 여성의 약

15%(2,116명)는 결혼이민비자(F-6)를 통해 국내에 체류자격을 얻었다. 이는

중국이 0.87(3,788명)%,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0.68%(78명), 일본이

0.69%(878명)로 모두 채 1%가 안 되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이다. 한국계 중

국인으로 분류되는 조선족의 경우 81.31%가 방문취업비자(H-2)로 국내에 입

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체류외국인의 통계도 제공하고 있지만, 국가

별로 국적취득을 원하는 정도가 다르고 체류기간이 달라 누적인구에 필연적

으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국자 기준 통계를 제시함을 밝힌다.

12) 특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1986년 도이 머이(Đổi mới)

정책 이후에는 교육과 고용의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가 약화되어 여성들이 일

자리를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유인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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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는 것을 보고 결혼이주를 결심하게 된 것도, 결심하고 나서 쉽게 결

혼이주를 올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베트남 결혼중개업의 특성 때문이다. 베트남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송

출지역으로 손꼽히는 베트남 북부의 하이퐁(Hải Phòng)의 일부지역에서

는 한동안 외국남성과의 국제결혼 허가 증명 발급이 제한되기도 했었다

(김선한, 2011).

이처럼 성별화된 이주체계로 인해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결혼이주를

선택하여 생존회로로 한국에 오는 베트남 여성들은 동남아시아 특유의

모계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베트남 여성들은 잦은 전쟁으로 인해 집

을 떠나 있던 남성들을 대신해서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논밭에서

일하거나 소일거리(petty trading) 등을 하며 경제권을 장악하여 가정을

꾸려온 역사가 있으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남녀평등의 노동관을 내

재하였고 상속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영역에서 법적으로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왔다(신윤환, 2008; 유인선, 2002). 부모를 부양하는 딸의

역할과 생활력 강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한 여성들

이 결혼이주를 실행한 뒤에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베트남이 보이는 동남아시아 특유의 모계제 속성이 여성의 지

위가 높은 남녀평등의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베트남 여성들은 전쟁에 참여하느라 부재한 남편을 대신해서 가정의 생

계를 책임지고, 부족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맞벌이를 해야만 하

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영향으로 유교적 가치가 존중받는 베트남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교적 의무 중에 한국과 구별되게 두드러지는 덕목으로 부공

(婦功)이 포함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유교

적 가치는 전 생애에 걸쳐서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을 따르며 아름답고

순종적인 여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바느질과 장사를 잘하여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여성들에게 지워온 베트남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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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다(오영훈, 방현희, 2014).

유교와 연관이 깊은 가부장주의 이데올로기는 베트남 남부보다는 북부

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영토가 남북으로 긴 지리적 특

성이 지닌 베트남은 역사적으로도 남과 북이 오랫동안 다른 나라였으며,

중국과 인접해 있는 북부와 캄보디아와 인접해 있는 남부는 가부장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이 우세하다(신윤환, 2008; 유인선,

2002). 베트남 남부는 사이공(현재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식민

지배 아래 놓여 있었으며,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

은 역사로 인해 베트남 북부에 비해 유교적 가치가 약하다는 해석도 존

재한다(신윤환, 2008; 유인선, 2002; Teerawichitchainan, Knodel, Loi, &

Huy, 2010). 북부는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을 기본으로 하며, 남부는 장

남부터 재산분할을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막내가 부모와 함께 살며

집을 물려받는 말자(末子)상속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하순, 2000). 남

아선호의 경향도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의

견이 지배적이다(Guilmoto, 2012).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족가치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베트남 남부 역시 북부만큼이나 부계 가부장제의 영

향이 짙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전투위융, 2017; 이은주, 2015).

베트남 남부와 북부의 차이보다 오히려 더 두드러질 수 있는 것은 급

속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와 아직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는 농

촌의 차이일 수 있다. 사회경제쇄신 정책인 도이 머이(Đổi mới) 정책 이

후에 베트남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

장경제를 받아 들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이윤범, 2014). 현

재 베트남은 빠르게 도시화 되고 있으며 하노이와 호치민을 위시한 대도

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채수홍, 이한우, 2018). 대도시 중심

의 개발과 광역화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였고 해외 투자 유치와

공업기반의 성장을 주도해왔으며 개발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에서는 대도

시로의 이주가 급증하였다(Hoi & Hoi, 2012).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

의 개발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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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차이도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Le & Booth, 2014). 따라서

발전하고 있는 도시와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낙후된 농촌의 삶의 모습은

매우 다르며, 아들을 선호하는 등의 가부장적 가족 가치는 도시보다 농

촌에서 더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den Boer & Hudson, 2017).



- 38 -

Ⅲ. 연구방법

1. 근거이론방법(grounded theory methods)

이 연구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을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는 연구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을 보

다 깊이 이해하고 이것이 반영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방법이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구참여자가 문제

나 이슈를 토로하는 맥락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싶을 때 수행한다

(Creswell, 2007).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근거이론은 “개별 행위자

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상호작용을 가능하

게 한 구조적 맥락에도 주목”하는 것을 핵심으로 여긴다(Glaser, 1992).

이는 근거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철학적 전통을 같이 하기 때문인

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Blumer는 사회구조나 제도, 집단의 삶을 개

인의 행동과 분리하여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Glaser, 1992).

이러한 학문적 세계관에 따라 Glaser(1992)는 근거이론의 본래 목적이

개인적․사회적 맥락 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근거이론의 방법론은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체계

적이지만 유연한 지침을 제공하여 자료 그 자체에 근거한 이론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Charmaz. 2006). Glaser(1992)는 사람들의 일상과 삶이

사회적으로 이미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이론은 이러한 일상 속에

서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 ‘발견’되고 ‘출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과

정을 통해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개념을 정교화

하여 다듬을 수도 있고, 이를 ‘민감한 개념(sensitizing concepts)’으로 삼

아 새로 발견된 주제와 개념을 연결 짓고 범주화하여 발견된 실체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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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형식을 부여할 수도 있다(Charmaz, 2006).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

을 사용하여 민족사회화를 민감한 개념으로 삼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양육 내용과 그 배경을 깊이 있게 고찰하고, 이들의 양육에 관한

실제를 반영하는 이론을 구성하여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자료의 수집

1) 연구참여자 선정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1명 이

상의 5세 이상 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을 모집하였다. 자녀양육의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된 연구참여

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5세로 자녀연령의 하한선을 두었고, 베트남 여

성과 한국 남성 간의 국제결혼이 2005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점을 고려하

여 초등학생 자녀로 자녀연령의 상한선을 정하였다(통계청, 2018). 연구

참여자의 결혼지위나 이주경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한국인 남성

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참여자

를 모집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외국인 여성, 특히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합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한국인 남성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기르는 결혼이주여

성의 양육 경험을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22명이다. 연

구참여자의 초기 모집은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베트남 이주여성

커뮤니티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참여자 모집공고(부록 5-1, 5-2)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모집공고는 한국어판과 베트남어판으로 모두

게시하였으며, 모집공고를 보고 연구참여자가 먼저 연구자에게 연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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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취하여 연구 참여의 자발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에게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조건에 부합하

는지를 확인하고 연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뒤에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초기 모집이 이루어

진 다음에는 연구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에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눈덩이 표집

(snowball sampling)으로 일정수의 연구참여자를 확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모집과 면접은 두 시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2016년 11월

에 열린 논문지도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우선 10명의 연구참여자를 면접

하고 분석하여 연구의 방향성을 점검한 다음, 이론적 표집계획을 세우기

로 하였다. 2017년 1월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계

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승인받은 문서로 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1차

시기의 자료 수집은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이루어졌으며, 총

11명의 연구참여자를 면접하였다.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의

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본국에서의 출신지역과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양하게 수집하고자 하였다. 연구계획

단계에서는 한국에서의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와 농촌인 경우를 모두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자료 수집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

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 내에서도 이질성과 다양성이 존재함을 발견하여

거주 지역(도시/농촌)을 표집 축에서 제외하고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

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경험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하였

다. 대신 자녀의 연령을 새로운 표집 축으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자료수

집 과정에서 정체성 문제나 학교 참여 등과 관련한 양육 경험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1차시기에 면접을 끝까지 완료한 10명의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출신지

역이 북부인 경우가 6명, 남부 4명, 중부 1명이었고, 첫째 자녀의 학령이

미취학인 경우는 6명, 초등학교 저학년은 3명, 초등학교 고학년은 2명이

었다. 본국에서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연구참여자가 1명, 고등학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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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5명, 전문대 중퇴가 1명, 전문대 졸업이 2명, 대학교 졸업이 1명이

었는데, 연구참여자 중에 2명은 현재 한국에서 사이버 대학에 재학 중이

었다. 가구 소득이 100만 원대인 연구참여자는 1명이었고, 200만 원대인

경우는 3명, 300만 원대인 경우는 1명, 400만 원대인 경우는 4명이었으

며, 가구소득에 대한 응답을 거부한 경우도 1명 있었다. 현재 이혼 상태

인 연구참여자가 1명 있었고, 한국 남성과 이혼 후 다시 한국 남성과 재

혼한 연구참여자도 1명 있었다.

1차시기에 면접한 11명의 연구참여자 중에서 1명이 1차 면접 후 연구

참여를 철회하였다. 해당 연구참여자는 1차 면접을 하는 동안 연구자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였고 할 말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자주 보였

다. 면접이 종료되고 나서 2차 면접 날짜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연

구참여자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아 연구 참여 철회의 의사를 밝힌 것으

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이루어진 2차시기의 자료수집은 자료를

포화상태에 이르도록 만들기 위해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에

따라 실시되었다. 면접이 진행됨에 따라 자료의 개념적 범주를 명확히

하고 이론을 정교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이론 접근의 표집방법인 이

론적 표집은 최초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집이나 모집단의 분포

를 반영하는 표집과는 거리가 있다(Charmaz, 2006). 지속적인 비교를 통

해 자료 분석을 수행하는 근거이론의 논리를 고려해 볼 때, 연구의 방향

을 알려주는 이론적 표집은 근거이론의 개념과 이론의 개발을 돕는 표집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Charmaz, 2006; Glaser & Strauss, 1967).

2차시기의 자료 수집은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되었고, 2017년 12월부터 2월까지 세 달에 걸쳐서 총 12명의 연구

참여자를 면접하였다. 먼저, 자녀의 연령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자녀의 정

체성, 일하는 엄마로서 겪는 돌봄 공백, 학습지도 내용에 관한 코드와 범

주를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별히 고학년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

를 찾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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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데다가 초기

이주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2차 시기에도 여전히 미취학 자녀를 둔 경

우가 5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론적 표집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를 둔 연구참여자 5명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 2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면접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양육 경험

을 살펴보고 관련 코드와 범주를 정교화하기 위하여 가구 소득이 매우

낮은 연구참여자와 높은 연구참여자를 각각 모집하고자 하였다. 가구소

득이 100만 원 미만인 연구참여자를 1명과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연구참여자 2명을 모집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들 외에도 가구소득이

100만 원대 1명, 200만 원대 2명, 300만 원대 2명, 400만 원대 3명이 더

모집되어 면접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로, 연구참여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육

경험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코드와 범주를 정교화하기 위하여 통번

역사로 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3명을 추가로 모집하였다. 다

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베트남에서

의 학력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인 연구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았다. 본국에서의 학력도

다양하게 수집하고자 하였는데,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양 극단의 사례

를 모집하는데 좀 더 집중하였다. 최종학력이 중학교 중퇴인 연구참여자

2명과 대학교 졸업인 연구참여자 1명을 모집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2

차시기 자료수집에서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7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전문대 중퇴가 1명, 전문대 졸업이 1명 있었다.

마지막으로, 2차시기 자료수집에서도 현재 이혼상태인 연구참여자 1

명을 추가로 더 모집하였다. 이혼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는 빈곤과 돌봄

공백에 처해 있는 반면에 남편이나 시댁식구에게 모국문화 전달을 방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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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구참여자의 특성

번호 이름
본인
나이

남편
나이

출신
지역

본국
직업

결혼
경로

본인
결혼
지위

남편
결혼
지위

본인
교육
수준

남편
교육
수준

본인
직업

남편
직업

가구
소득

자녀 성별
(학령)

01 밍우엣* 30초반 40후반 북부 전문직 연애 초혼 초혼 (전문대졸) 전문대졸 서비스직 사무직 450만 여(미)

02 한수정 30초반 40초반 북부 생산직 지인중매 초혼 초혼 (고졸) 고졸 프리랜서 생산직 400만 남(미), 남(미)

03 김지은 30중반 40중반 남부 생산직 지인중매 초혼 초혼 (고졸) 고졸 (생산직) 기술직 - 여(저), 여(저)

04 김상인 30후반 50중반 북부 전문직 지인중매 초혼 초혼 (대졸) 고졸 주부 자영업 200만 여(미)

05 강다인 20후반 50중반 북부 생산직 중매업체 초혼 재혼 대학 재학 고졸 생산직 기술직 300만 남(미)

06 장가을 30중반 50초반 북부 서비스직 중매업체 이혼 (초혼) 대학 재학 고졸 프리랜서 (기술직) 150만 남(저)

07* 티응옥* 30후반 50중반 남부 생산직 중매업체 초혼 초혼 (중졸) 중졸 생산직 일용직 250만 남(저), 여(미)

08* 란* 30초반 50중반 중부 대학생 연애 초혼 재혼 (전문대 중퇴) 전문대졸 생산직 기술직 250만 여(미)

09 황선영 30후반 40중반 남부 서비스직 중매업체 재혼 초혼 (고졸) 고졸 생산직 무직 450만 남(고), 남(미)

10 민하* 30중반 40후반 남부 사무직 연애 초혼 초혼 (고졸) 전문대졸 서비스직 사무직 450만 남(미), 여(미)

11 현* 20후반 50초반 북부 대학생 중매업체 초혼 초혼 (전문대 중퇴) 고졸 서비스직 공무원 500만↑ 남(미)

12 팜티마이* 30후반 50후반 북부 서비스직 지인중매 초혼 초혼 (중학교 중퇴) 전문대졸 생산직 일용직 250만 남(고), 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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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수진 30중반 40후반 북부 생산직 중매업체 초혼 재혼 (전문대졸) 고졸 생산직 기술직 300만 남(미), 여(미)

14 쩐티프엉* 40초반 50초반 중부 자영업 연애 초혼 초혼 대학 재학 고졸 통번역사 생산직 400만 남(고)

15 최현주 30초반 50중반 북부 생산직 중매업체 초혼 초혼 (고졸) 고졸 주부 서비스직 150만 남(미), 여(미)

16 한지은 30중반 40후반 남부 생산직 지인중매 초혼 초혼 (고졸) 대졸 생산직 기술직 500만↑ 남(고), 여(미)

17 웬티흐엉* 30중반 40중반 남부 서비스직 중매업체 이혼 초혼 (중학교 중퇴) 모름 서비스직 (일용직) 75만 남(고)

18 조현아 30초반 40중반 북부 서비스직 지인중매 초혼 초혼 (고졸) 대졸 주부 자영업 250만 남(미)

19 김민정 30초반 50초반 북부 대학생 지인중매 초혼 초혼 (대졸) 고졸 통번역사 기술직 300만 여(저), 남(미)

20 황티투이연* 30후반 40후반 남부 생산직 중매업체 초혼 초혼 (고졸) 고졸 통번역사 기술직 450만 남(고), 여(미)

21 황지현 30후반 50중반 남부 생산직 지인중매 초혼 초혼 (고졸) 모름 생산직 자영업 모름 남(저), 여(미)

22 김혜진 30후반 50중반 북부 생산직 중매업체 초혼 초혼 (고졸) 고졸 생산직 기술직 400만 여(미)

주) 번호에 *표시가 된 연구참여자는 통역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함.

이름에 *표시가 된 연구참여자는 국적을 취득했으나 본인이 베트남 이름으로 불리기 원했던 경우에 해당함.

이름에 *표시가 없으나 베트남 이름을 사용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모든 나이는 인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함.

본인 교육 수준에서 괄호 표기는 베트남에서의 학력, 본인 직업에서 괄호 표기는 한국에서 가졌던 과거 직업을 의미함.

6번의 남편 직업은 지금은 이혼한 남편이 연구참여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했을 당시의 직업을 의미함.

자녀의 학령은 미=미취학, 저=초등학교 저학년, 고=초등학교 고학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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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특성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22명의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이며,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보다 구체

적인 연구참여자별 정보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연구참여자와 그 자녀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면접 당시 연구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약 34세였고, 배우자의 나이는

약 50세였다.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베트남 북부에서 온 연구참여자가 12

명, 남부에서 온 연구참여자가 8명, 중부에서 온 연구참여자가 2명이었

다. 결혼이주가 거의 없는 베트남 중부에서 온 연구참여자 2명은 모두

연애결혼이었다.13) 연애결혼을 한 경우는 총 4명이었고, 지인중매가 8명,

중매업체를 통한 경우가 10명이었으나 베트남 결혼중개업의 특성상 지인

중매와 중매업체를 통한 결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본국에서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이 3명, 전문대 중퇴가 2명, 대학교 졸업이 2명

이었으며, 중학교 졸업이 1명, 중학교 중퇴가 2명이었다. 연구참여자 중

3명은 현재 한국에서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남편의 학력도 고등

학교 졸업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이 4명, 대학교 졸업이 2

명, 중학교 졸업이 1명이었다. 연구참여자 중 2명은 남편의 학력을 알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한국에 오기 전에 베트남에서 경제활동

을 하고 있었고 3명은 대학생 신분이었다. 면접 당시에 4명의 연구참여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 2명은 경제활동

경험이 있었고 1명은 면접 종료 후에 일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1명도 일

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가구소득은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2명이

었고, 400만 원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 원대가 3명, 200만 원

13) 베트남은 오랫동안 세 개의 다른 나라로 유지되어왔고 지역마다 문화권이

달라서 지금까지도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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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5명, 100만 원대가 2명, 100만 원 미만이 1명이었다. 가구 소득을

모른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가 1명 있었으며, 1명은 가구소득에 관한 응

답을 거부하였다.

결혼이주로 한국에 올 때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초혼이었고 남편이 재

혼이었던 경우는 3명이었다. 이혼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는 총 3명이었는

데, 그 중 2명은 면접 당시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1명의 연구참여자는 이혼 후 다시 한국 남성과 재혼하여 전남편과의 사

이에서 낳은 아이와 지금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었다. 면접 당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연구참여자는 6

명이었으며, 저학년인 경우는 5명, 미취학인 경우는 11명이었다. 그러나

면접이 12월에서 3월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취학과 취학의 경

계, 저학년과 고학년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2명의 연구 참여자는

첫째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12명은 자녀

가 2명이었으며 10명은 자녀가 1명이었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추가로

아이를 낳을 계획은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했다.

3) 심층면접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자료의 수집은 반

구조화된 심층면접(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을 통해 이루어

졌다. 심층면접은 개방형 면접 질문을 활용하여 진행하되, 면접대상자인

연구참여자가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연구참여

자가 면접을 함께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Kvale, 2007).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반영성과 구조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Charmaz(2006)의 근거이론방법을 참고하기 때문에 면접의 횟수와 발견

되어야 하는 범주의 형식을 엄격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료와

범주, 연구모형이 포화(saturation)상태에 이르고 이론이 충분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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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까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근거이론방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

라 연구참여자별로 최소 2회 이상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계속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Creswell, 2007), 총 녹

음시간의 평균은 약 180분이었다. 가장 많은 면접을 한 연구참여자(3회)

의 총 녹음시간은 약 250분이었다.

면접의 구성은 Seidman(2006)의 면접 기법과 지침을 참조하였다.

Seidman(2006)은 최소 3회의 면접을 수행하여 1회차에서는 주제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맥락을, 2회차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재구성하는 경험의 세

부사항을, 3회차에서는 참여자가 그 경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 숙고해보

도록 구성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Seidman(2006)의 면접 기법과 지침에

따라 첫 번째 면접에서는 결혼 이주 전의 베트남에서의 생활과 이주 후

의 가족생활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양육에 관한 연구참여자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구체적인 자

녀양육의 장면들이나 양육을 둘러싼 가족들의 역동을 중심으로 자녀양육

과 관련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 그동

안의 양육을 돌아보고 앞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면접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베트남에서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닌 이야기나 일을 한 이야기 등 베트남에서의 삶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이야기 주세요”라는 요청을 한 이후에는 연구참여자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자신의 생애과정을 설명하면서 베트남으로의 이주과정과 이

주 후의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쏟아놓는 경향이 있

었다. 따라서 이후의 질문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한 내용을 따라가며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질문(probing question)하는 형식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면접은 첫 번째 면접 내용에서 모호한 내용

들을 명확하게 하는 질문을 한 다음, “오늘은 아이들 기르는 얘기에 대

해서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저에게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겠어요?”라는 질문으로 본격적인 면접을 시작하였다. 연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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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이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아이들에 관해 연구자에게 설명하면

서 아이들의 어린이집이나 학교생활, 교우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

연스럽게 이어 갔다. 이후의 질문들은 첫 번째 면접 때와 마찬가지로 연

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질

문하는 형식으로 면접을 구성해나갔다. “요즘 아이 키우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모든 연구참

여자들이 자녀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로 답을 시작하였고, “차별”에 대

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양육 전반에 관

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자신이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양육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이 연구는 근거이론 상의 민감

한 개념으로 민족사회화를 채택하였으나 위와 같은 면접 진행과정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가 먼저 민족사회화에 관한 내용을 묻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5세 이상이어야 했기 때

문에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면접은 기본적

으로 한국말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

과 함께 면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22명 중 2명이 통역을 요청

하여 이들의 면접은 통역과 함께 진행하였다. 한국어로 면접한 20명의

한국어가 모두 유창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통역을 동반한 면접이 가능함

을 사전에 미리 공지하였음에도 이들은 모두 한국어로 면접하기를 원하

였다.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면접할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일정부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한국어로 면접에 참여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였으며 통역 없이 면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

였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사적인 이야

기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함께 듣는 것에 불편한 감정을 직간접

적으로 표현하며 통역을 동반한 면접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면접은 질문지와 면접지침(부록 2)을 지참하되 최대한 자료 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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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 면접을 진행하는 중에는 필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연구참여자의

말에 최대한 집중하도록 노력하였다. 면접 중에 연구참여자의 집중이 흩

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자의 해석에 관한 기록이 연구참여

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접 중에는 기록을 삼가도록 했

다. 면접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모두 녹음하였다. 녹음으로 포

착되지 않는 연구참여자의 표정이나 상황 등에 대한 기록과 녹음기를 끄

고 난 뒤에도 계속되는 이야기들은 면접이 종료되고 난 후에 면접일지에

바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였다. 면접 중에 연구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통

찰에 대한 기록과 기초적인 분석을 겸하여 면접이 종료된 후에는 바로

면접일지를 기록하였다. 면접일지의 기록은 면접자로서의 자기반성을 통

해 면접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왔으며, 2차 면접의 질문을 구성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면접은 가급적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을 원칙으로 삼았다. 참여관찰을 겸하기 위해 면접은 가급적이면 연구참

여자의 집에서 하고자 하였으나, 직장을 다니는 경우 면접이 주로 주말

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에 가족들이 있어서 카페에서 면접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카페에서 면접을 할 경우에는 연구참여자의 거주지역의

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참여자의 주거지에 위치한 조용한 카페

를 면접 장소로 선정하였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참

여동의서(부록 4-1, 4-2)는 본격적인 면접과 녹음이 시작되기 전에 받도

록 하였다. 마지막 면접을 마무리 한 후에는 설문지(부록 3-1, 3-2)를 통

하여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수집한 후 면접내용과 비교하여 이중으로 확

인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댓가로 2회 면접이 종료

된 후에 50,000원을 지급하였다. 3회를 면접한 경우에는 2회 면접이 종료

된 후 5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3회 면접이 종료된 다음 25,000원을 추

가로 지급하였다. 자료수집의 모든 과정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SNUIRB No.1701/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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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분석

1) 연구도구로서의 연구자

질적연구는 연구자가 사회 속에서 이미 구성된 현상을 쪼개어 살펴보

며 다시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조용환, 2012). 질적연

구에서 연구자가 완전히 가치중립적일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도구로서 연구자가 현상과 내러티브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연구결과

로서 내어 놓기 때문이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본 연구자는 2013년부터 한국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

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왔고, 2015년부터는 이주여성을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비정부 비영리기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왔다. 해당

기관에서 지원하는 이주여성들의 송년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한국어 교실

의 진행을 돕거나 직접 진행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

들을 일상 속에서 만나왔다.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억압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의 이야기

를 듣는 일도 잦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주여성들의 자립과 목소리를

지원하는 활동들도 많았던 까닭에 이들의 주체성과 역량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를 많이 갖기도 했다.

기관에서 알게 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

아나갔고 베트남 집을 함께 방문하기도 해서 대접을 받기도 했다. 결혼

이주여성들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통해 연락처를 주고받은 베트남 출

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면접대상을 구할 때 자신

이 알고 있는 베트남 커뮤니티에 기꺼이 모집공고를 올려주었고 지인들

중에 면접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권유하는 등 연구참

여자 모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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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배제하고 새로 모집했는데 이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사전지식이 선입견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었으며, 사적관계

때문에 연구참여의 자발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면접 전에 일면식이 있었던 연구참여자들은 한두 명 정도 있었지만 연구

참여자들 중에 연구자와 사전에 친분이 있었던 사례는 단 한 명이었다.

면접시간 이외에도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함께 식사도 하고 연

구참여자의 아이들과 놀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이 때 연구와 무관

하게 연구참여자의 일상생활이나 걱정 등을 듣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험

이 면접내용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어떤 연구참여자들은

면접이 모두 종료된 다음에도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개인적인 일들을 의

논하고 행정적인 일들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육 경험에 관한 이

야기가 면접 내용의 주를 이루었던 탓에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사진을 보내주는 연구참여자도 있기도 했다.

연구자가 이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이나 베트남의 사정을

다른 한국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생각은 연구자에

대한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면접 중에 구체적인 상황을 자

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을 만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

생할 때에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질문(probing question)

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로 현상을 정확하게 담고자 노력하였다.

2) 자료분석

모든 심층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최소 2대의 디지털 녹음

기로 녹음하였으며, 녹음내용은 파일로 변환되어 컴퓨터에 저장된 후 전

사를 통해 문서화하였다. 면접 내용의 전사는 면접이 종료된 후에 가급

적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하였으며, 반복 청취를 통해 전사내용의 정확

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사 도중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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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자의 표정이나 상황 등은 면접 후 면접일지에 기록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 또한 면접일지에 기록하였으며, 면접일지는 전사한 자료

와 함께 정리하여 보관하였다. 모든 자료준비 과정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하여 연구참여자의 비밀 보장에 관한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수집된 면접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laser & Strauss(1967)의 지침

을 기반으로 Glaser(1992)가 단독으로 정리한 분석방법과 Charmaz(2006)

가 제시한 코딩체계를 참조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면접 자료는 많은 양

의 텍스트를 만들어내며, 질적 연구의 여러 갈래와 접근방법들에서 대부

분의 연구자는 수많은 단어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을

향하여 귀납적으로 텍스트의 양을 줄여나간다(Seidman, 2006). 근거이론

방법은 이러한 방법에 보다 구체적인 단계와 지침을 제공하다. 학자들마

다 각 단계를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은 근거이론적 분

석의 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에 긴밀하게 밀착하여 자료를 쪼개고 해체함으로

써 개념(concepts)을 발견하는 과정이다(Glaser, 1992). 여기서 중요한 것

은 가능한 신속하게 작업하며 열린 태도를 유지하여 번뜩이는 생각과 신

선한 관점을 자료에 불어넣는 것이다(Charmaz, 2006). 근거이론방법은

연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자료가 연구자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에 대해 가능한 열린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Glaser, 1992). 첫 번째 단계에서는 코딩의

단위에 따라 단어코딩, 줄코딩, 사건코딩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

짧은 코드를 간단명료하게 부여하고 명사 대신 동명사를 사용하여 코딩

하는 것이 권장된다(Charmaz, 2006; Glaser, 1992).14) 이 과정에서 연구

14) Charmaz(2006)는 명사가 연구참여자의 행위 자체를 주제(theme)로 바꿔놓

음으로써 참여자의 의미와 행위를 무시하거나 비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반면에, 동명사는 연구참여자의 행위와 그 연속성(sequence)에 대한 질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Charmaz(2006)를 번역한 박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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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지속적인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s)을 통해 반복적

으로 부여되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고, 패턴을 찾아내게 되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자료의 핵심을 걸러내면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Charmaz, 2006; Glaser, 1992). 이러한 초기 단계를 Glaser(1992)는 개방

코딩(open coding)이라고 부르고, Charmaz(2006)는 초기코딩(initial

coding)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단계는 완전하게 자료를 범주화하기 위해 초기코드에서 가장

분석적인 의미를 갖는 코드들을 결정하여 범주(categories)를 생성하고,

이 범주들을 포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Charmaz, 2006; Glaser, 1992).

Glaser(1992)의 방법에서는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으로,

Charmaz(2006)의 방법에서는 초점코딩(focused coding)으로 부르는 이

작업은 가장 의미 있거나 빈번하게 나타난 코드를 보다 많은 자료를 통

해 검토하여 코드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작업이다. 연구자는 이처럼 자료

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핵심범주(core categories)를 발견하

고 포화시키고 다듬어가게 되고(Charmaz, 2006; Glaser, 1992), 이 단계

부터는 초기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멈추고 핵심범주와 연관된 범주들에

한정하여 선택적으로 코딩을 하게 된다(Glaser, 1992). 이 핵심범주는 패

턴 속의 변이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며, 이론적 표집의 안내 역할을 수행

한다(Glaser, 1992).

