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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교전통 국가의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 비교
-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한국 현대 문화와 사회
NGUYEN PHAM THU HUONG
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 사회의 복지에 대한 많은 연구는 주로
서구의 잣대에서 국가의 역할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유교 전통에 기반한 비공식적 공동체의 역할이 다른 복지제공 주
체들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유교에 기반한 비공식적 공동
체는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 및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와 관
련하여 본 논문은 역사적 및 문화적으로 유사한 전통을 가진 한국과 베트남에
서 네트워크의 한 형태로 기능하는 ‘연고집단’인 혈연 · 지연 · 학연을 통해
어떻게 복지가 실현되고 있는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유교전통에 비추어 한국
과 베트남의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유교에 기반한 한국과 베트남 사회에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
는 전통사회는 물론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복지 혹
- vi -

은 사회 안전망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동체 복지는 국가의 복지제
도의 형성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비공식적 공동체 복
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의 복지 부담을 줄이
는 역할을 함으로써 거시적인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 그런 점에서 혈연 · 지
연 · 학연과 같은 연고집단의 비공식적 복지 기능은 서구의 개인주의 복지 모
델과는 대비되는 ‘유교 복지 모델’이라는 대안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주제어: 연고집단, 유교, 효, 공동체, 가족복지,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
일반화 호혜성, 경제발전, 산업화, 상호부조, 사적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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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12월 22일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체결한 지 20년이 되는 기념
일이다. 1992년 베트남은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
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 및 협력하며 발전해왔다.1)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
펴보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최근의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226년
(고려시대)에 당시 리왕조(李朝, nhà Lý · Lý triều)의 왕자 리 타이 또(李太
祖, Lý Thái Tổ)는 권신 쩐(陳朝, nhà Trần · Trần triều)이 왕위를 찬탈하자
일가족을 이끌고 표류하다 황해도 창진도에 안착하였다. 그는 고려 고종 때
황해도 지역에 침입한 몽고군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워 화산군(花山君)으로 봉
작을 받고 한국 화산 이씨(花山李氏)의 시조가 되었다.2)
한국과 베트남은 불교, 유교, 도교 등의 영향을 받아 서로 유사한 사회조직
을 발전시켜 왔다(한도현, 2002: 208). 그 중에서도 특히 동양 문화와 사상의
근간인 ‘유교’ 사상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인 모습 곳곳에 녹아 있다. 유
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는 않지만, 현대사회에서 ‘유교의 가치’는 아
1) 예를 들면 2004년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량은 3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한국은 투자 건수를
기준으로 제2위 투자국이 되었다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제1위 투자국이다. 한국 호치민 영
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1992년 한국이 베트남으로 투자금액은 90,000,000 미국달러인데 2011
년 7월까지 23,400,000,000 미국달러에 달하고 있다. 호치민 및 주변 지역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 숫자는 1,500개이다.
http://vnm-hochiminh.mofat.go.kr/eng/as/vnm-hochiminh/mission/ greetings/index.jsp
2) 1955년 10월 한국은 당시 베트남 남부 월남공화국을 승인하고 1956년 5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이후 남부 베트남과 미국이 북쪽의 공산세력과 전쟁했을 때 1964년 9월부터 1973
년 3월까지 총 32만 여명의 군대를 남베트남에 파병하였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통일
후, 양국 국교 단절의 시기를 보냈다. 이후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1983년 민간 차원의 간접
교류 형태의 경제 교류를 재개하였다.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과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
선을 통하여 수출시장 확대하며 1992년 1월 진념 동자부장관 베트남 방문시 양국 정부 간
경제 협력 지원 양해 각서를 교환하고 1992 4월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KOTRA) 주관 하에
호치민 시에서 개최된 ‘92 베트남 춘계 국제박람회’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가하였다. 이후,
1992년 8월 주 베트남 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같은 해 12월 22일 한국과 베트남은 정식으
로 수교하고 대사관 공관업무를 시작하였다(윤영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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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의미가 있다. 특히 유교의 도덕성 윤리를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 혹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 사회에서 유교의 가족관계, 인간관계,
혹은 공동체를 통한 비공식적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통적
인 문화적 가치가 현대 사회의 비공식적인 복지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 볼 것이다. 유교 문화권에 속한 두 국가인 한
국과 베트남에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비공식적인 복지가 전통시대 유교 가
치들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가 본 논문의 핵심인데, 이는 특히 가족에 대
한 가치, 농촌 사회조직 가운데 향약,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인간관계 등을 통
해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오늘날 서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에 대한 대안 역시 아시아의 전통인 ‘유교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복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서구로부터 영향
을 많이 받은 복지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역할에만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복지에만 집중했을 뿐
제도화되지 않은 비공식 부문에서 복지의 중요성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류석춘·왕혜숙, 2007). 또한 언제부턴가 서구적인 것은 옳은 것이며 좋
은 것이고, 서구적 가치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된 반면에 비서구적
인 것은 나쁜 것, 열등한 것, 특수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국민호, 2007: 217).
이러한 시각은 서구적 가치의 잣대로 동양적 세계관인 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나라의 공동체적 가치를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복지의 공급 주체는 국가 이외에도 가족, 기업, 공식적/비공식적 결사체, 공동
체, 제3영역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제로 국가가 복
지에 개입하기 이전부터 많은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다양한 복지 공급 주체
들의 역할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구적인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 1>에서 보듯이, 류석춘(2002)의 분석틀인 ‘국가-시장-공동체’의 삼분 모
델을 적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글은 국가 이외의 복지 공급 주체들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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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여, 한국을 비롯해 유교 전통이 강한 베트남에서도 가족의 역할, 공동체의
역할이 다른 복지 제공 주체들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자 한다.
<그림 1> 3분 모형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가족 및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적인
복지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이들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탄
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사람들
은 문제가 생길 때 다시 말해 복지가 필요할 때 보통 공식적인 사회복지 기구
보다는 먼저 자기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따라서 비공
식적 복지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더 개인에게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으
며 공식 복지에 비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최현숙, 1991: 207).
한국에서는 특히 혈연이나 학연, 그리고 지연 등에 기초한 비공식적 복지
제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 결속에 기반한 복지 덕분에 구
성원들은 복지욕구를 손쉽게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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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하거나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도 원조를 받을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이 전통적인 공동체를 파괴 혹은 축
소시킨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전통적인 연대의
기능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기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류석춘, 2002). 여
전히 자신이 속한 가족과 그것이 보다 확대된 혈연 · 지연 · 학연 단체 혹은
공동체와 같은 연고집단을 통하여 혜택을 받거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 연고집단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에게 강한 소속감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예를 들
면, 우리는 어려울 때 가족을 통하여 도움을 받거나 대출, 혼인, 장례 등과 같
은 대소사(大小事)를 겪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혈연을 넘
어 지연, 학연 관계 등을 이용하여 상호부조를 실천하기도 한다.3) 따라서 연
고집단은 사회의 약자 혹은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
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및 문화적으로 유사한 전통을 가진 한국과 베트남에
서 ‘네트워크’의 한 형태로서 기능하는 혈연 · 지연 · 학연을 통해 어떻게 복
지가 실현되고 있는지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시장이 팽창할
수록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나가서 연고집
단은 중간 집단적 속성을 가짐으로서 유교적 이념의 실천적 측면에서 현대사
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미래사회를 위한 발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복지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역사적인
기원에 대하여 이해한 다음에, 가족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체 혹은 비공식적
결속에 의한 조직의 원리와 작동 방식을 통해 복지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는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원리를 배경으로 한 한국의 경제성
장, 특히 헌신적 노동윤리 및 자원동원 등이 베트남의 미래에 어떤 함의를 제
3) 상호부조는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형태이다. 인간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상
호부조하면서 살아가는데 특히 불운한 상태에 있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서로 돕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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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Jones(1993), Goodman and Peng(1996) 등의
‘유교 복지국가(Confucian welfare state)' 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Goodman, White and Kwon(1998), Croissant(2004)는 동아시아만의 특
징적인 복지 모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동아시아 복지모델’이라고 칭
한 바 있다. 이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서구와 달리 유교 전통에 기반한
가족주의가 다양한 비공식적 공동체로까지 확산되어 사회보험의 역할을 발달
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유교 문화권 국가들의 대안적
인 복지모델을 ‘유교 복지 모델(Confucian Welfare Model - CWM)’로 범주화
하여 그 가능성과 한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복지를 재발견하고 이를 베트남의 경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주장이 가능하다. 첫째, 한국 사회의
공동체인 혈연 · 지연 · 학연은 비공식적 영역에서 하나의 복지 형태로서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에서도 확
인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복지 혹은 사회 안전망을 공
급해주는 혈연 · 지연 · 학연과 같은 비공식적 복지의 기능은 ‘유교 복지 모
델’이라는 대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공동체 복지는 국가의 복지제도
의 형성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족복지의 공고화는 국가와
시장에 의한 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시장의 복지와 서
로 조화하며 공존하기 때문이다. 셋째,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경제성장에 긍
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비공식적 영역의 가족과 공동체로부터의 자
원동원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의 복지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2.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전근대 시기의 가족, 동족, 농촌 마을의 구조 및 기능을 살펴봄
으로써 가족과 공동체 복지의 형성에 있어 두 나라의 전통문화가 지닌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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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전통문화와의 연결을 통해 설명할 것이
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유교문화를 단순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
만 본 연구는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 유교전통의 조직화된 공동체의 실체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복지의 의미를 찾아볼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유교의 영향이 약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
교 문화권 국가로 분류된다(한도현, 2005: 163). 가족가치나 친족가치, 공동체
의 가치는 한국인과 유사하게 베트남인의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
러한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주의, 혈연주의, 공동체주
의에 기반한 연구는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
며, 나아가 한국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교적 가치’에 대한 함의로 확장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비공식적 공동체의 복지제도를 살펴보고, 이들이 사회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비교방법론을 주로 사용한다.
한국 정부기구의 공식 통계자료 및 베트남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사회지표를 통해 사회 특히 가족 및 공동체의 특징적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 동시에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베트남 측의 자료
부족과 선행연구 부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힌다.
이 글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에서는 문제제기,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한계에 대하여 밝힌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이 유교전통 국가로서 서로
공통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규명할 것이다. 4장은 복지의 주체
를 국가, 시장, 공동체의 삼분 모델로 재구성하고, 복지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전통사회에서 혈연 ·지연 · 학연 공동체의 복지 기능을 규명할
것이다. 5장은 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비공식적 복지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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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으로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이를
통해 공동체 복지의 대안적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타진한다. 6장의 결론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또한 효율적으
로 활동함으로서 그러한 특성들을 통하여 베트남의 미래에 어떠한 함의를 주
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상에서 살핀 유교적 전통의 사상적, 현실적 복지
효과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시해 봄으로써 전체에 대한 정리를 통해 글을 마
무리 한다.

2. 선행연구와 연구이론
2.1. 선행연구
복지의 주체로서 공동체를 도입한 논의는 Polanyi(1977, 1991, 1994)의 경제
통합 방식에 대한 성찰에서 그 이론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호
혜성(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그리고 교환(exchange)이다. Polanyi
에 의하면 재분배는 국가영역, 교환은 시장영역, 그리고 호혜성은 바로 공동체
영역에 속한다. Ringmar(2005)는 각 국가마다 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항상 거의
자동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는 바로 가족, 결사체 및 국가라고 말
한다. 이러한 세 가지 보호 장치는 결국 폴라니가 말한 복지의 세 주체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가운데 특히 호혜성은 국가의 행정적 위계질서를 통한 재분
배도 아니고 시장을 통한 교환도 아닌 ‘도덕적 의무’에 바탕을 둔 교환의 유형
을 말한다(최종렬, 2004). 이는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비제도화
된 영역의 경제 통합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복지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크게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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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류의 경향이 있다(류석춘·왕혜숙, 2007). 첫째는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궤
를 같이 하여 ‘동아시아 복지모델’이라는 이름 밑에 진행된 연구로, 이 접근은
서구와는 다른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복지 모델을 상정하다(Goodman, White
and Kwon, 1998; Croissant, 2004). 둘째, 기존 서구 복지국가 모델의 틀 안에
서 ‘가족책임주의’ 또는 ‘가족주의’라는 개념을 새로 추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Esping Anderson, 1999).4) 마지막으로 한국 내에서 연(椽)복지라는 개념
을 통해 가족 복지를 연구하기도 하였다(홍경준, 2000). 홍경준의 연구는 국가
-시장-공동체의 ‘삼분모델’을 도입한 연구(류석춘.장미혜, 2002)와 맥락을 같이
한다. 류석춘(2002)은 전통적 가족복지가 사적 영역의 활동이라 하여 간단히
폐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나 시장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발전적인 복
지모델로 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류석춘·왕혜숙, 2007: 30).
한국의 복지연구는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되었지만 반면에 베트남의 복지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동안 베트남 문화, 가족제도, 촌락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유인선(1995, 1998, 2002), 김종욱(2000, 2003), 하순(1994) 등에 의해 이
루어져 왔지만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베트남 국내에서도 복지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기초적인 단계에 있다. 특
히 베트남의 비공식적 복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5) 즉, ‘가족학’, ‘사회학’
개념으로 베트남 전통 가족의 모습, 구조, 기능 등만 설명되어왔다. Le Thi
4)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on, 1990)에 의해 복지국가체제를 자유주의 체제, 보수적 조합
주의 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가 복지국가체제를 세 가지로 구
분한 기준은 탈상품화, 계층화정도, 시장과 국가의 관계라는 세 가지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자유주의 체제는 탈상품화의 정도가 가장 낮고 시장의 역할이 가장 크며 계층화는 자산조사
에 의한 급여를 받는 빈민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이분하는 경향을 갖는다. 보순적 조
합주의 체제는 직역에 따른 계층차별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 복지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큰
편이고 따라서 탈상품화의 정도도 상당히 높다. 하지만 보수적 조합주의 체제에서의 탈상품
화의 정도와 국가역할이 가장 높으며 계층화의 정도는 가장 낫다(남찬섭, 2002). 하지만, 에
스핑 앤더슨(1990)은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복지체제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하나의 새로운 동아시아 복지모델로 유형화한 것에 그치
고 있다.
5) 일부 베트남 학자들은 향약을 봉건적 마을구조의 산물로 보고 그것의 억압적인 성격을 비판
해왔다. 그래서 이들은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 향약과 같은 봉건적 억압구조가 타파되었다고
주장한다. 족보(族譜)도 전통 봉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방 개혁 이전 족보의 발전
을 억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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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y(2007, 2010)의 연구에는 가족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설명하고 있
다. 도시화, 공업화 과정에서 가족은 어떤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
면서 전통적인 가족 및 공동체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그 기능을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지는 않았다.
한편 Bui Quang Dung(2008)의 연구는 ‘농촌 사회학’이라는 시각으로 가족
과 공동체를 접근하였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가족과 농촌 촌락마을의 ‘복지’
의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즉, 여기에서 자식들이 가족 경제의 가장 큰 요
소이며 특히 나이 든 부모에게 자식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한다. 게다가 특히 가족과 촌락마을의 관계를 부각시키며, 가족은 촌락마을
과 같이 하나의 사회복지 단위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사회 보험’
이란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했지만, 이를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이라는 개념으
로 분명하게 정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베트남 국내에서도 ‘비공식적 복지’라는 개념에 따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문헌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비
공식적 복지의 역할에 대해 간접적으로 설명한 연구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는 말하자면 전통적 형태의 사회보험이라 정의되며,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제3영역의 비공식적 복지라고 정의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베트남의 비공식적 복지를 ‘phúc lợi không chính thức’ (푹 러이 콩 찐 특) (Informal Welfare)라고 칭하기로 한다.
유인선(1995)은 베트남인들은 혈족개념이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
면 대가족 제도의 미발달과 ‘혈족개념의 부재’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종족마을
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베트남인들은 ‘가문’보다는 ‘촌락’ 단위로서,
즉 ‘어느 집안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어느 촌락 사람’(người làng, 응으어이
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Tran Tu, 1984; Bui Quang Dung, 2000).
하지만 한도현(2005)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면서 베트남에서 혈족, 특
히 부계혈족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많은 베트남
학자들 역시 현대 베트남인들의 생활에서 친족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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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Truong Xuan Truong, 1997; Nguyen Tuan Anh, 2001).