세 번째 단계는 범주들 간의 관계를 식별해내어 발견된 범주들의 연관

성을 발견하고 이론적 구성체로 통합하여 정련하는 과정이다(Charmaz,

2006; Glaser, 1992). Glaser(1992)는 앞의 두 단계를 실체적 코딩으로, 세

번째 단계를 이론적 코딩으로 불렀다. 이론적 코딩과정을 거쳐 도출해

이상균, 이채원(2013)은 역주에 우리나라 말에서 동명사를 사용하여 코드를

생성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덧붙인다. 한자어가 많은 우

리나라 말은 단어 자체가 이미 동사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명사 형태를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사용하는 코딩

을 지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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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모든 주요 범주들과 연관되어 이를 아우

르는 것으로 연구결과의 핵심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

다. 근거이론방법의 목적이 이론 생성에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다

양한 근거이론 코딩방법들은 대부분 이론적 코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

다. Glaser(1992)와 Charmaz(2006) 모두 분석을 명료하고 예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코드들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이 이론적 코드들

이 자료에 강제된 틀을 부여하는 것을 매우 경계했다. 따라서 이 단계에

서는 이론적 코딩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이론 생성 과정이 사람들이

개인적․사회적 맥락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를 밝히는 근거이론

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임을 유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Glaser와 Strauss(1967)의 고전적 근거이론을

Charmaz(2006)가 다듬은 구성주의적 근거이론(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의 전통에 따라 수행되었다. Charmaz(2006)는 연구자가 축코딩에

의존하면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제한

하게 되고 구성하는 코드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발견된 모든 코드와 개념을 귀납적으로 묶어서 완벽하

게 범주화하는 것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않으며, 최근에 근거이론 연

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가이드’에 따른 축코딩을 분석과정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

앞서 설명한 고전적 근거이론 접근의 기본적 단계를 참고하여 구성주

의적 근거이론 방식을 따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계별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자료가 제공하는 모든 이론적 가능성

을 열어두고 개념을 추출하는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은 질적

자료분석을 위해 개발된 MAXQDA 1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하였

다. 두 번째로는 연구참여자별로 코드를 범주화하기 위하여 개방코딩의

코드들을 모두 인쇄하여 물리적으로 위치를 배열하고 재배열하였다. 연

결된 개념들과 생성된 범주는 연구참여자별로 도식화하여 정리하였다.

코드의 배열과 비교는 모두 지속적 비교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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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는 생성된 개념과 범주들을 연구참여자들 간에 서로 비교하면서 해

체와 재범주화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귀추(abduction)의 과정을 통해

양육 경험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주제(themes)를 발견하였다. 네 번째

로는 양육 경험의 유형과 주제를 다시 범주, 개념, 자료와 비교하면서 귀

추를 반복하며 핵심범주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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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육 경험의 내용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

육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의 환경이 어떠한가에 관

한 인식을 넓혀가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그러하

듯 결혼과 이주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애 큰 사건들을 짧은 시간 안에

연이어 겪었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나감과 동시에 ‘엄마’라

는 역할을 부여받아 수행해야했던 쉽지 않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양육자로서 자신의

조건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고 인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출

신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로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와 주변화 된 지위

에 놓여있는 이들은 자녀 양육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양육자로서의 가

치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아 기르며 겪게

되는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자신이 놓인 맥락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

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양육 경험에서는 경제

적 상황으로 인해 일해야만 하는 취업모로서의 경험, 학습지도가 압도적

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양육 담론을 마주하는 모습,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베트남 엄마라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한 경험, 가족생

활 속에서 베트남 문화의 경험을 구성하는 장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

로서 자신과 아이의 정체성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 등이 주된 내용으로

등장하였다.

범주화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세계의 주

요한 축으로서 경제활동은 연구참여자들의 생활세계에 관한 이야기에서

필연적으로 자주 등장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자녀양육 경험과 결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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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가정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일하는 당당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경제활동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들에게 경제활동은 돌봄자원의 공백을 메우기 힘든 일하는 이주여성의

현실을 마주하게 했으며, 민족사회화 실천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요소

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한 코드들은 ‘일해야만 하는 베

트남 엄마’로 범주화되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공부’에 관한 내용을 자

주 이야기하였다. 외국인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

지 못한다는 부족감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타났으며, ‘공부’와 관련된 본

인의 양육능력을 증명하려는 시도나 한국식 양육정보를 수집하려는 다양

한 노력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통해 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여성들에게 자녀의 ‘공부’가 한국사회에서의 주류 경험으로 이해되

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관련 코드들은 ‘주류 경험으로서의 공부’로 범주

화되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열등한’ 베트남 며느리라고 여기는 시어

머니와 양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하기도 하고 영어와 비교되며 열등

한 언어로 취급당하는 베트남어를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으로 베트남어 교육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베트남에서 온

엄마를 둔 이중민족자녀로서 아이들이 겪을 차별과 편견에 대하여 대응

시키는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베트남을 열등하다고 여기

는 한국사회의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된 양육 실천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점이 발견되었고, 관련 코드들은 ‘열등한 베트남이라는 사회적 차별과 편

견’으로 범주화되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의 생활세계에서 베트남 문화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혹은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가는 베트남 문화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자녀에게 베트남을 경험하게 하고 베트

남 가족들과 교류하도록 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고자 하는 연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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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시도는 물리적 환경과 여건보다는 가족들의 태도에 의해 제한받

기도 하고 지지되기도 했다. 또한, 베트남 음식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역

시 연구참여자들의 식탁에 베트남 음식이 오를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모국 방문을 통한 베트남 문화의 경

험이나 베트남 음식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 코드들은 ‘베트남 문화에 대

한 가족들의 태도’로 범주화되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의 양육방식에는 이들이 베트남 엄마로서 갖고

있는 양육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녀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나타났다. ‘베트남 엄마’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들로 인해 베

트남 엄마로서의 정체성 위협을 경험했던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가 나타

나기도 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나가며 양육자로서의 정

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

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 속에서 자녀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기대와 태도

는 연구참여자들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코드들

은 ‘다문화가족의 정체성’으로 범주화되었다.

이 장에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양육내용을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발견한 위의 다섯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양육 내용을 양육의 맥락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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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해야만 하는 베트남 엄마

다문화가족의 맞벌이 비율은 전체 한국 가족의 맞벌이 비율보다 훨씬

높다(여성가족부, 2016a).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본국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에서 이룬 이른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이들의 임금을 필요

로 하는 경우가 많은 데에서 기인한다. 물론 결혼이주의 형태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여성들의 이주동기에는 경제적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들의

경제활동은 본국송금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주국인 한국에서 이룬 가정

을 꾸려가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본 연구에 참

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아이 돌보는 것에

는 관심이 없고 돈만 벌러 다닌다’는 비난을 마주하면서도 경제적 기반

을 다져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잘 키워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활동

에 임한다. 또, 공산 국가인 베트남의 사회주의와 동남아시아 특유의 모

계제의 문화에서 자라면서 체화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며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자 한다. 그러

나 이주자로서 돌봄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결혼이주여성들에

게는 한국 엄마들에게도 녹록치 않은 일-가정 양립의 이슈가 더욱 첨예

하게 나타난다.

1)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비

한국 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현실은 결

혼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지위와 계층의 상승 이동을 이룬다는

‘글로벌 앙혼(仰婚, hypergamy)’ 신화와는 거리가 있다(김현미. 2010). 일

반적으로 노동이주자들은 수용국에서 노동 지위를 포함한 사회적 지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본국에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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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지위에서 상승을 이루는 모순적인 계급 이동(contradictory class

mobility)을 경험한다(Parren ̃as, 2001). 그러나 수용국인 한국에서 정주하

여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결혼이주자의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재정적

지위 상승이 주는 의미가 제한적이다. 결혼 이주를 통해 한국에 간 옆집

언니가 “친정집에 돈도 보내주고 집도 크게 짓고” 자랑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 왔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라고 이야기

하는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에서의 삶은 베트남에서보다 못한 경우가 많았

다.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한

국 가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베트남에서 사는 것보

다 훨씬 더 낫다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

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못했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수용국의 평균에 비

해 낮고 평균 혼인연령을 넘긴 경우가 많다. 특히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온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배우자와의 연

령차이가 큰 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여성들의 경우도 평균적

으로 남편보다 15세가량 나이가 어렸다. 남편이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

마 남지 않은 까닭에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맞벌이를 선택하고 있었다.

남편과의 나이차이가 스무 살이 훨씬 넘는 란 씨는 자신의 임금이 가

정의 수입을 보충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주 수입원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해야만 했다. 한국말도 배우고 싶고 한국에 대해 더 이

해하고 싶은 마음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지금 당장 돈 버는

일이 더 급해서 교육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했다고 했다. 란 씨는 일 년

에 절반 이상 일이 없어 집에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가정의 생계부양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남편 좀 있다가 육십이예요 육

십”이라며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걱정하는 란 씨는 자신이 돈을 벌어 아

이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보였다. 대학에서 패션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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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했지만 결혼 때문에 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베트

남에서의 학력을 인정해주지도 않는 까닭에 좋아하는 패션 일을 할 생각

을 접었다. 처음에는 패션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미싱일을 했었지만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몇 번이나 그만두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지금

은 보다 안정적이고 월급을 좀 더 잘 주는 전자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

하고 있는 란 씨는 하향고용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

활동에 임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생존회로를 통해 국경을 넘은 이주자들은 법적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지배적이고, 직업 지위 역시 하락하여 본국에서 임하던

경제활동의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다(Parren ̃as, 2001). 뿐
만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선택지로 주어지는 직종이나 직장도 매우 제한

되어 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자가 만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에서도 외국 공장의 생산직에서 일하

고 한국에서도 생산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몇몇 연구참여

자들은 본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다가 한국에 와서 직업 지위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또, 베트남에서 대학을 다니며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미래를 꿈꾸다가 한국에 와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게 된 경우도 있었

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아래에서 생존회로를 통한 초국적 이

주자로서 본국에서의 경력이 수용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리를 경험하

며 국가 간 위계를 마주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

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향고용을 마다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임하고 있었다.

면접 당시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연구참여자는 22명 중 4명뿐

이었는데 이들 역시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한국에

서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몸이

약한 쌍둥이를 키우느라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최현주 씨도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식당일이라도 할 생각이라며 의지를 보

였다. 최현주 씨는 시댁이 매우 부유한 편이었지만 남편의 수입은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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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나이도 최현주 씨보다 스물다섯 살 이상 많았다. “지금도 남편

은 많이 늙었는데 십 년 후에 그러면 애들은 고생이잖아요”라며 “나이

많은(데) 어떻게 벌어 엄마가 벌어서 애들 키워야지”라는 최현주 씨는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자신이 주 생계부양자

가 될 것이란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통역사로 일했던 김상인 씨도 면접 당일에는 일을 하고 있

지 않았지만 면접 다음날부터 면세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 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기가 좋지 않아 면세점 취업이 취소되었고,

대신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상인 씨는 원래 베

트남 명문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통역사로 일하던 재원이었지만 한

국에서는 어떤 일이든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이

나이가 많아 일하는 걸 힘들어한다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

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김상인 씨의 씩씩한 모습 이면에는 나이 많은

남편을 대신해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저소득층 결혼이주여성들의 절

박함이 있었다.

한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도 경제활동

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

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적금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

다. 남편의 직장이 안정적이고 매달 상당한 수준의 일정 소득이 확보되

어 있는 이들은 당장 눈앞의 생계가 걱정인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버는 돈의 대부분은 적금을 들고 있었고, 이를 나중에 아이 교육비와 생

활비에 보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민하 씨 역시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며 식구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월급을 가져다주지만 아이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버는 돈은 전

부 저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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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 아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남편 일하지만 그 애기 두 명

키우는데 돈 많이 필요해서 제가 또 일하죠. 일 안 해도 되는데 나

중에 애기 저기 학교 갈 때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일해 돈

(벌어) 놓고 나중에 키워 더 편해요. 제가 (버는 돈은) 저금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애기 키우면. 제가 알아봤어요. 여기 학원 보내

면 너무 비싸서요. 두 명이잖아요. 한 명 아니에요. 그 남편 나이도

조금 늙어서 그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돈도 열심히 저금해야

돼 (웃음).

베트남에 있는 친정식구들을 도와야 하는 상황도 결혼이주여성들의 경

제활동 동기로 작용한다.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에 와서 가족을 이루고

송금행위를 통해 본국을 지원하려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제활동 욕구는 선

행연구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김혜선, 2015). 이들이 송금

한 돈은 본국가족의 생활비나 동생들의 학비로 쓰이기도 하고 아픈 가족

들의 치료비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어떻게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오게 되

었냐는 질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명시적으로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위계가 베트남보다

훨씬 높은 한국에서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결혼이주를 결정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온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다인 씨는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달리 소개업체를 통해 선을 볼 때도 “목적은 일단은 돈

있는 사람이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목적”이었다며 집안의 빚

을 갚겠다는 뚜렷한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한국에 왔다고 직접적으로 밝

혔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오자마자 생산직으로 취직해서 이 년 동안

돈을 벌어 베트남으로 송금했고 강다인 씨의 친정은 빚을 모두 갚았다.

강다인: 그 때는 우리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 때는 한국에 바로 오잖아요.

한, 한 달 정도 후면 제가 바로 회사 다녔어요. 아, 생산직으로 한

이 년 정도? 이 년 넘었죠. 이 년 넘었는데 그 다음에 임신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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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만뒀죠. 그 때 그 이 년 번 돈이 한 천만 원 넘었어요. 모

이는 돈. 그거는 다 베트남에 줬어요.

그러나 한국에 오기 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본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

할 수 있었던 연구참여자는 거의 없었다. 국가 간 환율과 임금격차를 생

각하면 한국에서 이들이 새로 꾸린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베트남 가족의

경제 상황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었다.

결혼이주가 노동이주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동기로 이루어진 이주라 하더

라도 정착형 이주자인 결혼이주자들에게는 수용국에 정주하여 살아가면

서 꾸려가야 할 새로운 가족들의 삶이 존재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 내

에서 아내와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본국에서 ‘딸’로

서 부여받았던 역할과의 협상을 요구받는다. 연애로 만난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이유 중에는 친정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란 씨도 그

중 하나였다.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친정식구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

려 친정식구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막상 아이를 낳고 보

니 본인의 원가족 보다는 자신이 꾸린 가족과 아이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란 씨의 이야기는 아이의 어머니로서 한국에서 정주형 이주자로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2) 경제활동 참여와 자존감

결혼이주여성들은 체류권이나 경제권에 있어서 남편에게 의존적인 상

황에 놓이며 행위성을 억압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황정미, 2015). 연구참

여자들 중에서도 남편의 월급을 받아 관리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에 불과

했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고 남편의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본 연구를 위해 면접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 중에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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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시댁식구들에게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며 일주일

에 오천 원을 받았던 티응옥 씨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었

다. 그렇지만 가정 내에서 경제권이 아내인 연구참여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공과금이나 고정 지출은 남편이 관리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생활비 명목

으로 받는 금액은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그 차이가 컸다.

강다인 씨는 남편에게 생활비로 한 달에 40만 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

었다. 한국에 사는 베트남 여자들은 다 자신과 비슷하다며 “아무리 오래

오래 사는 사람이어도 남편이 월급 받아서 다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라고 이야기 했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남편의 월급을 관리하고 싶다는 욕

망을 강하게 드러냈다. 결혼 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편의 월급

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는 강다인 씨는 베트남은 부부가 지출을 결정

하는데 자신의 남편은 신차 구입처럼 지출이 큰 소비를 할 때에도 자신

과 상의하지 않는다며 속상해했다. “여기 와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강다인 씨는 자신이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 자신도 남편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강다인: 제 마음이 엄청 많이 상했어요. 여기 와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

는 그 상황이. (…) (베트남은) 와이프 관리하는데 남편도 아는 거

예요. 어떻게 하는지 뭐 같이 상의해서 만약에 아빠 엄마 용돈을

주는 거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와서 그것도 하고 싶

은데 근데 제 남편은 자기는 혼자 다 하잖아요. 뭐 시아버지는 돈

얼마 주는, 누구 돈 주는지도 저한테도 통하지 않아요. 상의도 하

지 않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해요. (…) 말 안

해줄 거예요 (웃음).

웬티흐엉 씨는 이혼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던 남편의 수입이 많은 편도

아니었지만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시장에 갈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남편한테 받아서 써야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웬티흐엉 씨 역시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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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큰 지출이 있을 때에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며 서운한 마음

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나중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식당일

을 하게 되면서는 남편한테 생활비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웬티흐엉: 음식 값 마트 과자 애들이 우유 그런 거만 돈 받았죠. 근데 돈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 뭐 십만 원 주든지 아니면 오만 원

주든지 (…) 부모님한테 조금 보내 주고 하면은 어 ‘왜 보내 주냐

고 내가 왜 니 부모님한테 돈을 줘야 하냐고’ 그런 소리나. (화를

참지 못하며 한숨) 그니까 제가 애기 아빠한테, 나중에 제가 돈 벌

었잖아요, 그니까 애기아빠한테 전～혀 돈을, 부모님한테 이거 보

내는 거 전혀 말 안 하고 제가 돈 벌어서 조금 저금해서 보내는

거. (…) 제가 뭐 생활비도 하고 제가 옷 입으는 거도 사죠. 애기한

테도 사 줘요. (…) (돈 벌고 나서는 남편이 생활비) 안 줘. 줘는,

줘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그 맨날 얘기하니까 싸우니

까 그냥 내 통장에서 아 그냥 조금씩 조금씩.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의 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때는 결혼이주여성들에

게 가해지는 경제적 억압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의 금액이 큰 경우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다. 가정의 경제상황이 좋을 경우에는 자연스레

남편이 주는 생활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는데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가계 경제를 완전히 맡기지 않는다는 점은 대부분 변하지 않았

다. 오히려 큰 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해 남편에게 일일이 밝

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생활비를 주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신

뢰’를 함께 보내지 않을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생활

비를 사용하게 되고 남편의 돈으로 친정가족을 도와주는 것은 말도 꺼내

기 어려운 일이 된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 황지현 씨는 아이들을 비싼 사립유치원에 보낼 정

도로 경제사정이 좋은 편이었다. 남편이 관리비나 보험료 같은 고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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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다 관리하고 한 달에 생활비 명목으로만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황

지현 씨에게 준다고 했다. 첫 번째 면접에서 황지현 씨는 “매달 월급에

딱딱 돈 줘”라며 머리 아프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보다 남편이 주는 돈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고 좋다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나 두 번째

면접에서 털어놓은 속사정은 이와 달랐다. 황지현 씨는 결혼한 지 12년

이 다 되어 가지만 자신은 아직도 남편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아무리 많이 줘도 남편이 주는 돈

을 쓰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것보

다 적은 돈이어도 차라리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속이

편하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황선영 씨 역시 한 달에 200만 원 가량을 남편에게 생활비로 받고 있

었지만 그 돈을 관리하는 게 편하지만은 않다고 했다. 남편은 본인의 월

급은 스스로 관리하고 매달 200만 원 정도 나오는 장애인 연금을 황선영

씨에게 생활비로 주었는데 싸울 때 마다 그 돈을 가져가겠다는 말로 황

선영 씨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 황선영 씨는 자신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생활비 통장을 내놓으라며 서운한 소리를 하면 자신

의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며 가져가라고 맞받아친다고 했다.

황선영: 근데 내가 그 돈 관리 편 안 해 선생님. 남편이 내가 너무 실망해.

어디 실망하냐면 서로 좋으면 다 문제없어. 서로 안 좋으면은 남편

이 소리 먼저 이혼 생각. 남편이 먼저 이혼 소리 생각하고 그 통장

을 달래. (…) 나 속상하지. 서로 좋으면 통장 돈 다 주고 이혼 소

리도 안 나오고. 서로 안 좋으면 ‘이혼해. 헤어해. 통장 줘. 카드

줘.’ 달래.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다 줬어. 다 줬는데, ‘생활비 집안

에 다 해 나 안 해. 나 안하고 내 월급 있어 내 돈으로 내 먹으지.’

(…) 왜 그랬어? 내(가) 돈 좋아 아니라. (…) 애기 뭐 사는 거 먹

이는 거 좋은 거 애기 뭐 사는 거 사주지. 나 그 돈이 나 먹어 아

니라. 응? 내 월급은 내가 또 적금하는데. (남편이 준) 그 돈 혹시

남은 거면 적금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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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이 넘는다는 한지은 씨는 결혼한 지 10

년이 지나서야 남편에게 직접 생활비를 받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남편

의 월급을 시어머니가 관리했는데 한지은 씨의 시어머니는 3층짜리 주택

의 건물주로 월세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하게 생활을 하면서도

경제권을 놓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지금은 한지은 씨가 남편에게 생활

비를 받아 가정을 꾸려가지만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에게도 생활비를

나누어 드린다고 했다. 한지은 씨는 아내가 남편의 월급을 다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이상한 것이냐며 면접 중에 한참동안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다. 남편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다줘도 한지은

씨가 시간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내 돈으로 아이들 과자라

도 맘 편히 사주고, 시댁 눈치 안 보고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

어서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이야기들에서는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경제권을 나눠

주지 않는 것이 외국에서 온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연구참여자

들의 서운한 마음이 나타난다. 강다인 씨의 표현처럼 가정 밖에서 이루

어지는 이들의 경제활동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벗어나

자존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장가을 씨는 가정의 영역

밖에서 하는 사회적 활동에 가장 몰두하고 있는 연구참여자였는데 이혼

전에도 “바보 되는 것 같은”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 사회활동을 시작했

고, 남편의 음주폭력으로 이혼한 지금도 소득을 위한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시민단체 활동까지 매우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다.

장가을: (…) 처음에 (남편은 저) 일하, 하기 필요 없다고, 그냥 집에 애는

잘 챙기면 된다고 했는데. 그 제가 제 입장은 내가 이제 아무도 배

워주지 않고 사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 바보 같아. 난 나가

서 이 사회 어떻게 사는지 어, 얼마나 크는지 뭔가 더 내가 지식

받아 그 좀 그 뭐 어떠해야지. 이렇게 계속 집에 앉으면 머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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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럽고 바보 되는 거예요. (…) 그래서 사회도 빨리 적응하고 어

떻게 버는지 돈 어떻게 쓰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지 서로 이렇

게 관계도 매, 맺잖아요. 그 좀 적금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 이혼하

고 그 나오면 뭔가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행복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는 장가을 씨

는 힘든 상황에서의 도피로서 사회활동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사회적으

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양육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장가을 씨는 엄마가 먼저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야 아

이에게도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실제로도 “개인의 성

공을 찾고 있다”며 사회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었다. 일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느라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지만,

아이는 독립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양육관에 맞게 아

이를 기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저는 더 힘들면 내가 더

밖에 나가요”라는 장가을 씨의 말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

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정 밖에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나가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시도를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자랑스러운 엄마”로

서 아이에 앞에 당당해지고 싶은 의지를 실현하기도 한다. 강다인 씨는

집에서 본인의 아이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베트남 출

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수업도 진행하고 틈틈

이 다문화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자신과 집안일을 상의하지 않고 무

시하는 남편과의 불화 속에서 그런 남편을 닮지 않은 아이를 기르는 데

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는 강다인 씨에게 베트남어 선생님, 다문화 강사

로서의 활동은 경제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다인: 그 제가 또 일부러 제가 베트남어 강사이잖아요 원래 저 베트남어

강사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민재 보여주기 위해서. (…) 엄마

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나라를 자랑해야 되니까 베트남어 자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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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된다고. 능력 보여주니까 같이 가르쳐주는 거 같이 가는 거예

요. (…) 자기 엄마가 선생님이니까 무시 할 수 없고. 그리고 베트

남어도 그 그렇게 배우는 사람도 많이 있고 베트남어도 재미있고

또 뭐 자랑스러우니까 엄마 외국인이지만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

거.

강다인 씨에게 강사활동은 수입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보이는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함이

었다.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

가 되기 위한 강다인 씨의 노력은 경제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와 성취를 얻어 이를 양육자로서의 권위에 활용하려는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경제적으로 모계제의 영향이 남아있고 사회주의권 국가의 남녀

평등적인 노동 관념을 지닌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김현미, 2010). 현 씨는 베트남은 다 같이 맞벌이를

하고 남자가 오히려 집안일을 더 잘하는 경우도 있다며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

워했다. 이와 같은 현 씨의 사례에는 베트남의 남녀 평등적 노동관과 성

별분업에 관한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남편도 현 씨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기 권했고 현 씨

스스로도 공무원인 남편의 수입이 충분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

문에 굳이 본인이 돈을 벌어야할 경제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

었다. 그러나 현 씨는 여자라고 집에서 집안 일만 하며 지내는 생활이

자신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며, 나가서 일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 사회생활

을 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 우리 남편 그렇게 회사 어 그냥 집안일만 그냥 쉬고 하라고 막 그래요

회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아우 너무 심심해서 이제 못 참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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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웃음) 돈도 뭐 돈 문제도 아닌데 그냥 심심하잖아요. 그 사

람도 만나봐야죠. 뭐 뭐죠 사람은 일하고 그러면 사는 것 사는 거

느끼잖아요. 그 맨날 집에만 있고 아침에 밥하고 또 자고 저녁에

또 밥하고 애기 데리고 그냥 반 반복해서. 저 그런 거 익숙하지 않

아요. 특히 여자는 꼭 집에서 집안 일 하는 거, 저는 그거 아니라

고 생각해요.

이처럼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 내에서 경제권을 갖는 것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라면서 내재해 온 당연한 삶의 모습이기도 했다. 가

정 경제에 있어서 여성의 기여가 상당했던 베트남에서 자라온 연구참여

자들은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한 사람의 몫을 하고 싶어 했고,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자 하

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3) 베트남 엄마의 일-가정 양립 문제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일과 가족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고 생활을 유지

하는 것이 얼마나 도전을 받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일-가족 균형에 관한

사회적 담론에서도 실증적인 학문의 영역에서도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되어왔다(진미정, 2015; Bianchi & Milkie, 2010). 노

동시장에 참여하면서 가정 내에서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

는 것의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더하여, 돌

봄 자원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선주민 여성들보다

현실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친족 관계망을 비롯한 기존의 사회

적 관계망을 모두 본국에 두고 한국으로 이동한 이주자의 특성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가용할 수 있는 돌봄 자원의 부족을 크게 경험한다.

이혼 후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던 장가을 씨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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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힘들어 오지 않겠다는 친정엄마에게 “자살까지도 얘기”하며 울면

서 제발 한국에 와서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

다. 이처럼 절박한 돌봄 공백을 당장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민족사회화는 때로 일종의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맞벌이를 하느라 ‘바빠서’ 베트남 음식보다는 쉽게 구

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을 사먹고, 아이에게 따로 베트남어를 가르쳐주기

는커녕 알림장을 봐 줄 시간도 없다는 저소득층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

는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준다.

남편이 기꺼이 친정 부모님을 초청하여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을 받도

록 해주는 경우는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처럼 비교적 “운”이 좋은 편이다.

친정식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비자 문제는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 권리가 남편에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친정식구 초청을 두

고 남편과 갈등이 있었던 경험이나 서운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결혼이

주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살기 어

려운 것처럼 남편도 장모와 살기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하며 상황을 받아

들이려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경험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친정엄마를 한국에 초청해서 함께 살 경제적 형편도 못 되었던 황선영

씨는 아이를 4년간 베트남 친정에 맡겨야 했다. 황선영 씨는 첫 번째 결

혼에서 생활고가 심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베트남 친정에 아이를 맡겼으며, 두고 오는 길에 ‘아이를

안아주지도 않고 한국으로 몰래 도망 왔다’고 눈물을 보였다. 웬티흐엉

씨 역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고 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친정엄마

가 돌아가셔서 초청할 수도 없었고 방과 후에 집에 혼자 있는 아이는 공

부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사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고 해도 국적도 없고 재산도 없는 웬티흐엉 씨는 초청 자격이

되지 않아 친정 식구들을 동거비자로 초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혼

이주여성의 친정식구들은 대부분 방문동거비자(F-1)를 통해 한국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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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국내 체류 중 비취업서약서”

를 쓰고 “결혼이민자의 출산․양육 지원 목적”에 한하여 비자를 발급받

게 된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8). 그러나 초청자격이 사실

상 “국민”인 남편에게 있으며,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실무 영역에서는 소득증명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

이 단독으로 친정식구를 초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산후조리와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 친정부모를 초청할 수 있었다 하

더라도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편하게 몸조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

지 않았다. 강다인 씨는 아이를 낳고 육 개월이 지나서야 남편이 마지못

해 친정엄마를 초청해주었지만 친정식구를 부담스러워 하는 남편의 “눈

치” 때문에 결국 친정엄마와 함께 살지 못했다. 팜티마이 씨의 친정엄마

는 산후조리를 해주러 한국에 왔다가 사위 눈치를 보느라 병을 얻은 채

일정을 앞당겨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리고 둘째를 낳을 때 친

정엄마는 결국 한국에 오시지 않았다.

팜티마이: 그 때도 속상하고 우리 큰 애 나올 때. (…) 베트남에 냉장고 없

어요. 그래서 우리 집 와서 냉장고 어떻게 어떻게 꺼내서 엄마는

몰랐잖아요. 나이도 많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찾아온 거니까 그거

몰랐잖아요. (…) 그래서 엄마 걱정해서 저도 일어나서 엄마 도와

줬어요. (…) 그 때 저는 일 년이잖아요. 한국말을 몰랐잖아요. 그

래서 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엄마도 몰라서 이래서 애기 아빠

가 화가 나서 문이 방에 들어와서 문이 꽝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남편이 무슨 속상한가 봐 나 엄마가 나 때문인가 봐.’ 그래서

엄마 또 스트레스 그 때는 많이 받았어요. (…) 그래서 배 안에가

스트레스 생기고요. 요만큼은 우리 엄마가 어 아침에 한 번에는 배

가 생기고 올라가서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워요. 배 배 안에

너무 뜨거웁고 저녁에 자 잠자서 또 못 자고 너무 또 뜨거우니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못 자고 그래서 엄마가, ‘나 빨리 베트남 가

야 돼 안 하면 병이 생기고 큰 일 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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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러면 둘째 낳았을 때도 저기 친정엄마 오셨어요?