2.2. 연구이론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의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특징 및 그 의미를 규
명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비공식적 복지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된 이
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의 주체로서 폴라니는 인간의 생계(the
livehood of man)가 조직화되는 방식으로 호혜, 재분배 및 교환이라는 세 가
지 방식을 지적하였다(Polayni, 1977, 1991, 1994). 호혜는 대칭적으로 분류된
집단들의 상관점 사이에서의 이동을 나타내고, 재분배는 중앙을 향해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부터 소유권이 분배되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교환은 시장체계에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쌍방간의 이동을 말한다(홍경
준, 1999: 23). 그러므로 생계가 조직화되는 세 가지 방식, 즉 호혜, 재분배, 교
환은 현대사회에서는 각각 공동체복지, 국가복지 및 시장복지로 표현될 수 있
다고 본다.
국가복지6)는 국가의 복지 서비스의 공급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공서비스’가
‘공공’의 성격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Jonson, 1987, 1999). 따라서 국가는 사
회보험, 보편적 사회수당, 공공부조, 보건 및 기타 공공사회복지 서비스를 직
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복지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김진욱, 2011: 48~49).
한편, 시장복지는 복지를 공급하는 주체가 바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장복지는 크게 보면 민간기업의 복지재화 “공급”과 개인과 가구의 복지재화
의 “구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연금과 민간의료보험 등이나 노인 양로·요양
서비스와 시장에 의해 공급되는 탁아서비스 등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복지재화
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시장 복지의 재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구매자가 요금, 이용료,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만, 간접적인
6) 한국 사회에서는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즉, 국가 부문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
한 것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부터이다(류석춘·왕혜숙,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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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혜택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복지재화의 공
급은 우선적으로 화폐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비스의 구매 여부와 질(質,
quality)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가구의 구매력에 의존하면서 시장공급자는 영
리·이윤추구의 목적으로 복지재화를 공급한다고 할 수 있다(김진욱, 2011:
50~51).
세 번째는 공동체복지다. 공동체복지는 공동체(가족, 비공식적 결사체 등)
에 의해 복지재화가 공급되며 이는 애정, 호혜성, 의무감 등과 같은 비공식적
동기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강한 도덕적 연대감에
기반한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맥락을 ‘삼분 모
델’과 연결하면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표 1> 삼분 모델: 국가, 시장, 공동체 복지의 특징
공/사영역 공식/비공식 영리/비영리 화폐
교환 급여 원리
국가 공적 영역 공식적
비영리 없음 권리,
시민권
시장 사적 영역 공식적
영리
있음 구매 관계
의무, 애정,
공동체 사적 영역 비공식적
비영리 없음 일반화 호혜
(연고집단)
성
영역

이미 지적한 듯이 본 연구는 ‘국가-시장-공동체’의 삼분 모델에서 비공식적
공동체의 복지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 공
동체 복지의 특징은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 복지는 구체적으
로 어떠한 기반에 의해 혹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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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본 연구는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를 유교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즉, 연고
집단에서 발견되는 강한 도덕적 연대감에 의한 호혜성의 원리를 가능하게 만
드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유교’이다. 대부분의 유교 복지모델에 대한 이론
화 작업에서 지적되는 부분은 사회의 지배적인 유교문화로 인해 시장이나 국
가의 복지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가족 및 공동체가 복지욕구
충족의 주요 담당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교는 왜 중요한가? 혹은 유교는 어
떠한 점에서 비공식적 공동체로 하여금 복지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가?
유교(儒敎) 전통에서 최고의 가치는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이다.7) 즉, 친밀
한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교의 가르침에는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연장자와 연소자, 친구라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사회
적 역할에 따라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원리가 표현되어 있다(류석춘, 2002:
88). 이 가운데 유교에서는 특히 ‘효(孝)’의 덕목이 제일 중요하다. 효행은 인간
의 내면에서 발하는 공경적 사랑을 의미하는 인(仁)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다. 그리하여 효 사상은 일반적으로 혈연적 유대와 자연스러운 친애의 감정으
로부터 발현되는 것인 동시에,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며 필요한 경우
항상 양보하는 인(仁)에 기초를 두고 있다. 결국 효로 대변되는 유교적 인간관
계는 ‘타인과 집단에 대한 배려와 의무, 이타적 헌신과 희생을 축으로 형성’되
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비
제도화된 영역에서 다양한 공동체복지가 탄생된다. 특히 유교 전통은 국가의
위계적 배분도, 시장의 교환 원리도 아닌 강한 도덕적 연대감에 의한 호혜성
원리에 기반한 공동체 복지 또는 가족의 복지제도를 강화시켜 준다. 게다가
7) 또한 유교는 여성 차별, 맹목적 충성, 수직적 인간관계, 과거 지향적 보수성, 가족적 정실주
의, 지나친 형식주의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됨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유교의 옛
가치관들이 현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도 없어서 유교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수적이
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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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가치관의 영향 밑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규범 ‘효’는 가족주의 및 노인
공경을 통해서 상호부조와 자원교환의 원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
서 유교 전통에 기반한 연고집단은 구성원에게 집단적인 소속감과 유대감을
심어주고 각 개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구성원들은 소속감을 통해
심리적인 귀속감까지 얻게 된다.
종합해보면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복지 생산 및 분배는 바로 유교의 원
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교 전통에 기반한 공동체 복지모델에서는 개인주의
의 가치보다 각종 연이 강조됨과 동시에 사회적 연줄망의 중요성이 크다. 또
한 가족과 친족의 사회적 역할이 상당히 강력하며, 사회적 위기에 빠진 개인
들, 특히 노인들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가족과 친족에 의존한다. 특히 유교의
한 원리인 가부장주의는 기업주로 하여금 자신의 종업원에 대해 관대한 기업
복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계층으로 하여금 국가와 기업주에 대
해 복종하도록 한다.8)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이기심은 억제되고 의무
감은 강화되며, 공동체의 전체 이익이 더욱 강조된다.
한편, 유교 가치에 기반한 사회관계는 혈연·지연·학연으로 대두되는 연결망
혹은 연줄망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이를 설명하기 위해 ‘비공식적 사회보
장’(informal social security), ‘그림자 복지국가’(invisible welfare state), ‘연복
지’ 등 많은 개념들이 사용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계에서, 연(椽)이 사회
복지 전달의 주요 기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비공식적 결속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복지를 “연복지”라고 칭할 것이다(홍경준, 1999). 연(椽)복지는 여러 면에
서 한계를 갖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가진 문제들이 보완될 수
있다면, 대안적인 복지사회 모델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9)
8)『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I』, 2002 : 248-249.
9)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국가는 또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조정자로서 국가
는 비공식적 결속의 폐쇄성에서 비롯되는 불평등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소득
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 재분배 장치를 국가가 마련하듯 연대재(solidarity goods)의 불평등
한 분배에 대한 재분배의 장치를 마련함을 의미한다. 물론 국가의 이런 역할이 전통적인 복
지국가의 그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차이점은 국가복지가 비공식적 결속
들을 해체하거나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지기보다는 그것들의 개방성을 촉진하고, 그 활동들
을 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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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틀
본 연구는 유교 전통에 기반한 한국과 베트남의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국가, 시장, 공동체라는 세 가지 복지 주체
를 기준으로 보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바로 한국과 베트남의 공동체복지
이다. 여기서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혈연·지연·학연이라는 연고집단으로 설정된
다. 특히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복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시장 복지의 혜택 역
시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
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대상에 있어서 <표 2>와 같이 복지
제공의 주체를 국가와 시장이 아닌 바로 연고집단에 의해 형성된 가족, 친척,
이웃, 동네사람, 고향사람, 친구, 동창과 같은 관계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 2> 비공식적인 인간관계의 분석 대상
비공식적인 인간관계의 대상
혈연
가족, 친척
지연
이웃, 동네사람, 고향사람
학연
친구, 동창
한편, 앞서 1절에서 제시한 연구목적, 문제의식과 2절에서 소개한 연구이론
들과 연결하면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분석틀은 아래의 <그림 2>와 같
이 정리될 수 있다. 이 분석틀은 앞서 논의한 유교 전통문화에 바탕한 연고집
단을 혈연 · 지연 · 학연으로 나누어 보고, 각 영역에서 복지가 어떻게 형성하
고 있는지, 또한 복지로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한
국과 베트남 사회가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영역에서 서로 어떠한 차이점 혹
은 공통점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전통과 현대 사회를, 과거와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규명한다. 나아가 이는 한국과 베트남의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효율성에 초
점을 맞추고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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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먼저 분석대상인 전통사회에서는 문화로서 유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에게 과연 어떠한 역
할, 혹은 복지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논
문은 유교에 기반한 “향약” 및 “정”(情)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국가의 특징적 메
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혈연·지연·학연을 매개한 연고집단을 통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
의 기능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서 전통사회를 통하여 역사적 맥락에 따라 형
성된 가족집단, 공동체 결속의 복지 기능을 살펴볼 것이고, 현대사회에서도 유
지되고 있는 가족의 복지 기능 나아가 다양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가족복지, 공동체복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
적이전, 상호부조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다.
<그림 2> 분석틀

전체적으로 보면 본 연구의 분석틀은 유교 전통에 기반한 한국과 베트남
의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역할이 대안적인 ‘유교복지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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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한국과 베트남을 비교하고 비공식적 공동체 복
지에 있어 서로 다른 국가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본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
다.