팜티마이: 아니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친정 엄마를 초청해

서 도움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민하 씨나 쩐티프엉 씨는 시부

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친정부모를 초청해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에게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속했다. 민하

씨는 시어머니와 사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하 : 지금 (시어머니) 같이 살면 결혼 안 해요 (한국) 여자. 그지요? 시

어머니도 그랬어요. 요즘 젊은 사람 시어머니 싫어. 같이 살면 불

편해요. (…) 처음에 제가 너무 불편했는데요. (…) 근데 애기 태어

날 때 어머니 너무 필요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럼 제가 지금 지

연 씨 만나 시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만날까요? 돈 어떻게? 일 할

때 자꾸 애기 아파 일 안 나가 사장님도 좋아? 싫어! 그 일하면 바

쁘면 시어머니 맡길 수 있잖아요. 그지? (…) 애기 처음 두 명 태

어나서 애기 키워서 시어머니 있으면 좋겠어요. 나쁜 그 어 너무

어떤 안 좋은 사람 같이 살면 너무 힘들지만 좋은 사람이면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애기 아플 때 윤재 입원 한 번, 민아도 한 번

대학병원에서 입원했어. (…) 그러니까 시어머니 애기 집에서 한

명 봐. 제가 한 명 병원에 가지. 시어머니 없으면 제가 둘이 데려

가면 어떻게 하지요?

민하 씨는 본인의 말처럼 “안 좋은 사람”이 아닌 “좋은 사람”을 시어

머니로 두어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연로한 시어머니나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돌봄노동자의 역

할을 기대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 가족들에

게 자녀 돌봄에 관한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돌봄을 제

공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김상인 씨나 티응옥 씨의 경우도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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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와 동거하고는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매우 고령인데다가 심각한 질병

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연구참여자들이 며느리로서 돌봄을 제공해야 하

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

아서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티응옥: (시어머니는) 먹을 거 있으면 방에서 혼자 먹어 그냥. 집에서 손자

손녀하고 싸워 그냥. 혜정(이)가, ‘엄마 내가 속상해 할머니 내가

(나를) 좋아해주지도 않아요 같이 안 놀, 같이 안 놀아요.’ (…) 이

렇게 (째려)보고 어우 어우 세상에. (…) 제가 나가 돈 나가 일 돈

벌어오고 시간 이렇게는 시어머니 애기 봐줄 때 그냥 (애들한테)

우유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밥 안 주고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장가을

씨나 웬티흐엉 씨처럼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방임을 택하기도 한다. 친

족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다른 돌봄 자원을 구매할 경제적

여력도 되지 않을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밖에 없

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돌봄 공백 문

제가 이주민의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과 부족한 친족 자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이고 계급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서울 도심에 있는 자가 아파트에 살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돌봄 공

백에 대하여 장가을 씨나 웬티흐엉 씨의 방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

는 김혜진 씨의 모습은 이 점을 좀 더 잘 드러내 보여준다. 김혜진 씨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 아이 공부에도 관심이 매우 높았

으며, 돌봄의 부재 상황에서 사교육을 대안으로 선택했다. 이제 8살이 된

아이에게 부모가 일이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빈틈없이 학원스케줄을 짜

주는 김혜진 씨의 방식은 이른바 ‘학원 뺑뺑이’라고 부르는 한국 맞벌이

부모들의 전략과 매우 닮아 있었다.

한편, 베트남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하는 엄마에게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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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들은 자녀 돌봄의 책임이 부모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핵가족 구조나 자녀의 학습을 학교가 아닌 부모가 담당하여 책임져야 하

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표한다. 거의 대부분 부모가 맞벌

이를 한다는 베트남 북부 출신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교육은 부모 혹

은 엄마의 몫이라는 생각보다는 학교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특히 더 강했

다. 북부 출신인 밍우엣 씨도 “베트남은 안 그래요. 보통은 그냥 방학에

그냥. 보육이나 교육하면 학교예요. 학교 선생님이 담당해요”라며 엄마가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밍우엣 씨는 한

국은 베트남과 달리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 주지 않으면 아이

가 “불쌍”해지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밍우엣: 베트남은 안 그래요. 보통은 그냥 방학에 그냥. 보육이나 교육하면

학교예요. 학교 선생님이 담당해요. 엄마는 그냥 집에서 밥.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 한국 여자 엄마들이 회사 안 다녀요 보통 원래 그

래요. (…) 베트남 엄마들은 돈을 벌러 가야 돼요.(…) 여자 남자

다 돈 벌러 가야 돼요. 엄마 돈 안 벌러 가면 생활비하고 다 부족

해요. 남편하고 같이 맞벌이 맞벌이. 다 같이 돈 벌어야 돼요. 그래

서 애기 보통 그 보통 다 일해요 보통 엄마 아빠 다 일해요. 그래

서 보육 교육 애기 다 학교, 학교 보내요.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이. (…) 낮에 돈을 벌기 힘들어서 집에서 애기도 잘 안 가르쳐. 그

냥 자요. 둘이서 그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배우

긴 하는데 한국에서처럼 안 그래요.

맞벌이 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북부 출신 연구참여자들의 입

을 통해 이야기되었지만 부모 대신 학교가 아이들의 공부를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남부 출신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베트남 남부에

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의 막내딸로 자란 황지현 씨는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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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였고 항상 집에 계셨지만 학교 공부는 선생님의 몫이었다며, 늘

엄마가 옆에서 가르쳐주어야 하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황지현: 베트남에서 원래 학교 가는데 우리 아침에 보내고 어 애기 공부 하

든지 다 선생님 해 해줄 거니까. 어 또 바빠 우리 만약 우리 너무

바빠서 그냥 돈 내 매달 얼마든지 돈 내고 그 선생님 해주겠지.

네. 그리고 나중에 애기 이 일학년이지만 이학년부터 혼자 공부해

야 혼자 알아서 공부하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 항상 옆에서 가르쳐

주잖아 바뻐 해도 애기 하고.

물론 베트남에서도 가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일의 책임이 기본

적으로 여성에게 있는 것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부부가 맞벌이를 하

는 경우가 많고 날씨가 더운 탓에 식사를 밖에서 간편하게 사먹는 일이

비교적 일상화 되어 있었다. 한수정 씨나 장가을 씨는 모두 바쁜 이른

아침에 식구들이 다 함께 나가서 아침을 먹고 헤어지는 베트남의 일상을

묘사하면서 한국과의 대비를 보여주었다.

장가을: 우리는 아침 점심은 꼭 가족 밥 있지만 어 근데 요즘이 바빠도 나

가서 가족이 같이 나가서 국수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 왜냐면

다 바쁘니까 그냥 뭐 각자 사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침이

우리 일찍 일어났잖아요. 서로 힘드니까. 근데 밖에 식당 많잖아.

그러면 간편하게 먹어야지. 국수 한 한 그릇이면 뚝딱이. 한 시간

밖에 없잖아요. 뭐 가족 같이 해도 갔다가 또 한 시간 밖에 없고

먹고 그 다음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또,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베트남에서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가 많아도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씩씩하게” 스스로 잘 지낸다

고 이야기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이었거나 도시에서 자라서 다양한 양육방식을 볼 수 있었던 연구참여

자들의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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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히려 한국에서처럼 ‘학원문화’가 베트남에도 있어서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에게 눈총을 받으며, 조부모가 아이들을 학원

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로 설명하는 양육의 실천들이 사실은 자

라온 환경의 차이로 인해 상이하게 경험한 양육관습의 차이에서 비롯되

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과 일에 관련된 일련의 이야기들은 이들이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결혼이주여성

들은 이주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돌봄 자원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대

안의 선택지가 매우 한정적이다. 이들이 겪는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어려

움은 이주자, 여성, 어머니의 지위가 이들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리

고 일-가족 양립이 어려운 한국 사회의 맥락과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구

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하는 엄마와 관련된 이들의 내러티브는 경

제적 필요에 의해 일해야만 하는 엄마들이 마주하게 되는 양육자원의 부

재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결합하여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중

산층의 모성과 극적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주민 여성들의

이야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박혜경, 2008; 조은, 2010; 황정미,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베트남 엄마들을 바라볼 때에는 양육

을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주자’로서

의 지위가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외국

인 엄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의 문제로만 다루려는 시도와

맞닿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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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류 경험으로서의 ‘공부’

아이들 ‘공부’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문제이

다. 한국 엄마들만큼 공부를 가르쳐줄 수 없다는 외국 엄마로서의 부족

감,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막막함, 사교육비에 대한 부

담감 등이 아이들 ‘공부’ 걱정과 함께 이야기 된다. 공부를 잘 하면 다문

화가정 아이라도 차별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참여자들의 생각은 자

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이들이 ‘공부’와 학업성취를 한국사회에서의 주

류 경험(mainstream experience)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기르려는 것은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엄마들의 열망과 닮아있다. 그렇지만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의 마음은 좀

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개인의 능력

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는 주류 사회화(mainstream

socialization)의 일환으로 아이를 ‘공부 잘 하는 아이’로 기르고자 하는

측면이 보다 강했으며, 이를 통해 주류 경험을 통한 민족사회화를 실행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엄마”를 “따라가”기 위해서 아이의 ‘공

부’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고자 노력하며 이것이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중요한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공부’라는

자녀의 주류 경험을 돕는 방식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

데, 이러한 차이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서 개별 연구참여자들

이 처해있는 상황, 그리고 상황에 따른 자원이 차등적인 데에서 기인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공부’ 못 가르치는 외국인 엄마

학습지도의 어려움은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양육에 관해 겪는 어려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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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러티브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

이 베트남 엄마로서 겪는 양육의 어려움을 학습지도 능력의 부족과 가장

먼저 연결 지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녀가 아직 학령기에 진입하지 않

은 연구참여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

은 ‘한국 엄마들은 다 아이 공부를 잘 가르쳐 준다’며 학습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잘 못해주는 엄마가 되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토로

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학습지도를 할 때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학습 내

용에 대한 지식 자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도구가 되는 한국어가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황선영 씨는 첫째 아이가 자라서 어느덧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만큼 한

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다. 황선영 씨는 집에서 두 아이의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훈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

마였고, 아이들 학교 교장선생님과도 안면이 있을 만큼 적극적인 엄마이

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애기 엄마 보다’는 숙제를 잘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무시당한다며 자신이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아이를 키

워도 자신은 “한국 애기 엄마보다” 못하는 외국인이라며 속상함을 토로

했다. 한국말이 유창했던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인 강다인 씨도 학습지도

에서만큼은 한국어 능력을 이유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일상생

활”에서 쓰는 한국어는 잘하지만 “전문 언어”는 모르기 때문에 이십 년

을 계속 살아도 “한국 엄마처럼”은 안 될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자녀에게 “한국 엄마”들만큼 ‘공부’를 가르쳐줄 수 없다는 불안감은 연

구참여자 중 한국말이 가장 유창했던 한지은 씨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에

와서 다시 학교를 다녔다는 한지은 씨는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의 교육과

정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다른 연구참여자들과는 상황이 달랐다. 한

지은 씨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기도 해서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교육과정을 이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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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장까지 받은 흔치 않은 사례였다. 그러나 이런 한지은 씨에

게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것은 여전히 걱정거리였다.

한지은: 저는 많이 걱정할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걱정 되지. 저는 베트남

외국 사람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한국말 공부하고 잘 해도 한국 사

람보다는 한국말 잘,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애도 교육도 막

공부 숙제 같은 거 봐주는 거도……. 음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 저

기 OOO(검정고시 교육기관) 여기서 공부 다니잖아요.

이렇듯 베트남 엄마들이 양육과 학습지도를 우선적으로 연결 짓고 모

국어 수준으로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말 때문에 학습지도가 어려운 자신

들의 부족함으로 괴로워하는 기저에는 한국의 교육열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엄마들이 아이 공부를 위해 이것저것 시키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냥 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반복되

는 이야기들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 아이는 공부를 잘 하는데 한국말이

많이 부족한 자신은 “이것저것 잘 해주는 한국 엄마들”처럼 해 줄 수 없

어서 걱정된다는 한수정 씨 역시 한국의 교육열 때문에 불안해하는 엄마

들 중 한 명이었다.

한수정: 아니 뭐가 집에 가서 뭐가 애기도 같이 공부가 시켜 해주고 도와주

고 이것저것. 모르겠어요. (웃음) 뭐가 좀 음 (…) 근데 요즘에 뭐

가 교육 이거 열이 너무 높아서 뭐가 다른 엄마들이 다 그냥 이것

저것 시켜서. 학원도 보내고. 저도 그냥 놀면 안 되죠. 애기 그냥

노는 것만 시키면 안 되죠.

사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한국의

교육열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교육이라도 ‘한국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고 여

기며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제법 되었다. 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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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 씨의 경우는 본국에서의 전문대학교를 2개나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

하다가 한국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온 경우로 본국과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모두 높은 편이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밍우엣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 엄

마들이 사는 영어교재나 전집동화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한다. “보통 한

국 엄마들이 집에서도 보육하고 교육도 많이 가르쳐줘요. 한글도 일찍도

가르쳐주고. 다른 것도 많아요 영어도 하고”라며 집에서 전업주부로 아

이들을 기르고 있는 주위의 한국 엄마들의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

다. 밍우엣 씨는 “엄마들 너무 무서워요. 저도 이해를 못해요”라며 한국

의 교육열로 인한 중압감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국식으로’ 아이를 키우

고 싶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아이에게 영어로 된 만화를 틀어주고 있었

다.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학원이며 과외며 여러

가지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주변 엄마들을 보면서 자신이 부족한 엄마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서

라도 학원에 보내고 싶고,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 시켜주고 싶지

만 그럴만한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족감을 더 심

하게 경험하기도 한다. 아이의 교육에 가장 신경 쓰는 연구참여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민정 씨는 큰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기 전에 어디까지 선

행학습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불안이 깊었던 경험을 들려주었

다.

김민정: 학교 다닐 때 얘는 어 얘 어떻게 가르쳐줄까? 얘는 초등학생 올라

가면 내가 뭐해야 되지 나? 진짜 저기 떨렸어요. (…) 우리 세연이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는 시켜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 시키니까

저도 시켜요. 다 아기 어떻게 키워? 어린이집에서 시키는 대로 따

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진짜 걱정해요. 어? 어? 벌써 이거

준비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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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 보니 주변 엄마들이나 어린이집에서 공부시

켰던 수준보다 훨씬 쉬운 것들을 가르치고 “완전 다시 다섯 살처럼” 공

부를 시켜서 당황했다고 이야기했다. 김민정 씨는 그동안 아이 공부 때

문에 했던 고민들이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선행학습을

멈추지는 않았다. 한국 엄마들은 학교 진도와 상관없이 아이를 미리 교

육시킨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일류대학교를 졸업

한 김민정 씨는 형편상 비싼 학원에 보낼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워킹맘으

로 바쁜 본인의 시간을 쪼개어 퇴근 후에 아이들 학습지도에 사력을 다

하는 중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도 아이의 ‘공부’에 관한 엄마들의 걱

정은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더 커진다. 쩐티프엉 씨는 아이가 초등학

교 고학년에 접어들고 나니 공부를 안 하는 아이의 모습이 슬슬 걱정되

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쩐티프엉 씨는 한국 엄마들처럼 공부를 많이 시

키고 싶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르쳐줄 수 없는데 학원까지 안

보내면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불안한 마음을 내비쳤

다.

쩐티프엉; 또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잖아 한국 엄마들이. 근데 내 옆에 보

니깐 우리 그 시, 그렇게 시키고 싶지는 않고. 싶지는 않은데, 어

안 시키면 또 괜히 내가 잘못 키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키우면, 그렇게 키우면 애도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알면서도 불안

한 거야. 그 학원도 안 보내도 불안한 거지. 다른 애들은 다 갔는

데 내 애만 안 가고 그러니까.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안하지. (…) 남들은 다 가니까. 근데 그렇게 시키면은 애한테 불

쌍한 것도 알아. 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

지. 안 시키면 괜히 다른 애 다 배우는데. 뭐 학교에 가서도 아니

까는 자신감이 생기잖아. 근데 우리 애는 그 안 보내주니까 애는

못하잖아. 내가 늘 가르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애 가서는

좀 공부 못하면 또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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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불안은 경쟁적인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한국

의 부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김경근, 최윤

진, 2017; 박혜경, 2008; 김소희, 2004). 한국의 교육열은 부모가 직접 아

이를 가르치는 양상보다는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열의 형태로 나타난

다(김소희, 2004). 연구참여자들은 아이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한국

엄마”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과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부족감을 동시

에 표현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한국 엄마”가 실제로 누구인가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끊임없이 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여성들의 비교대상으로 등장하며, 이로 인해 ‘베트남 엄마’들을 ‘공

부’ 못 가르쳐주는 열등한 엄마로 만들고 있는 “한국 엄마”는 실재하는

특정대상이라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모성규범과 교육열이 빚어낸 ‘상상의

한국 엄마’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베

트남 엄마’이기 때문에 ‘한국 엄마’와 달리 아이의 공부를 봐줄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걱정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들은 자신과 닮아있는 한국 엄마들의 불안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매

우 제한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베트남 엄마’라는 평가에 반복적

으로 노출된 까닭에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불안과 어려움을 ‘베트남 엄

마’인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이주자와 외국인의 지위에서 그 원인을 돌

리는 일종의 귀인오류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교육과 학습지도가 매우 크고 중요한 양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양육 현실에 반감을 갖고 이러한 모성규범을

거부하는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모성규범에 대한

반감의 기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사교육을 지원할 경제적 여

건이 되지 않고 일을 하느라 직접 아이를 지도할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외국인 엄마라는

평가에 대한 반발로 한국 교육방식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다. 남편과 이

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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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단체 활동 참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장가을 씨도 “그 방식 내가

싫은데 왜 내가 배워”야 하냐며 한국의 교육열을 비판했다. “외국인이라

서 애는 못 키우겠다”는 한국 사람들의 편견 섞인 이야기들이 듣기 싫다

며 자신은 한국 방식으로 키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며, 아

이의 맞춰서 자신의 생각대로 능력대로 기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경쟁적이고 획일적인 한국의 교육방식 자체에 대해 비판을 하

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 엄마들의 양육을 ‘미국’의 교육방식과 비교하

여 비판한 점이 두드러졌던 조현아 씨가 이 경우에 해당했다. 조현아 씨

의 경우는 남편의 수입이 높지는 않지만 시댁식구의 사회적 지위가 전반

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시댁가족들

도 여럿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의 교육방식에 대하여

들을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씨는 미국에서 두 자녀를 변

호사로 키운 시고모의 자녀교육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운동이나 독서 등

의 활동을 충분히 하도록 하며 아이가 자유롭게 자라도록 두는 것이 미

국의 “훌륭한” 자녀교육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이가 학원을 전전하

도록 하는 한국 엄마들의 양육 방식이나 창의성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

는 한국의 교육 방식을 미국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한국 엄마들처럼 그렇

게 아이를 키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의 교육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불안감 혹은 반감은 한국사회가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공부’시키는 엄마라는 교육적 측면에 매우 집중되어 있음을 반영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양육담론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학습

지도 능력으로 치환되어 있음을 보여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자녀가

뛰어난 학습능력을 기반으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돕는 것을 어머

니의 역할로 규정하는 한국사회의 모성규범이 어머니로서 결혼이주여성

의 결핍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황정미, 2012)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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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부’와 관련된 양육능력의 증명

‘베트남 엄마’로서 자녀양육 능력에 대해 의심 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자녀의 학업적 성취가 자신의 양육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적지 않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자

녀에 대해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경우라면

어김없이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 내용의 대부분을 이

루곤 했다. 한수정 씨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똑똑한 아이에 대한 자랑스

러움을 아낌없이 표현한 연구참여자 중 한 사람이었다. “(큰 아이가) 공

부 너무 열심히 해요. 집에 가서 뭐가 책 맨날 보고 뭐 공부도 혼자 하

고”라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히려

자신과 남편이 공부하는 아들을 말린다면서도 책 읽고 공부하는 데에 열

심인 자녀에 대한 자랑을 계속 이어갔다. 한수정 씨는 “우리 외국 엄마

다문화가정 애들이 공부 못하면 뭐가 좀 눈치가 보고 뭐 무시하잖아요”

라면서 자신의 아이는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과 친구들

이 모두 좋아하고 ‘다문화 가정 애들’이 겪는 문제도 없는 것이라 생각하

고 있었다. 즉, 한수정 씨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받는 차별이 학습부진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외국 엄마를 둔 다문화가정’ 아이가 놀림

받지 않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자녀

의 학업성취를 강조하면서 엄마로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한수정 씨

의 모습에는 아이가 학업성적이 뛰어나면 ‘외국인 엄마’로서의 양육능력

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는 한수정 씨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는 공부 잘 하는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공

통적으로 발견된다. 본인이 베트남에서 온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

부를 못하면 친구들 눈치를 봤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아

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연구참여자들의 모습은 결

핍의 원인을 ‘다문화가정’이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귀결시켜 버리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떠올리도록 만든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학습부진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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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습부진을 보일 경우

에는 그 아이가 결혼이주자를 엄마로 두었기 때문이며 다문화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장면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경험

이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을 형성하고 위와 같은 반응을 유도했다고 해석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아이들에게 자신이 해줄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엄마로서의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였던 김지은 씨는 공부 잘하는 아이에 대한

자신이 기여를 연구자에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김지은 씨

는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고 얘기 잘 모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공부 잘 하는 큰 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학교생활에 대해서 엄마에

게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고민을 털어놓는 일도 없는 김지은 씨의 큰 딸

은 공부도 혼자 하고 학교 갈 준비도 스스로 마친다고 했다. 김지은 씨

는 “엄마도 모르니까 자기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거죠”라고 말하며 뭐든

스스로 하는 딸에 대한 기특함을 표현하면서도 엄마로서 도와줄 수 없는

미안함과 독립적인 딸에 대한 서운함을 동시에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

서도 자신은 직접적으로 교과지식을 전달해주지는 못하지만 칭찬으로 아

이의 학습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학업 성취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찾고자

하였다.

김지은: 저는 많이 칭찬해줘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칭찬 많이 해줘 그래야

자기가 자신감도 넘치고 또 해잖아요. (…) 그 이렇게 안하면 그

학교도 잘 못할 거야. 왜냐면 자신감 없으니까. 자신감도 없고 스

트레스도 받, 받고 이렇게 하면 공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중도

안 해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집중도 안 해 아이들. 그 어떻게 해든

지 아이들 집중 집중력을 좀 키워줘야죠. 그래 부모는. 그 막 쑥쑥

쑥쑥 머리에 쑥쑥 해 들어가는 거죠. 효진이 공부 잘 해요 효진이

는. 효진이 공부 너무 잘 해.

연구자: 아 효진이 공부 잘해요?

김지은: 효진이는 원래 잘해는데 잘 해는데 그 잘 해니까 칭찬해주고 해니

까 아이들 지금 잘 해 효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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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경제력을 통

해 아이의 학업적 성취를 지원함으로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한국 엄

마들의 ‘교육지원열’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사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

은 연구참여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혜진 씨는 “한국 엄마보다 제가 (학

원) 더 많이 보내는 거 같아. 얘 같은 반에서 피아노 배우고 몇 명밖에

없을 걸 미술하고”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한국 엄마와 다를 바가 없다

는 점을 강조하였고, 실제로 자신은 “한국 엄마”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도 했다. 김혜진 씨는 아이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

러 가지 사교육을 받고 있다며, 교과 학습지, 미술, 피아노 등 아이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 한참을 설명해 주었다. 또, 아이에게 좋은 교

육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어느 학원이 좋은지 알아보는 데에 들였던 자신

의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밍우엣 씨 역시 좋은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애썼던 자신의 노력에

대해 한참동안 설명했다. 밍우엣 씨는 유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점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으며, 어린이집은 노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들

더라도 공부를 가르치는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다. 이제 곧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밍우엣 씨는

유치원 입학추첨에서 맞벌이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러 낮 시

간에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지금은 좋은 유치원 몇 군데를

알아보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곳

은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가르쳐주고 추가로

학습비도 많이 내는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성취가 엄마의 능력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사회

적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 민하 씨도 이와 같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

으며 경제력을 통해 아이의 ‘공부’를 도우려는 엄마 중 한 사람이었다.

민하 씨는 한국 엄마들은 “엄마가 자랑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

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자신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는 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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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인 자신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학습지도를 제공

할 만큼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경제적 능력으로

보완할 것이라는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민하 씨는 자신이 외

국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로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 직접적

인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사교육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보완하여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엄마 역할을 수행하려 하였다.

반면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장가

을 씨에게서는 자녀의 학습지도를 위한 여러 양육지침들을 거부하는 모

습이 나타났다. 일과 사회활동으로 자녀의 학습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장

가을 씨는 어머니의 양육능력을 아이의 학습 성취로 평가하는 한국 중산

층의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가을 씨

는 아이의 학습 성취를 위한 양육의 지침들을 “한국 방식”이라고 부르고

비판하면서 아이의 독립심을 매우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장가을: 그 때도 출입국 사무소에서 부모교육이 어느 교수님이나 아니 박

사? 나와서 뭐 교육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랑 완전히 방식이 바꿔

요(달라요). (…) 완전히 그 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뭐 애는 이거

딱딱 하고 하루는 책이 몇 권 몇 권 이거 하라. 뭔가 좀 제한 주고

주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그거 맞으지만 어떤 애

는 못 해요. 저는? 그 나도 피곤해. 애는 또 피곤해. 뭐 좀 자유롭

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뭐 혼자 했잖

아요? 스스로 했잖아요. (…) 나중에 사회도 더 나가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 많아요. 본인 스스로 그 때 엄마도 없잖아요. 혼자 해

야지. 방법 찾아야지. 울어도 내일 가야지. 아파도 뭐 내일도 가니

까 넌 이제 노력해야지. 이렇게 좀.

자녀의 학업적 성취가 어머니의 양육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간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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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태도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를 길러내는 엄마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수용하여 양육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거나

협상해나가기도 하고, 이를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들은 자신이 현재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며

한국에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나름의 방식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식 양육정보 수집 노력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의 교육체제와 양육방식 앞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엄마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한다는 막막함과 부족

감을 마주하게 된다.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는

일이고 이는 한국 엄마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경험일 테지만 이들은 이 모

든 미숙함이 자신이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인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낀다.

“니가 외국에서 오니까 무시당하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라는 시어

머니의 부정적인 말뿐만 아니라, “그니까 자기가 잘 해야지 엄마들 여기

엄마들 다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지”라는 배우자의 격려조차 베트남에서

온 자신의 양육이 한국식 양육보다 못하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생각을 강

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한국 엄마들처럼 키우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필요한 양육 정보

를 모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신보다 먼저 아이를 기른 경험이 있는 다른 엄마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양육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가장 우선적인 경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같은 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여성 친구들보다는 한국 엄마들에게서 양육정보를 얻는 것이 더



- 91 -

좋다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었다. 좋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놀이터에

서 만나는 한국 엄마들이나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동네 언니들이 아이 키

우는 방법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준다는 조현아 씨,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엄마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아 어느 학원이 좋은지 요즘은 뭘

시켜야 하는지 정보를 교환한다는 김혜진 씨는 양육정보의 교환을 위해

이루어지는 엄마들 모임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한국에 온지 10년

이 넘은 쩐티프엉 씨도 한국에 친한 베트남 친구들이 많지만 아이 키우

는 것에 대한 고민은 아이 친구 엄마들이나 스포츠센터에서 같이 운동하

는 동네 한국 엄마들에게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한다. 역시 한국에 온 지

10년이 훨씬 넘은 한지은 씨도 주변에 베트남 친구들이 많기는 하지만

아이들 교육에 관한 것은 운전면허 학원이나 성당 등에서 만난 한국친구

들이나 동네 한국 언니들에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한다.

한지은: 저 항상 한국사람 만나면 물어봐요. 저 교회 다니는 언니하고 그리

고 그 옆에 있는 그 언니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애들 키우

는 거 물어봐요 네. (…) 따라서 할라고 해요. 그냥 뭐 저 방식대로

안 해요. 왜냐면 애들 여기서 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

고 베트남 꺼 아예 안 하는 안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여기

맞게 애들.

한국 엄마들에게서 양육이나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노력이 보다

집약된 형태는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아이를 “한국 애기처

럼 키우고” 싶다는 밍우엣 씨는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는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지, 학원은 어떤 학원이 좋은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학

부모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외국 사람이라서 언어 때문에 한국

엄마들의 대화를 못 따라갈까 봐 걱정이지만 아이를 한국 아이처럼 키우

기 위해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언어가 걱정이라고는 했지만 밍우엣 씨는 한국 사람과



- 92 -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고 이미 지금도 같은 아파트에 사

는 한국 엄마들과 어울리며 양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베트남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 여겨지는 대도시에서 살다온 민

하 씨도 한국 엄마들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연구참여

자 중 한사람이었다. 베트남의 발전한 도시에 살면서 교육도 받았고 직

장생활도 오래 하다 한국에 온 자신은 다른 베트남 엄마들에 비하면 좀

나은 편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엄마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이야

기했다.

민하: 한국 엄마 더 잘 해요, 너무 잘해요. 한국 엄마 너무 잘 해요. 제가

한국 엄마 많이 배웠는데? 한국사람 너무 열심히 해요, 잘 해요.

베트남 사람보다 너무 잘 해요. (…) 일도 열심히 하고 일할 때도

잘 하고 아기 키워 챙기고 너무 잘 해요. 베트남 그 정도 못해서

(웃음). 아기 진짜 한국 엄마 너무 잘 해요. (…) 베트남에 있는 엄

마보다 더 잘 해요. 제가 (베트남에서) 저기 A도시 살(았)잖아요.

시골은 더 안 좋아요. 근데 여기 한국사람 A도시 여자보다 더 잘

해요.

‘배울 점이 많은 한국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에 민하 씨

역시 밍우엣 씨처럼 한국 엄마들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 엄

마들이 아이에게 해주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는 민하 씨는 그 노

력 중 하나로 한국 엄마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꼽았다. 민하 씨는 아

이가 초등학교에 가면 학부모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거라며 이미

내년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엄마들끼리 모임을 만들자는 얘기가 오고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하 씨는 평소에도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 엄마

들과 친분이 있었고, 아이를 학교에 보낸 한국 언니들에게 자녀의 학교

적응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어느 정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 가

게 되면 아이가 적어오는 알림장을 보고 준비물이나 숙제 등을 챙겨주어

야 한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의 아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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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등학교에 아이를 함께 입학시키게 될 한국 언니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해 두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지은 씨는 한국 엄마들이 학부모 모임에 오라고 해

도 오히려 핑계를 대며 피하고 있었다. 혼자만 ‘다문화’ 엄마이고 한국말

을 한국 사람처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학부모 모임에 가고 싶지 않다는

김지은 씨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엄마들이 자기를 차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단지 본인이 모임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스스로 모임에서 빠지는 것일 뿐이라는 설

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김지은 씨는 이전에 이미 엄마들의 모임에 쉽게

끼어들어 친해지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때 느꼈던 소외감으로 인

해 더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김지은: 왜냐면 다 부모님들 다 한국 사람인데 저만 효선이만 저기 다문화

인 거죠. 다문화 저 혼자 가서 이제. 다른 사람 거 (다)문화인 부모

님 있으면 저 같이 가도 상관없는데 저 혼자니까. 가서 또 뭐 뭐

얘기도 못하잖아요. 그냥 앉아만 하니까 그냥 안 가려고. 그 불러

도 안 가려고 해요. (웃음) 바쁘다고 뭐 어디 갈라고 이렇게 막 핑

계 대고 안 가려고 해. (웃음) (…) 그 사람들도 생각은 그 그냥 저

한국처럼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친핼라고 해는 건데, 그 저는

그거 피해는 거죠. 왜냐면 저 말 안 통하니까 그 발음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 그냥 피하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거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연구자: 음. 왜 없는데 왜 피해요?

김지은: 그거 그냥. 만나도 뭐 하는 그냥 자신감 없어서. 혼자서 제가 혼자

서 제가 자신감 없어서. (웃음) 그냥 친한, 친해하지 않는 거예요.

(…) 가면 저 무슨 해요. 그 사람들 다 자기끼리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혼자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 그냥 피하는 거죠. 가

서 뭐 무슨 여기 앉어, 뭐가 밥 먹으라고 그 사람들 그 끼리도 이

야기하고. 저 혼자 밥 먹으면 뭐 뭐 무슨 얘기 가서 밥 먹으냐고.

그냥 혼자서 이 생각하고 그냥 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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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엄마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한국 엄마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나

은 것으로 평가하며, 한국 엄마들과 어울리기를 스스로가 원한다고 해도

한국 엄마들 모임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

엄마들과 어울리면서 아이 키우는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싶어

도 사회적 연결망이 약한 이주자로서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할 때가 많

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 대표로 활동할 만큼 적극적

이고 사교적인 성격의 최현주 씨도 개인적으로 한국 엄마들과 갖는 모임

은 없었으며 이 점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현주 씨는

서로 어울리는 한국 엄마들의 모임을 부러워하면서 다른 베트남 엄마들

은 자기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숨지었다.

최현주: 그 또래 같은 베트남 나라 같은 나라 엄마들 이렇게 관계 맺어도

좋지만 근데 경험은 그 엄마들도 몰라요. (…) 다 저기 베트남 방

식에 키우거든요. (…)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웃음) (…) 한국

저기 같은 동네 그 엄마 애기들 잘 지내고 연락처 같은 거 받았으

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잘 알거든요. 한국에 한국인 한국에서 살

았으니까. (…) 내가 지금 우리 사는 동네는 애기 엄마가 많아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애들 엄마끼리도 모여서 커피숍도 가고, 다음에

어떤 때 또 어떤 집에 막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만나서 또 뭐 먹

나 봐요 간식 같은 거. 연락 뭐 놀이터에서 막 전화하고 또 나오거

든요. 그래서 음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음. 그러면 경험도 많

이 배우고 모르는 거도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람들과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는 장

소는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베트남에서는 불교신자였다는 강다인

씨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제한적인 사회적 참여 공간의 현실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남편에게 전혀 양육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고 한국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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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도 없었던 강다인 씨는 한국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갖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 한국 교육 방식

을 배우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가서

모임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해왔던 강다인 씨는 고심 끝에 교회에 다니

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강다인 씨에게 교회는 종교적인 기관이라기보다

는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장소라는 의미가 더 강해보였

다.

강다인: 한국 사람이 많이 만나는 기회도 별로 없고. 교회는 그냥 목사님하

고 선생님만 몇 명밖에 없어요. 그 분들하고랑 뭐 가끔은 수업하고

말하고 뭐 그 분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 일부러 교회 다

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뭐 고민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주고. 사실은 제가 아직은 어 기독교는 믿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일단은 한국 사람이 많이 있는 곳 있으니

까 일단 가고. 아기 어떻게 교육하는지도 가고. 뭐 계속 성경도 읽

는 거예요. 저 원래가 베트남에서 불교예요 불교.

이처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 모두가 어려움 없이 한국 엄마들

과 모임을 갖고 자연스레 어울리며 한국 양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 엄마들과 교류하며 양육방법을 보고

배울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

력을 기울이며 아이를 키우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애쓴다. 일

부 연구참여자들은 양육에 관한 정보를 시댁식구들에게서 얻기도 하였는

데, 이 경우는 대체로 시댁식구들과 사이가 원만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

로 시댁과 교류가 잦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조언을 간섭이라

고 받아들이지 않고 신뢰할만한 정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댁식구 중에 학력이 높고 자신의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한국식 양육을 배우고자 할 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현주 씨는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 시댁식구들과 상의하는



- 96 -

대표적인 경우였다.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는 잦지 않지만 시댁과의 교류

는 매우 잦은 최현주 씨는 시누들 집에서 자는 날도 많았고, 자연스레

시누들이 아이들을 봐주는 날들도 많았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조언만큼

은 거의 매일같이 보는 시누들이 아니라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본인도 대학을 나온 막내 시누에게 구하는 편이었다.

최현주: (막내 시누가) 어 아는 거 많아서. 그리고 성격도 좀 어 뭐라 할까

친절하면서 목소리도 엄청 좋아요. 우 우리 목소리 막 이렇게 싸가

(지) 없잖아요 (웃음) 불친절하잖아요. 근데 그 그 언니가 너무 친

절해요. 대학도 나오고 그 전에 선생님이었어요 한국어 선생님. 시

누는 애들이 두 명. 하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 다

음에 지금 취직했어요. 하나는 지금 연세대 다녀요.

한국 엄마들이나 시댁 식구와 같은 인적자원의 가용성이 떨어지는 경

우에는 인터넷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유용한 경로로 기능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양육정보를 얻기 위해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인터넷 검색은 흥미롭게도 학벌이

좋은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본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전문직으로 일하다 온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용한 양육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좀 더 탁월했다. 베트남 수도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

와 본국에서 통역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김상인 씨도 양육정보를 주로

인터넷에서 얻는 연구참여자 중 한 사람이었다. 김상인 씨는 아이를 기

를 때 궁금하거나 고민이 되는 점이 있으면 유투브에서 전문가의 강의를

찾아서 듣는다고 했는데, 특히 이중언어교육이나 사교육 등 답을 쉽게

내릴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교수나 박사들의 의견을 전

적으로 신뢰하는 편이었다. 김상인 씨는 “인터넷에서 조사”해보고 유투

브에서 “전문적인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안정”된다며

아이 키우는 방법을 그 때 그 때 금방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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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씨 역시 아는 한국 엄마들은 별로 없지만 스스로 인터넷을 검

색해서 얻은 양육정보를 활용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공부를 매우 잘했

고 대학도 명문 4년제를 졸업한 김민정 씨는 인터넷 검색 능력과 정보

습득력이 매우 탁월했는데, 한국 사이트와 베트남 사이트의 경계 없이

다양하게 방문하여 양육정보를 얻고 있었다. 더 나아가 SNS에 베트남

엄마들을 위한 그룹을 만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를 하면

서 알게 된 베트남 엄마들을 초대해서 자신이 얻은 정보를 공유하였으

며, 한국말로 된 자료를 베트남어로 정리하여 올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김민정 씨의 연대노력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던 초기

에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높은 학력과 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기도 했다.

반면에, 인터넷 검색을 어려워하거나 접근이 자체가 힘든 연구참여자

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한국 엄마들과의 교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기 때문에 양육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제한되어 있었다. 황지

현 씨는 뭐든지 새로 배우는 것이 어렵고 휴대전화의 기능을 익히는 것

도 쉽지 않다며 양육에 관한 강의나 한국어 수업 등 인터넷에 무료 강의

가 많은 것을 알지만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자꾸 일하지 말

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남편에게도 불만이 많아보였다.

황지현: 이거 저 인터넷에 찾아 안 하고 왜 왜냐하면 저 원래 인터넷에서

잘 몰라 (…) 저 원래 핸드폰에 듣고 하고 문자이나 이거 정도 했

는데 다른 거 신경 없어 (…) 저 학교15)다닐 때 그냥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공짜니까 저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저 싫어서

티응옥 씨는 한국에 와서 몇 년간 개인 휴대전화를 갖지 못했고, 남편

이 허락해 줄 때만 남편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 몇 년 후에는

15)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기관을 ‘학교’

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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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갖게 되었지만 가정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통신요금이

부담이었다. 남편이 아이 양육수당으로 티응옥 씨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통신비로 내라고 강제해서 갈등을 겪기도 한 티응옥 씨로서는 휴대폰으

로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한국

어를 읽고 쓰는 것도 어려워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터넷

에 검색해볼 엄두를 내지도 못한 것 같았다. 아이들 키우면서 급한 일이

생길 때면 베트남에서 왔지만 남편에게 사랑받고 똑똑하게 아이를 키우

는 이웃집 동생에게 물어보는 것이 티응옥 씨의 유일한 대책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의 양육방식보다

한국의 양육방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아이들 ‘공부’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따라가려는 한국 엄마들

의 주류 경험이 자녀의 ‘공부’를 돕는 학부모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은 한

국사회에서의 양육담론이 얼마나 학습지도와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아이 키우는 것에 관해

서 물어볼 때에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다녔거나 ‘공부’를 잘 하

는 아이를 키운 엄마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인

이 처한 맥락과 이에 따른 자원의 차등으로 인하여 ‘한국 엄마를 따라’가

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정보를 구하는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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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등한’ 베트남이라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한국 내에서 베트남의 민족적 지위가 어떠한가는 베트남에서 온 엄마

로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양육 경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물론 십여 년 전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했을 당

시에 비해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자신들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고 낙관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

은 베트남이 한국보다 ‘못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차별적

으로 대하고 양육자로서 자신을 열등하게 바라본다고 느끼고 있었다. 시

어머니는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라고 생각하

며 연구참여자들의 양육방식을 존중해주지 않고, 베트남어는 필리핀 엄

마의 영어나 중국 엄마의 중국어와 달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열등한 언어로 취급되고 있었다. 또, 연구참여자들은 엄마가 베트남 사람

이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편견을 마주하기도 한다. “못 사

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는” 열등한 양육자로 취급받

는 것을 부당하게 느끼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체적이고 실

제적인 이야기는 경제적 발전이 한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문명화를 보

여주는 지표의 모든 것인가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국가 간 위계

에 관한 거시적인 논쟁(전의령, 2015)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한국 사

회 내에서 주변화 되어 있는 베트남의 민족적 지위와 이로 인해 겪게 되

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양육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협

상하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 어머니로서 민족사회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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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등한’ 베트남 며느리의 양육지위 협상

연구참여자들은 시어머니에게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

는 며느리로 취급받았던 경험을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한 양육자라는 평가로 기억하고 있었다. 첫 자

녀의 출산과 양육 시기에 나타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장면에서는 며느

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방법을 모를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조바심과 불신이 자주 등장하였다. ‘처음’이라 서툴렀던 연구참여자들의

양육 행동은 ‘베트남’에서 왔기 때문에 부족하고 잘못된 지식에서 기인한

‘틀린’ 양육방식으로 간주되곤 한다. 베트남에서 10여 년 간 사회생활을

했고, 남편과 연애로 만나 한국에 와서 서른 즈음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

에 자신은 다른 베트남 엄마들과는 좀 다르다는 쩐티프엉 씨도 이러한

경험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다른 베트남 엄마들은 스물을 갓 넘긴 나이

에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가 자

신을 못미더워하고 사사건건 큰 동서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며 기분 나

빠하는 모습을 보였다.

쩐티프엉: 그 시어머니 그 생각하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뭘 몰라. 그리고

베트남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오니까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

시겠지. 모든 거는 제일 처음에 모든 거는 다 부딪히면 또 큰 동서

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그거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해도 꼭 물어보는 거야. (…) 나중에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 모든

거 좀 뭐 윤기 키우면서도 뭐 어떻게 목욕시키는 건지 뭐 먹이는

지 어떻게 먹이는 건지 다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래도 그 어

린 나이도 아니잖아. 그래도 애 키우는 거도 나도 알지 내가 얘기

했는데.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빴어 아무튼. (웃음)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열과 자녀의 독립성 수준의 차이를 제외하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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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베트남의 양육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긴다. 쩐티프엉 씨도 다

른 베트남 엄마들의 양육이 서툰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나이에 출산을 경

험하기 때문이지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한국과

베트남의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엄마

들이 또 다 똑같아요. 마음이. 잘, 애기도 잘 키우고 싶고 뭐 잘해주고

싶고”, “다른 거 별로 없고 다 똑같아요. 키우는 거 부모님 다 똑같잖아

요. 키우는 거 아이들 다 좋은 거 해주고 키우고. 그 키우는 건 다 똑같

죠”, “우리나라와 이거 한국 나라 엄마 마음이 똑같은데? 자식을 항상

생각해줘요” 등과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부모의 마음은 베트남과 한국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해

서 이야기한다. 이러한 진술의 반복은 ‘베트남 엄마’로서 자녀 양육에 관

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의심받는 연구참여자들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시어머니가 ‘베트남 며느리’의 양육방식에 대하여 의심하는 상황이 발

생하면 연구참여자들은 우선 시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따랐다. 황선영 씨

는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였다. 이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었고, 지금 남편과 낳은 아

이는 둘째였는데도 시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인 자신의 양육방식을 불안

해했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처럼” 키우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이렇

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황선영 씨는 아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주려

고 하시는 것은 고맙지만 시어머니가 알려주는 방식은 “옛날” “시골”의

방식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선영 씨는 시

어머니의 방식이 틀린 줄 알면서도 시어머니의 방식을 배우겠다며 시어

머니에게 순종적으로 반응했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해주었다.

황선영: 근데 나 원래 애기 키우(는 거) 나 원래 애기 두 명이야, 나 애기

키워 어떻게 (키우는지) 나 좀 알아. 근데 시어머니 조금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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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 나 알았는데 근데 시어머니 가르쳐 주는 거 나 다 알았어 (웃

음). 나 애기 키우는 거 나 알아. (…)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하는가

봐 걱정. 우리 키우이 애기 키우이 어 한국 사람처럼 아니다 그런

생각. 그래서 그냥 가르쳐 줘. 가르쳐주면 내가 고맙죠. 더 배우니

까 고맙죠. 근데 가끔에 스트레스 받어. (웃음) (…) 여기 나라 한

국 나라에서 시어머니 다 알지 근데 다 알아. 하지만 옛날 사람 애

기 키우는 거 너무 대충. (…) 아우 옛날 옛날 내 시어머니가 시골

에서 애기 키우는 거 너무 대충이래. 아우. 지금 어우. 어 너무 대

충. 지금 현재 지금 지금 현재니까 애기 엄마 얼마나 애기 얼마나

잘 키우는데 그치?

아이를 한국식으로 기르기 위해서 최신의 양육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쏟았던 밍우엣 씨도 양육방식에 대해 시어머니와 생각이 달

랐을 때에는 우선 자신의 의견을 접고 시어머니의 의견을 따랐다. 아이

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계속 모유를 주라

고 이야기 했고, 밍우엣 씨는 시어머니의 오래된 양육지식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여야 한다는 것은

베트남에 있는 친정엄마도 자신도 알고 있는 상식이고 이유식은 책에도

나와 있는 “한국의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밍우엣 씨는

우선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몇 개월 더 아이에게 모유를 주었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왔다고 해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틀리지도 한국과

다르지도 않지만 베트남 며느리라서 다른 방식을 고집한다는 시어머니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와의 양육방식 차이와 갈등을 둘러싼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

는 대부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요즘 엄마’로서 자

신들의 양육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옛날 사람”인 시어머니가 고집

하는 양육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자신의 방식

이 ‘베트남 며느리의 열등한 양육’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우선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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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엄마’라는 이들의 민족적 지위가 시어머니와의 양육방식 경합에

서 우위를 선점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적응기와 겹쳤던 임신 및 출산기가 지나

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엄마로서 자신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아이에게 허용적인 시어머니와 자신의 양육방

식이 충돌할 때 시어머니의 의견을 따를 때도 있지만 자신의 의견을 굽

히지 않고 자신이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현 씨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현: 근데 남편하고 시어머니 너무 너무 정현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

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어떤 거는 안 된다고 하면 절

대로 안 된다고 해야죠. 그래야 애가 ‘어 아 이거 안 되는 거 안

되는구나’ 생각하잖아요. 맞다 아니다. 근데 자꾸 어머니랑 아버지

아 우리 남편은 그냥 기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죠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 항상 어머니랑 어머니한테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모든 거. (…) 애 키우는 거는 어른한테 먼

저 그 의견 같은 거 통해 어 맞춰서 해야죠. (…) 저 어떤 때는 그

냥 아휴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말 하는 거 따라주고, 아 어떨 때는

절대 안 해요. 그냥 ‘어머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정현이 가르칠게

요’ 그래요. 왜냐면 정현이를 제가 가르치는 거도 어머니 알아요.

저만 제 말만 듣고 모든 거. 그래서 ‘아 니가 말 좀 뭐 (유아)교육

같은 거 배우고 막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가 네 말을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베트남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다는 현 씨는 자신의 양육방식이 효과를

보이자 결국에는 시어머니도 자신의 양육방식을 존중해주었고, 아이를

훈육할 때에는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양육지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며 뿌듯해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현

씨가 양육자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가정 내에서도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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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양육자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옛날 사람’인 시어머니의 양육 방식을 따르기 보다는 ‘요즘 엄마’인 자

신의 생각대로 자녀를 기르려는 노력은 교육 부분에서 좀 더 두드러진

다. 큰 아이가 곧 중학교에 진학하는 한지은 씨는 공부 많이 시키지 말

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애기 낳고 삼사 일 있으면 나와서 밭에 가서 일”

하던 옛날에 아이를 키워서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잘 몰

라서 하는 이야기로 여기고 있었다. 한지은 씨는 “옛날”생각만 하는 시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답답해도 별말은 못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학원

도 보내보고 학습지도 시키며 아이들 공부에 관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결

정하고 있었다.

특히, 학력 수준이 높은 김상인 씨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던 “옛

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도 적었고 자식에

게도 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아이는 자신의 방식대로 알아서 키운다고 이

야기했다. 시어머니가 “가끔에 뭐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옛날법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라며 언어 발달이나 학습과 관련해서 유투브의 전

문가 강의를 찾아보는 김상인 씨의 양육 지식은 가정 내에서 시어머니의

“옛날” 방식보다 힘이 있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아무것도 모르는” 며

느리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들은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 양육자로서 ‘요즘 엄마’인 자신의 의견

을 주장하기도 하면서 주체적 양육자로서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

아가고 있었다. 이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이 높을 경우에는 양육자로

서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좀 더 실리기도 했다. 한국에 비해 못사는 베

트남의 열등한 양육 방식이라는 시어머니의 편견에 대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옛날”방식보다 더 현대화되고 전문적인 “요즘”엄마의

양육방식으로 맞서며 경제적 위계와 민족적 위계에 세대 간 위계가 교차

하는 장에서 자녀 양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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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등한’ 베트남어 교육 정당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어인 베트남어의 사용과 교육에서 다

른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보다 불리를 겪는 경우가 더 많다. 결혼이

주여성의 출신국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국가들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을 꼽을 수 있는데,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중국어나 필리핀 출신 결

혼이주여성의 영어에 비해 베트남어는 선호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외모

로는 한국 사람과 구분이 어려운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대신 같은 동

남아권 국가인 필리핀이 특히 베트남과의 비교 대상으로 두드러진다. 연

구참여자들은 영어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분위기에 대해

자주 언급했으며, 아이에게 베트남어 대신 영어를 가르쳐야겠다는 이야

기를 풀어놓기도 했다. “언어 잘하면 다음에 걱정 없어요”라며 “영어 지

금 세상에 다 쓰는 말이잖아요”라고 베트남어보다 영어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는 영어가 문화자본적 지위를

가질 만큼 영어에 대한 열망이 강렬한 한국사회(최샛별, 최유정, 2011)의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밍우엣 씨는 아이에게 베트남어 대신 영어로 된

만화를 틀어주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친구

로 둔 까닭에 영어와 베트남어를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다

르다는 것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밍우엣: 그 동네 저 아는 사람도 필리핀 여자. 요즘 여기하고 우리 베트남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다른 외국사람 많아요. 필리핀. 근데 한국

엄마들 다 ‘아, 베트남이 엄마면 같이 놀지 말고, 필리핀 엄마면 놀

아요.’ (…) 왜냐면 필리핀 엄마 영어 잘해요. 보통 이거 필리핀 이

거 원래 영어. 제 친구 지금 지금도 근처에 살아요. 우리 똑같이

그 친구 똑같이 15단지. 그래서 그 (친구) 영어 잘해요, 지금에 한

국 애기 초등학교 중학생, 중학생 영어 가르쳐 줘요. 지금 그거 일

하고 있어요. 한국 엄마들이 그래. 베트남하고 베트남 엄마들이면

그거 하면 보기만 해도 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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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베트남어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한국사회에서 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여성은 ‘쓸모 있는 외국어’라는 자원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베트

남 엄마’로 불리고, 자신의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가르치려는 결혼이주여

성들의 시도는 ‘쓸모없는 열등한 언어’라는 편견에 가로 막히게 된다. 아

이와 베트남어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자 “베트남에서는 고기도 못 먹고

사는 줄” 아는 시어머니가 베트남어 사용을 막았던 쩐티프엉 씨의 경험

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시어머니 때문에 아이와 베트남어로 대화

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지금은 후회된다는 쩐티프엉 씨는 “본인 생각으

로는 베트남어를 알아서 뭐 해 그런 거지. 못 사는 나라인데. 영어나 잘

해야지. 쓸 데 없다고 생각했나 보지”라며 베트남어 사용에 대한 시어머

니의 반대를 씁쓸하게 설명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베트남어의 장점을 어필하며 베

트남어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자녀에게 베트남이라는 새로운 무대에

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자

주 보였다. 이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지위가 양육자로서 어

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모색한 결과이며, ‘영어도 아닌’ 베트남어를 가르

쳐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기 위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기를 수

있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활동 기회를 자녀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양육자로 자신을 위치시키고자 노력한다.

자녀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것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결혼이주여성

들은 베트남어 교육을 통해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들은 아이가 베트남어를 배우게 되

면 베트남어를 잘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한

다.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아이에게는 엄마

가 외국인이라서 갖는 장점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줘야 한다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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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점으로 “이중언어”를 꼽은 강다인 씨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

다. 아이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연구참여자 중 한

사람인 강다인 씨는 “이중 언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베트남어의 대외

적인 장점을 강하게 어필한다. “일단은 이중언어 하면 좀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나중에도 만약에 글로벌로 베트남에 갈 수도 있고”라고 말하

거나 “어차피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아니면 나중에 제가 원하는 거

는 나중에 민재 사업으로 아니 베트남에서 일하는 거. 글로벌로. 그것도

원해요”라고 말하면서 자녀가 성장해서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피력하여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이유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강다인 씨는 유난히 ‘글로벌’이나 ‘이중언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이러한 어휘는 다문화 관련 교육에 많이 참여한

까닭에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에 자주 노출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은 자녀에게 베트남어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남편이나 시댁식구들

을 설득하는 데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내나 며느리가 베

트남어를 가르치려고 할 때에는 반대했다가 주변 사람들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이중 언어”에 대한 장점을 듣고 나서 태도를 바꾸는 경

우도 종종 발생한다. 장가을 씨도 베트남어가 취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시댁을 설득하여 자녀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칠 수 있는 명분을 얻어낸

결혼이주여성 중 한 사람이었다. 장가을 씨는 우선 아이가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시댁에서도 싹싹한 며느리로 인정받고 나서

야 아이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문제를 가지고 시댁과 협상했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자녀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육한다는 명분 뒤에는

자녀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려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다. 면

접이 진행될수록 아이가 베트남어를 함으로써 친정식구들과 의사소통하

여 유대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연구참여자들

이 많았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가 베트남어를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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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식구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고”, 엄마의 고향이

베트남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트남을 직접 방문하거

나 외가식구들과 영상통화 등을 시도하면서 아이가 베트남 가족들과 베

트남어로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한다. 또, 아이가 “엄마 말”

인 베트남어를 잘 사용하게 되어 본인이 통역해 줄 필요 없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외가식구와의 대화와 상호작용은 아이가 베트남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

물었을 때 연구참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답이기도 하다. 베트남어를

배워야하는 이유에 대해 자녀가 질문할 때에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베트남어를 배워야 한다고 설명하는 연구참여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쓸 일이 거의 없는 베트남어를 배우기 힘

들어 할 때, 외가식구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어를 할 줄 알아야 한

다며 아이를 달랜다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많았다. 아이가 베

트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

이가 좋아하는 방식을 연구하며 베트남어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한다는

김상인 씨 역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베트남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를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배우도록 해야지 억지로 베트남어를 하게 한다

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상인: 네. 본인이 베트남어하고 영어 구별이 아직 헷갈려요. 근데 베트남

어 할 때는 본인이, ‘엄마 영어 그만해. 영어 영어.’ 조금 있어야 돼

요 근데. (그래야) 베트남어하고 영어 구별을 할 수 있는 거 같아

요. 못 알아들었잖아. 본인이 짜증을 내고. 엄마 계속 이야기해주고

못 알아들었잖아요. ‘엄마는 한국 사람이잖아!’ (웃음) 제가 또 계속

설명 해. ‘엄마가 한국 사람이지만 엄마 그 엄마는 베트남어 잘 해

요. 베트남어도 계속 배우면 너 나중에 놀러갈 때 또 외할머니 외

할아버지 대화 할 수 있, 할 수 있어야지. 그 때 재미있을 거야. 너

베트남에 여행을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요!’, ‘그럼

베트남어 분명히 배워야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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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들어가요. 설명이 안 하면 절대로 배우지 않아요. 왜냐면

이상한 말이 한국에서 사용, 어 쓰지 않으잖아. 우리 엄마는 이상

하다고 그 생각해요.

베트남에서 아이와 몇 년 간 살다왔다는 란 씨는 한국에 돌아오자 아

이가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서 아이를 베트남어 수업에 보내

고 있었다. 처음엔 아이가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지 않아했고, 어느 날은

“엄마, 왜 제가 베트남어로 공부 왜 해야 돼?”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고

했다. 란 씨는 “베트남 놀러 가면 오빠나 친척들도 같이 말할 수 있어”

라고 아이에게 설명해주었고, 지금은 사촌들과 베트남어로 놀 생각에 기

뻐하며 재미있게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처럼 외가 식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잦은 접촉은 아이들이 베트

남을 배우고자 하는 데에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베트남

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베트남에 대해 부정

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정 내

에서 베트남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 되어 있어도 아이들이 베트

남어를 배우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베트남 식구들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고 비용이나 직장의 문제로 베트남에 자주 방문하

지 못하여 베트남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막상

베트남에 가니 친척들과 같이 놀기 위해서 베트남어 표현을 계속 물어봤

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반복된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이들이 외삼촌

과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베트남에만 가면 베트남 말을 열심히 배우

려 한다는 민하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 년에 몇 달씩 베트남 친정

에서 휴양을 즐기다 오는 민하 씨는 “거기 삼촌 있으니까 애기 (베트남

어) 말하고 싶어. 여기 와서 안 해요. 애기 삼촌 너무 좋아해요”라며, 외

가 식구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베트남에서의 경험이 즐겁기 때문에 아이

들도 베트남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어를 사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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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이야기했다.

자녀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려는 또 다른 숨겨진 이유는 양육자로서

보다 편한 언어로 자녀와 대화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아이를 가르

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이러한 욕구는 베트남어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

고 아이와 더욱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반영한다.