3. 전통유교의 사회·문화적 기반
3.1. 유교 전통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의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를 유교 전통의 문화적
가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즉, 유교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요소들이
비공식적 복지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즉, 전통
사회 및 현대 사회에서의 비공식적 복지의 모습이 유교라는 전통문화를 기반
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
적 요소들의 중요성이 역사적으로 제도를 통해 현대까지 이어져서 구조화된다
는 점에서 복지를 설명하는데 있어 문화적인 변수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여긴
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시대와 맞게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주로 유교 전통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
고 그 특징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앞으로 어떠한 대안적인 복지
기능을 열어주는 통로의 가능성을 제공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먼저 베트남에서의 유교(儒敎, Nho giáo, 뇨 지아오) 전통의 시작은 15세기
레(後黎朝, nhà Hậu Lê · Hậu Lê triều) 왕조의 성립 때이다. 하순(1999)의
연구에 의하면 레 왕조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 각 지방에서 일어나는 세력들
을 진압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특히 정부는 지방 세력의 본산인
촌락단위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위계적 서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했
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인간관계가 우선적으로 변화되도록 했으며, 나아가
보다 큰 사회 단위에서도 그 가족관계의 모형이 확대 적용되게 함으로써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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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레 왕조는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 세력의 본산인 마을 단위에서의 가족관계적 통치의 실현을 우선
과제로 여겼고, 이는 가족 단위 내의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의 유교는 기본적으로 가족 제도의 안정과 정착에 중점을 두
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촌락을 직접 상대하였고 개인과 가족들의 행위는
촌락에 의해 유도, 조정 및 통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특히 개별 가족은 그
구성원 전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단적으로 졌고, 촌락 안에서는 전체로서
의 공공 의견을 조절하였다. 따라서 전통 베트남 사회체계가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공동 가치 지향의 세계관 때문이며, 종종 나타나는 개인의 탐
욕적 행위와 이기주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자체의 수정과 통합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상태에 놓여져 왔던 것이다(하순, 1999: 153). 이러한 집단
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와 재분배 제도적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레 왕조 초기에는 Hồng Đức(홍덕)10)이라는 법전이 존재하였다. 이
홍덕 법전을 살펴보면 레 왕조 초기까지는 마을의 전통적 관습법이 그대로 유
지되는 범위 내에서 유교식 체제가 정비되었다. 하지만 17세기 중반부터 장기
간 지속된 내란 때문에 사회질서가 혼란해졌다. 따라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유교체제는 본격적으로 강화되어졌다. 그 후 18세기 초부터 유교식 체제
는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촌락은 조정으로부터 직접적인 간섭
을 받게 되었다(Yu Insun, 1990: 123~135.). 특히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효
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 도덕성의 강조가 통치의 주된 핵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17-19세기까지 유생들은 중 · 북부 베트남의 모든 마을
에 침투되어 유교적 영향을 깊이 남겼다. 평민들은 물론 원칙적으로 마을의
전통관습을 고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유교는 상당한 영향을

10) 홍덕법전은 다른 이름으로 Quốc triều hình luật(國 朝 刑律, 꿕 찌에우 힌 루얻)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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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때 쯤 베트남 사회에서는 과거 시험에 불합격한
유생 계급들이 자기 고향 마을에서 민중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그들을 유교식
으로 교육시켰고, 그에 따라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자식을 유교식 학교에
보내면서 관리에 등용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하순,
1999).
이러한 유교식 통치 체제는 응웬(阮朝, Nguyễn triều: 응웬 찌에우/家阮,
Nhà Nguyễn, 냐 응웬) 왕조가 들어서면서 더욱 더 강화되어 베트남 사회에는
전체적으로 유교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11) 응웬 왕조의 시기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에 대한 효
의 가치를 한 단계 더 크게 부각시켰다. 그리하여 이러한 특징들은 가족주의
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베트남의 비공식적 복지제도를 분석하는 데에 가
장 중요한 기본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유교의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의 변화는 지방 세력가들의
힘을 강화시켰고, 이 힘은 오히려 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힘이 될 수 있었다.
나아가 공동체적, 집단적 가족주의와 같은 특징은 베트남 사회에서 그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안정망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장치를 공급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다양한 종교들이 베트남 사회에 진입하였지만, 유교의 전통적인 기
본 가치들은 아직도 베트남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식은 부모님
에게 효도를 하고, 선대를 기억 및 재현하기 위하여 거의 대부분 집집마다 제
사를 지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북부 베트남은 유교의 가치가 깊
이 자리 잡아 가족집단, 마을 공동체 등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직까지도 상당
한 위치를 자치하고 있다.
다음에는 한국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한국의 유교는 기본적으로 베트남의
유교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유교의 전통적인 모습을 규명하기 전
에, 유교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
11) 응웬 왕조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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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태국(2007)의 연구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전태국은 2005년 현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유교 전통이 얼마나 지켜지
고 있는지를 파악하가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응답자들이
얼마나 유교 전통을 지키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
였다. 하나는 유교 전통의 대표적인 관습인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는 전통적인 유교 예절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전통적 유교 가
치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교 가치관을
얼마나 견지하고 있는가?
조사 결과는 오늘의 지구화 시대에도 제사는 한국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관습으로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 가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응답자는 14 %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이 유교적 예절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결과가 나왔다(전태국, 2007: 229~280).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유교 예절과 유교 가치
관이 한국인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
인들의 심층의식 속에는 ‘유교’라는 전통적 요소들이 문화적으로 지속되어 남
아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 제도는 신라(新羅)시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조선
(朝鮮)의 건국과 더불어 신진 유가 사대부에 의해 ‘유가의 제도화’가 크게 강화
되었다. 다시 말해서 조선에서는 중국보다 더 유교의 이념이 뿌리깊이 실현된
사회였다. 뿐만 아니라 유교는 조선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형성된 다음에
제도적 권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어서 ‘제도의 유가화’도 동시에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써 가족제도, 국가제도 등을 포함한 제도적 차원에서 유
교적 관념이 구현되었다(이영찬, 2007: 274). 따라서 유학이 새로운 통치이념으
로 확립되고 보급됨으로써, 조선 사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유교적 위계질서에
따른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이념적, 제도적으로 각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
을 국가의 지배체제와 제도에 속박시키는 메커니즘으로 활용되었다(최연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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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2011).
송대 주자학을 이념으로 건국된 조선 왕조는 특히 주자 학자들에 의해 새
롭게 해석된 ‘종법제도’를 따랐는데, 그것은 『주자가례』(朱子家禮)를 통해 구
체화되고 있었다(장동우, 2008: 100). 그러므로 개국 초기부터 “공경”으로부터
선대를 제사하게 하고 종자의 지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신분과 제사권 및 그에
따른 재산의 상속을 특별히 주의하게 되었다. 이 종법제도는 18세기에 들어와
장자로서의 권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때 종법이 실현되는 구체
적 현실로서의 가부장적 종족집단, 즉 친족조직의 변화를 전제로 요구하는 것
이었다. 이는 바로 오늘날 한국인의 유교 의식, 혹은 일반인들의 가정에서 행
하여지고 있는 제사의식이나 조상숭배 관념으로서의 ‘효 문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편, 유교적 삶에서 가(家)는 개인에 우선한다. 특히 유교에는 수준과 지
향을 달리하는 수많은 덕목들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유교적 오륜(五倫)에
있어 그 중에서도 『부자유친(父子有親)』은 오륜의 첫째 덕목이다. 그리고 여
기에서 친(親)을 담아내는 구체적인 실천행위가 바로 효(孝)이다. 효(孝)와 충
(忠)의 실천의 장인 바로 가이며 ‘나’의 신체적 생명은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
려받은 것으로써, 그것은 ‘조상’과 ‘나’와 ‘자손’과의 혈연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효의 완성은 국가에 대한 충의 직분을 실천하는 것이다. 충의 실
천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가의 효는 국가의 충으로 확
대되어 폐쇄적일 수 있는 가족과 사회를 연결하게 하는 고리라고 할 수 있다
(국민호, 2007: 183~221). 따라서 유교에서는 개인은 사회와 분리되지 않으며
타자와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유교에서 개
인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도덕적 개인이다. 이러한 도덕적 개인은 또 다른
개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함축한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공동체
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인간이라 하더라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보았
고, 인간이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를 구현해야 함을 지적
하고 있다(김보경, 2005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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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러한 전통 문화적 유교의 특징은 다음 장에서 한국의 공동체복지
를 증명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 이는 나중에 서구 복지모델의 취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델의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 역
시 가지고 있다.

3.2. 향약
유교 문화권이 강한 한국과 베트남은 향약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향약
(鄕約)이라는 것은 향촌규약의 준말로 농촌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의 결사체이다. 즉, 향약 결성을 주도하였던 농촌 엘리트들은
지역사회의 해체를 막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향약은 지역
사회의 조화 운동이자 지역사회조직이다(한도현, 2005: 207). 뿐만 아니라 향약
은 촌락민들이 지켜야하는 행위의 규칙과 종교 의례에 관한 법전으로서 지위
서열, 종교의례, 연장자 모임, 성년식 및 범법자에 대한 벌칙 등의 내용이 기
록되어 있다(하순, 1999: 157). 그리고 향약에 대한 김필동(1999)의 연구에 따
르면 향약의 개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주자증손여씨향
약(朱子增孫呂氏鄕約)’이며, 하나는 ‘보통 명사로서의 마을 규약’이고, 마지막으
로는 ‘주대의 고례로서 향약’이 있다.
위에 분류한 바탕으로 베트남의 향약의 경우를 보면 「주자증손여씨향약」
계열이라기보다는 보통 명사로서의 ‘마을 규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베트남 향약은 마을 공동생활 규약을 바탕으로 하여 유교 지식인들과 관료들
이 모여 주자학적 이념 아래 향약을 작성한 것이다. 게다가 한도현(2003)에 의
하면 베트남의 향약은 전통시대부터 현대까지 세 가지 시기로 나누고 있다.
즉, 베트남의 향약은 역사적으로 프랑스 식민지 이전 시기, 프랑스 식민지 시
기, 1990년대 이후 등 세 시기로 나눈다. 식민지 이전 시기의 것은 고향약(古
鄕約, hương ước cổ, 흐엉 으억 고), 식민지 시기의 것을 개량향약(改良鄕約,
hương ước cải lương, 흐엉 으억 까이 르엉), 1990년 이후의 것을 신향약(新鄕
- 21 -

約, hương ước mới, 흐엉 으억 머이)이라고 한다. 이들 가운데 한국 향약과
비교하는 데에 있어 베트남의 고향약은 한국의 조선시대 중기·후기의 향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향약의 구체적 내용은 향약 조목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Bui Xuan Dinh
(부이 쑤언 띤)의 연구는 베트남 향약의 조목들을 10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밑
에서 <표 3>에서 확인하듯이 사회관계, 공유지, 혼례, 상례, 마을 안전, 마을
신앙, 대(對) 국가적 의무, 과거 응시자, 재판사건, 기타 등이 그런 것이다.
<표 3> 베트남 향약의 내용 구조 비교

라 동 뚜이 머우 이엔 땀선 푸꼭 라띤
마을 모짝 이으엉
리에우
까 르 라이 르엉 서 (h) (i) (k)
항목
(a) (b) (c)
(d) (e) (f) (g)
설립년도
조목숫자

조직구조항목
사회관계항목

공유지 항목
혼례 항목
상례 항목
마을안전
항목

1665 16661691 1752 1735 불명 1826 1914 1911 1687 1879

30
1
2
12

38
5
7
10
1
2
1

마을신앙항목

대對국가
의무항목
과거응시자
관련항목
재판항목
기타

3
2
2
8

5
3
4

39 40
7

6

1

2
2

20
3

8

30
9
3
1

4
1
1

10
2

8

4

15
2
1
2
5

34
5
9
2
1
5
1
1
1
2

80
2
8
5
1
1
54
2
2
5

14
1
2
1
1
1

51

1

37
1

1
1
1

2
2
5

1

(a) Mộ Trạch; (b) Dương Liễu; (c) La Cả; (d) Đồng Lư; (e) Tuy Lai; (f)
Mậu Lương; (g) Yên Sở; (h) Tam Sơn; (i) Phú Cốc; (k) La Tinh.
출처: Bui Xuan Dinh 1998 : 29; 한도현, 2003: 2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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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베트남 전통 향약 마을의 위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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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시대 향약은 1510년대까지는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孫呂氏鄕
約)」을 보급하여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16세기 이후 퇴계와 율곡 향
약을 기반으로 형성한 후에 마을별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 시대
향약의 전형이 된 「증손여씨향약」은 기본 강령은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
상교, 환난상휼의 4대 강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최연식·임유진, 2011).
첫째, 덕업상권은 효도, 충성, 우애, 존장, 남녀의 예, 자제 교육, 약속의 실
천 등에 있어서 유교의 삼강오륜에 합치되는 행동을 구성원들이 서로 권면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과실상규의 과실이란 삼가 분수를 지키지
않고, 윗사람을 섬김에 예가 없고, 아랫사람을 접하는 데 은혜가 없고, 악령을
준수하지 않는 따위를 말하고 있다. 셋째, 예속상교에서 예속은 일상생활에서
장유의 질서를 지키고, 관혼상제에 대해서 적절히 예를 갖추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는 환난상휼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처한
환난에 대해 공동체가 함께 도와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목으로,
향약은 이에 대한 대처를 통해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시켜 나갔
다(최연식·임유진, 2011).
따라서 이처럼 향약은 지역공동체의 장기적 존속을 위해 환난상휼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규정함으로써 향촌사회가 윤리·도덕적 차원의 유교적
이념 공동체를 넘어서 경제 공동체로 확립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나병
균, 1986: 31).
아래의 <표 4>13)는 조선 시대 향약의 내용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12) <그림 3>는 <표 3>에서 제시한 향약들은 현재 베트남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위치를 표시
한 것이다.
13) (a) 예안향약(禮安鄕約): 1556년(명종11) 이황(李滉)이 경북 안동 예안지방에서 시행하기 위
해 중국의 『여씨향약(呂氏鄕約)』을 본떠 만든 향약이다.
(b) 서원향약(西原鄕約): 1571년(선조4)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가 청주목사로
부임하여 제정한 향약이다.
(c) 해주향약(海州鄕約): 1571년(선조4) 이이는 『여씨향약』 및 『예안향약』을 근거로
『서원향약(西原鄕約)』과 이를 자신이 수정 증보하여 1577년에 『해주향약(海州鄕約)』을
만들었는데, 이들 향약은 조선후기에 가장 널리 보급된 한국 향약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d)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 이이가 1577년 해주의 야두촌(野頭村)을 중심으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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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선시대 향약의 내용 구조
지역 예안향약 서원향약 해주향약
항목
(a)
(b)
(c)
설립년도
1556
1571
1577
조목숫자
34
30
105
조직구조항목
4
10
사회관계항목
20
13
52
공유지 항목
혼례항목
상례 항목
마을안정항목
마을신양항목
대(對) 국가
의무 항목
과거 관련
항목

1
1
2
10

1
4
2
2
4

1

3
1

4
16
1
1
3
4
1
10

2

5

20

재판 항목

정직근검
절약 등

기 회의절
타 차
비고

사창계
약속(d)
1577
142
17
89
2
10
12
1
5
1
3
15
4

(김기) 부인동
향약(e) 향약
1602 1739
84
63
4
46
43
2
2
5

2
2
3

12
1

7
1

9

8

5

1

사창법 11 하인관련 하인관련
하인관련 28
20
21

출처: 한도현, 2003: 218에서 재인용.
『사창계약속 (社倉契約束)』은 사창과 계와 향약이 결합된 사창 향약계로 특별한 것이며
이러한 향약계는 왜란을 치른 뒤 말기로 내려올수록 더욱 성행하였다.
(e) (김기)향약(金圻鄕約): 경상북도 예안(禮安)에서 작성된 향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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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본 듯이 조선시대 향약문은 베트남 향약과 같이 대부분 항목
들을 일치한다. 예를 들면 상례에 대한 규정은 베트남 향약과 조선의 향약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구성원 중에서 상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관계 항목에서 조선의 향약과 베트남 향약 사이에 큰 차이를 발
견할 수 있다. 대부분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유지에 대해 규정이 없
다. 그리고 베트남은 마을 내의 평화와 단결을 더 강조한 반면에 조선의 향약
은 가정과 친척의 윤리 도덕을 더 강조한다. 따라서 조선 향약은 신분질서의
유지를 강조하며 특히 조선 시대의 모든 향약이 효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볼 때 조선의 향약은 베트남 향약에 비해 대단히 가족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베트남 향약과 조선 향약을 비교하는 데에 있어 베트남의 향약은 조
선의 향약보다 ‘자율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향약문에
서 본 것처럼, 또한 나중에 향약이라는 규정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규칙, 그리
고 많은 상호부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에 대한 어떠
한 기능을 공급해줄 수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3.3. 한국의 ‘정’과 베트남의 ‘띤감(tình cảm)’
베트남에서는 주민들 간의 협동관계를 꽌혜(關係, quan hệ)와 띤깜(情, tình
cảm)으로 표현한다. 한국에는 ‘연고집단’, 중국에는 ‘꽌시’가 있는 것처럼 베트
남에서는 ‘띤깜’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지만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띤깜에 대한 공식적 정의는 없다. ‘띤감’이라는 말은 그 자체의 뜻으로 보면
‘정(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고 해도 띤깜도 간단하게 ‘정’ 혹은 ‘대인
관계’의 정도로 머무르지 않고 친밀한 인간관계로 주민들의 상호교환과 교류
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띤감은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상호 네트워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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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결망이라고 이해하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띤깜을 기반으
로 한 혼례, 상례, 마을 신앙, 마을 규칙 등을 감안해 보면 주민들은 한 마을
에서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일반화된 호혜성14)’
에 기반한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도와주며 특히 더 나아가 다양한 정보를 교
환할 수 있게 된다. 즉 빈번한 상호교류를 통해 띤깜은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베트남 고유어로 마을은 ‘랑(làng, 마을)'이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톤(村,
thôn, 마을 촌) 또는 싸(村落, xã, 촌락)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싸는 톤
보다 큰 단위이다. 싸와 톤이 일치하는 예도 있고 싸에 여러 개의 톤이 있기
도 하다(Bui Xuan Dinh, 1998; 김종욱, 2000). 싸는 현재 행정기구이며 규모는
작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면‘과 같다. 또한 톤 밑에는 쏨(邑, xóm, 읍)이나 응
오(ngõ)와 같은 가장 작은 주거 단위의 사회조직이 있다.
베트남에서는 “Tình làng nghĩa xóm(띤 랑, 응히아 쏨; 마을의 정이며 쏨
의 의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즉 충돌 혹은 경쟁이 나타나면 위(정부)에게 알
리지 않고 마을의 단위에서 먼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베트남 농촌 마을에서는 “충돌 및 화해”는 흔한 해결 방법이다. 이
는 촌락들의 안전을 위하여 서로 도우며 충돌이 있으면 정부까지 안 가고 스
스로 해결하는 경향을 말해준다. 특히 북부 지방의 농촌 마을에서 오늘날 아
직까지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부적인 해결 방법을 먼저 택하고 있다. 왜
냐하면 촌락마을은 아직도 농민들의 기본 사회조직이기 때문이다.
나가서 마을마다 질서도 있고 서로 지켜야하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싸의
정권’이라는 개념도 농민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사회 개념이다. 즉, 마을 구성
14) 일반화된 호혜성이란 긍정적 호혜성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호혜성과 달리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에 있어 그 의무가 긍정적으로 무한정이기 때문이다. 강한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 혹은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며,
이를 내면화 시킨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
고자 하는 계산적 합리적인 방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
여 호혜성이라는 도덕적 규범에 집중된다. 나가서 순환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도덕적
규범이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으며 어떤 행위의 결과가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고 결국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의무감의 호혜적이다.
- 27 -

원들에게 싸의 정권에 나가게 되면 체면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 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 질서의 측면에서도 상호 간에 호감을 가지
고 같이 살아야 하며, 가령 충돌이 생기면 이에 대해 잘 넘어가 줘야 한다.
이 점은 “chín bỏ làm mười(찐 보 람 므어이)”이라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아홉 번째 문제가 나타나도 열 번째까지 참고 잘 넘어가 줘
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베트남인들은 마을 내부에서 충돌이나 경쟁이 생기
면 항상 호감 있게 해결해왔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크게 보면 정에 기반하여
사회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삶의 방식이자 서로
상호 교류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인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갈등 자체를 지양하고 가족과 같은 화목한 공동체의 건설
을 통해 사회 전체의 조화가 실현되는 상황을 이상적인 사회로 본다. 만일 불
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적인 수단보다는 타협과 중재를 통해
분쟁을 호소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즉, 갈등보다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는 문화
가 베트남과 상당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산업화 과정이 진행
될 때에도 이러한 ‘가족(家族)’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오순도순 정을 주고받으며 살아 왔으며 서로 상호부조하며 살아 왔
다. 이런 삶의 방식을 당연히 여겼던 것은 유교 기반한 가족의 영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 사회나 베트남 사회에서는 ‘정’이라는 단어가 그 순수한 의미를
넘어 한 사회조직, 사회 부조,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로 형성하게 된다. 정리
해보면, 정에 기반한 인간관계에서 발전한 베트남의 ‘띤깜’, 한국의 ‘연고집단’
은 도구적인 기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발전해 보면 이는 어떤 시대에도 여전히 완벽하게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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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유교의 향약과 정의 특징을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은 유교
전통 사회로서 상당한 유사한 점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
통적인 특징들이 앞으로 전통 사회 및 현대 사회에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를
형성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다음 장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그
리고 이러한 분석의 바탕에 있어서 한국과 베트남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역사적, 사회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지체제의 유
사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함을 물론, 나아가 하나의 ‘유교복지모델’의 가능성으
을 제공해 준다.

4. 전통사회에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모습
4.1. 혈연
4.1.1. 한국의 경우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공동체 문화에 정서적으로 매우 친숙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전통사회의 생산구조와 오랜 역사를 통해 뿌리내린 ‘유교문화
(儒敎文化)’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즉 전통사회에서 가족주의15)는 오랜 농경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주의를 윤리적, 이념적, 제도적으로 강화한 ‘유교의 세계관’의
영향으로 인해 독특한 양상을 보여줬던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에 기반한 복지

15) Burgess & Locke(1945)에 의하면 가족주의는 ‘가족 집단의 발전과 안위를 개인의 그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나 행위의 경향’라고 정의한다. 최재석은 가족주의가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사회의 조직형태 및 행태방식’으로 정
의된다(최재석, 1985: 23: 류석춘 외, 200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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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혹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
타났는지를 이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성리학(性理學, Neo-Confucianism)이 도입되기 전에 고려사에서는 부계혈
연 의식이 강하지 못하였고, 부계친족집단이 조직화되지도 않았으며 동성동본
간의 혼인뿐만 아니라 근친 간에도 빈번하게 혼인이 이루어졌고, 혼인 후에
여자 집에서 장기간 거주하기가 많이 행해졌다. 부녀의 재가가 별로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다처도 허용되고 첩이나 첩의 자녀가 크게 차별받지 않았다.
재산은 자녀들 간에 균분 상속되었으며, 아들이 없을 경우에 딸이 제사를 지
내거나 상속을 할 수도 있었다(이창기, 2010: 105). 이것은 조선시대 전기까지
도 지속되었는데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미 살펴보듯이 조선은 건국 초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전국적으
로 보급하여 지배질서를 유교적 체제로 일원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즉, 유
교 사회에서 가부장제, 종법제는 국가의 적극적 옹호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가
족관계는 국가통치 체계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가족의 안정성이
정치체제 안정성의 관건이 된 것이었다. 이는 「대학」의 윤리를 통하여 파악
할 수 있는 것인데, 정치체제 안정을 전제로 개인의 철저한 반성적 성찰을 요
구하는 윤리적 엄격주의와 함께, 개인의 윤리와 가족의 윤리가 국가의 정치적
윤리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이 때 각 구성원들은 유교의 위계질서에 따라
행동해야 하였고 모든 측면의 생활 속에서 유교의 신념들이 진입하여 구성원
들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인식하게 되며 점차 이를 제도적으로 각인시키게
되었다.
특히 사림(士林)파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리학은
빠른 속도로 조선 사회에 보급되고 확산되었다. 종법제도가 정착되면서 왕위
계승과 국가의례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이
창기, 2010: 106).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 및 친족제도도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
었다.
우선, 조선 가족제도를 보면 적장자에 의해 가계가 계승되는 가부장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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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도가 확립된다. 즉, 부계종족제도가 강조되면서 장자상속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서자는 물론 장남이 아닌 모두 자식들에게도 불리한 방향으로
혈통의 범위를 좁히는 효과를 가지고 왔었다. 조선사회가 유교화 되는 과정에
서 가족제도를 통하여 혈연공동체를 세대로 확장시킴으로써 인간의 개체적 유
한성을 극복하는데 큰 의미를 둔다. 영원한 생명은 위로는 조상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손을 수습하는 경종수족에 달려 있으며 이 수족은 자손에게 경제
적인 안정을 통해서 생계를 보장하고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이영찬,
2007: 279). 다시 말해서 유교의 종법제도를 통하여 형성된 가족제도는 직계가
족(patriarchal stem family) 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이는 결국 재산이 직
계로 상속되어 가족자본의 분할을 막고, 원시자본의 축적을 가져와 경제발전
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직계가족제도에 있어 장자가 부모를 봉양하
는 복지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가족구성원이 비록 분가하더라도 ‘집
(家)’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가족적 연대감을 유지하는데 매우 기능적인 제도였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의 전통을 입각해볼 때, 한국 전통사회의 가족은 복지제공
자이자 복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가계의 계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도덕적 의무를 지닐 뿐만 아니라 한국가족에서의 가계계승은 부
계의 원리, 직계의 원리, 장남의 원리에 의해 수행되면서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비공식적 복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이창기, 2010: 131)..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전통 가족은 복지 역할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인가? 복지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전통 사회 한국의 가족
주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가족제도의 변화는 집중적
으로 나타난다. 조선중기16)의 호혜적인 국가사회관계는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16) 조선의 시기구분 문제는 역사학계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이분법적 구분이 약화되고 전·중·후기의 구분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하다(김현영, 2000).
전통적인 입장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눈 뒤 양란의 충격 이후
조선 전기의 안정적 체제가 후기에 와서 해이해졌다고 보아왔다. 반면, 최근의 조선 중기 설
정론은 조선의 역사를 국가성립 및 토대 확립의 1기(15세기), 양반지배체제가 안정되는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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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갈등과 단절의 관계로 전환된다. 즉, 조선 후기는 역사적으로 신분의 경계
가 약화되고 인구 압력이 증가함으로써 기회구조 자체가 급격히 협소해지던
시기였다(이해준, 1991).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여러 세력들은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즉, 향촌 사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방어를 위해 대안
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직면해야 하였다. 따라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통합’ 및 ‘조직화’라는 대응 전략은 사족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
택지였고, 이는 바로 조선 후기의 ‘혈연적 결집’ 현상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
한 변화 과정에서 ‘부계혈연의식’이 강화되고 ‘부계친족집단’이 조직화된다.
나가서 18세기 이후 한국 사회는 부계의 원칙, 직계의 원칙, 장남의 가계계
승의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정착시키게 된다. 가족은 현
재의 실질적 가족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나아가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까지 포함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는 강력한
사회 조직으로 재구성되었다. ‘집’이 개인에 우선하며, 개인의 자율적 활동은
가계의 계승과 유지 발전을 위하여 엄격히 통제되면서 개인은 자기 이익을 포
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가장이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가족성원은
여기에 예속되었다(이창기, 2010).
아울러 적장자 계승의 원칙이 확립되면서 윤회봉사가 장남봉사로 변화하고
남녀균분상속에서 특히 장남을 우대하고 여자를 제외시키는 차등 상속이 보편
화되기에 이른다. 부모의 기대나 양육과정에서의 배려의 차이는 물론, 재산상
속과 가족 및 친족생활의 역할분담에서 장남은 다른 아들들보다 우월한 지위
를 갖게 된다. 또한, 부부관계보다 친자관계가 더 중시된다. 혼인에서도 근친
혼이나 동성동본 혼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남자가 혼인 후 처가에서 장기간 체
류하는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동시에 조상숭배의식이 강화되면서 동족의식이 확산되어 제사와 족보간행
을 비롯한 각종 숭조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동일 조상의 자손들이 문중(門
中) 조직을 결성하여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간다. 장자상속과 제사권 강
(16, 17세기), 양반지배체제가 동요되는 3기(18세기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최우영,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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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동족촌 형성, 족보와 문집 간행, 서원과 사우의 건립 등이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들이다(Deuchler, 1992: 류석춘, 2005: 65에서 재인용).
결과적으로 조선사회가 유교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부계종족제도(patrilineal
lineage system)는 중국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정도로 고집스럽고 집요한 형
태의 장자상속제도로 발전해왔다.
한편, 한국의 전통 가족주의를 얘기할 때 ‘효(孝)’의 윤리를 빼놓을 수가 없
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대학」의 논리에 따라 ‘효’를 통한 가족에 대한 봉사
와 헌신이 자연스럽게 친족이나 국가와 같은 더 큰 공동체로 확산될 것이 요
구되었다(이동희, 2009). 즉 효는 가족에서 사사로이 부모를 봉양하는데 머무
르지 않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신의 입신양명을 통하여 완성된다(이영찬,
2007: 281). 그리고 효의 원래 의미는 ‘연장자를 존경하다’는 뜻이지만 유학을
도입하면서 그 범위가 직계 친족으로 좁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효’ 윤리는 가
족 공동체의 연장자에 대한 의무와 헌신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도모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효를 핵심적 가치로 하는 가족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조선 사회의 제도적 틀
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따라서 효를 통한 가족주의의 발전은 가장의 가족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계기로 작용
할 수 있다. 더구나 유교에서 가족관계는 사회관계와 우주적 질서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유교에서의 효는 단순한 세속 규범이
아니라 엄숙한 ‘종교’적 명령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존재성을 궁극적 실재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종교가 유일하다. 그리고 이 영원한
존재성의 확보라는 종교적 요청은 숙명적으로 ‘죽음’의 문제와 대면할 수밖에
없다(류석춘, 2005).
하지만 유교에서 죽음은 ‘효’를 통하여 시간적 단절 없이 ‘영생’ 혹은 ‘생명
의 연속’으로 승화되었다. ‘조상숭배(ancestor worship)’의 종교적 본질도 여기
서 시작된다. 즉, 효의 본질은 부모를 포함한 나의 선대를 ‘기억’하고 ‘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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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후대가 선대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한 존재의 영원성
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후대의 기억과 재현이 없다면 존
재의 영원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효의 실천은 부모의 생전과 사후가
다를 수 없다. 즉, 부모가 살아 계신 때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부모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한결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학자들은 부모에 대해 마음을 공경하고 영원토록 그 은혜
를 잊지 않는 것을 효행의 근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국민호, 2005: 136). 특히
사후의 효들 실천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존재의 영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 한다. 즉,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야 되고 이후에 주기적
으로 계속 제사를 지냄으로써 세월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유교의 관혼상제(冠婚喪祭)17)의 의식화 요구에서 유교적 ‘제사’는 조상(과
거)과 자손(미래)을 이어주는 의식으로, 나(현재)는 제사를 통해 조상과 자손
을 이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제사를 통해 나의 행적은 나의 자손들에
게 오랜 동안 기억되면서 재현될 것이다. 이러한 ‘생명 연속’ 사상은 효 사상
으로 정립되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더 강화시켜 왔다(국민호, 2005:
131). 하지만 관혼상제 중에서 관례나 혼례, 상례와 같은 일회성 절차와 달리
제사는 평생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했으며, 4대조까지는 장남(종손)이 제사를
담당하지만 5대조 이상 수많은 조상의 제사를 종손이나 종가의 힘만으로는 감
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제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압
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더욱이 부계의 적통으로 가계를 계승하는 종법제도가 정착되고 조상숭배의
식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고 또한 이들을 성대하게 제사
17) 관혼상제(冠婚喪祭)에서 ‘관례’는 기억과 재현으로 누대를 이어온 존재성을 다음 세대로 이
어줄 새로운 주체의 종교적 승인이다. ‘혼례’는 기억을 이러갈 새로운 주체의 생산에 필요한
생물학적 결합의 종교적 승인하다. ‘상례’는 선대의 물리적 죽음이 수반하는 인간적 슬픔을
극복하고 죽음을 영원으로 승화시키는 종교적 매개과정이다. ‘제례’는 영원으로 승화된 선대
의 존재를 주기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후대의 기억과 재현 의무를 확인하게 하는 종교적
검증과정이다(류석춘 외, 2005 :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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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기 위해서는, 이를 주관하기 위해 항시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이 때 사당
을 지어 가족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와 선조에 효성을 다하는
것이고, 족전을 설치하여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후손을 결집시
키는 것이다(이영찬, 2007). 결국, 부계와 모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직계가족
은 공동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부계의 친족들이 결합하여 종족
집단을 형성하고 문중조직을 발달시켜 나갔다. 즉, 문중조직이 등장하게 되고,
종족촌락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은, 나아가 유명한 조상의 비석을
건립하고 문집을 간행하여 가문의 신분적 지위를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각종
현창사업에도 많은 인력과 재정을 동원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과
정에서 개별 가족은 종족집단이라는 더 큰 공동체에 통합된다. 이는 『예기
(禮記)』 『예禮運』 편의 공동체에 대한 묘사에서 잘 나타난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버이만을 친애하거나 자기의 자식만을