“모국어이니까 (베트남어로 키우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조금 더 쉬운

것 같다”고 말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어를 사용해서 아이를 능숙하

게 가르치면 본인도 아이에게 무시 받지 않을 수 있고 아이에게도 더 나

은 양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이미 가정 내에서 아

이에게 권위 있는 양육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현 씨도 “저 베

트남 사람이잖아요. 엄마 말을 알아야지. 나중에 아무리 배워도 저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던가 정현이한테 베트남말

로 할 수 있잖아요”라며 자신 있는 모국어로 아이에게 교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아이의 잘못을 바로 잡고 훈육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는데 이는 한국말이 서툴러 섬세하게 표현하

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자녀와 베트남어

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구참여자들은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혼낼 때 베

트남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베트남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장가을 씨는 “내가 잘못 말하면 애는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혼낼 때는 베트남 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황선영 씨는 수년

간 베트남에 살다 온 큰 아들을 훈육할 때는 ‘좋은 말’로 하기 위해 베트

남어를 사용한다고 했다. 황선영 씨의 경우는 베트남어를 사용하면 좀

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설득력 있게 아이를 타이를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자녀와 대화할 때 아이가 자신의 말에 “감동”하며 자신의 말

을 좀 더 잘 따른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처럼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려는 동기와 욕구를 가진 베트남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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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친다. 연구

참여자들은 집에 베트남 책을 사다 두고 아이가 읽도록 유도하기도 하

고, 베트남 노래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베트남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주변에 무료로 베트남어를 가르쳐주는 곳이 있었기 때문

에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서 베트남어를 배우고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집에서도 이미 아이들과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베트남어를 가르

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생활 속에서 베트남어

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집에서 베트남어를

아이에게 가르치세요?”라는 질문에 ‘가르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집에서 베트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이러한 반응이 더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현: 지금은 그냥 음악 정도 들려주고. (…) (음악을) 틀어놨는데 그냥 배운

거예요. 보통 음악 가르치면은 뭐 곰세마리 시작! 하면 곰세마리

(베트남어로 부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저 그렇게까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들려주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마다 같이 같이 부르고 학교 가지. 그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정현

이 발음 정확하지 않으면 그 단어 딱 다시 다시 다시. (…) 될 때

까지 (웃음)

연구자: 아 가르치네? 발음 가르치네!

현: 아 그런 거예요? (웃음) 될 때 까지는 그래서 다시 다음 날 또 부르면

또 그 단어, 아 아니다 틀리다 그러면 다시. 다시. 바로 고쳐야죠.

나중에 그 그 그 한 곡을 부르잖아요? 막 그럼 늦잖아요. 제가 그

렇게 생각해요. 늦어서. 바로 고쳐야지.

베트남에 있는 친정식구들과 자주 왕래하고 있는 경우나 원하면 언제

든 사교육 등을 통해 베트남을 가르칠 수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서는 자

녀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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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며 가족들

이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베트남 문화 전반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어를 가르치기만 하면 어느 때든

지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베트남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원도 가지고 있었다. 원하면 언제든

베트남어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녀의 베

트남어는 친정식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원 등에 보내서 배울 수도 있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엄마나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당연한 행동에 ‘이중

언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기르기’라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이들

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밍우엣 씨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친정엄마와 같이 살고 있고 집에서

베트남어로 된 동화책도 읽어주지만 자신이 아이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친

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밍우엣 씨는 아이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 아이가 베트남어를 배워야 할 때가 오면 베

트남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학원에 가서 배울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

이다. 베트남어 교육에 관한 밍우엣 씨의 자율성에는 남편의 지지가 매

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말을 시작하자 본인의 서툰 한국말

때문에 걱정하던 밍우엣 씨에게 남편은 “너도 한국말 잘 못하면 그냥 베

트남말로 애기한테 베트남 말로 이야기하면 돼요”라고 말해주기도 했다.

또, 아이가 아빠에게 베트남어로 된 동화를 읽어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

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며 밍우엣 씨를 치켜세워주기도 한다. 이처럼

밍우엣 씨는 베트남어는 언제든 원하면 가르칠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에

서 아이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아이의 한국어 발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족사회화의 중요한 양육행동 중 하나인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글로벌 인재로서 자녀의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포

장해서 쟁취해야 하는 주체적 행위성 실현의 수단으로, 또 다른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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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삶 속에 존재하는 양육의 내용으로

재해석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연구참여자들마다 베트남어

교육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놓여있는 상황과 맥락

이 서로 다른 데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누가 베트남어를

가르칠 수 있는가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놓여있는 개개인의 상

황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3) 자녀를 위한 편견 대비 교육

베트남 사람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은 ‘대중적 평가(public

regard)’로 작용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

다. ‘대중적 평가’란 민족정체성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본래 다른 사람들

이 나의 민족을 긍정적으로 여기는지 부정적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인식

을 의미한다(Sellers, Rowley, Chavous, Shelton, & Smith, 1997).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현실세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한국사회의 평가는 거의 대

부분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당 부분이 차별과 중복적으

로 나타났다. 차별경험을 통해 한국사회가 자신들을 여기는 방식을 인지

하게 된 결혼이주여성들은 베트남에서 온 엄마로서 아이를 어떻게 준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이르게 된다. “혼자”는 괜찮지만 아이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편견과 부당한 차별

을 더 크게 느낀다는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사람으로서 직간접적인 차

별을 겪으면서 이러한 차별이 자신의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게 된

다. 민하 씨도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겪은 차별의 경험을 떠올리며, 베트

남 사람이면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차별을 아이

들도 겪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하 : 걱정해요. 그니까 제가 지연 씨한테 미안하지만 (…) (차별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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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만나요. 자주 많이 있어요. (…) 제가 불안해 눈물. 생각 안

하면 아마 괜찮은데 생각하면 걱정 해. (…) 근데 제가 애기 때문

에. 제가 괜찮지만 애기 때문에 제일 걱정해서. 제가 혼자 다니면

아무도 안 무서워. 제가 진짜 처음 왔을 때 혼자 지하철도 타고 그

냥 지도만 보고 혼자 쇼핑 혼자. 걱정이 안 해 관심도 신경이 안

해.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해. 근데 애기 두 명 때문에 제가 그

거 너무 신경 했어요. 애기 태어났을 때 너무 신경 했는데 그 애기

안 태어나면 신경 안 해요. 그 제가만 잘 살면 괜찮은데 근데 애기

있으면 너무 불안해요. 그런 거 있어.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본인이 받

는 차별보다 아이가 받는 차별에 훨씬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교육기관의 교사로부터 이러한 차별을 받게 될 경우에 학부모로서 결혼

이주여성들은 더욱 더 큰 불안과 걱정을 안게 된다. 아이의 행동이 조금

이라도 튀면 베트남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단정 지으며 과하게 훈육하는

교사로 인해 “답답하고 섭섭”한 마음을 경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참

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는 학교 교사의 차별에 대한 이

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받은 차별을 털

어놓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김민정 씨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김민정

씨는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교사에게 차별을

받았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어린이집 교사와 원

장이 하라는 대로 따라했다며 속상해했다. 김민정 씨 말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아이가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원장실에 아이를 혼자 두

거나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았으며 소풍에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은 김민정 씨를 불러다가 외국인 엄마가 직

장에 다니느라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김민정 씨는 어린이집 교사의 말을 따라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지만 아이는 정상이었고, 결

국 어린이집을 옮기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당시에 교사 말을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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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랐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장가을 씨는 어린이집 교사의 차별에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장가을 씨는 아이가 동화책에서 본 동물

을 떠올리며 숟가락 대신 다른 방법으로 밥을 먹자 어린이집 교사가 베

트남 사람이라서 동물처럼 먹는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혼냈던 사건에 대

해 이야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자신과 아이에

대해 계속해서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자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이야

기를 했고, 결국에는 사과를 받아냈다고 한다.

장가을: 그 원장님이 또 뭐가 그, 그 선생님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 잘하고 뭔가 저러하고 뭐 다 교육 잘 받은 사람이

졸업, 대학교 졸업했는 사람이’ 이렇게 막 따따따 하잖아요. 그 이

제 ‘엄마 이제 베트남에서 오니까 이거 몰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저한테 무시하지 마. 선생님 원장님 아는 것

만큼 내가 알아요. 저 대학교 졸업 나도 졸업했어요. 선생님이 애

는 가르쳐주고 내가 또 가르쳐요. 뭐 달라요? 누가 더 잘하는 거

아니고 (…)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라서 이런 엄격하게 해 주는 건

가? 애는 좀 이상하다고 왜냐면 어 다 베트남 애들이 다 이상하다

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하지 마. 무시하지 마.’ (…) 내가 이

래 보통에 진짜 착해 보여. 근데 나한테 건들면 내가 아주 무섭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들. 똑같은 내 강아지잖아요. (…) 그니

까 원장님 당황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녁에나 뭐 연락 왔어

요. 미안하다고 뭐 이거 지욱이 잘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사나 부모처럼 아이들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성인이 다문화가정

이나 베트남 사람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행동할 때, 이러한 차별적 태도

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어른들의 차별과 편견이

문제이지 원래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라며 어른들의 차별과 편견이

문제라는 연구참여자들의 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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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티투이연 씨도 아이들은 문제없이 잘 지내는데 부모들이 나서서 엄마

가 베트남 사람인 친구와는 놀지 말라거나 하는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는

탓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자신의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좋아서 반장까지 하고 있다며, 오히려 아이를 차별하고 괴롭히는

친구나 엄마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황티투이연: 네 지난번에 선호하고 친구랑 뭐 딱지 같이 했어요. 딱지 같이

했는데 선호가 땄어요, 이겼어요. 걔한테 다 가졌어요. 네, 다 가져

갔는데 그 친구가 그 집에 가서 엄마한테 (…) 그 엄마가 나를, 나

하고 선호 다니다가 나한테 막 길거리 이렇게 막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선호지? 너 왜 뭐 XX한테 딱지 다 가져 가냐고!’

(…) 그 아줌마가 그 XX 엄마가 막 선호한테 막 뭐라고, ‘니 엄마

베트남이지? 필리핀이지?’ (…) 그냥 자기 하는 말 다 막 하는 거

예요. (…) 그 대부분은 애기들이는 몰라요. 엄마들이만 하는 거예

요. 어울려는 애기들이는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는데 엄마들이만 그

래요. 그 차별 하게 되면 엄마들이만 그래요. 애기들을 이렇게 같

이 노는데 엄마들이, ‘얘는 엄마 중국 사람이야. 너 놀지 마라. 얘

엄마 외국 사람이야. 너 조심해’ 그런 거지. 그 애기들은 그냥 뭐

구분 없이 그냥 노는 거예요. 이제 엄마들이 문제죠. 대부분 그래

요.

황티투이연 씨처럼 베트남 사람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에 대하여 평

등주의(egalitarian)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구참여자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들은 베트남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베트남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다면 그

사람이 옳지 못한 것이라며, 틀린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자신

의 능력을 개발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차별하는 사람은 나쁜 친구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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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다는 밍우엣 씨나

스스로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김상인 씨의 이야기가 평등주의적 입장의 예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양육자로서 한국사회의 차별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사회적 차별을 문제 상황으

로 인식하고 자녀를 위해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

는 사회적 차별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부정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경우였으며, 세 번째는 사회적 차별

에 대한 지각이 별로 없는 경우이다.

먼저, 사회적 차별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연

구참여자들은 아이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자주

대화하며 상호신뢰를 쌓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아이들과 친구처

럼 지내면서 집에서 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의 친구관계에 대해

서도 매우 잘 알고 있는 한지은 씨도 이 경우에 속한다. 한지은 씨는 큰

아들이 이제 곧 중학교에 올라가고 사춘기가 와서 엄마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일이든 나

쁜 일이든 집에 오면 엄마에게 무엇이든 말한다고 이야기했다. 한지은

씨는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생활을 점검하고 왕따를 당하지는 않

는지도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있었다. “엄마가 보호자이니까 무슨 일 있

으면 부모한테 오는 거야”라고 늘 아이에게 당부한다는 황티투이연 씨도

한지은 씨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

터는 엄마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얘기하기 싫으면 얘

기하지 마.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 해 줘”라고 기다려주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이야기해준다며 아이와의 신뢰관계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했

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까닭에 차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추상

적인 수준의 대화를 나눌 수 없다 하더라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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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겪었던 일들을 모두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

력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는 아이가 차별 등으로 인해 친구들

혹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

처하기 위함이었다.

밍우엣: 보통 그 중학생하고 뭐가 하면 아들하고 엄마 이야기 잘 안 해요.

뭐가, 아 엄마, 엄마 오늘 뭐가 있었는데, 얘기 안 해요. 근데 저

다혜 지금 다혜 학교에서 뭐가 있어 집에 가서 저 다 물어봐요. 그

거 습관을 지금이 먼저. 저도 알아요. 보통 학교에서 뭐가 문제 선

생님이 문제 많아요. 그래서 저 맨날 집에서, ‘다혜야 오늘 다혜 이

거 학교에서 뭐했어요? 뭐 먹었어요? 그거 오늘 선생님 어땠어요?

화났어요? 오늘 친구 싸웠지?’ (…) 다혜 그거 다혜 그거 습관 하

면 지금부터 만들어요. 그거 습관 안 만들면 나중에 진짜 학교 뭐

가 문제생기면 엄마한테 얘기 안 해줄 거예요. (…) 남편도 저한테

이야기해요. 너 맨날에서도 그거 물어봐요 오늘 다혜 뭐했는지.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도 사회적 차별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

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연구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방식

중 하나이다. 쩐티프엉 씨는 베트남 엄마로서 아이를 키울 때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책이나 교육을 통해

서 여러 번 듣게 된 이야기라 실행은 어려워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말

했다. 스스로 자기를 “존중해야 뭘 해도 부끄럽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거지”라며 베트남 엄마들이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면접 마지

막에 당부하듯이 이야기하기도 했다. 조현아 씨 역시 직장 동료의 이야

기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자존감 있게” 아이를 키워

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조현아 씨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 것에 대해

숨기지 않고 아이에게 당당하게 가르치고, 구체적인 차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마음을 튼튼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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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왜냐면 다문화가족이라면 무식하면 아니에요. 그 공부 잘 하는 사

람들도 많이 있고 한국 사람이라면 다 공부 잘 하는 거 아니잖아

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건강하고 뭐 마음, 마음 좀 튼

튼해야 돼.

김상인 씨 역시 아이의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김상인 씨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받

게 될 질문들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대답할 문제”에 대한 답변들을 준

비해두고 있었다. 또, 집에서 아이가 마주하게 될 차별이나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해줌으로써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거라는 의지를 보였다. 마음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김상인 씨의 표현은 베트남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베트남 엄마는 좋은 엄마’라는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부당한 차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아이를 준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상인: 그 문제 분명히 애기한테 이야기 해 줘 먼저 이야기 해 줘야지. 그

래서 어떤 애기 만났을 때 어떤 친구 만났을 때 놀리지 않고. 마음

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 친구들이 만약에 우리 엄마가 외

국인이라고 (해도) 마음이 튼튼하고 있어요. (…) 항상 문제 대답하

고 문제 물어보고. 근데 그, 그 친구는 (베트남 엄마라고 놀린다면)

부끄럽지 우리한테. 그쵸? 문제는 나도 사람 너도 사람.

김상인: 많이 이야기해주니까 마음이 튼튼할 수. 대답할 문제 가르쳐주고.

만약에 다 조금 더 크면 대답할 문제는 가르쳐줘야지. (…) 그 나

영이한테 그 설명해주고 만약에 친구끼리 뭐 나영이보고 ‘너 엄마

베트남 사람이야?’ 나영이한테 먼저 이야기해줬어요. ‘엄마는 아 고

향이 베트남이야 만약에 친구는 뭐 엄마 너 엄마 베트남 고향이라

고 뭐 물어보면 나영이 대답해줘 뭐 우리 엄마 멀리(서) 왔어요.

베트남어 잘 해요. 너 베트남어 배울 수 있어 없어? 물어, 다시 물

어봐요. 그래서 친구는 놀려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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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는 이 유형에 속한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아이에게 베트남 엄

마를 둔 장점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아이가 베트남어를 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기 위해 베트남어 강사도 한다는 강다인 씨 역시

베트남어를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와 자신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

었다. 강다인 씨는 아이에게 “엄마의 장점을 막 이야기 해준다”며 “다른

아이들보다 베트남어를 더 잘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으로 차별에 대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친구가 놀릴 경우 알아듣지 못하는 “베트

남어로 욕 해”라고 가르치는 등 아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차

별 대처 방법은 다소 공격적이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별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해 수동적으로 접

근하는 유형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부정 혹은 회피하는 방법으

로 대처하고 있었다. 혹은 아이가 공부를 잘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이라는 ‘왜곡된 평등주의’ 전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한수정 씨는 “한국

사람(이) 외국사람 보고 뭐 아 잘, 우리네보고 뭐가 아 잘 못사는 나라가

와 저기 음 그 와서 뭐가 눈치도 보고 안 좋아 음 생각도 안 좋아”라고

말하며 차별의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차

별을 당하면 “뭐라고 해 줄 수 없어요. 그냥 그저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

러지”라며 멋쩍게 웃어보였다. 김지은 씨 역시 아이들이 차별을 당해도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차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부정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지은: 지금 사학년이니까 좀 있으면 중학교 그 들어가니까 자기가 컸으니

까 그 땐 자기가 친구 만나는 친구 자기가 다 알아서 만나겠죠. 그

나쁜 친구들은 그 참 어떻게 하는지 적게 만나고 이렇게 놀려하지

않아 그거 지금 잘 몰라요. (…) 그 때는 아이들도 컸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 다 컸는데. 그 때는 그 만약 나쁜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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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날 거면 생각 없어, 생각하기 싫어요.

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친구들이 아

이를 놀릴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다는 김지은 씨는 그 때도 혼자서 걱정

만 할 뿐 달리 방법을 찾아보거나 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고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베트남 사

람으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갖게 되는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돌봄공백을 겪고 있는 장가을 씨는 아이의 독립성

을 유달리 강조했는데, 차별의 문제에 있어도 엄마의 책임이 아니라 아

이가 해결해야 할 몫이라는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 장가을 씨의 자녀

는 지금의 동네로 이사 오기 전에 1년 동안 다녔던 학교에서 실제로 또

래관계에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장가을 씨는 아이가 스

스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며 개입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장가을: 일 년 동안에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애는 지욱이 거의 말하지 않

아요. (…) 제 생각에 제가도 그 지욱이 놀리는 거에도 본인 스스

로 해결해야 돼요. 엄마 뒤에는 알아보고 진짜는 안 되는 상황은

내가 나타나야 돼. 지욱이 할 수 있으면 지욱이 스스로 하고 겪어

보고 너무 심각하면 그 때는 뭐 환경도 바꿀 수 있고. (…) 나도

솔직히 나도 도와줘 거의 못 해. 학교 계속이 옆에 있을 수 없어

요. 잠깐이어도 몇 시간이어도 내가 백 프로 옆에도 할 수 없어.

연구자: 그래도 뭐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 해 주는

것도 없고?

장가을: 아니요 없어. 저는 말하지 않아. 지욱이 한 번 좀 방법 생각해 봐.

어떻게 하지? 왜? 나는 알려주면 애는 생각 안 해. 스스로 해. 그

어떻게 해 지욱이 좀 생각해 봐야지. 엄마도 모르는데? 지욱이 찾

아서 엄마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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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적 차별을 별로 지각하지 못하고 자녀가 경험할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은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이 발견되었다.

이 유형은 본인과 아이가 실제로 차별의 경험이 없었던 경우와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뉜다. 김혜진 씨는 전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한국 사람하고 저 (외모와 옷차림 등이) 비슷하니까”

한국에서 한 번도 차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아이 또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차별문제를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

른 사례인 현 씨는 이국적으로 생겨서 한 눈에 외국인임을 알아볼 수 있

는 외모였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자신을 좋아한다며

자신도 차별을 당한 적이 없고 아이도 차별을 당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아이가 차별당하고 ‘왕따’를 당할까봐 지금부터 걱정하는 시어머니

와 남편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현 씨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건 그 때가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 미리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혜진 씨와 현 씨는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아이를 키우면서 무섭거나 걱정

되는 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었으며,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비교

적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실제로 자녀들의 삶 속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인지하

는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

았다. 란 씨는 아이와 베트남에 살다가 삼년 전에 남편과 연락이 닿아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짧은 한

국생활에 대한 이야기에도 아이의 적응문제와 남편의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이었다. 란 씨는 아이의 한국

말이 서툰 상황인데도 아이가 놀림 받지 않고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믿

고 있었으며, 다문화 가족이 많으니 “그런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낙

관하였다. 차별 상황을 가정한 연구자의 질문에도 “어떻게 하죠?”라고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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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티흐엉 씨의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

을 받거나 상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니가 잘 못해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며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 웬티흐엉 씨는 남편의 오랜 폭

력으로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었고 엄

마인 자신도 아이를 통제하기 어려워했으며, 아이의 친구문제가 아이의

성격이 좋지 않아서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친구들이 베트남

말로 놀려서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친구들이 그냥 장난이지 니가 너무

너무 많이 안 좋은 생각하니까 그렇지”라고 오히려 아이를 혼냈다는 웬

티흐엉 씨는 차별 문제에 매우 둔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티응옥 씨의 경우는 가정 내에서 억압과 착취 등의 폭력 피해를 겪으

며 가정 내의 이슈와 씨름하느라 다른 문제에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

었다. 미래의 계획이나 아이들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시댁식구들을 떠나서 “빨리 따로 나가 둘

이만”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한국으로 시집온 여동생이 자신

과 비슷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하고 아이를 빼앗기는 것을 지

켜본 티응옥 씨는 자신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강하게 사로잡

혀 있었다.

티응옥: 그냥 제가 물어. 제가 맨날 항상 말할 때, 종훈아 엄마 베트남 사람

이 한국사람 만났어요. 엄마 많이 걱정 많아요. 엄마가 한국말 잘

해 괜찮은데 엄마 한국 한글 잘 못 해고 그냥 한국말 잘 못, 잘 못

해요. 고모랑 같이 살고 할머니 삼촌 이렇게 많이 가족이 엄마 너

무 많이 무서워요. 나중에 종훈이 엄마가 종훈이 학교 갈 때 엄마

베트남 사람이 너 엄마 좋아요 싫어요? 종훈이 말 해 봐 엄마 싫

어요 좋아요?

시댁식구들은 티응옥 씨가 베트남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

어를 배우러 다니는 것도 막았다. 그래서 큰 아이도 세 살이 되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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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에 갈 때까지 한국말을 하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기까지 한 큰 아이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또래와

자주 다투었고, 한 번은 싸움 끝에 ‘엄마는 베트남 사람, 아빠는 할아버

지’라고 친구가 놀린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티응옥 씨는 아이가 집

에 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이를 위로하거나 상황에 대처하여

교육하기 보다는 “엄마가 베트남(사람인 걸) 알았는데 그 엄마 마음이

사랑해? 싫어요?”하고 물었다고 했다. 티응옥 씨는 자녀가 겪는 차별 문

제의 원인을 사회가 아닌 자기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고 있었으며, 아

이들이 베트남 사람인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참여자들의 차별대응은 민족사회화의 범주 중 하

나인 편견에 대한 대비(preparation for bias)에 해당한다. 그러나 차별에

대한 대응하는 모습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연구참여자들마다 다른 방

식으로 나타났다. 차별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마음을 튼튼히 함으로써

글자 그래도 차별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있는가 하면,

고립되고 억압된 상황 속에서 차별을 문제적 상황으로 인지하고 대처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결혼이주여성도 있었다. 공부를 잘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왜곡된 평등주의’를 보이거나, 차별은 없을 것이라며 부정하는

모습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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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 문화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사회화(cultural socialization) 양상은 가족단위

로 이주해온 소수민족 가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한 사회 내

에서 민족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주류 문화와 별개로 자신들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Huynh & Fuligni, 2008). 문화는 생활양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소수

민족의 가족들이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적 사회화는

일상 속에 배태되어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

고 마시는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민족적 유

산을 전수한다. 물론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베트남을 방문하고 베트남

음식을 함께 먹고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는 노력을 통해 자녀들에게 베트

남 문화를 전달하고자 시도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단

위로 이주한 소수민족 가족들과 달리 거의 대부분 홀로 한국에 와서 이

중민족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자녀에게 베트남 문화를 전

달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있는 외가와의 교류나 가정에서 베트남 음식을 먹는 것, 아

이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베트남의 문화와 관습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해주는 일들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있

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일상이 아니다. 두 명의 개인이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룰 때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 조율하

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의식적이고 부단한 노력을 필

요로 하는 일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남편의 우호적인 태도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가족 내의 권력 관계 문제를 언

급하지 않더라도 남편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양육자로서, 생활을 함

께 공유하는 가족구성원으로서 부모의 양육방식과 가족의 생활방식을 결

정하는 문제에 관여하게 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남편이 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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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는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현실이었다. 게다가 베트남 출신 결혼이

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나 남편 가족들의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에 베트

남 문화는 아이들에게 전달할만한 것이 못되는 ‘부족한 문화’로 여겨지기

도 한다. 그리고 남편과 시댁가족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거의 예외 없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베트남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가 형성되는 데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절에서는 문화적 사회화와 관련된 가족생활의 내러티브 중 가장 빈

번하게 출현하는 베트남 방문과 베트남 음식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를 살

펴보고자 한다. 베트남어도 생활 속의 베트남 문화로 자주 등장하였고,

베트남어 역시 문화적 사회화의 일부분으로 기능하지만 베트남의 민족적

지위에 관한 앞 절에서 영어와의 비교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이 언급되

었으므로 이 절에서는 생략하였다.

1) 베트남 방문에 대한 태도

연구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베트남에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었지만 원할 때에 베트남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

는 여건이 모두에게 허락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의 억압과

통제 아래 있는 티응옥 씨의 경우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셔도 식구들이 보

내주지 않아서 베트남에 가지 못해 속상한 마음을 면담 중에 자주 이야

기하며 울기도 하였다. 그러나 티응옥 씨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식구들의

통제가 얽혀있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베트남에

방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경제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자유롭지 않아서 베트남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적어도 한 번은 아이들을 데리

고 베트남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짧게는 2주에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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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3달 정도를 아이들을 데리고 베트남에 머물렀는데, 방문 횟수는 아

이들의 연령이나 경제적 상황, 남편의 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방문에 관한 여건이나 경험의 정도는 개인별로 상이하지만 결

혼이주여성들이 베트남을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녀가 베트남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돕고, 베트남 가족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

려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베트남 가족을 만나

게 해주는 것이 베트남 그 자체를 접하게 되는 경험이라고 여기고 있었

다. 베트남에 외가식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외가식구들의 존

재를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베트남에 방문한다는 김지은 씨의 이야

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김지은: 그래도 우리는 일 년 또 한 번씩 여행 놀러 가니까 그때는 그 저는

우리나라도 알려주고 아이들도 알려주게, 주는 거고. (…) 그 우리

자기 엄마 나라 엄마 나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 자기

여행하고 놀러 가니까 자기 이렇게 해는 거. 혹시 여행 가니까 여

행 가고 이렇게 자기가 알겠죠. 여행 놀러 가니까. 이모들도 만나

고 그 할머니들도 만나고 여기 자기 가족들 그 외갓집 가족들 그

만나고, 그 나중에 아이들 컸을 커서는 그 까 안 까먹죠. 그 외갓

집 안 까먹고. 그 자주 자주 안 가고 하니까 나중에 아이들 커서는

까먹잖아요. 외갓집 누가 있든지 이모 있든가 삼촌 있든가 잘 까먹

잖아요. 그래서 없어. 저 아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한 일 년에

한 번씩 가요. 여행가서 이모들하고 삼촌들하고 그 친하지, 친하

(게) 해 주고 나중에 커서 내가 자기는 그 베트남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은 그 외가 쪽들은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구나.

문화적 사회화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민족의 역사와 유산에 관한 이

야기를 하는가를 문화적 사회화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로 사용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베트남은 국가

단위의 역사나 문화, 사회가 아니라 ‘가족’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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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들의 베트남 방문은 자신의 친정을 방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베트남을 경험하게 하고 외가식구들과 교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려는 의도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의 남편 중에는 결혼 후에 처가인 베트남에 한 번

도 가지 않은 경우도 제법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에 가지 않으

려는 남편을 “바빠서” 또는 “돈이 많이 들어서”일 것이라면서 이해하려

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사람”에게는 “불편한” 베트남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강다인 씨도 그 중 한 사람이었는데, 강다인 씨

는 남편과 아이가 베트남을 “별로 안 좋아”해서 가지 않으려 한다는 생

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음식도 안 맞고 벌레도 많은 불편한 베트

남’이니까 가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남편을 이해하고 상황을 합리화하려

고 애쓰고 있었다.

강다인: (남편은) 안 가요. (웃음) 근데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제 남

편이 베트남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 서운하겠죠. 근데

아유 좀 이해해요. (…) 제 남편이 저 처음에 결혼하러 가잖아요.

베트남에 갔는데 엄청 뭐 화장실이가 결혼하고 나서 화장실 만들

었잖아요, 그죠? 그 때는 옛날 화장실 아세요? (…) 그거 하는데

어, 벽 앞에는 모기는 (손가락 한 마디) 이런 정도는 한 수백 마

리? (웃음) 좀 고생 많이 했어요 제 남편. (…) 베트남 갔을 때 고

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거 같아요.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이 있는 동네는 남편이나 아이가 경험하는 베트남

그 자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친

정이 인기 있는 휴양지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인지 아니면 불

편하고 지루한 시골인지에 따라 남편과 아이들이 베트남을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황선영 씨와 강다인 씨는 베트남을

자주 방문하기는 하지만 방문 할 때마다 도시와 매우 먼 시골에 있는 친

정에서만 머물렀는데, 이들은 이 때문에 아이들이 베트남에 가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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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선영: 시골 베트남 시골에서 재미없대. 나도 가끔에 아버지, 아버지 엄마

형제 보고 싶어 가죠. 근데 재밌는 거 없대. 왜그냐면 시골에서 여

기도 마찬가지 시골에서 갈 데 없어. 그냥 하루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밖에 그냥 밭에서 좀 구경하고 그리고 땡.

강다인: 가는 거 당연히 여기보다 좀 더 고생하죠. 먹는 거이거나 아니면

노는 거나 입는 거나 거기 다 여기보다 더 편하지 않아요. 집에도

뭐 여기 같은 거 아니고 깨끗하지 않고 바닥에서 앉아서 노는 거

아니고요. (웃음) (…) ‘민재야 우리 베트남 갈까? 베트남 가고 싶

어?’, ‘아니!’ (크게 웃음) (…) 또 노는 거도 뭐 여기 여기처럼 뭐

여기 장난감이 많잖아요? 거기 장난감 없어요. 바닥에 마당에 가서

뭐 노는 거나 축구 하거나 뭐 아무튼 여기, 여기 같지 않아요.

반면에 김지은 씨는 베트남에서도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의 바닷가가 있

는 외가를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지은 씨와 자녀들은

베트남을 친정 혹은 외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즐거운 ‘휴양지’

로서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한수정 씨도 아이들과 베트남을 방문

했던 경험을 친정에서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유명한 관광지에 놀

러가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친정이 베트남에서도 가장 발전된 도시들에 위치한 민하 씨와 밍우엣

씨는 자신들의 친정이 실제로 매우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도 베트남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다. 민하 씨에

게 베트남은 일 년에 몇 달씩 휴가처럼 떠나는 휴양지인 동시에 경제적

으로 여유로운 친정을 의미했다. 환율과 국가 간의 경제격차 때문에 한

국에서 버는 돈이 절대적으로 더 크긴 하지만 물가를 고려한다면 한국에

있는 자신보다 베트남에 있는 민하 씨 친정 가족들의 경제적 수준이 더

높았다. 민하 씨의 친정은 베트남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 있었고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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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방문할 때마다 한국에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민하 씨는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친정오빠에 대한 자랑을 하면

서 남편이 본인 가족들보다 친정 가족들을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밍우엣 씨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베트남 또한 한국 자본과 물건들

이 많이 들어와 있는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자 아이에게 즐거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여행지였다.

밍우엣: 보통 애기 여기에 우리, 우리 엄마 고향에 가면 진짜 좋아요. 한국

에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이 개월을 둘이 계속 놀았어요. 여기 가

서 심심해요.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집에서도 심심하고. 베트남

생활은 달라요 진짜. 거기 가서 그 느낌 이거 아아아 뭐지 느낌 이

거 편해요. 아침 그냥 일어나서 뭐가 아침이 생활해서 아침이 뭐가

요리 안 해도 밖에서 사 먹을 거 많아서요. 그래서 집에 꼭 요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편하게. 돈만 있으면 돼요 돈 없으면 안 돼

요. (…) B도시 요즘에 그것도 있어 뭐야 편의점 이거 롯데 롯데인

데 그 백화점 많이 만들었어요, 한국 꺼 들어왔어. (…) 가서도 다

극장하고 애기 놀이 똑같애 한국에. 지금도 찜질방도 있어요. 한국

저도 베트남에 저도 베트남 갈 때 또 한국에서 애기 먹을 거 안

사도 돼요. 그거 마트 한국 마트 있어요. 한국 마트 다 있어요. 김,

김치, 사과 한국 거 있어요. 근데 비싸요. 왜냐면 이거 수입. (…)

그냥 돈만 있으면 괜찮아요. 다 있어요. 한국처럼 도시, 도시 그래

요. 왜냐면 한국사람 많아서 한국 여기 많아서. 한국 식당 너무 많

아요.

위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언뜻 보면 시골, 휴양지, 도시와

같은 친정의 지역적 특성이 베트남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경험하

는 장소가 베트남 내에서 어디인가 하는 공간의 물리적 특성이 한국의

가족들이 베트남을 어떻게 경험 하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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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면적인 이해는 베트남 처가

혹은 외가가 편의시설이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있지 않은 시골이어도,

한국 음식을 사먹을 식당이 없어도, 최신식 장난감이 없어도 베트남 방

문을 즐거워하는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들과 대조를 이루어 모순을 드러

낸다. 황티투이연 씨의 아이들이 베트남을 대하는 태도가 이를 잘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황티투이연 씨의 친정은 일자리도 별로 없는

베트남의 시골 동네이지만 남편과 아이들은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즐거워

했고 아내/엄마의 나라인 베트남을 늘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황티투이연: 네 이제 베트남 말도 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친

척들 알아요. 음 이제 삼촌 뭐 뭐, 이모 딸 뭐, 이모 아들 뭐, 할머

니 그 왕 할머니 그런 거 이제 다 알아요 애들. (…) 근데 그쪽에

음 이제 장난감이 없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자연, 자연놀이. 그

래서 선호가 엄마 나라에 가면 이제 자연 놀이만 놀 수 있고 맨발

로도 다니고. (웃음) 이제 나무 뜯어서 땅 파서 놀고 집 만들고 놀

고 바나나 잎 해서 집도 만들고. 나는 정글의 법칙 다니는 것 같아

서 좋대요. 네, 다 자연 놀이만 할 수 있으니까. (웃음)

반대로 황지현 씨의 경우는 친정이 방문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도 가족들이 베트남 방문에 부정적이었다. 황지현 씨의 친정은 베트남

에서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해양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공

산당인 아버지가 고위공무원으로 퇴임하신 황지현 씨의 친정은 경제적으

로 매우 부유했고 오빠들도 큰 배를 가지고 수산업을 하는 선주들이었

다. 그렇지만 밍우엣 씨나 민하 씨와는 대조적으로 황지현 씨의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베트남에 가려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아이들이 외가

를 방문하는 것을 막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연구참여자들의 한국 가족들이 베트남 방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여부는 연구참여자들의 친정이 베트남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친정 식구들의 경제적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 132 -

문제하고만 얽혀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남편과 아이들이

베트남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대부분의 연구참여

자들은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고향인 베트남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며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처

가 혹은 외가의 물리적 환경이 좋지 않아도 기꺼이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나, 환경이 좋아도 방문하

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볼 때, 베트남 방문에

관한 태도는 아내 혹은 엄마의 모국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밀접하게 관련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베트남 음식에 대한 태도

음식은 세대 간에 전수되는 문화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기능한다. 가

족구성원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고 먹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유대와

사회적 질서 및 가치를 확인하며, 자녀들도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음

식을 통한 세대 간 문화의 전수가 일어난다(Ochs & Shohet, 2006). 이러

한 점에서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이 놓이는 식탁은 문화적 장소(cultural

sites)라고도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과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음식

을 베트남 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었고, 식구들

이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고 함께 먹는 경우에는 자신의 문화가 존중받는

다고 느끼기도 했다.

한수정 씨는 아이들에게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먹이며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연구참여자 중 한

사람이었다. 음식을 통한 문화적 사회화를 실천하는 양육자로서 한수정

씨가 아이들을 기를 때, 베트남 문화 전반에 대한 남편의 호의적인 태도

는 중요한 지지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수정 씨의 남편은 식구들과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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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 여행가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장인 장모님을 수시로 한국에 초대

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베트남 문화 전반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베트남 문화를 받

아들이는 한수정 씨의 남편은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태도

를 보였다. 집에서 아내나 아이와 함께 베트남 음식을 잘 먹을 뿐 아니

라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아내가 만든 베트남 음식을 대접하기도 한

다는 한수정 씨의 남편은 음식을 통한 문화적 사회화를 지지할 뿐 아니

라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적응도가 매우 높은 밍우엣 씨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사는 지금도 친정엄마와 아이와 함께 한국음식을 매일 먹는다고 했다.

이처럼 밍우엣 씨는 한국 음식을 먹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그

럼에도 이 가족의 식탁에는 두 나라의 음식이 함께 오르고 밍우엣 씨의

남편 역시 베트남 음식을 잘 먹는다. “같이 섞어서 먹어요. 이 반찬 이거

한국음식, 이 반찬 이거 베트남 음식. 같이 먹어요”라는 밍우엣 씨는 남

편이 아무리 베트남 음식을 잘 먹어도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음식을 먹

어왔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 한국 반찬을 한두 가지는 해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밍우엣 씨는 결혼 초기에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할 때에도 남편

을 위해 한국음식을 배웠고, 남편은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는 밍우엣 씨

를 위해 매일같이 베트남 음식을 사다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밍우엣 씨와 남편이 식탁 위에 오를 음식에 관해 서로 배려하고 조율하

는 과정은 이들 부부가 베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를 적절히 유지하며 아

이를 양육하고 일상을 꾸려가는 방식 전반과 닮아 있었다.

한지은 씨도 집에서 베트남 음식을 자주 해먹을 수 있는 연구참여자

중 한 사람이었다. 엄마와 사이도 좋고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 것도 좋아

한다는 한지은 씨의 아이들은 친구를 데려와서 베트남 음식을 함께 먹을

만큼 베트남 음식에 대해 수용적이었다.

한지은: 제가 (큰 애 친구들한테) 베트남 음식도 해 줬어요. 쟤 친구들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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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 끓여주고 월남쌈 해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 베트남 음

식 너무 맛있어요’ 그래. 베트남 라면도 있잖아요? 끓여주면. 어떤

어떤 친구 경우한테 ‘경우야 너네 집 베트남 라면 있어? 그거 먹고

싶어.’ (웃음) 그래가지고 경우한테, 저한테 ‘엄마, 라면 남았어? 제

친구 온다는데 라면 먹고 싶대.’ (웃음) ‘알았어 오라 그래 해줄게.’

그 정도예요. 친구들이 좋아해요. 저도 경우 친구니까 잘해줄라고

생각, 잘해줘야 생각해요. 왜냐면 경우 잘 지내면 좋잖아요. 네 그

래가지고 오면 꼭 잘 해주고 이것저것 사다가 또 (베트남 음식) 해

주고.

 
그러나 한지은 씨가 처음부터 집에서 베트남 음식을 해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결혼이주 초기에는 시집살이가 서러워서 맨날 울기만 했

었고 베트남 음식을 해 먹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는 한국에 온지 15년이 다 되어갈 만큼 시간이 흘러 가족 내에서 본인의

역할도 커졌고, 식재료를 구입하고 주방에서 원하는 음식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집안을 돌보는 주부로서의 권위도 갖게

되면서 시어머니에게도 베트남 음식을 권하는 며느리가 된 것이다.

한지은: 그 임신 했을 때도 저 베트남 음식 엄청 많이 먹고 싶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 때는 식당 같은 데 없었어요. 13, 14년 전이잖아요.

옛날이야. 베트남 사람들 많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온 거

죠. (…) 지금 많고 그리고 식당은 그거도 (베트남 식당) 많아요.

막 인터넷으로도 주문하면 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근

데 저 때는 먹고 싶으는 데도 없어요. 아 안산에 가면 있었어요 안

산. 응, 안산에 가면 있었는데 근데 자주 가지 못했어요. 남편 회사

다니고 저는 혼자 가도 좀 힘들었고. 애도 있고 길도 모르고. 그래

서 먹고 싶었는데. 한 두 번은 갔는데 자주 못 갔어요. (웃음) 집에

서 한국 음식만 먹었어요, 한국 음식. 그 때 베트남 음식도 하고

싶은데도 근데 어머니 시어머니 계시니까 하면 싫어할까 그래서

못 했어요. 냄새 틀리잖아요. 그래서 못 해먹고 그냥 먹기 싫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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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식만 먹었어요.

연구자: 음 그랬구나. 지금은 해 먹어요 집에서?

한지은: 아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으면 다 해먹어요. 어머니도 잘 드세요.

한지은 씨가 그랬던 것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에 오자마자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적응과 입덧이 겹쳐서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떤 연구참

여자는 베트남 음식을 사 주며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남편의 도움과

지지를 받은 반면에 어떤 연구참여자는 먹고 싶은 베트남 음식을 참아가

며 못 먹는 한국음식 만드는 방법을 여기저기서 열심히 배우는 것으로

식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등 서로 다른 경험을 털어놓았다. 베

트남 음식을 해 먹어보려고 재료를 사왔을 때 시어머니가 한국식으로 조

리하라고 잔소리를 해서 속상한 마음을 삭히느라 힘들었던 연구참여자도

있었고, 베트남 식으로 요리해도 맛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연구참여

자도 있었다. 입덧이 심할 때 베트남 친정에 가서 몇 달 동안 지내다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베트남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수 있는

여건도 못되어 소금이나 과일을 먹으며 버티느라 비쩍 마른 채로 임신기

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 입덧 중에 원하면 베트남 음식을 먹을 수 있었

는가는 연구참여자들이 초기 적응기간 동안에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지원

을 받았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면접 당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온 지 이미 5년이 넘었고 10년이 훌

쩍 넘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한국 음식에 많이 적응한 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음식이 전혀 먹고 싶지 않고 한국음식만 먹는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고,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한

국 음식도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한국음식을 먹는다는 연구참여

자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식탁에 베트남 음식이 오를 수 있는가에 하

는 것은 앞서 밍우엣 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의 한

국음식 적응도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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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로부터 학대와 억압에 시달리는 티응옥 씨를 제외하면 모두 베

트남 음식을 아주 가끔씩이라도 해먹는다고 했지만, 식구들이 베트남 음

식을 별식으로 함께 먹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한

베트남 음식만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거나 “맛이 없기 때문”이라는 선호의 문제로 이해하려고

애썼다. 자신의 요리 솜씨가 좋지 않아서라거나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음식을 맛 없어하는 것이라고 해

명하기도 했다. 물론 실제로 매우 어린나이에 시집을 왔거나 일을 하느

라 요리를 배울 시간이 없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베

트남에서부터 요리를 자주 했었고 베트남 음식을 잘 만드는 결혼이주여

성이라 하더라도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조차 한국에서 식재료들을 가져가

서 식구들을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식탁위에 오

르는 음식이 요리 실력과 선호의 문제를 넘어서 아내/엄마 나라의 음식

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가족들의 태도와 연관된 문제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원래 음식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데도 남편이 자기가 만든 음

식을 맛보지도 않고 맛없다며 먹지 않아서 속상하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황선영 씨도 자신

은 한국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남편은 베트남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아서 서운해 하는 연구참여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황선영: ‘가끔에 나 나 음식도 열심히 만들어주고 나 먹으면 맛있는데 근데

왜 당신은 왜 안 먹으냐고! 응? 베트남 여자도 싫으고 어? 베트남

여자도 같이 살아도 싫으고 베트남 음식도 어? 먹기도 싫으고. 그

럼 당신 갈 데 없어!’ (웃음) ‘혹시 나중에 베트남 가면 당신 뭐 먹

게! 물만 먹고 살아?’ (…) 어 그래서 오빠 먹는 음식이 나 힘들어

신경 써야 되니까. 나도 귀찮아. 그 가끔에 ‘오빠, 오빠 생각해봐.

나 원래 베트남 사람. 근데 베트남 음식 잘 먹거든? 당연하지. 근

데 여기 와서 한국 나라예요. 한국 음식 나 원래 잘 못 먹어요. 근

데 잘 못 먹어도 나 점점에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 나중에 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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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 지금 봐봐. 처음에 나 김치 한국음식은 하나도 몰라. 잘 못

먹었어. 근데 점점 조금씩 먹으면 지금 봐. 밥상에서 김치 없으면

나 못 먹어요. 당신 나처럼 해 봐. 응? 나 한국음식도 좋아 아니야.

나 싫어해. 나 안 맞아. 근데 여기 살면서 배워야지. 응? 당신 나중

에 혹시 어 베트남에서 베트남 음식 싫으면 어 당신 뭐 먹고 살아

요? 그래서 배워야 해. 응?’ 그래도…….

남편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베트남 음식을 함께 먹으려고 시도하는 황

선영 씨와 달리, 어떤 결혼이주여성들은 식구들과의 밥상에 베트남 음식

을 거의 올리지 않고 본인들도 한국음식이 더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들의 이야기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한국가족들의 부정적 평가가 있을 때

이를 바꾸려하기보다 이에 순응하고 한국의 방식을 따르는 동화

(assimilation)의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김상인 씨는 가족들

과 잘 지내고 인정을 받기 위해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음식만을 먹는 방법

을 택했다.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어도 “먹고 싶으면 참아, 참아, 참아!

다음에. 참아. 다음에. 뚱뚱해져. 다음에. 참아, 참아. 다음에. 뚱뚱해져.”

라고 합리화하며 참고 견뎠고, “저는 한국에 와서 혼자잖아요, 돌봐주는

사람 없잖아요, 항상 잘 먹어야지 쓰러지면 안돼요”라며 억지로 한국음

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음식을 배우기 위해 일부러 식당까지 찾

아갔다는 이야기는 김상인 씨의 동화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상인: 모르는 점이 다 노력 노력 어떻게 노력하는지. 한국음식도 그래요.

처음에 어머니께서 알려주지 않고 항상 그 비밀법이 숨기고 내가,

아 우리 어머님 성격이 보통 아니에요. (웃음) 식당점 다니면서 그

한국 한국음식이 배울 수 있잖아요. (…) 제가 원주추어탕에 다녔

어요. 원주추어탕에서 덕분에 사모님이 좋은 분이시고 김치도 가르

쳐주고 김치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 어머니 어머님께서

맛이 입이 까다로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우 인정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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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받았어요. ‘어 너 나보다 잘 하구나 나 나 그 정도 못 해.’

(…) 남편 맛이 어머님 맛이 그 다 맞춰주고. 어머니는 맵지 않고

짜게 드세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맛있게 드렸어요. (…)지금 요

리는 남편하고 어머님 불만 없어. 김치도 다 해주고 다 하고 깍두

기도 하고 명절 음식 (…) 혼자 다 하고. 손이 빨라요. 어머니도 깜

짝 놀래. (…) 식당에서 하면서 방법이 배웠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

았어요. 마음이 기뻤어요.

김지은 씨는 한국에 산 지 십 년이 넘은 자신은 한국음식이 더 좋다며

친정엄마와 같이 살아도 집에서 베트남 음식을 먹지 않는다. 베트남에

가서도 베트남 음식이 입에 안 맞아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베트남 음

식을 안 먹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김혜진 씨는 요리 실력이 뛰어나서 베

트남 음식도 잘하지만 남편과 아이가 베트남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해먹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도 한국음식이 더 맛있고 편하다고 이

야기한다. 한국에 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한국음식을 배워서 한국식으로

만 차렸다는 김혜진 씨는 어차피 한국에 살 건데 한국음식을 먹어야지

베트남 음식은 먹어서 뭐하냐며 본국의 문화를 전부 버리고 한국에 적응

한 동화의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문화적 사회화로서

베트남 음식을 함께 나누는 가족의 일상은 베트남 음식에 관한 식구들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은 단순히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대상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이 반영되

어 있는 것이었다. 원할 때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식문화

를 식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는 선호를 넘어서서 문

화에 대한 위계와 구성원 사이의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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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가족’의 정체성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본인을 어떠한 양육자라고 생각하

는가 또는 어떠한 양육자가 되고자 하는가 하는 양육자로서의 정체성 문

제는 이들의 양육행동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자녀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하는 바람 또한 양육자의 양육행동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는 어머니상이나 자녀상은 그렇게 되어야겠다는 개인적인 의

지의 반영인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생존에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탐색결과의 반영이기도 하다.

1) 베트남 엄마로서의 정체성 위협 해소 전략

결혼 이주 이후에 아이를 낳아 양육함으로써 생활세계가 확장되고 한

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베트남 엄마’에 대하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인

지하게 된다. 이 때,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

로 평가 받는 다른 엄마들의 양육모습을 자신에게 투영하고 ‘베트남 엄

마’에 드리워져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덜어냄으로써 양육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들이 자신과 다른 베트남 엄마들을 비교하면서 양육자로서의 자

신을 설명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머니로서 주변에 훌륭한 양육자의 이야기를 전

하면서 이들을 참조집단으로 여기고 동일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

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자신과 거리를 두고 구별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동일시와 구별짓기를 통해 양육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특정 연구참여자들에게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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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가 전혀 등장하지 않기도 한다. 구별짓기와 동일시가 전혀 나타

나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경우

와 일치했다. 이 점을 참조해볼 때, 이들에게서 다른 엄마들과의 비교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해당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

격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생활세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

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연구참여자들에게서는 베트남 엄마들의 양육을 부정적으로 바라

보는 것에 한국식 양육을 비판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양육담론과 관련된 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조현아 씨는 베트남

엄마의 교육 방식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

여 한국의 교육방식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며 미국의 교육방식의

장점을 강조하고 자신은 미국식으로 아이를 기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 엄마의 사교육을 따라 갈 여건이 되지 않는 장가을 씨는 한

국의 교육 방식을 비판하면서 한국 엄마들과 거리를 두고, 아이를 잘 키

워낸 다른 ‘글로벌’ 부모들을 참조집단으로 두고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한국 엄마들보다는 베트

남 엄마들에게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더 강하며, 이 점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별화’는 거리두기와 구별짓기의 일환으로 ‘베트남 엄마’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신에게 이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이주여

성들이 자주 택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개별화’ 전략을 취하는 연구참여

자들은 “나쁜” 양육자인 ‘베트남 엄마’는 그 사람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

주여성이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며, “나쁜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은 집단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국

가 간의 차이보다는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중에 실제로 도망가는 “나쁜 사람”들도 있

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며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한지은

씨도 ‘개별화’ 전략을 취하는 연구참여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

다. 한지은 씨는 “다문화가족도 잘 사는 사람 잘 살지만 도망가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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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도 있

잖아요. 어디 나라든 다 있어요. 우리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

지만 그렇다고 베트남 사람 막 다 그러는 거 아니고”라며 어느 나라에나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은 공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별화 전략은 김민정 씨에게서도 발견된다. 김민정 씨는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서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

람마다 양육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김민정: 엄마 방식마다 달라잖아. 한국도 그랬잖아요. 뭐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하는 거 아니잖아. 뭐 즐겁게 있지만 뭐 그냥 사람마다 달

라요 제 생각. 그러니까 그런 사회잖아요 뭐 부자사람도 있고 가난

한 사람도 있고,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 못 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달라요. 그런 또 뭐 그런 조건 있잖아요. 경제,

사람마다 경제, 경제 조건도 달라요. 경제 있는 사람은 많이 있으

면 시간도 많고 애들 관심도 있고, 경제 없는 사람은 돈만 벌고 얘

는 알아서 키우고.

김민정 씨는 베트남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본인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했으며, 베트남에서 대학을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다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대

해서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어 보였다. 자신은 양육에 필요한 정보도 잘

찾고 아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이자 “생각하는 엄마”이지, 다른

베트남 사람들처럼 공장 일하면서 대충대충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고 강

조하기도 했다. 이는 한지은 씨가 “베트남 사람 막 다 그러는 거 아니

고”라며 ‘베트남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순화시키기 위해 “나쁜

사람”인 베트남 엄마의 행동을 개인의 일탈로 선을 그은 것과는 다소 차

이를 보인다. 김민정 씨는 자신이 좋은 엄마임을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

를 “나쁜 사람”인 다른 베트남 엄마들과 구분하고 거리 두기를 시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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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그러니까 막 책에서 보고 어떻게 아기 키우는지 음 어떻게 이런 이

런 때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공부 열심히 하는 엄마

있어요. 근데 그러는 여유 뭐 머리 좀 잘 생각하는 엄마도 있고,

관심하는 것 엄마도 있고. 어떤 엄마가 바빠서 그냥 그냥 공, 공장

일 하는 사람들이 어 간단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대충

이에요 (…) 노는 것도 있고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

람은 또 관심 없고. 그냥 인터넷 페이스북만 올리고 어 갖고 놀아,

휴대폰 놀아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먹으고, 그 다음에 학

원에 보내요.

결혼이주여성의 거리두기 전략은 한국의 다문화 담론에 대해 많이 알

고 있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해서 한국으로 온 밍우엣 씨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모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이었다. 밍우엣 씨는 자신과 다른 ‘베트

남 엄마’들을 확실하게 구별 짓고자 하였으며, 이는 다른 ‘베트남 엄마’들

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밍우엣 씨는 연구자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은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오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도 했다. ‘다문화 프로그램’에 오는 베트

남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판하는 밍우엣 씨의 이야기에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대

중적 평가’로부터 자신을 구별 지으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밍우엣: 다문화 프로그램도 안가요. 가고 싶은데 가서도 예전에 또 다문화

가정 이런 거 갔어요. 가서 또 스트레스 더 받아요.

연구자: 아, 왜 스트레스 더 받아요?

밍우엣: 다 베트남 사람 많아요. 가서 베트남 사람들이 다 물어요. 남편이

용돈 줘? 카드 사용해요? 아니면 돈 사용해요? 어떤 집에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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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 그거. 가서 그거 왜 맨날 그런 거.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다

른 얘기하지 맨날 그런 거. 보통 그 사람들이 다 돈, 돈 벌고 싶어

요. 그리고 보통 다 직장 다 거의 다 취직했어요. 아는 사람들 다

일해요. 이야기도 못하고. 애기도 보육도 안하고. 애기도 그냥 어린

이집 보내고 늦게 늦게 데리고 가고. (…) 그냥 우리 외국 사람이

잖아요. 돈 벌기만 하러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저 한국에, 한국에

와서 돈 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 애기도 안

키우고 어떻게 애기 불쌍해요.

밍우엣 씨와 마찬가지로 양국에서 모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에

속하고 연애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민하 씨 역시 “남자 여자가 모여서

술 먹고 애기도 내팽개쳐 두고 콧물도 안 닦아주고 애 때려서 피나고”

하는 것을 보고는 한국에 온 베트남 사람들이랑은 잘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회사”(결혼중매업체)를 통해 중매로 결혼해서 한국

에 온 사람들은 외국에 돈만 보내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는 친

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서 베트남에 송금할 필요가 없는 본인의 상황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다.

민하 : 여기 와서 진짜 돈 없는 사람 많아요. 시골에 살아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한국 남자만 결혼하고. 여기 잘 살고 싶은데 여

기 와서 남편한테도 ‘돈 줘, 돈 줘’ 그러면 남편도 기분 나빠 자꾸

싸워. 지연 씨 봤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베트남 사람 많이 죽었

어요, 한국 남자 그런 거 돈 때문에. (…) 여기 문제. 다문화가족

다 그래요. 여기 와서 사람 사랑 없잖아요. 그냥 회사에서 만나서

어떻게 사랑해요. 남편도 나이 많이 먹어요. 여기 와서 여기 젊은

사람 같이 살면 성격도 달라요. 돈도 베트남 자꾸 보내고 싶어. 그

렇게 그래 살면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안 좋아요. (…) 제가 제

식구들 돈 많이 없지만 근데 잘 살고 있어요. 그 정도 먹고 살고

뭐지 잘 살고 있어요. 집도 있어요. 그 오빠도 돈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신경해도 돼요. 그냥 여기만 잘 살 수 있으면 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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찮아. 그것 때문에 남편 안 힘들어요.

연구참여자들 중에 베트남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경제활동을 하다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시골’ 사람들

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다. 베트남 시골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도시에

비해 아이 교육에 관심이 적고, 뭐든지 잘 모른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

다. 밍우엣 씨와 민하 씨도 역시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전기도 안 들어

오는 가난한 데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것이 좋아보여서 아

이 교육은 뒷전에 두고 한국을 즐기며 모여서 놀기만 한다는 언급을 했

다. 이는 베트남 내에서 실제로 도시와 시골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큰 도시의

좋은 회사에서 일하다 온 자신들의 경력을 강조하여 구별 지으려는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밍우엣: 어우, 진짜 이상한 엄마예요. 저 그거 애기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저하고 그 사람이 친구 됐어요. 자주 연락 안 해. 그 사람이 자주

뭐가 물어보면 저한테 전화해요. (…) 그 사람이 북쪽 시골에서 공

부도 안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 중매하고 결혼했어요. 한국에 와

서 ‘와 좋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하고 생각이 없어요.