친애하지 않게 된다. 노인은 안락하게 삶을 마칠 수 있고, 젊
은이는 충분히 자기의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는 안
전하게 자랄 수 있고, 홀아비 · 과부 · 부모 없는 고아, 자식
없는 외로운 사람과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모두 보살핌을 받
을 수 있게 된다.(김보경, 2005: 180)”.

지금까지 한국 전통 가족주의의 복지모습을 어느 정도 서서히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대 가족이 가문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해 행한 비공식적 복지 기능
의 모습을 더 규명하기 위해 다음에서 종족마을 및 문중의 모습을 통하여 보
도록 한다.
일단, 한국의 종족마을에서는 가계계승 의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
고 종족마을의 형성 역시 가족의 물질적 결집을 통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신속
화하고 자원을 공간적으로 집중하려는 의도된 가족전략의 일환이었다. 조선
중기까지는 양자를 결정할 때 모변친족대표가 부변친족대표와 동등한 자격으
로 양자결정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18세기 조선 후기 이후에는 재산상속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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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모변친족대표의 관여가 배제되고 부변친족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종법적 가족질서로 확립된다(이영찬, 2007). 이는 가계계승에 외척이나 처족의
영향력이 소멸된 것인 동시에 점차 적장자 중심의 차등 상속으로 변화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계를 계승하기 위해 양자를 얻는 일이 흔해지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종족촌의 형성은 가족 자원의 집중과 동원
의 요구의 공간적 실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중(門中)의 전통을 살펴보면 문중공동체에 내포된 유교의 핵심적
가치인 ‘가(家)’의 원리를 통해 문중의 공동체적 이념이 실현된다. 문중도 17세
기 중엽에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성리학의 보급과 더불어 종법 사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문중이라는 종족 집단이 조직화되고 조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조선사회에서 문중이 담당한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면,
문중은 공동조상에 대한 제사, 유교적 혈연 질서의 수립, 길흉사 및 대소사 협
조, 자제 교육의 기능을 지녔다(최재석, 1982).
이 때 문중은 개별 가족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차원으로 행해지는 조상숭
배에 대한 의례를 통하여 문중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그들의 가치
와 신념을 다시 새겨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시 말해서 문중은 의례에 참
가하는 구성원들에게 혈연적 동질성은 물론 공동체의 정체감, 혹은 문중 공동
체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문중은 조
선시대에서는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시켜 주는 역
할을 수행하였다 말할 수 있다.
나아가 문중 조직은 가족이 확대된 친족의 범위로서 구성원들에게 심성적,
정신적인 욕구의 충족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물질적 결속, 그리고 정보 공
급까지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자연
스러운 협동관계로 형성된다. 결국 조선시대의 문중은 유교 사회의 문화적 자
원을 충전하는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김보경, 2005).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를 고려해 볼 때, 마지막으로 ‘족보(族譜)’
혹은 ‘족계(足械)’는 전통 가족에 기반한 비공식 영역의 복지 모습을 가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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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족보는 고려시대 후기에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의 족보는 비교적 좁은 범위의 직계조상을 기록한 가첩(家牒)이나
가승(家乘)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창기, 2010: 126). 그리고 초기에 족보
들은 외손을 대대로 빠짐없이 수록하여 특정 조상의 모든 자손을 등재하고 있
었지만 17세기 이후 외손의 수록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조선 후기 이후에는
사위만 등재하고 그 자손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다. 이러한 족보는 조선 후기
에 갈수록 종족촌락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었다.
족보에는 혈연집단의 역사와 조상들의 묘소가 먼저 기재되고 이어서 구성
원들 각각의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특히 과거와 관련된 합격기록, 관직을 중
심으로 한 경력, 배우자에 관한 기록, 묘소와 매장 방식 등이 기재되고 있었다
(핫또리, 2004: 16). 족보의 가장 큰 목적은 조상에 대한 제사와 묘지 관리 등
을 통해 자손들의 화합을 꾀하고자 한 것이었다(정진영, 1995: 342). 그리고 그
기능은 가문 구성원 상호간의 길흉부조(吉凶扶助)와 그를 통한 혈족 간의 친
목도모에 있었다. 즉, 불우한 환경에 있거나 갑자기 길흉사를 맞는 개별 구성
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부조적인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문 공동
체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18) 따라서 족보는 혈연을 공유한 가문의
구성원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문 대소사를 처리하며, 가문의 이익
과 발전에 힘을 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족계가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
기존 양반 가문을 넘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족계가 적어도 한국 전통에 상당한 보편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 전통시대의 가족주의는 유교문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즉, 유교적 인간관계는 타인과 집단에 대한 배려 및 이타적 헌신과 희생
을 실현함으로써 가족이라는 혈연적 유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였고,
가문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도록 만들었다. 책임이 공유됨
으로 인해 활성화된 상호부조를 통하여 가족구성원들을 서로 도와주며 감정도
발현하게 된다. 이 때 가족 혹은 가족집단은 그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큰 사회
18) SSk Project 연구계획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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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복지)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양보
하는 인간의 ‘인(仁)’의 정서를 잘 표현했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한국
전통 시대에는 대외적 관계에서 개인은 어느 집의 일원으로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정체성, 유대감 등은 가족을 통하여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한 가족, 혹은 가족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야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전통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1.2.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전통 사회는 집단 지향적인 사회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즉, 베트남
사회에서는 위계질서에 기초한 사회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공동체 이익을 개인 이익보다 먼저 고려하는 도덕적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이 같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19)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베트남 전통 사회는 한 민족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 마을 공동체까지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마을공동체
안에서 가족 및 같은 종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자기 인식, 정신, 감정, 소원 등은 공동체의 이익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아가 개인의 인격은 바로 공동체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회관계는 정(情, 띤감)을 기반으로 수행
되어 왔으나 가족의 원칙도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을
19) 모든 베트남 사람들은 "Lạc Long Quân, Âu Cơ(락롱꾸언, 아우꺼)" 전설을 알고 있다. Lac
Long Quan은 BC29세기에 존재한 인물로 한자로 雒龍君 혹은 駱龍君이고 그는 ‘용’이며, Au
Co는 선녀이었다. 이 둘이 결혼하여 ‘알’ 백 개를 낳았고 이 알들에서 아들 백 명이 태어났
다. Lac Long Quan은 바다에서 살아야 되며 Au Co는 산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들 백
명 중에 오십 명은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가고 나머지 오십 명은 어머니를 따라 산에 올라
갔다. 나중에 어머니가 데리고 간 오십 명 아들 중에 장자가 왕이 되어 Văn Lang(반랑)이
라는 나라를 건립하여 Hùng Vương(훙브엉) 왕조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다. 베트남 민간에
서는 “용의 자식이며 선녀의 자손”(Con Rồng Cháu Tiên, 꼰 롱 짜 우 띠엔)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믿고 있다(http://vi.wikipedia.org/wiki/L%E1%BA%A1c_Long_Qu%C3%A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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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thương người như thể thương thân, 트엉 응
으어이 니으 테 트엉 턴)라는 말은 가족을 운영하는 중요한 원칙이었다(Đặng
Cảnh Khanh, Lê Thị Quý, 2007: 111). 그리하여 가족(家族, gia đình : 지아
딘)은 공동체의 한 구성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즉 가족은 개인의 목적을 위
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구성원들은 서
로 배려해야만 한다. 결국 베트남 사회에서 가족의 안정, 가족의 가치에 기대
어 전쟁 및 재난 등의 변동 사태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위기를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가족 가치는 베트남인의 가치관에서 무엇보다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베트남 전통 가족은 상호부조의 기능을 함으로써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베트남의 전통 가
족의 기본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일찍이 15세기 학자인 Nguyễn Trãi(阮廌, 응웬쯔아이)는 그의 책 『가효
가』(佳肴歌, gia huấn ca, 지아 후언 까)에서 유교이념에 따라 가족의 원칙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편, Phan Bội Châu(潘佩珠, 판 보이 쩌우)의 『Khổng
học đăng』(공홉당: 공자학의 윤리) 책에는 “집은 작은 나라이며, 나라는 큰집
이라고 칭하여 나라가 법칙이 있는 듯이 집은 가풍이 있어야 하고 이 가풍은
나라의 법칙처럼 인간을 묶어 놓아야 한다”는 말이 쓰여 있었다(Lê Thị Quý,
2011: 290).20) 게다가 베트남의 속담에서 “아버지가 짠 것을 먹으면 자식이 목
이 마르다(Đời cha ăn mặn đời con khát nước, 더이 짜 안 만 더이 꼰 칻 느
억)”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은 베트남 전통 시대에는 사회관계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베트남 가족(家族, gia đình : 지아 딘)은 한국과 유사하게 부계가족이었다.
Nhà tức là cái nước nhỏ, nước tức là cái nhà to, nước phải có phép tắc, nhà
phải có gia phong và chính cái gia phong này cũng ràng buộc con người không
kém gì phép nước(냐 뜩 라 까이 느억 뇨, 느억 뜩 라 까이 냐 또, 느억 파이 꼬
팹 닥, 냐 파이 꼬 지아 퐁 바 찐 까이 지아 퐁 나이 꿍 랑 부옥 꼰 응으이 콩 깸
지 팹 느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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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족의 목적은 가족 확산이 아니라 장자를 통한 가족의 계승 혹은 가
족의 영속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자 관계에 내재해 있는 권위는 무엇보
다 중요하며 이는 '효(孝, hiếu, 히에우)'의 덕목을 통하여 통제되고 있었다.
하순(1994)에 따르면 부에 대한 자의 복종을 '효'로써 내면화 시키는 것을 가
족 밖의 사회에 연장시켜 사회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아래 사람의 윗사람에 대
한 복종의 생활 방식이 보편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자
식에 대한 전제적 행동 방식은 국가의 중앙 집권제를 통한 통치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었다(하순, 1994: 391).
이렇듯 ‘효(孝, hiếu, 히에우)’의 덕목은 유교의 여러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
한 논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효 덕목은 베트남 가족 안에서 어떻게 표현
되었는가?
베트남의 전통가족은 확대가족이나 직계가족일 수도 있었다. 우선, 직계가
족은 여러 자식 중에서 장자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동시에 장자에게 특별히
가계 계승의 특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장자의 제일 큰 아들은 가문의 장손(長
孫, cháu đích tôn, 짜우 딧 똔)이 되며 이 장손도 나중에 가계 계승 특권을
가지면서 재산상속 권한도 가지게 된다. 즉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조선 시대
후기와 유사한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 원칙을 취하며 이 원칙에 따라 가족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영속화라는 목표를 위해 상속 시 장자가 제일 많은 몫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산상속(財産相續, thừa kế tài sản : 트어 께 따이 산)에 있어 장
남(長男, trưởng nam, 쯔엉 남)은 본가21)가 이어받고, 차남(次男, thứ nam, 트
남)은 자기 몫의 재산을 받고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산다.22) 이 때 차남들은
혼인과 동시에 각기 가정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집(家, nhà : 냐)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가장이 된다. 하지만 이들은 같이 살지 않아도 서로 단단
21) 이때 장자의 집이 되었으므로 nhà anh cả(냐 안 까: 장자의 집)라고 부를 수도 있다.
22) 베트남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상속제도가 공
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하지만 실제는 민간인들의 사이에 조상제사 관습이나 장자우대의 재
산 상속은 여전히 유지되어 왔다(하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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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이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며 기쁠 때, 슬플 때를
같이 나누면서 지낸 것이었다. 그래서 한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어 서
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뭉치로서 의식하며 살아갔다. 이는 바로 가족
의 상호부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의 계승은 부(父)와 자(子)가 하나로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하여 결국 가족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마
을에서 살거나 같은 땅 주변에 모여 살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집단 지향적 구
조를 형성하여 자기들끼리의 협력을 통하여 큰 공동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 잠깐 한국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가계계승에 있어
한국은 양자를 들이는 것이 조선 후기에 흔한 일인데 베트남에서는 양자가 그
렇게 많이 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에서는 상
속 분배할 때 딸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즉 딸에게도 상속의 지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국 모두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에 있어 장자가 결혼 후에도 부
(父)의 가족에 계속 거주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봉양의 책임을 맡고 부의 사
(死)후 제사(祭祀, thờ cúng : 터 꿍)를 지내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못
지않게 혈족, 부계혈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즉,
조상숭배(祖上崇拜, sùng bái tổ tiên, 숭 바이 또 띠엔)를 통하여 현재 가족을
물론이고 미래의 가계 계승자의 생활까지 보장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상제사(祭祀祖上, thờ cúng tổ tiên, 터 꿍 또 띠엔)는 조상의 정신과
집(家, nhà, 냐)의 계승 및 가문의 유지, 집(nhà, 냐)의 영속화 등의 의미를 함
축한다. 여기 그 연결 고리는 바로 장자이며 그는 가장이 되고 가족의 대표자
이며 미래 조상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하순, 1994: 393). 여기서 다시 한 번
‘효’의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다.
유교의 ‘조상숭배’는 후대가 선대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인데, 이를 통하
여 조상이 종교적으로 영원한 존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유교에
서 ‘효’가 항상 강조된 이유이기도 하다. 류석춘 등(2005)에 의하면 조상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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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하고 ‘재현’하려는 효의 지향은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발전은 물론이
고 복지에도 중요한 정신적 에토스로서 작용할 수 있다(류석춘, 2005: 52). 베
트남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강한 ‘조상숭배’를 통하여 선대를 ‘발전적’, ‘계
승적’, 그리고 ‘집합적’으로 재현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경제성장 및 가족복지에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었다.
문제는 효를 실천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려면 경제적인 압박이 적지 않았다
는 점이다. 특히 ‘예법’에 따르면 ‘사대봉사(四代奉祀)’라는 조항이 있었다. 이
원칙이 반드시 엄격히 지켜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중
요한 제삿날이 있었다. 바로 기일 (忌日, ngày giỗ : 응아이 지어), 설날(元旦,
Tết Nguyên Đán, 뗃 응웬 단), 청명 (음력 3월 5일, 淸明, thanh minh : 탄
민) 및 단오 (端午, Đoan Ngọ, 도안 응오)이다. 이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후대 혹은 가족 구성원들의 엄청난 노력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집
단과의 경쟁의 맥락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자원 동원 방식을 탄생시켰
다. 여기서 효의 경제적 계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결집되며 가문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상호부조하면서 살았다는 사
실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상제사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만약에 형제들이 거리상 먼 거
리에 살 경우 동생은 자기 집에서 따로 간단한 제단(祭壇, Bàn thờ, 반터)을
두고 제사를 지낸다. 이 점도 한국과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한국은 사당을 통
하여 조상을 모셔 제사 지내는데 이에 비해 베트남에서는 이 반터라는 제단을
모든 집안에 모셔 일 년 내내 사당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의 전통사회에서 각 가정에 모시고 있는 반터(bàn thờ)가 베트
남의 조상숭배의 전통을 잘 설명해 준 보통 거실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벽의
가운데에 반터를 설치하는 것이 관례지만, 부자들은 아예 반터를 독립된 방에
설치하고 있다. 즉, 반터의 장식이나 규모를 보면 그 가정 혹은 집단의 경제수
준을 알 수 있다(한도현, 2005). 하지만 모든 반터에 위패(位牌, Bài vị : 바이
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조상의 위패를 둘 수 있는 곳은 장자의 집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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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장자의 집에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차남 혹은 다른 자식의 집에서
는 동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왜냐하면 베트남인들은 제삿날이
되면 죽은 조상의 영혼이 장남의 집에 와서 제사 밥을 얻어먹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하순, 1994: 393). 나아가 제사23)뿐만 아니라 장례(葬禮, tang lễ: 땅
레)에 대한 중시, 산소에 대한 중시 등도 숭조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마을에서 사당(祠堂, từ đường, 드 드엉), 종가, 비석(碑石, bia đá, 비
아 다), 무덤(墓, mồ mả, 모 마) 등을 건립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잘 보존
되고 있다.
베트남 속담에 “왕의 법도 마을에서는 마을의 규약 앞에 머리를 숙인다
(phép vua thua lệ làng, 팹 부어 투어 래 랑)”라는 말이 있듯이 전통적으로
베트남인의 생활에서 마을공동체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앞에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부계혈족의 강조 속에서 ‘가족주의’가 강하
게 발전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는 한국과 비교하면 차이기 있
겠지만 베트남에서 혈족관념인 ‘종족마을24)’이 없다거나 혹은 혈족관념이 부재
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베트남 전통시대에는 가계계승의식 및 조상숭배의식이 얼마나 강
했는지, 그리고 족결합의식 혹은 종족의식이 어떤 모습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복지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음에서 검토해볼
것이다. 특히 종족마을의 모습에 초점을 두어 파악해보도록 한다.
베트남에서 종족마을은 랑호(làng họ)라고 한데, 종족마을의 발전은 바로
후손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족마을의 발전을 위해 후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종족마을은 부계 씨족을 중심으로 맺어진
전통적인 마을조직이다. 종족 마을 내의 성원들은 자기들끼리의 협력을 통해
그룹 공동이익을 추구하였다. 개인이 한 가족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 내부에
23) 한국에서는 딸이 출가외인으로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베트남에서는 딸이 출가해도 제사
를 지낸다. 특히 남자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위가 대신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24) 김일철 외(1998: 33)에 의하면 종족마을이란 특정 종족집단이 특정 마을에 대대로 거주하면
서 마을의 구성과 운영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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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의 관심은 집단의 관심으로 변환시킨 것이었다. 이를 통해 종족마을은
복지와 재분배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형성하도록 노력을 해왔다.
실제로 베트남 가족제도에서나 종족에서 부계혈연에 대한 강조는 쉽게 발
견된다. 왜냐하면 베트남도 종법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의
종족마을은 한국의 종족마을과 비교해볼 때 지연적인 공동체적 요소가 더 강
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한 마을에서 여러 성씨들이 공존하면서 지연을 만
들어낸 것이었다. 이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연을 형성하면서 마을공
동체 그리고 지연공동체로 이어지며 복지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베트남은 특히 18세기, 19세기에 ‘족보’(族譜, gia phả : 쟈 파) 만들
기가 흥행하기 시작하였다.25) 족보는 보통 장남, 혹은 직계의 가계계승의 원리
에 따라 엄격히 지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원칙에 맞지 않는 몇몇 가족집단
혹은 종족도 족보를 만들기도 했다. 사실, 족보의 목적은 크게 보면 가계의 역
사를 후손에게, 그리고 다른 집안은 물론이고 세계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집안마다 족보를 엄밀하게 작성하여 기록하였다. 하지만 베트남 족
보에는 특히 비혈연자가 족보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양자
(養子, lập tử: 랍 드)의 경우에도 동일 혈족, 즉 부의 형제의 아들들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원칙이었다(Jamieson 1981: 215~216). 즉 베트남
은 비혈연자의 영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족보에 있어 한도현(2005)은 베트남 하노이의 농촌 지역인 뜨리엠(Tu
Liem)군의 다이모라는 지역에 위치한 응웬 꾸이 (阮貴, Nguyen Quy)씨 마을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응웬 꾸이 집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
였다.
마을의 시조인 응웬 꾸이 득(阮貴德, Nguyen Quy
25) 족보도 공산주의 시기에 들어가며 잠깐 정지되었지만 개방 이후 전국적으로 족보 편찬활동
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재 많은 집안에서 족보를 복귀하려고 노력하여 한문으로 된
족보들을 번역하기 위하여 족보 번역 산업도 발전한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북부 홍하 델
타에서 여러 마을의 족보에 대한 자료 수집 작업을 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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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이 과거에 급제하고 나라에 많은 공을 세워서 황제로
부터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 당시에 최대의 영광이라
고 할 수 있다. 응웬 꾸이 집단은 16세기에 다이모 마을에
들어왔으며 응웬 꾸이 씨의 다이모 종족마을은 17세기 중반
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응웬 꾸이 집단의 가계계승 의식은
매우 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집안의 한문본 족보에서는 ‘가
정에는 족보가 있고 나라에는 역사가 있다’라는 말이 쓰여
있으며 족보의 역할을 아주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
안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장남, 직계의 가계 계승 원리가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다.
한편, 응웬 꾸이 집안의 족보를 보면 응웬 꾸이씨 집안
의 숭조의식을 잘 알 수 있다. 각 인물에 대하여 쓸 때마다
제삿날과 산소의 위치를 자세기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었
다. 종족마을의 형성 및 발전은 제사라고 할 수 있어 따라
서 응웬 꾸이 집안은 시조 응웬 꾸이 득의 제사를 아주 성
대하게 치른다. 이 집안은 가장 큰 제사인 봄 제사 때도 응
웬 꾸이 득이 가장 높이 추모된다. 요컨대 응웬 꾸이 집안
이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 국가가 시조 응웬 꾸이 득 사
당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베트남의 명인 (名人, danh nhân:
얀 년)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응웬 꾸이 득은 집안의 조상신
뿐만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으로 승격되었다. 그리하여 마을
전체의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는 더욱 더 자랑
스러운 조상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족보의 기록으로 봤을 때 마을에서 상당한
공덕을 했다고 알 수 있다. 퇴직할 때 많은 화폐나 논밭을
받아서 Nguyen Quy Duc의 경우, 정자를 짓거나 마을 주민
들을 위해 시장터를 제공해주거나 주민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기도 하였다.

요컨대, 응웬 꾸이 집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베트남 전통 시대의 가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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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혈연주의 혹은 가족집단의 모습을 부각할 수 있다. 제사를 통하여 조상과
후손의 연결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제사는 바로 조상이 물려준
업적을 어떻게 존속시키고 발전시켜 후손에게 인계하는가도 중요한 관심사로
되어 지는데, 이것은 가문의 평판과 위신을 유지시키는 일과 일치한다
(Jamieson, N, L, 1981: 269~273).
따라서 베트남 전통시대의 가족은 장자상속을 원칙에 있어 가족의 영속화
를 목적으로 하며 제사에 의해 선대와 연결의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성원들에게 한 가족 집단화가 된다. 결국 서로 상호부조하면서 복지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가족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한 공동체 복지를 제공해주
었다. 나아가 가족 집단덕분에 가족구성원에게 일찍부터 소속감을 느끼면서
안정하게 생활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가족이라는 집단은 물질적 보장할
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보장의 역할까지 해주었다.