민하 씨는 한국 사람들에게 차별 받은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한국 사

람들의 편견과 무례한 태도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제로 결혼이주로 한국에 오는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가난

하고 ‘안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도 베트남 사람으로서 차별을 받

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백화점 직원에게 무시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베트남 사람이지만 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여기 와서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사람

이잖아요. 그냥 막 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민하 씨는 ‘베트남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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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범주에 붙어있는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인해 본인도 그런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또,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차별을

겪을 아이들에게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민하 씨를 비롯해서 김민정 씨나 쩐티프엉 씨 등 베트남에서 사회경제

적 지위가 높았던 결혼이주여성들이 묘사하는 베트남은 그렇지 못한 연

구참여자들이 설명하는 베트남과 다른 점이 상당히 많았다. 민하 씨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보모를 두고 산다고 말하면서 “베트남 그런

거 자주 해요. 그냥 회사만 다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민하 씨가 경

험한 베트남이 어떠했는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 와서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라고 말하

는 민하 씨의 이야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베트남에 학원문화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과 대조적으로

민하 씨를 비롯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에도 돈 있는 아이들은 학

원에서 과외를 받으며, 특히 글로벌 회사에 취직시키기 위해 영어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이 떠올리

는 전형적인 ‘베트남 엄마’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결혼이주여성

들은 이 점을 강조하며 거리를 두고 구별 지음으로써 아이의 양육에 최

선을 다하고 있는 엄마로서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 전에 베트남에서 살던 지역에 국가 간의 경제격차를 이용해 매우

부유하게 사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던 민하 씨의 경우는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남편의 친구는 베트남에

서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민하 씨의 베트남 친구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민하 씨는 언젠가는 베트남에 가서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바람은 민하 씨의 참조집단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베

트남에 사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밍우엣 씨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 대신 경제적

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온 다른 외국인 엄마들과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

보였다. 밍우엣 씨는 ‘다문화센터’에 다니고 싶지 않아서 법무부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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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직업도 괜찮은” 프랑스, 일본, 필리핀

사람 등을 만나 양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다. 이

는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베트남 사람들보다 “직업도

괜찮은” 한국 거주 외국인들과 자기를 더 동일시하는 밍우엣 씨의 심리

적 기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밍우엣 씨와 민하 씨는 한국인 엄마들의 양육방식을 높이 평가하며 동

일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한국의 양육담론에 관한 절에서

도 언급했듯이 한국 엄마들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서 기본적으로 발견된 점이었는데 밍우엣 씨와 민하 씨에게는 이 점이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밍우엣 씨는 이유식도 한국이 더 뛰어나다며

한국방식으로 이유식을 만들어 먹인 노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본

인이 사용하는 책 읽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은 한국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

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일 안하고 열심히 아이 키우고 좋은

학원 찾아서 보내는 한국 엄마들을 칭찬하며 “저도 안 빠져”라고 자랑스

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민하 씨 역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한국 엄마

들의 모임에 자주 참석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같은 동네의 한

국 언니에게 아이 교육에 대해 많이 물어보겠다고 미리 부탁해 놓는 등

의 시도를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진짜 한국 엄마 따라가야지요”라고

말하는 민하 씨는 동네의 한국 엄마들 모임에도 이미 참석하고 있었다.

또 발레, 태권도 학원을 보내려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녀의

학원 픽업을 위해 운전면허를 따 놓았다는 노력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

다. 밍우엣 씨와 민하 씨의 이러한 말과 태도, 행동 등은 양육에 있어서

이들의 참조집단이 한국의 중산층 모성 이데올로기에서 그리는 한국 엄

마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은 다른 베트남 엄마들과 다르다고 거리

를 두고 구별 지으려 하는 모습이 일부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베트남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

는 베트남 여성들, 한국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잘사는 외국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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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에게 덧씌워진 이미지가 얼마나 부정

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전형성(typicality) 혹은 집단의 정

체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집단 내의 다양성을 강조하거나 집단과 거리

를 두는 전략을 사용하여 정체성 위협(identity threat)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구별짓기와 동일시 전략을 통해 자신은

“괜찮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

력하고 있었다.

2) 자녀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기대

자녀의 민족정체성 문제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의 아이는 한국 사람이라고 분명하

게 말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유형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

다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는 베트남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다며 이중민족정체성을 언급한 경우이다. 우선, 절반이상의 연구참여자

들은 자신의 자녀를 ‘한국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장가을 씨는 “엄마 베

트남 사람이어도 그거 큰 힘 아니에요. 자기 왜 그 문화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거 제일이야”라면서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앞으로도

태어나고 자란 문화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말을 했다. 엄마가 베트

남 사람인 것은 큰 힘이 아니라는 장가을 씨의 말은 “아빠 고향”이 한국

이니 아이들도 한국 사람이라는 티응옥 씨의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적

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이 베트남 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

에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며 자신의 아이는 확실히 한국 사람

이라고 이야기했다. 김혜진 씨는 아이 뿐만 아니라 본인도 한국 사람으

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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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어 저 한국사람 생각하면 좋겠죠. 왜냐면 한국 문화하고 한국 경제

경제하고 베트남에 완전 틀리잖아요. 베트남 아직 가난해 많아잖아

요. 한국은 조금 많이 발전 했잖아요 그래 생각해야죠. 어 어디 나

라 발전하면 그 나라에 따라 가면 더 좋아죠. 제가 생각은 어디 나

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한국 안 발전했잖아요? 베트남 한

국보다 베트남 더 발전했잖아요? 그래(그럼) 반반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왜냐면 지금 완전 틀리잖아요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한국

많이 발전했잖아요. 베트남 아직도 멀었잖아요. 발전하는 나라하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김지은 씨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큰 아이는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

각한다며 둘째도 아직 “애기니까 모르니까” 베트남 사람과 한국사람 둘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나중에 커서 ‘알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한국

사람으로 여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김지은: (둘째 효선이는) 그 자기가 베트남 사람도 하고 한국 사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웃음) 좋아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베트남 사람

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 좋아한다고. (…) 지금 애기니

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

연구자: 음. (첫째) 효진이는 그런 얘기 안하고?

김지은: 효진이 지금 컸으니까. 둘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 효진이

가, ‘넌 한국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좀 컸으니

까, 여기 사니까, 그러니까 아빠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 한국 사람

이라고 그래 이야기 하는 거죠. 그 자기가 컸으니까 그래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효선이 그 지금 모르니까 자기 애기니까

몰라니까. 그 엄마 베트남 사람이니까 자기도 베트남 사람이고 아

빠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가 두 나라 한다고.

자기 베트남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는 거죠. 효진이

지금 컸으니까, 이제 학교 여기 다녀, 이름도 한국사람, 한국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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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그 자기 컸으니까 자기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효선이

아직도 몰라요. 몰라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

김지은 씨처럼 자녀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아이를 ‘한국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성장하여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알게

되면’ 태어나서 자란 곳, 아빠의 나라, 더 살기 좋은 한국을 선택할 것이

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황선영 씨도 “‘니 지금 몸이 반 베트남 사람 반

한국사람’ 얘기하면 성광이가 좀 쑥스러워. 그래서 자기 좋은 말, 자기

좋은 것만 해”라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큰 아이가 더 이상 베트남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녀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

니 “한국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민족정체성과 국적의 문

제는 서로 얽혀 있어서 따로 떼어 구분하기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

으며, 한국에서는 특히 더욱 그러하다. ‘한국사람’이라는 말은 한국 사회

내에서 실제로 국적과 민족을 동시에 지칭하는 단어로 매우 자주 사용된

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지적했듯이 한국 사회에서 국적과 민족과 인종이

각각 지칭하는 것이 거의 같은 것을 표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설

동훈, 2004). 이처럼 “한국사람”이라는 단어에 붙어있는 여러 개념의 혼

재를 이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민족’에 관해 묻는 질문에 ‘국적’으로 답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베트남에 관한 여러 차원의 평

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사람으로 사는 것의 현실적 불리를 알

게 된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들도 현실을 ‘알게 되면’ 한국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는 씁쓸한 마음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이가 자라면 베트

남 국적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 사람 모두 될 수 있다는 밍우

엣 씨와 민하 씨조차도 아이들의 외모가 한국 사람과 같아서 ‘말 안하면

모른다’며 다행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베트남 사람으

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리를 겪어야 하는 일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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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느 나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자녀의 민족정체성 문제를 다

루기보다는 자녀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도

있다. 이는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에서 평등주의를 강조하며 주류 사회화

를 강조하는 것과 유사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정체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디에서라도 비슷해요 다 열심히

살아야지”라며 게으르면 잘 살지 못하는 것은 베트남도 마찬가지기 때문

에 열심히만 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또,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이 큰 거 생각 없어요. 똑같이 비슷해”라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인가 베트남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서 아이가 “편한 대로” 생각해도 괜찮다며,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스스

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아이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실제로 아이가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자신에게 더 유리한 민족정체성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반영해주기를 바라는 속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

한 양가적인 감정 앞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잘 모르겠다’는 말로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황선영: 좀 어려워. 왜 그냐면 어려워. 내가도 원래 한국 사람이면 내가도

복잡(한) 생각 없어. 자기 새끼 어 자기 한국사람, 자기 새끼 당연

히 한국 사람이지. 근데 나 원래 베트남 사람, 또 지금 새끼도 나

와고 새끼 한국사람. 어? 근데 내 항상 평생이 애기 한국사람 좋

아. 근데 마음속이 베트남이 좀 (웃음). 마음속이 베트남 나라 좀

이해하고 베트남 말 좀 알아고 좋겠다 마음속이 그런 거 있어 있

어. (…) 나 베트남 애기 엄마니까. 그지?

아이들이 성장하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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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이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던 김지은 씨도 내심

‘베트남 사람 한국사람’ 다 된다는 둘째 아이의 생각을 더 마음에 들어

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지은: 저는 이렇게 생각 이렇게도 좋고. (…) 효선이처럼 생각도 괜찮아

요. 왜냐면 저도 베트남 사람이니까. 그 우리나라도 우리 아이들

알려줘도 하고 싶잖아요. 그럼 효선이 이렇게도 더 낫죠. 효진이처

럼……. 효선이 더 낫고. 그래도 지금 아이들 크니까 여기서 학교

다니니까 여기서 사니까 그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는

거죠.

아이들의 민족정체성 문제 앞에서 ‘아이는 한국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전략 뒤에는 이중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 한

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마가 베트남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고, 베트남을 엄마의 나라이자 자신의 외가로

생각하며 베트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라는 연구참여자들의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이와 같은 양가

적인 감정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민족정체성의 이슈

를 덮어둔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들 역시 엄마가

베트남 사람임을 아이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베트남의 유산을 전수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아이들의 이중민족정체

성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는 양쪽의 정체성이 다 있다며 이중민족정체성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하

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적지 않다. 자녀가 베트남과 한국에 모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베트남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이중민족

사회화에 힘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고학년 자녀를 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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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주여성들의 경우는 아이들이 엄마에게 직접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

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련된 질문을 직접 받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

지은 씨는 아이들이 자신이 한국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물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도 되고 베트남 사람도 되고. 엄마 베트남 사람이니

까 여기 살면 한국 사람이고 베트남 살면 베트남 사람이고”라는 대답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아이들도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

에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쩐티프엉 씨도 아이가 어렸

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은 적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너는

베트남 사람 아니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자신은 아이에게 베트남 사람과

한국사람 모두 된다며 다시 가르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지금은

아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이

야기하며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한

다고 이야기했다.

쩐티프엉: 응. 윤기도 학교 가서는 ‘나는 베트남 사람도 해’ 그래. ‘나도 베

트남 사람도 하는 하는 거야. 난 한국 사람이지만 나도 베트남 사

람도 베트남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는 다. (…) 아닐 수 없잖아. 친

구들한테도, 어 최근에 친구 있어, 그 친구(한테) 윤기 얘기해주는

거야. ‘우리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야’ 그랬어. 친구는 얘기 해. 물어

보지 그 때 나 있으니까. ‘어? 아줌마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래.

어 베트남에서 왔지. 베트남 사람이었지. 지금 한국 사람이야. (웃

음). 윤기도 베트남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지금 베트남 사람? 윤

기는 한국사람 아니야? 베트남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 베트남

사람도 하고 한국 사람이야. 윤기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

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지. 베트남 가서는 베트남 사람 되겠지.’

내가 그랬어. (웃음). 얘기했지.

황티투이연 씨의 경우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

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스스로 “한국 사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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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람”이라고 대답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베트남 사람으로서의

“뿌리”를 남기고 싶어서 국적도 베트남 이름으로 딴 황티투이연 씨가 그

동안 스스로 베트남 엄마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베

트남어와 베트남 문화를 가르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황티투이연

씨는 앞으로 베트남에 살 계획도 없고 아이들이 베트남 국적을 받도록

할 계획도 없지만 아이들은 확실히 ‘반반’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아 씨도 아직 아이가 다섯 살이라 어리지만 외가가 베트남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인정해야한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는 베트남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키울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조현아: 엄마는 저기 베트남 원래 엄마 모국은 거기 있는데, 아빠는 모국은

여기니까 너는 여기 태어났는데, 그 엄마도 너는 외가 쪽에는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양쪽 나라의 사람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

죠. 왜냐면 핏줄은 거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 자기가 그

완전히 베트남 받아들이지 않는 거도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냐면 그거 자기니까. 핏줄은 양쪽에 다 있는데? 여기 그 쪽에 안

받아들이면 그럼 너는 니가 외가 쪽에 어떻게 하냐고. 그, 그거는

그, 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잖

아요. 그러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안 되지.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아이들의 정

체성에 관하여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

니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며 국적과 민족을 동일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

기도 하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이라며 부계 혈통주의를 강

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베트남 사람인 것이 이점이 될 수 있

다면 베트남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양가적

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스로 베트남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

며 문화적 사회화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이중민족사회화를 실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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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는 자녀들에게 베트남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있

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자녀의 민족정체성을 둘러싼 연구참

여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에는 모두 자녀에게 좋은 것을 고민하는 엄

마로서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베트남 사람으로서 정

체성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이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않는다

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 155 -

Ⅴ. 양육 경험의 핵심범주

핵심범주는 현상을 설명하는 스토리라인(storyline)으로서 하위범주들

에게 구조를 제공하는 근거이론 분석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Birks, Mills, Francis, & Chapman, 2009).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은 ‘위계의 교차 위에 놓여있는 이

중민족사회화’ 라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1.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중민족사회화

앞 장에서 살펴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다섯 가지 양육 경험의

범주는 이중민족사회화 개념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첫째, 가정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대비하고 경제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확

보하기 위해 일해야만 하는 베트남 엄마들은 가용할 수 있는 돌봄 자원

의 부족을 경험하며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일해야만

하는 경제적 상황과 눈앞의 당면한 돌봄공백 앞에서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이중민족사회화는 요원한 일이 된다.

둘째, 자녀의 학업성취를 이끌어낸 어머니를 성공한 양육자로 조명하

는 한국사회의 교육열을 비롯하여 ‘공부’에 치중된 양육담론은 제한된 한

국어 능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학습지도가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부

족감을 안겨준다. 그러나 학업성취를 한국사회에서의 주류 경험

(mainstream experience)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이기 때

문에 공부를 잘해야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결혼이주여성들

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자녀의 ‘공부’를 지원하고 한국식 양육

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노력한다. 즉, 자녀의 ‘공부’를 도우려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노력은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이중민족사회화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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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주류 경험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베트남 엄마’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시어머니로부터 열등한 양

육방식으로 아이를 기를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고 필리핀 엄마처럼

영어를 가르칠 수도 없는 열등한 양육자라는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베트남에서 온 양육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

없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열등한 언어’로 취급되는 베트

남어를 자녀에게 가르칠 때 이들은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이미지를 환

기시키며 베트남이라는 해외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베트남어를 가르친다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러나 아

이가 베트남에 있는 식구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신의

모국어로 아이와 대화하고 싶은 이들의 숨겨둔 욕구가 연구를 통해서 발

견된다. 이와 같은 이들의 숨겨진 욕구는 베트남어 가르치기가 실제로는

이중민족사회화로서의 언어에 관한 문화적 사회화를 실천임을 알게 한

다.

한편, 열등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한국사회의 편견이 담

긴 시선과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아이가 마

주하게 될 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된다. 자녀가 교육기관에 입학하게 되

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차별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성장하여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에게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차별에 대한 대비

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며, 이는 이중민족사회화의 중요한 부분

으로 기능한다.

넷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자

신의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적 사회화를 통해 이중민족사회화를 실천한

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과 베트남 음식을 먹는 것이 일

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문화적 사회화의 실천으로 등장한

다. 그러나 문화적 사회화의 실천은 이중민족사회화의 다른 영역보다 더

욱 더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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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를 지지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는 베트남 문화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는 취향과 선호를 넘어서 아내의 나라 혹은 엄마의 나라에 대한 존

중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베트남 엄마’에 덧입혀져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다른 어머니상을 자신에게

투영함으로써 양육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이 과정

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어떤 양육자가 되고자 하는가 하는 의지와

양육자로서의 정체성은 이중민족사회화의 실천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영

향을 미친다. 아이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엄마의 기대 또한 이중민족사회

화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양육행동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2. 위계의 교차 위에 놓여있는 이중민족사회화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은 이중민족사회화를 핵심범주로

한다. 그런데 이들이 이중민족사회화를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는가의 구

체적인 내용과 전략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며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지금까지 부모의 민족

사회화는 아동의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생태체계의 맥락으로서만 조명된

측면이 있다(Gonzales-Backen, 2013; Rollins & Hunter, 2013; Uman ̃
a-Taylor, Alfaro, Bámaca, Guimond, & Buehler, 2009). 그러나 본 연구

를 통해 드러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중민족사회화는 자녀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것’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선호나 선택에 의해 이중민

족사회화의 실천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중민족사회

화는 그 자체로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맥락화 되어 있는 실천이었다. 다

시 말해, 이중민족사회화의 주체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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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측면에서 위계화 된 지위의 교차점에 서서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

된 이중민족사회화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베

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핵

심범주인 이중민족사회화를 위계의 교차 위에 놓여있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설명하는 핵심범주인

‘위계의 교차 위에 놓여있는 이중민족사회화’에서 위계의 교차는 교차성

(intersectionality) 개념을 참조로 한다. 교차성은 비판적 인종이론

(critical race theory)의 선두자인 K. Crenshaw(1989)가 미국 내 흑인여

성이 처한 성차별주의와 인종주의는 분리해서 살펴볼 수 없으며 그들의

삶 속에 서로 얽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함께 이해하고 분석해

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지배체계는 단일로

존재하지 않고 매트릭스로 교차하여 사람들의 삶에 존재한다는 교차성은

이주민, 결혼이주여성, 며느리, 아내, 베트남 사람, 일하는 엄마 등의 여

러 지위가 자녀양육 행동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연구참여자들의 양

육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지배체계의 교차성 위에 놓인 결혼이주여성들

은 다시 개인마다 학력이나 경제적 상황, 가족들의 태도 등에 있어서도

상이한 지점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중

민족사회화 경험은 더욱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

예를 들어, 민족적 지위가 한국 사회에서 주변화 되어 있는 ‘베트남 사

람’이라는 정체성은 가부장제 한국가족 내에서 시어머니보다 낮은 위계

에 있는 ‘며느리’라는 정체성과 상호작용하여 “못사는 나라에서 온 며느

리”라는 더 주변화된 위계적 지위에 연구참여자들을 위치시키고 이중민

족사회화를 포함한 이들의 양육행동을 제한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

동 중에 학습지도가 가장 우위를 점하는 한국사회의 양육담론은 한국 교

육제도 아래서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한국말이 부족한 이주민이라는 지위

와 결합하여 ‘한국 엄마를 따라가지 못하는 베트남 엄마’로 연구참여자들

을 규정짓는다. 또,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는 일하는 엄마로서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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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양립의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친족관계망이 제한된 이주자

라는 지위의 중첩으로 인해 돌봄 자원의 부족을 더욱 극명하게 경험한

다.

이처럼 이중민족자녀를 기르는 양육자로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의 이중민족사회화는 성별 위계, 경제적 위계, 문화적 위계, 민족적 위계

등의 교차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교차성은 교차라는

그 자체의 특징 때문에 개인이 처한 맥락의 다양한 조합을 상상하고 조

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차성은 연구참여자들이 놓여

있는 여러 차원의 위계적 위치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

주여성 어머니가 이중민족사회화를 실천하는 여러 가지 양육방식을 보여

주기에 적합한 틀이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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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양육 경험의 유형

Glaser(1992)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현상의 ‘변이’를 설명해주는 것이

근거이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계의 교차 위에 놓여있는 이중민족사회

화’를 핵심범주로 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은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중민족사회

화를 실천하는 모습은 개인이 놓여있는 위계의 교차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크게는 이중민족사회화를 실천하는 경우와

이중민족사회화에 대해 침묵하는 유형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실천의 동

기나 침묵의 원인은 이중민족사회화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이 놓여있는 위계의 교차지점을 반영하고 있었

다. 본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경험은 1)이중

민족사회화의 자연스러운 실천, 2)이중민족사회화의 적극적 실천, 3)이중

민족사회화의 투쟁적 실천, 4)이중민족사회화에 대한 침묵, 5)억눌린 이

중민족사회화라는 5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으며, 각각의 유형은 위계가 교

차하는 양육 조건과 구사하는 이중민족사회화의 실천 전략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장에서는 ‘위계의 교차 위에 놓여있는 이중민족사회화’라는

핵심범주로 설명되는 연구참여자들의 자녀양육 경험의 5가지 유형을 각

각 기술하여 여러 가지 위계가 교차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복잡한 이중민족사회화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이중민족사회화의 자연스러운 실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중민족사회화의 자연스러운 실천’을 이루는

연구참여자들은 다소 이질적인 두 가지 유형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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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문화의 공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중민족사회화를 실천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들 중에 첫 번째 유형은 가정 내에서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경우였다. ‘이중문화의 공존’ 유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경

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지지적 양육 조건 속에서 베트남 엄마로서 가족

들에게 존중받으며 아이를 기르고 있었고, 자신이 원한다면 한국 방식으

로든 베트남 방식으로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관한 내러

티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고 한국 엄마들의 교육방식에도 관심이

많았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녀가 학령기에 해당하는 한지은 씨나 한

수정 씨 뿐만 아니라 미취학 자녀를 둔 밍우엣 씨나 현 씨, 민하 씨에게

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동시에 이들은 스스로 베트남에서 온 엄마라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냈고 남편과 아이들도 이를 존중해주었다. 민하

씨는 일 년에 몇 달씩 부유한 베트남 친정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

다 오고 친정 식구들도 한국에 자주 방문하였다. 밍우엣 씨나 한지은 씨,

현 씨는 친정식구들이 한국에 살고 있었고 이들과 자주 교류를 할 수 있

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삶에 이중베트남과 한국의 문화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친정 부모님

이 자주 한국에 오시는 한수정 씨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베트남에

오가면서 아이들에게 베트남에 대해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베

트남에서 살면서 외가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

었다. ‘이중문화의 공존’ 유형에 속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이들에게 베트남에 관해 일부러 가르치려 애쓰지 않았으며, 자신이 원

할 때 베트남을 자주 방문할 수 있었고, 가족의 식탁에 베트남 음식이

함께 오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생활방식을 영위하고 있었다.

2) 이중문화의 혼재

이중민족사회화의 자연스러운 실천을 이루고 있는 두 번째 유형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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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들은 가정 내에서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가 서로 혼재하는 경

우였다. ‘이중문화의 혼재’ 유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것을 활용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황선영 씨의 경우는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돌봄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경제적 빈곤이 극심했기 때문에 아이를 베트

남 친정에 몇 년 동안 맡겼었다. 란 씨는 입덧 때문에 친정에 갔다가 남

편이 연락을 끊어버린 탓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낳아 몇 년 간 길렀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황선영 씨나 란 씨의 아이들은 베트남어로 의사소통

이 가능하고 베트남 음식과 문화에 익숙했다. 박수진 씨의 경우는 의도

적으로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

을 할 상황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과 베트남어로 대화를 했다. 가정의 경

제사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쉴 수 없었던 탓에 친정엄마가 아이를

길러주셨고 본인도 한국말을 배울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유

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긴 노동시간 탓에 자녀와 상호작용할 시간

이 적은 편이었으며 남편도 양육을 많이 도와주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편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있었다. 이들 가정에는 베

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가 혼재하고 있으며, 상호 간에 교류가 일어 난다

기 보다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들은 베트남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여 베트남 문화를 적극 활용한

다기 보다는 어느 쪽이든지 가용한 자원들을 동원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이중민족사회화의 적극적 실천

아이들에게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민족사회화를 시도하며 베트남 출

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육을 실천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나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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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문화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베트남 방문과 외가식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베트남에 관하여 가르치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의식적으로 베트남

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두드러졌다. ‘이중민족사

회화의 적극적 실천’ 유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엄마로서 자

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교적 지지적인 양육조건 속에

서 아이를 기르면서 이중민족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여러 방면으로 조언

을 구하고 공부도 하면서 이중민족사회화로 양육의 방향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 조현아 씨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시댁식구들의 조언을 구

하기도 하고 다양한 강의를 찾아다니며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면

서 아이에게 좋은 양육 방식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

서 베트남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였고 아이가 엄마의 나라를

잘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키워야겠다고 양육의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

인다. 김상인 씨는 처음에는 시댁식구와 남편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나

한국생활에 완벽히 적응하려는 노력을 통해 양육자로서의 자리를 확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이에게 좋은 양육방

식이 무엇인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였고, 가

족들에게 양육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은 다음에는 아이에게 베트남어나 베

트남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차별상황에 대비시키는 등의 이중민족사회화

를 시작했다. 팜티마이 씨는 남편이 베트남 문화를 존중하거나 호감을

보이지는 않지만 베트남 음식을 먹고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막지

는 않았으며, 베트남 처가를 자주 방문하는 정도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팜티마이 씨는 베트남 물건이나 책도 하나둘씩 장만해 두

고 아이들에게 베트남 문화를 다룬 영상도 보여주며 음식이나 언어를 넘

어서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민족사회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쩐티프엉

씨와 황티투이연 씨는 통역사로 일하면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서 장점을 드러내고 자랑스러운 엄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초

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이들은 특히 아이들의 차별 문제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대답 등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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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도 이중민족정체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

습이 나타났다.

3. 이중민족사회화의 투쟁적 실천

‘이중민족사회화의 투쟁적 실천’ 유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중

민족사회화는 애써서 노력하고 힘들게 얻어내야 하는 쟁취의 대상이었

다. 베트남에 대한 가족들의 평가가 부정적이고 가정 내에서 민족사회화

에 대한 제약이 있는 장가을 씨와 강다인 씨는 ‘베트남 엄마’로서의 정체

성을 유지하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베트남

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베트남 엄마’로서 이들의 양육을 인정해주

지 않을수록 이들은 ‘베트남 엄마’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들은 자녀를 잘 키워냄으로써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엄마

의 능력이 자신들에게도 있음을 증명하는 한편,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엄마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장가을 씨나

강다인 씨의 경우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얻은 지위를 가정으로 끌어들여

인정받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민정 씨는 ‘이중민족사회화

의 적극적 실천’ 유형과 ‘이중민족사회화의 투쟁적 실천’ 유형에 모두 속

하는 경계적 특성을 보였다. 남편은 김민정 씨가 베트남어나 베트남 음

식 등 베트남에 관하여 아이들에게 이중민족사회화를 수행하는 것에 크

게 반대하지 않고 지지하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정 씨는

베트남과 한국 양쪽을 다 비난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깊이 몰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김민정 씨의 이중민족사회화는 자연스러운 양육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애쓰고 힘주어 노력하는 쟁취의 과정처럼 나타난다.

김민정 씨는 베트남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 성공할 수 있었던 자신이 한

국으로 결혼이주를 와서 사회적 지위가 하락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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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베트남 엄마’가 되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표출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중민족사회화의 투쟁적 실천’ 유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

가정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음으

로써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했다.

4. 이중민족사회화에 대한 침묵

아이들을 한국 엄마처럼 기르며 자신이 한국 엄마와 다르지 않음을 강

조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이중민족사회화에 대한 침묵’ 유형에 속했다. 이

들은 가족들이 이중민족사회화를 막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스스로

가 이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드러내지도 않았고 베트남에 대한 애정을

크게 표현하지도 않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

과 그 가족들은 철저하게 한국의 생활방식을 따르고 있었으며 베트남 음

식을 만들어 먹지도 않았다. 김지은 씨는 친정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한

국에 와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베트남어에 노출되기 시작한

경우였다. 그렇지만 친정엄마도 해주지 않은 산후조리를 도와준 고마운

시어머니가 가르치지 말라고 한 베트남어를 아이들에게 강제로 가르칠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 했다. 김혜진 씨의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남편의 양육도움도 큰 편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학원비를 벌어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아이와 상호작용할 시

간이 별로 없었으며, 아이의 방과 후 학원스케줄을 짜 주는 것이 지금

김혜진 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김혜진 씨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못 사는 베트남의 문화나 언어는 별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다. 최현주 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베트남어는커녕 한글도

안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댁식구와 매우 자주

상호작용하고 생활을 상당부분 공유하면서 한국 방식으로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지현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남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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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다주는 많은 돈으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

다. 그러나 10년 넘게 한국 엄마로 살며 아이를 한국 아이로 키워내려고

애쓰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 엄마처럼 아이를 기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래서 황지현 씨는 이 유형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억눌린 이중민족사회화

매우 극심한 빈곤과 가정폭력에 처해있는 티응옥 씨와, 가정폭력으로

부터는 탈출했으나 이혼 후에 더 심한 빈곤의 상태에 놓인 웬티흐엉 씨

는 생존의 위기 앞에 이중민족사회화나 베트남 엄마로서의 정체성 등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티응옥 씨는 식구들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

이들과 자신을 지키지 못했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기 보다는 아이

들이 베트남 사람인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웬티흐엉 씨는

결혼생활 당시에 지속되는 생활고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느

라 다른 데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 이혼을 한 이후에는 식당 아르

바이트를 하며 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베트남 사람이라고 놀

린다고 아이가 웬티흐엉 씨에게 이야기를 해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

하는 등 정서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일이 버거운 상태로 보였다. 웬티흐

엉 씨는 매일같이 아이와 친구처럼 싸우고 아이가 자신의 말은 듣지도

않는다며 하소연했고, 앞으로도 아이를 잘 훈육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엄마로서 자녀에게 기본적인 양육이라도 할 수 있기

를 원하는 ‘억눌린 이중민족사회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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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내에서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를 담당하는 주체

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고 이중민족사회화의 개념을 참고

하여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들의 양육 경험에 관한 실질

적인 이론을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베

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이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

해나가는 자녀양육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

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발견하였다. 셋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다양한 유형을 발견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5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수도권 거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22명이었으며, 이들을 심층 면접

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고 능력 있고 당당한 엄마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임한

다. ‘베트남 사람들은 아이 돌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돈만 벌러 다닌

다’는 비난을 마주하면서도 자신보다 평균적으로 15살이나 많은 남편의

불안정한 수입을 보충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머니로서

일터로 나간다. 또한, 베트남의 사회주의와 모계제의 문화를 체화한 결혼

이주여성들은 남편이 일정한 수입을 버는 경우에도 가정 내에서 경제권

을 갖지 못하는 경제적 의존의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일하는 여성

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능력

있는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서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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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하기도 한다. 그러나 친족관계를 비롯한 기존의 사회관계망을 본국

에 두고 온 이주자로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양육을 도와줄 사

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친정부모를 초청해서 도움

을 받는 일은 남편에게 권력이 있으며, 같이 사는 시부모는 고령과 노환

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눈앞에 당장 해결해야 할

생계와 돌봄 공백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 가기 위한 비행기

값이나 베트남 음식을 요리할 시간, 아이의 차별문제를 민감하게 감독할

여유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울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베트남과 달리 자녀양육이 엄마의

역할로만 지워지는 한국사회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가중된 어

려움 겪으며 ‘돈만 벌러 다니는 베트남 엄마’로 취급되는 차별과 편견을

마주하게 된다.

둘째, 학습지도에 치중된 한국의 양육담론 속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

주여성들에게 자녀의 ‘공부’와 학업성취는 중요한 주류 경험(mainstream

experience)으로 인식된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는 한국 엄마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불안감과 한국의 교육방

식에 대한 반감을 동시에 경험한다. 하지만 ‘한국말이 부족’한 ‘베트남 엄

마’로 규정지어지며 양육자의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모성규범에 자신의 역할을 맞추려 노

력한다. 이러한 자격증명은 아이의 학업성취를 강조하거나 경제력을 바

탕으로 사교육을 활용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또, 한국의 양육방식이 베트남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체화한 이들

은 “한국 엄마 따라” 자녀의 공부를 돕는 ‘학부모’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

해 한국 엄마들과의 교류, 인터넷 검색, 시댁식구에게 조언구하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자녀의 ‘공부’라는 자녀의 주류 경험을 돕

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 정보에

대한 접근성, 한국가족의 지원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 주변화 된 경우에는 ‘베트남 엄마’로서의 본인의 열등함을 자책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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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교육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한국사회에서

주변화 되어 있는 베트남의 민족적 지위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게 그대로 적용되어 이들의 주체적 양육행동을 제한한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베트남은 못사는 나라라는 편견을 내재화한 시어머니

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아무것도 모르는 베트남 며느리’라며 자신들의

자녀양육을 못미더워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양육자로서 자신

의 정체성이 이에 답보하도록 두지 않는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

은 “옛날 사람”인 시어머니의 양육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 엄마’로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며 주체적 양육자로

서 자신의 위치를 협상하고 조정한다.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엄마와

비교되며 베트남어가 ‘쓸 데 없는’ 언어로 여겨지는 상황 또한 아이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려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민족사회화

시도를 방해한다. 이 때 이들은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을 강조하고 베트

남어 교육을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는 역량 기르기로 정당화하는 전

략을 구사하며 자녀가 본인이나 본인의 원가족과 베트남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당연한 욕구를 숨겨둔다.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이라는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마주할 때,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들은 이중민족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

며 편견에 대한 대비(preparation for bias)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평소에 아이와 자주 대화하며 신뢰를 쌓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아이를 준비시키는 엄마들이 있

는가 하면,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부정하거나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 회

피하는 소극적 대처를 보이는 엄마들도 있으며, 차별 자체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민족적 위계에서 주변화 된

베트남의 민족적 지위가 자신의 주체적 양육행동을 제한할 때,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놓인 다른 영역에서의 위계 지위와 자원

에 따라 서로 다른 양육방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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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녀에게 베트남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적 사회화(cultural

socialization)의 실천은 베트남 문화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가 드러나는

장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과 아이가 베트남에 가고 싶어 하

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베트남은 한국보다 불편하고 지루한 곳이며 남

편은 바쁘고 한 번 가려면 돈도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서운한 마음을 감춘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화는 유명한 휴양지가

아니어도,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가 아니어도 아내의 나라, 엄마의

나라인 베트남 방문을 즐거워하는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 앞에서 모순을

드러낸다. 이처럼 가족들의 태도를 포함하여 경제적 여건, 직장 문제 등

이 베트남 방문을 어렵게 하지만,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이들

에게 베트남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외가식구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모국 방문의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베트남 음식에 대

해 호의적이지 않은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자신의 음식 솜씨를 탓하

거나 좋아하지 않는 선호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베트남

의 식문화를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은 베트남 문화 전반에 대한 개방도와

매우 관련이 높았으며,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오르는가에 관한 문제는

선호를 넘어서서 문화에 대한 위계와 가족구성원들 간의 권력 관계를 반

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다섯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방식은 이들이 갖고 있는

양육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이 때,

이들이 그리는 어머니상이나 자녀상은 단순히 그렇게 되어야겠다는 개인

적인 의지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이중민족가족의 구성원으

로서 생존에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탐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개인은 다른 ‘베트남 엄마’들과 자신을 비교하

면서 구별짓기와 거리두기를 하고, ‘나쁜’ 베트남 엄마는 개인의 특성일

뿐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양육자로

서의 자신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다른 ‘외국인’ 엄마들이나 베트남에

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모습을 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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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한국사회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라

는 집단에 대한 이미지와 전형성이 부정적인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집단

내의 다양성을 강조하거나 집단과 거리를 두는 전략을 사용하여 양육자

로서 자신의 정체성 위협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아이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보이는

태도는 개인 간에 다소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는 국적과 시

민권, 부계 혈통주의, 이중민족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얽혀서 나타난

다. 본인이 베트남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베트남의 문화와 정체

성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서는 자녀들에게 이중

민족정체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

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자녀의 정체성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

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라 할지라도 베트남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점이 될 수 있다면 아이가 엄마의 나라인 베트남에도 정체성의

뿌리를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 경험을 아

우르는 핵심범주는 ‘위계의 교차 위에 놓여있는 이중민족사회화’이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의 양육 경험은 전반적인 내용이 이중민족사회

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려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주자

로서의 심화된 돌봄 공백 앞에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이중민족사

회화는 때때로 요원한 일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중민족사회화에 관한

양육의 실천은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 장면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

타난다. 베트남의 민족적 지위가 주변화 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

가기 때문에 가족 내외에서 겪는 차별과 이에 대한 대처는 ‘편견에 대한

대비’에 해당한다. 베트남 음식을 먹고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베트남을 방

문하여 베트남에 있는 식구들과 교류하는 양육의 내용도 ‘문화적 사회화’

로 분류가 가능하다. 아이들 ‘공부’에 대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

의 걱정 또한 ‘주류 경험’을 통한 이중민족사회화의 내용으로 접근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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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양육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가와 자녀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기대가 어떠한가는 이중민족사회화

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민족사회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과 가족이 놓여

있는 맥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주민, 결혼이주여성, 며느리, 아

내, 베트남 사람, 일하는 엄마 등의 여러 지위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

성의 주체적 양육 경험을 서로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지배체계는

단일로 존재하지 않고 매트릭스로 교차하여 사람들의 삶에 존재한다는

교차성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놓여있는 여러 차원의 위계에

관한 다양하게 조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체적 양육자로서

이중민족사회화를 실천하는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위계의 교차 위에 놓여있는 이중민족사회화를 핵심범주로 하는 연구참

여자들의 양육 경험은 5가지로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이중민족사회화의 자연스러운 실천’ 유형으로 일상 속

에서 베트남 문화가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경우인데, 이 유형에는 다소

이질적인 두 가지 집단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여

유가 있고 가정 내에서 베트남 엄마로서 존중받으며 아이를 기르는 ‘이

중문화의 공존’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며,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자원

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쪽이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여 아이를 기르는 ‘이중문화의 혼재’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두 번째 유형은 ‘이중민족사회화의 적극적 실천’ 유형이었다. 이 유형의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민족사회화를 시도하며 베

트남 출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육을 실

천하는 경우에 해당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중민족사회화의 투쟁적 실

천’ 유형으로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엄마로서 가족들과 사회에서 부정적

인 평가를 경험한 반면에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네 번째 유형은 ‘이중민족사회화에

대한 침묵’ 유형이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베트남 엄마들은 가족들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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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사회화를 막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스스로가 이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드러내지도 않고 철저하게 한국의 생활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또,

아이들을 한국 엄마들처럼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이 한국 엄마와 다

르지 않음을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억눌린 이중민

족사회화’ 유형으로 매우 극심한 빈곤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생존의 위기

앞에 이중민족사회화나 엄마로서의 정체성 등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경우였다.

2.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의 주요한 발견을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함께 논의하여 이론

적 기여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양육 경험은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

해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중민족사회화 경험을 이

들이 처한 맥락 및 상황적 조건과 함께 살펴보는 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보

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다. 기존의 민족사회화 연구들은 생태체계이론

에서 아동의 발달을 중심에 놓고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가족의 민족사회

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논해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족사회화

의 주체인 부모 또한 여러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Garcia Coll et al,

1990)은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민족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에 대한 연구도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등에만 제한되어 있다

(Gaskin, Jones, Lee, & Neblett,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중민족사회화 방

식이 자신이 처한 사회구조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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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민족사회화를 수행하는 부모에 대한 이해와 민족사회화가 실천

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민족사회화 연구의 한계점

을 보완하였다. 또, 이들이 놓여있는 사회구조적 맥락의 특징이 여러 층

위에서 주변화 되어 있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는 점을 발견하였

다. 본 연구는 민족사회화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부모들도 여러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자료를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중민족사회화 경험을 통해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

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양육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을 다른 ‘베트남 엄마’들과 차별화

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한국사회를 보다 깊

이 경험하게 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위계 속에서 양육

자로서 자신의 위치가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베트남 엄마’라는

집단으로부터 거리두기와 구별짓기를 시도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

성들의 모습은 ‘베트남 엄마’가 과연 자녀를 잘 길러낼 수 있을지 의심하

는 한국사회의 눈초리를 피해 양육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함

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들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다른 양육자 집

단에 자신을 동일시한다거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라는 집

단보다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통해 양육자로서의 자

격에 관한 정체성의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한국사회가 이들을

‘베트남 엄마’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열등한 양육자로 다루는 편견과 차별

에 대한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한국사회가 이들에게 보

이는 편견과 차별이 강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 베트남의 문화와 유산을 전달할만한 역량이 자신에게 있는지, 이에

대한 가족들과 한국사회의 수용은 어떠할지를 고민하면서 베트남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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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들은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이중민족

사회화를 실천하게 된다. 이처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양육자

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은 이들의 이중민족사회화의 방

향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인종에 자부심

을 가질 때 자녀들에게 민족사회화에 관한 메시지를 더 자주 전달한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

다(Thomas et al., 2010). 이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이중문화사회화의 주

체인 부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중민족사회화 연구에서는 이중민족가족의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기르고 싶은가와 관련된 양육자로서의 정체성을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양육자로서의 정체성이 실제로 이중

민족사회화의 실천으로 이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방해요인과 촉

진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을 통해 이중민족가족의 이중민

족사회화 실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 경험을 살펴볼 때, 이들을 동질적인 집단

으로 다루기보다는 이들의 지위와 경험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양육의 실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

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

같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양육 조언이 다 다르다

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베트남 사람들도 집단

내의 다양성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한국 사람이지만 아이를 잘 못 키우

는 엄마들도 있고 베트남 사람이지만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엄마들도

있다며 ‘베트남 엄마’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일 수 없는 개인의 서로 다

른 특성과 처한 환경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경험한 원가족의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개별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상이한 지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베트남 사

람 개인의 양육방식을 베트남의 양육방식이라고 단정 지어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정 내의 양육과 가사 분담에 관하여 베트남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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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비교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도 이들의 이질적인 경험이 발

견된다. 베트남 북부가 남부에 비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고 전통

적 성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존재하지만(Bélanger,

2000), 연구참여자들이 설명한 베트남의 성역할은 북부와 남부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역별로 유사한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나타난다기보

다는 오히려 개별가족 내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성역할이 이들에게

는 ‘베트남의 성역할’로 일반화되어 이해되고 있었다. 북부 출신 결혼이

주여성이 자신의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 요리를 담당했다며 베트남 남편

들은 한국처럼 바깥일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부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아빠와 오빠들은 나가서 돈을 벌고 언니들은 결혼 전까

지 엄마를 도와 살림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사교육에 관한 연구참여자들 간의 상충되는 진술도 이들이 경험한 서

로 다른 베트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방과 후에는 자유롭게

노는 베트남과 비교하여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을 지적하는 연구참여자들

이 다수였지만 베트남에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영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영어학원이 매우 성행하고 있다거나 학원 끝난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조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이들은 다 과외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

우도 있었다. 이는 베트남에서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 발전된 도

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원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경험

하고 관찰한 양육의 실천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양육자로서 이들

이 어떠한 양육관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개별적인 이야기를 들

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환경과

이중민족사회화의 실천을 함께 고려하여 발견한 이중민족사회화의 유형

은 이들의 양육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족사회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양육자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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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족사회화의 실천을 이야기 할 때 양육자의 특성이나 양육환경에 대

한 논의도 부족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

는 위계의 교차성이라는 이중민족사회화의 특징을 발견함으로써 개인이

처한 위계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이중민족사회화의 실천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조명하였다. 또,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양육조건의 조합과 이중

민족사회화의 실천 전략을 함께 고려하여 소수자의 양육 경험에 대한 한

국적 유형을 발견하였다. 도출된 이중민족사회화의 다섯 가지 유형은 ‘베

트남 엄마’라고 불리는 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살펴볼 수 있게 하

며, 이중민족사회화의 다양한 실천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중민족사회화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한국 사회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이중민족사회화를 하면 좋은 부모이고 하지 않으면 나쁜 부모라는 단순

한 프레임을 벗어버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아동의 발달이라는 측

면에서만 이중민족사회화를 조명할 때는 아동의 긍정적인 적응을 촉진하

는 이중민족사회화를 실천하지 않는 부모에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

법으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기 쉽다. 그러나 위계화 된 양육조건과 민족

사회화의 실천전략의 조합을 함께 고려한 각각의 유형을 들여다본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이 특정 양육행동을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해하게 되

고 이중민족사회화의 실천이 맥락화 되어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알게 된

다. 이는 어떤 종류의 민족사회화를 실천하는지에만 관심을 두었던 기존

의 유형화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시도라고 할 수 있다(Rollins &

Hunter, 2013).

다섯째,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 학업성취가 주류 경험을 통한 민족사회

화의 내용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한국사회의

이중민족사회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이중민

족사회화 연구에서는 주류 경험의 내용이 이토록 한 가지에 치우쳐서 나

타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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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것을 한국사회에서의 주류 경험(mainstream

experience)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내러티브의 양이 매우 많았

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주류 경험으로서 공부를 강조하며, 스스로도 자녀

의 학업성취를 지원하고 한국식 양육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외국인이라서 아이에게 공부

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부족감과 불안을 느낀다. 한국 엄마들 역시 자녀

에게 직접 ‘공부’를 가르쳐주기 보다는 사교육을 통해 학업성취를 지원하

는 경우가 많고 한국의 교육열은 교육지원열(김소희, 2004)의 형태로 나

타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의 학습지도가 어려운 것이 본인이 외

국인이고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귀인을 보인다. 이는 이들

이 반복적으로 ‘부족한 어머니’라는 사회적 시선에 시달려왔기 때문이기

도 하고, 한국 엄마들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한국 엄마들의

양육방식을 내밀하게 들여다보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

성들이 양육자로서 부족감을 느끼게 만드는 ‘한국 엄마’는 중산층 모성

이데올로기가 그리는 어머니상이자 교육과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전개되

는 한국의 양육담론이 만들어낸 존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섯째, 부계 가부장주의 한국 가족 내에서 아내, 며느리로 역할을 하

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위는 이들의 이중민족사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중민족가족의 민족사

회화와 민족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가족 내에서 소수민족 부모의 문

화에 관한 민족사회화가 훨씬 두드러지며, 자녀들도 자신의 민족정체성

을 소수민족 부모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이야기한다

(González, Uman ͠a-Taylor, & Bámaca, 2006; O’Donoghue, 2005). 또, 부
모 중 관계가 더 좋고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두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한다(Miville, Constantine, Baysden & So-Lloyd,

2005).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자녀를 기르는 주양육자는 엄마인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아빠보다는 엄마의 민족사회화 실천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González, Uman͠a-Taylor, & Bámaca, 2006). 베트남 엄마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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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빠를 둔 미국의 이중민족가족 자녀들은 베트남 문화와 미국 백인들

의 문화에 대하여 동등하게 전달받고 부모들은 균형 있는 이중민족사회

화를 전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Vu, 2011).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계 문화를

전달받는 데 여러 제약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시어머니는

베트남의 문화와 베트남의 양육 방식을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이런

적대적 환경에서 자녀를 길러온 연구참여자들은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

아이도 한국 사람이라며 부계 혈통주의에 기반하여 자녀의 민족정체성을

명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문화를

전달하고 함께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음식을 배우고 시부모를 모시

며 자녀를 낳아 한국인으로 길러냄으로써 전통적인 한국가족을 지켜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성미애, 2015).

부계 가부장제 헤게모니에서 남성의 문화를 여성이 전달하는 성별화

된 이중민족사회화가 나타나는 것은 부계부권주의를 유사하게 공유하는

아시아 내의 다른 이중민족가족에게서도 나타나는 특징일 가능성이 있

다. 이에 관해서는 축적된 연구가 전무하지만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내러티브에서는 한국 여성들의 한국의 문화가 아닌 파키

스탄의 문화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는 선행연구(정혜실, 2007)

에서도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성별화 된 이중민족사회화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초국가적 결혼과 이동으로 아시아 내에서도 그

수가 증가한 이중민족가족의 민족사회화와 관련된 연구의 축적을 통해

좀 더 탐색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곱째, 한국사회에서 이중민족 자녀를 양육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

주여성들에게서 발견되는 문화적 사회화(cultural socialization)의 구성요

소에서는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한 베트남 식구들과의 접촉이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그 밖에도 음식, 베트남 책, 엄마의 베트남 친구들, 베트

남어 등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아이들이 접촉하는 베트남 문화

로 등장했다. 이는 미국에서 문화적 사회화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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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 측정 척도(Uman ̃a-Taylor, 2001)의 구체적인 내용과도 중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 관련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는 비중

있게 다룬 문화적 사회화의 구성요소이지만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베트남 관련

축제 대신 다문화가족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한 정도였다. 아

직 재한베트남 모임과 같은 대규모의 견고하고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활

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관

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여러 국적의 이용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 축제에 참여하는가를 묻는 질문은 이들의 문

화적 사회화를 측정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베트남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베트남어로 된 만화를 시청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많은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등장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발

달함에 따라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소수민족 부모의 나라를 미디어 콘

텐츠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질적 접

근 방법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사회화의 다

양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수집하고, 실증적인 자료와 이론적 논의를 바

탕으로 한국형 문화적 사회화의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양육행동은 베트남 문화에 대한 가족들의 존중이 선행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은 개발단

계에서 이주부모의 출신국가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는 실무자들의 요청을 인지하고 있었지만(여성가족부, 2014), 현재 제공

하는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견인할만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관련 교육에 많이 노출된 연구참여자들은 이중언어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베트남어 교육을 ‘글로벌 인재’의 역량으로

서 강조하였는데, 이는 출신국의 문화와 언어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욕구를 세계화시대의 글로벌 인재를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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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목으로 감춰두었던 정책(여성가족부, 2016b)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다는 점이 실제로 자녀들에게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은 동기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베트남

식구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거나 베트남 방

문 등을 통해 베트남어 환경에 노출되며 음식이나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

를 갖게 될 때 자연스럽게 베트남어를 습득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적 이야기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베트남어

를 가르치고자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와 모국어로 대화하며 보

다 정확하게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것과 친정식구들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도 귀를 기울여

야 한다. 이들의 내러티브는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중언어환경의 조

성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과 그 문화에 대한 가족들의 존중과 열린 태

도를 필요로 하는 이중문화환경이 먼저 선행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홉째,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의 차별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이론과 현장의 경험에 기반을 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연구참여자들이 보였던 편견에 대한 대비 방식 중 주류 경험으로서

자녀의 ‘공부’를 중요한 자질로 강조하는 것이나 평등주의적 관점을 강조

하는 방식, 차별에 대해 침묵하는 양육행동은 그 자체로 다문화가족이

겪는 차별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 반면에 위와 같은 편견

에 대한 대비 방식은 사회 내에 이미 존재하는 민족적 위계의 복잡성을

다루도록 자녀를 준비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

성도 있다(Rollins & Hunter, 2013).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민족적 차별

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방식이 더 적응적인 결과를 불러오는가에 관한 논

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국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는 차별이 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보다 회피의 방식이 더 적응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도 한다(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6). 그러나 전달하는 메

시지의 방향이 어떠하던지 평소에 자녀와 대화를 자주 나누며 신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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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차별이나 정체성에

관한 대화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

고 있을 필요는 있다(Rivas-Drake, Hughes, & Way, 2009; Townsend,

Markus & Bergsieker, 2009). 차별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당황하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부정의 태도를 보

였던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차별문제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라는 새

로운 인구집단에 대해서 수행된 이중민족가족의 민족사회화에 관한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 경험에서 드러나

는 민족사회화의 내용은 기존의 이중민족가족의 민족사회화와 구별되는

지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

으로 하여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민족사회화에 관한 기존의 학문적

개념과 이론을 새로운 집단을 대상으로 적용하면서 충분한 탐색을 통해

이론의 변주와 확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기존에 미

국에서 이루어진 이중민족가족의 연구는 흑인-백인 가족의 연구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흑인은 미국 사회 내에서 인종적으로 소수자

이지만 수적으로는 열세에 있지 않으며 그 자체로 견고한 집단을 유지

(O’Donoghue, 2005)하고 있어서 민족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내 분위

기와 사회적 자원이 한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은 ‘다문화가족’

이라는 집단 자체가 민족적 소수자로 위치 지어져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스스로가 베트남 사람으로서 민족적

소수자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라는 집단 자체가 소수자로 여겨지

는 사회에서 이중민족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이 서구

중심의 국외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이중민족가족의 민족사회화와 경험과

구별되는 지점들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라는 초국가적 시

대의 성별화 된 이주현상이 나타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증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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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민족가족의 자녀양육과 유사한 경험 및 쟁점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

성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하여 결혼이주여

성들의 이중민족사회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이중민족가족의

민족사회화에 관한 이론을 한국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서

구 중심으로 개발된 기존의 이중민족사회화 이론을 아시아 문화권의 결

혼이주자들을 대상으로 변용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를 촉진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구별된 양육 경험

보다는 이들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났

다. 이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중민족사회화의 실천 양상이 상

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특정 양육방식을 ‘베트남 엄마’들의 특징이라고

규정짓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베트남이 역사적으로 남북이 다른

나라였고,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가치의 측면에서도 이질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부 베트남 출신과 북부 베트남 출신의

양육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 참

여한 연구참여자들에게서는 이러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이들은 남부와 북부의 구분보다는 본인이 자란 원가족의 성역할 분담과

양육문화를 베트남의 양육 문화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한

문화권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와의 비교가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 출신의 결혼이

주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을 축으로 하는 비교 연구가 수행된다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에 따른 양육 경험을 깊이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계 부권주의가 강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중

민족사회화가 성별화 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

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아시아국가에서의 이중민족사회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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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아시아권의 성별화 된 이중

민족사회화에 대한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베트남의 여성들이 결혼이주의 또 다른 목적국으로 삼는

대만이나 필리핀 여성들의 결혼이주 목적국인 일본과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아시아권의 이중민족가족에게서 나타나는 이중민족사회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아시아 문화를 무대로 이루어지는 이중민족사회화의 구별된 특

징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및 인천 지역에 분포하는 수도권 도시거

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시골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수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사실이다(통계청, 2017a). 그러나 비율 면에서는 한국 남성의 전체

혼인건수 대비 외국인 아내와의 국제결혼 비율이 약 6%이고 서울이 약

5%, 경기 및 인천이 약 6%인 것에 비해 전라도는 약 8%, 제주도는 약

9%이며, 특히 면 단위에서는 10%를 상회한다(통계청, 2017a). 이렇듯 지

방은 전체 혼인건수에서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만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들의 수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적은 편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 중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경기

로 거주지 이전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은 서울 및 수도권과 생활세계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태체계도 다를 수 있다(서덕희, 2011). 따라

서 지방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 경험은 본 연구에 참여한 서

울 및 수도권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내러티브와 다른 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후속연구를 통해 도시-농촌의 축을 가지고 결혼

이주여성들의 이중민족사회화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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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ing Experien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 Bi-ethnic socialization at the intersection of 

hierarchies

Lee, Jiyeon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 substantive theory about 

parenting experien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n awareness that the previous literature on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lacked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their 

subjective parenting experiences within the unique context of bi-ethnic 

families. Participants of the present study were 22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residing in the capital region of South Korea. They were 

raising at least one child attending elementary school or preschool aged over 

5 who had a Korean biological father. Grounded theory method was used to 

collect and analyze the in-depth individual interview data with the 

participants. 

The current study sought to understand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in the Korean society by referring 

to the concept of bi-ethnic socialization.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parenting that the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constructed and experienced by interacting with their sociocultural 



environment. Second, this study found the concept of “bi-ethnic socialization 

at the intersection of hierarchies” as a core category explaining parenting 

experiences of the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Third, this study 

found 5 types of experiences related to parenting of the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Main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tents of parenting experiences that the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comprised of 5 categories. For the first category, the 

participants took part in economic activities to meet the financial needs of 

their families both in Korea and Vietnam and to become capable and proud 

mothers. However, due to the economic hardships that require immediate 

attention and the subsequent child care gap, which tends to be particularly 

challenging for the migrant mothers, the participants expressed difficulty in 

practicing ethnic socialization of their children. The second category 

represented the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who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as the mainstream experience of the Korean society. 

The way they supported their children’s academics varied depending on their 

financial situations,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nd the degree of family 

support. The third category depicted the limitations in practicing certain 

parenting behaviors due to the pervasiveness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resulting from the marginalized status of the Vietnamese ethnicity in South 

Korea. When their mothers-in-law regarded them as individuals from a poor 

country who do not understand the Korean culture and doubted their 

parenting abilities, or when they were exposed to the prejudice that their 

Vietnamese language is useless and inferior to English, they negotiated and 

adjusted their position as parenting agents and simultaneously performed 

preparation for bias as mothers raising bi-ethnic children. The fourth 

category characterized the practice of cultural socialization that transmitted 

Vietnamese culture and tradition to their children, which was deeply related 

to the attitudes of their family members toward the Vietnamese culture. 

Cultural socialization, such as visiting Vietnam with the Korean family, 

participating in the Vietnamese life-world, interacting with the Vietnamese 

family members, or sharing the Vietnamese food with the family was not 



only a matter of preference but also a reflection of respect for the 

Vietnamese culture, and of power relationships among family members. In 

the fifth category, the identity of the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as parenting agents and the expectation of their children’s ethnic identity 

were manifested in their parenting practices. Their practices were not only 

an expression of their personal will, but also a result of exploring the best 

way to survive in the Korean society as a member of a bi-ethnic family. 

Their narratives about the identification with or distinction from other groups 

of mothers and the acceptance or denial of the ethnic identity of their 

children were intricately intertwined with th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the Vietnamese culture, nationality, citizenship, and paternalism. 

Secondly, the core category discovered from this study was the bi-ethnic 

socialization at the intersection of hierarchies. In the five categories of 

parenting experiences discussed above, the practice of bi-ethnic socialization 

enacted by the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was observed. In 

addition, the specific contents of bi-ethnic socialization varied according to 

the context of the individual and the family. Various combinations of their 

multiple social roles/statuses, such as migrants, marriage migrant women, 

daughters-in-law, wives, Vietnamese, and working mothers, contributed to 

constructing different forms of parenting experiences. Moreover, the 

differences in their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level of family support also 

added to creating heterogeneity in parenting experiences. Therefore, 

depending on the hierarchical positions of various social roles/statuses in 

which each participant belonged, various forms of bi-ethnic socialization 

indicated the intersectionality does not exist in a single dimension but a 

matrix of multiple dimensions. The core category suggests that bi-ethnic 

socialization of the ethnic minority population could vary depending on their 

statuses on multiple social dimensions. 

Lastly, the current study found 5 types of parenting experiences among 

the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within the core category. The 

first type was the “natural practice of bi-ethnic socialization” including two 

heterogeneous groups that were named, “coexistence of bi-ethnic culture” 

and “mixture of bi-ethnic culture.” The second type was the “active practice 



of bi-ethnic socialization,” and the third type was called, the “struggling 

practice of bi-ethnic socialization.” The forth type was the “silence on 

bi-ethnic socialization,” and the fifth type was the “suppressed bi-ethnic 

socialization.”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mplements the previous literature on ethnic socialization that has been 

limited in the understanding of ethnic socialization from parents’ perspective 

and the diversity of context in which ethnic socialization is practiced within 

the Korean context. While child-centered ecological systems theory has been 

dominant in the ethnic socialization research,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data to support the theoretical argument that parents, the subjects who 

practice ethnic socialization, are also affected by various ecological systems. 

Second, this study showed the nature of gendered bi-ethnic socialization by 

emphasizing that the roles of wives and daughters-in law within the Korean 

families where paternalism prevails tend to limit the practices of bi-ethnic 

socializati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mergence of gendered 

bi-ethnic socialization could be a characteristic of the bi-ethnic socialization 

in the Asian culture of patriarchal hegemony. The implications and 

theoretical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on parenting of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and the practical suggestions for interventions to 

provide pertinent help to marriage migrant mothers are discussed. 

keywords : marriage migrant women from Vietnam, parenting experiences, 

bi-ethnic family, bi-ethnic socialization, intersectionality, ethnic 

minority,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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