4.2. 지연
4.2.1. 한국의 경우
전통 한국 사회는 가족주의뿐만 아니라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주의’도 같이
발달해 왔다. 앞서 살펴보듯이 한국의 전통 가족은 보호 장치로서 그 구성원
들에게 상당한 복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
적인 조선시대의 ‘공동체주의’가 어떤 비공식적 복지의 역할을 제공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향약(鄕約), 향도(香徒), 두레, 계라는 대표적인 예를 통해 확
인해보도록 한다.
한국은 17세기 중반 이후 사족세력들이 지역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유교적 지배 이데올로기가 지방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조선 중기
에 이르러 성리학적인 이념을 기반으로 지배층들이 자신의 터전을 바꾸어 새
로운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 때 이들은 성리학의 이념과 농법 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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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면서 기존의 토호세력을 밀어내며 ‘향권’ 교체를 주도하였다. 한편 조선
국가가 의도적으로 복지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는데 반해 이들은 자치적 향촌
조직들의 활성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리학적 질서가 공고화되며 가족 및 문중과 같은 공
동체가 중요해지고 이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공동체도
탄생하였다. 그 결과는 조선 중기 이후 광범위하게 보급된 지역 특색적인 ‘향
약(community compact)’이 나타났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한 ‘향약’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조선시대의 향약은 상당한 자율적26)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
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향촌 지식인들이 농촌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지역사회조직이었기 때문이다(한도현, 2003). 즉 조선의 향약은 사족공동
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족 집단 내부의 결속 수단인 동시에 향촌
공동체 내부의 차원에서 사족집단의 대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약은 유교이념에 입각한 사회운동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
은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운동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직면한 공통
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이었다(한도현, 2003: 207). 그러므로 향약은 주민들
의 자발적 성찰과 상호 권면을 강조하고, 관리들이나 사족들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함으로써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각종의 자율적 제도들도 같이 시행되
었다. 결국 전통 사회의 향약은 향촌을 도덕적으로 교화하고 했던 이상적인
자치 공동체이다.
한편 향약은 지역공동체의 장기적인 존속을 위해 도덕적 · 윤리적 행위 규
범과 함께 공동체의 ‘상호부조’ 관념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환난상휼’
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규정하였다. 이는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한 집안
26) 자율적인 성격은 ‘향약’을 가입할 때 자유의사를 철저하게 보장해주었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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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이웃들이 노력봉사나 물적 자원을 통해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따
라서 이 환난상휼의 협동 메커니즘은 전통 사회의 사회 안전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가서 향약은 향촌사회가 윤리 · 도덕적 차원의 유교적 이념 공동체를
넘어서 경제 공동체로 확립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이는 앞서 <표
4>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 ‘덕업상권’이 총 12항목으로 구분하여 되어 있다. 더 구체적으
로 사회관계항목, 혼례항목, 상례항목, 마을안전항목, 마을신앙항목, 대(對)국가
항목, 과거 관련 항목, 재판항목, 정직근검 절약, 회의절차로 나누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관계항목27)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부분
은 상례항목이다. 즉, 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약원 중에 상을 당할 때 다른 약
원들이 조문하고 재물로 돕도록 한다. 상례에 대한 규정은 조선의 향약에서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시대의 공
동체로서 향약은 상호교류를 통한 복지적 부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결국 주민들 간의 협력 네
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가서 향약은 비록 양반(사족)이 주체가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향소28)와는 달리 평 · 천민을 망라한 향촌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
시 말해서 향약은 위기시 특별한 보호망을 찾기 어려웠던 향촌민들에게 훌륭
한 사회보장이며 동시에 보험의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향약은 전통시대의 유
교적 공동체 복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 농민들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27) 사회관계 항목에서는 조선의 향약은 가정과 친척의 윤리 도덕을 강조하며 신분질서의 유지
를 강조한다. 특히 조선향약에서는 ‘효’를 강조하고 있으며 ‘효제’ 원리의 연장으로서 향당
에서의 장유유서를 강조한다. 말해서 조선 향약은 ‘가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한도
현, 2003).
28) 향소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향촌 차원에서 구축한 공동체적 자치기구이다. 향소가 향촌 양
반들의 상호교류 및 부조의 구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록 향소 자체를 복지 기구라 할 수
는 없지만, 그것은 향촌 양반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견인하여 상호 교류하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향소는 결과적으로 복지적 부조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제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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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생존을 담보하기 한 보호 장치로서 즉 농민들의 조직을 필요하다.
이 조직들을 통하여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거나 교환해야만 그로부터 삶을 영
위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야만 상호 연대하거
나 통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민조직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절실한 연결망이
자 강력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향약은 지배층의 복지인 반면, 향도, 두레
및 계는 농민들에게 직·간접 복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선 향도는 원래 고려시대까지 종교적 신앙결사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조
선에 이르면서 촌락사회의 구조에 밀착되어 촌락 단위의 공동체 조직으로 전
화되었다. 향도의 조직은 리(里)나 촌(村) 등 말단 자연촌락을 단위로 하여
7-9 인에서 100여 인 또는 40-50호 정도의 상·천민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한 향도는 공동 노역, 마을 잡역, 민간신앙이 가미된
마을 제사, 관혼상장의 공유와 그 ‘부조’를 수행하고 있었다(최우영, 2006:
249). 그리고 향도는 대부분 장례식과 같은 의례가 있으면 향촌원들이 공동으
로 협조하며 마을의 남녀노소, 천민들이 제한 없이 모두 참여했던 것으로 보
인다. 즉 이러한 상호 부조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김매기, 잔치준비,
손님 접대 등 마을 공동체의 일상적 필요에 폭넓게 부응하는 것이었다(이해
준, 1992).
따라서 이 향도는 촌락 구성원 간의 공동체적 교류를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며, 관습적이고 정기적인 자체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 마을 내 대소사를
논하여 어느 정도의 규칙성과 조식성도 갖추고 있었다(이해준, 1991: 23). 결국
향도는 적어도 조선시대에서는 전형적인 공동체 농민조직으로 기능하며 개별
이익보다는 평균화된 공동체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향도가 보
여준 공동체적 부조는 비록 자연발생적이고 조야한 수준이긴 했지만, 일반 민
중의 삶을 담보해주는 최소하고 유일한 복지기구의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측
면을 갖는다. 나가서 한국 전통시대에 있어 또 다른 공동체적 복지의 모습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두레다. 두레는 향도과 함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민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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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레의 출현은 농사기술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생산력 발전의 결과였
다. 즉, 조선 후기 들어 논농사 지역에서 이앙법이 발달한 결과 논농사에 김매
기 작업 등 노동력의 집중화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공동노동의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면서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 두레가 등장하게 되었다(최우영,
2006). 그러므로 두레는 높아진 생산력에 조응하기 위해 나타나게 된 농민조
직이었던 것이다. 또한 두레의 조직을 대개 최소 10명 이상, 평균 20-30명의
두레꾼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가 증가하면서 특히 조선 후기의 경우 대개 자
연촌을 단위로 독자적인 두레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이영훈,
2002: 270).
따라서 두레조직은 자연촌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으며,
두레는 향도의 ‘상호부조’ 기능 가운데 공동 노동의 기능을 전문화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이태진, 1989: 25). 다시 말해서 마을의 과부, 노인, 환자집 등과 같
이 공동노동에 참여할 노동력이 없는 경우, 두레는 그들의 농사를 대신 지어
주는 강한 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두레조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동노동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유사시 두레조직의 부조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 있어 두레는 역시 하나의 전통적 복지 개념이었다.
마지막으로 계이다. 계는 의도적으로 조직된 모임이다. 즉, 어떤 특수한 목
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된 조직이다. 계가 본
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이다. 계는 향도 및 두레와
달리 특정한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는 구체적 목적, 선택적 가입, 평등한
자격, 공동체의 위계적 성격 등의 특징을 갖는다. 즉, 계는 조선시대에 가장
분화된 당대 사회적 조건 하에서 향촌의 구조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편되어가
는 변화의 산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계의 경제적 기능은 공동체적 결속과 강
제보다는 이익을 고려하는 개별 농민들의 선택적 참여를 통해 한국의 여러 전
통 영역으로 확산되어 있었다.
따라서 계는 이 특정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형태가 나타나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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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계는 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였다. 계의 기금
은 초기에는 곡물, 면포, 상구(喪具) 등 현물이 주를 이루었지만, 화폐경제가
확산된 후기로 갈수록 현금으로 일원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최우영, 2006:
261). 결국 계도 전통 공동체의 하나로서 그 내부에는 전통적 복지의 기능이
함축되었다.
정리해보면 전통 조선 시대에서는 향도, 두레, 계와 같은 조직은 모두가 서
로 정도 및 기능, 영역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이 조직들
은 농민들에게 절실하고도 유용한 보호 장치였다. 이러한 조직은 농민들이 삶
의 과정에서 부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도
록 한 매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조직들이 하나의 전통적인
공동체로서 농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 요구를 해결해주면서 시대와 맞게 일반
적으로 삶을 담보해주었던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향약, 향도, 두
레, 계가 각각 시대적인 대표성을 가지면서 공동체적 복지기능을 동반하고 있
는 조직들이라 할 수 있다.
4.2.2.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의 역사에서는 일찍부터 복지 정책에 대하여 규정이 있었다고 확인
할 수 있다. 앞에 이미 규명한 것처럼 개인은 개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여야 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전통 사회에서 개인은 가족을 넘어서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했다. 즉 공동체가 사회의 운영 원리가 된다.
“멀쩡한 잎으로 찢어진 잎을 감싸다(Lá lành đùm lá rách, 라 란 둠 라 랏)”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주변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그것도 나의 탓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옛 법에는 이런 말이 실려 있었다.
“경성, 마을에서 병에 걸릴 때 보살펴줄 가족이 없거나, 집이
없어 절, 길, 다리 등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면 관리들이 직
접 찾아가서 머물 수 있는 데를 마련해주면서 이들을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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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약과 죽을 공급해줘야 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죽
었다면 위 관리에게 보고하여 매장해줘야 한다...”(Đặng
Cảnh Khanh, Lê Thị Quý, 2007: 111).

게다가 개별 가정이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사회 모두가 도와줘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과부, 고아, 장애인,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 관리자 무시하면 50대 곤장을 맞아야 한
다”(Đặng Cảnh Khanh, Lê Thị Quý, 2007: 111).

‘서로 도와준다’라는 문화가 전통 시대에서 계속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 전
통 문화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가? 앞에 이미 밝힌 것처럼 사람들이 가족
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족주의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전통
한국에서는 유교에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들이 지배층은 물론이고 피지배층
에게도 상당히 큰 복지의 역할을 했다고 규명했다. 즉, 한국의 전통 조선 시대
에서는 유교 개념에 입각한 향약은 ‘환난상휼’이라는 덕목을 만들어 향촌민들
에게 보험의 역할을 담보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공동체적 조직인 향도,
두레, 계는 일반 농민들에게도 직·간접으로 복지의 기능을 제공했다는 증거들
을 찾아보았다.
베트남 역시 전통 사회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하였다. 이 공동체에 기
반한 복지모델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유교의 영향
력으로 전통 생활에 뿌리 깊은 규례, 생활 질서를 통해서 유교의 영향력을 확
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유교적인 비공식 공동체 복지의 역할은
전통 베트남 사회에서 어떤 측면에서 표현되고 있었고, 그 운영 원리 및 기능
을 어떠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베트남의 향약
의 역할을 비교한 다음, 베트남 향촌에서 사회보장체계인 농민조직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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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전통 사회에서 유교의 이상으로 여겨진 사회모델은 바로 촌락 공
동체였다. 이는 촌락민들이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항
상 의존적 관계에 놓여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히 개인의 능력
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촌락이라는 공동체적인 단위,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통하여 문제를 조직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향약은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의 결사
체라고 한다(한도현, 2003).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향약은
‘신분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상당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교 지식인들
이 지역 사회참여, 지역 사회책임 등을 통해 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
는 목족을 가졌다.
먼저 <표 3> 및 <표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베트남 향약은 조선 향약
과 달리 마을의 안전과 평화를 강조하면서 치안활동에 대한 규정이 더 많이
있다. 따라서 베트남 향약은 중앙정부의 요구보다는 ‘마을 공동체적 요구’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지만 베트남의 향약29)은 랑싸
(làng xã)라는 촌락 단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좁은 범위에 활용되어 민중과
밀접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베트남 향약은 조선 향약보다 ‘자율적’ 성격이 강하다. 즉, 베트남 향
약에서 보통 조직구조와 관련된 항목은 마을구조 및 마을 내 사회조직들의 구
조를 다룬 반면에 조선시대 향약은 마을의 사회조직 구조가 아니라 향약의 조
직 구조를 다룬다. 따라서 베트남의 향약문에서 다루는 사회조직들을 보면 마
을의 하위조직인 쟙(giáp), 쏨(xóm), 응오(ngõ), 호이동끼묵(hội đồng kỳ mục,
council of nobles), 리직(lý dịch)30), 프엉(phường), 호이(hội), 호(họ) 등이 있
29) 이는 조선시대의 ‘동약’과 비슷하다.
30) <표 5> 전통 베트남 마을의 사회 조직
조직
기능
- 전근대 시대에서 쟙은 베트남의 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쟙
- 마을 축제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공동 노동, 공전(公田)분배, 납세 등을 맡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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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도현, 2003: 220).
<그림 4> 19세기 이후 베트남의 촌락 마을의 행정 사회 조직

출처: Bùi Quang Dũng, 2010: 108.
- 이러한 여러 가지 공동 활동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상호부조를 위한 조직
이다. 문중을 중심으로 또는 마을 내의 같은 이웃에 사는 사람끼리 연합된 조
직이다.
- 그 자체의 재산을 보유하고 의례를 행하며 회원들 간에 지위 서열도 가진다.
호이 동 마을의 사회생활에 대해 최고의 결정권을 지닌 엘리트 집단의 조직이다.
끼묵
국가 사이를 연결하는 실무자로서 호적 관리, 세금 징수, 병역 차출 등
리직 마을과
을 맡는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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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의 향약에서는 마을 치안과 방어에 대한 항목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베트남 향약에서는 마을을 지키는 치안활동의 규정이
많이 보인다. 즉, 베트남의 향약은 마을의 안전과 평화를 상당히 강조하며 따
라서 도둑 금지, 도박 금지, 남녀 간 부정 금지, 마을 해자(垓字) 파괴 행위 금
지, 마을의 대나무 올타리 파괴 금지, 마을 순찰, 생산물 보호, 도둑 체포와 관
련된 상벌과 같은 규정이 더 많다.31)
그러나 조선 향약과 베트남 향약은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다르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상당한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양국의 향약에는 마
을의 안정 및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많은 생활 질서의 규정이 있
다. ‘상호부조’는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베트남 전통 사회에서도 적
어도 복지의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향약은 모든 구성원들
간의 상호부조, 환난상휼을 매우 강조하며, 재난을 당한 사람을 위해 재화를
거두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의무였다. 또한 상을 당한 집안이
있으면 서로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규정하고 상례도 가족의 범위를 넘어 공동
체의 행사가 된다.
결국 향약은 공동체의 차원으로서 서로 베풀면서 호혜적인 관계를 구성하
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베트남 향약은 전통 사회에서는 부조적의 측
면에서 적어도 상당한 보편성을 가지면서, ‘부조’가 생활의 일반화된 행위 원
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전
통 농민들은 항상 촌락마을의 공동체를 ‘이웃관계’로 여겨서 한 촌락마을 안에
서 같은 땅을 경작하며 서로 도우면서 살아갔다. 이는 베트남 전통 시대의 기
본 특징이며 인간의 생활 질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의 수준에서 청룡신과 거북신이 보호신으로 숭배되는 것처럼 촌
31) 사회관계와 관련된 항목에서 혼례나 상례에 대한 규정이 있다. 많은 향약문들이 결혼식, 결
혼예물(nộp cheo, 놉 째오)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놉 째오라는 결혼 예물은 마을에
다 내는 것인데 신랑신부가 다른 마을인 경우 많이 내어야 하고 같은 마을이면 그 액수가
절반이었다. 마을에 필요한 것에 따라 현금이 아니더라도 그 액수만큼 내야한다. 이것은 마
을내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는 결혼이 마을 사람에게 다 알
려져 있으니까 사이좋게 살아야 쉽게 파혼,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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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는 촌락민들이 안녕과 복지를 누리기 위하여 보호신 탕 호항(Thành
hoàng)32)을 의무적으로 정하여 숭배하여야 한다. 신격화된 그 ‘영웅’신들이 바
로 촌락 보호신 탕 호항(Thành hoàng)이며, 이에 대한 제사는 촌락 내의 높
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호이 동 끼 묵에 의하여 지내지도록 하였다.
동시에 이 보호신들이 모셔지는 장소는 딘(đình)이라 부르며, 촌락이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딘이 먼저 건립되어지고 그 안
에 보호신이 모셔져야만 했다. 딘은 어느 촌락에서나 동일한 형태로 건립되며
단지 크기만 다를 뿐이다(하순, 1994). 특히 딘은 엄숙하고 성스러운 분위기에
부합되도록 위치 선정이 잘되어 건립되면 촌락의 복락과 발전이 유지될 수 있
다고 믿었다. 게다가 딘은 촌락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행사와 촌락민들을 위
한 행정업무를 하는 곳이기도 한다.
다른 한편 지위의 획득과 상승 및 그것에 대한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딘에
서 이루어지는 제사 이후 잔치에 경제적으로 많이 후원을 하거나 직접 그 잔
치를 주재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딘에서 벌어지는 제사 후의 잔치에서 호 동
끼 묵은 경제적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후원을 하거나 직접 그 잔치를 주재하는
횟수가 많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부(富)를 많이 축적했으면 촌락민들에
게 관대함을 베풀고 봉사를 하는 행동이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었고, 또한 사
회적 지위와 위신에 따른 조세의 의무까지 잘 지키고 마을 규범을 잘 따르면
촌락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촌민들
에게 잔치를 통하여 음식 제공하는 것 혹은 나눔의 형식을 통하는 것은 공동
체의 단결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베풀음, 교환, 답례
32) 촌락마을마다 보호신이 하나 존재하다. 어떤 곳는 보호신을 2, 3 혹은 5, 6으로 모시니까
이때는 복신(福神, Phúc thần, 푹 턴)이라고 한다. 복신은 상신(thượng đẳng thần, 트엉 당
턴), 중신(Trung đẳng thần, 쭝 당 턴), 하신(Hạ đẳng thần, 하 당 턴)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보호신은 보통 마을의 영웅이나 마을에 공덕을 세운 관리가 있으면 그의 공덕을
기억하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이 신으로 모셨다. 그 후에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 사
람들은 “땅은 지신(地神)이 있으며 강/바다은 해신이 있는 듯이 마을은 마을의 부유와 안전
을 위해 보호신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마을 보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은 음력 매월
초하루와 보름, 계절이 바뀌는 날, 섣달 그믐날 및 따오 꾸언(Táo quâ,n, 부엌신) 신이 하
늘로 올라가는 음력 12월 23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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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호혜적 공동체 전통을 강조하는 마을의 관습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통 시대에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관건은 바로 ‘상호부조’의 원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서 <그림 4>에서 보듯이 촌락 마을에서 연령에 의해 주어지는 서
열 체계는 기본이며 특별한 지위가 따로 부여되어짐에 따라 세부적인 위계 서
열이 재구성된다. 쟙, 호이 동 끼 묵, 리직 이 외에도 마을 내의 등급으로 카
오 봉(khao vọng)33), 노인의 권리(lão quyền, 라오 꾸엔), 남자의 권리(nam
quyền, 남 꾸엔), 마을 권력 엘리트의 권리(trưởng quyền, 쯔엉 꾸엔) 등이 있
다. 마지막은 “박딘”(백정, 白丁, bách đinh)인데, 이 박딘은 바로 13세-49세까
지 마을 내의 권력자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일반 농민들이다.
그리고 농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phe
phái’(패 파이, 패/그룹)라는 조직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모임에서 젊은 농민들
이 사회 생활을 배우게 되며 마을의 관리 역할들을 맡기 위해 미리 연습하게
된다. 따라서 마을 사회에서는 성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여러 가지
패 파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 ‘phe tư văn'(패 드 반,
Assembly of Literati)이 가장 중요하다.34)
한편 패와 같이 “hội"(호이, 협회/연합)라는 것도 존재한다. 패 파이가 마을
의 차원에서 일을 수행한다면, 호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을 실행한다. 즉, 호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모인 조직이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개인들에게
호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농민의 삶을 담보해주는 최소한의 그
리고 유일한 복지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호이 드 껍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Hội tư cấp"(호이 드 껍)은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상호 부조 조직이다.
호이 드 껍은 구성원들에게 현금을 서로 도와주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나아가
이를 다양한 대상들에게 확산하기 위하여 호이 드 껍에 밑에 여러 가지 부조
조직이 존재한다.
33) 카오봉이란 관직 승진이나 마을 내 등급 승진 때 당사자가 베푸는 축하연을 말한다.
34) 패 드 반의 구성원들은 모두 지식인이다. 이 조직은 보호신의 직위 및 공덕에 대하여 부각
하기 위하여 “제문”(tế văn, 떼 반)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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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Họ mua bán'(호 무어 반)은 매월 미리 정둔 일정한 금액을 ‘cái họ'
(까이 호)라는 사람에게 낸다. 이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날짜가 되면 까이 호의 집에 모여 ‘매매’하기 시작된다. 예를 들면 한 호 무어
반에 10명이 있다. 매월 10동을 낸다. 따라서 총 100동35)이 있을 것이다. ‘매
매’하는 날에 80동을 가지고 매매할 것이고 나머지 20동은 3동 쯤 까이 호에
게 수고비로 지불하고 17동으로 이번에 매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자를 나누어 줄 것이다. 매매가 시작되면 종이에다가 이름을 적고 뽑는 형식
으로 하며 가장 먼저 뽑히는 사람은 ‘họ"(호, 총금액)을 즉 이번 달에 80동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에 따라 이 조직은 보통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길 경우 현금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사
용하게끔 해주고, 필요 없는 자는 이자를 대가로 받고 마지막으로 돈을 누릴
수 있다.
둘째로 ‘Họ hiếu(호 히에우, 부조회)"는 마을마다 반드시 있는 조직이다. 구
성원들이 순서대로 “Trưởng họ(쯔엉 호, 회장)를 한 번씩 해야 한다. 호 히에
우는 구성원들 중에 부모나 친한 사람이 죽으면 쯔엉 호에게 알리고 쯔엉 호
가 다른 구성원에게 통지하며, 이 때 무든 회원들은 돈, 쌀 및 과자를 만들어
부조를 한다. 호 히에우는 장례식에 필요한 의례 도구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
가정마다 필요시 빌려 쓰도록 하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을 공
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는 “Họ hỉ(호 히)"이다. 호 히는 집을 지을 예정이 있거나 결혼을 준비
할 자식이 있는 집안의 구성원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조직이다. 이것도 미리
정하는 금액이 있어서 매월 돈을 내며 급한 대로 돈을 사용해주는 역할이 있
다.
마지막은 “Họ ăn tết(호 안 뗃)"인데 이것도 생계 경제의 생활 내부에서
상호부조 조직의 자발적인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매월 돈을 거두고 이 돈을
쯩어 호(회장)가 사용하여 이익을 내야 한다. 설날을 앞두고 번 돈들을 가지고
35) 동은 옛날 통화 단위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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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고기, 소, 돼지 등을 사서 구성원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형식이다. 이 호
안 뗃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적어도 명절 때 먹는 것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호 드 껍은 주로 물질적인 측면을 담보해주는 반면에 정신적으로 담보해주
는 호이도 있다. 즉 오락을 목적으로 모였던 호이들이다. 예를 들면 “hội võ"
(호이 버, 무술의 그룹), hội chèo(호이 째오, 노래 그룹) 등이다.
"Phường"(프엉)은 패와 호이의 성격과 다르게 한 마을에서 같은 수공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상품을 생산하는 직업조직들이다. 생산된
상품들을 팔아서 소득을 받은 다음에 구성원들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현금
으로 도와주도록 하거나 노동력이 부족한 집안에게 노동력까지 지원해주었다.
가령 구성원 중에 어려운 집안이 없을 경우 연말에 얻는 소득을 다 계산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집단적 가치는 마을사람들을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
할 수 있기 하였으며, ‘상호부조’라는 전통을 통하여 복지와 재분배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즉 전통 사회에서는 상호간 의존과 의무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물질적 복지는 물론이고 심리
적, 사회적 상호관계까지 가져왔다. 결국 이러한 빈번한 상호교류를 통해서 만
들어지는 친밀한 인간관계는 마을내의 불평등 체계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하순, 1994: 224). 나가서 불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성된 이 조직들은
전통 베트남 마을(랑싸)에서는 보험의 역할 혹은 복지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제도적인 공동체는 윗사람과 아랫사람들 사이의 상호 조
화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마을의 사회조직을 통하여 형성된 공동체들의 비공식적인 복지의
역할을 확인해왔다. 이 외에도 마을의 규례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고립된 개인
들 혹은 가난한 개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호혜적 공동체도 발견할 수 있
다. 18세기 이후 대부분 마을의 규례에는 공적 땅은 가난한 사람한테 양보해
줘야 한다는 항목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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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공적 땅은 일부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자들에게 생계
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용하도록 양보해줘야 한다.”

또한 Công quán(공꾸안)이라는 장소가 마을마다 하나씩 존재하였다. 마을
의 규모가 크면 쏨마다 ‘공 꾸안’이 하나씩 가지게 되어 있다. 이는 마을의 기
금을 사용하거나 돈이 많은 집안들이 기부하여 만든 곳이다. 공 꾸안은 보통
밭 중간에 위치하거나 길 옆에 위치한다. 그리고 공 꾸안을 사용하는 목적을
보면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이나 먼 곳에서 지나간 여객들에게 쉴 수 있게끔
하는 곳을 뜻한다. 이 외에도 마을의 행정 모임이 있거나 밤에 치안을 관리하
기 위해서도 이곳도 사용하도록 하였다. 매년 봄 전에 마을 사람들은 감사하
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다음은 "Nghĩa sương(응히아 스엉)"이다. 응히아 스엉은 논, 쌀, 오곡 등을
저장하는 마을의 창고이다. 이 창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을
뽑아 꾸준히 관리토록 했으며, 마을의 창고에서 쌀을 훔치는 행위가 생기면
벌을 받도록 하고 흉작(凶作)이나 기근이 나타나면 그해 마을의 가난한 사람
에게 쌀을 나누어주는 기능을 가진다.
Kỵ hậu는 마을에서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면 “hậu"(허우, 결말)를 구매해야
하는 풍습이 있었다. ‘허우’를 구매하는 사람은 마을 공동에게 현금을 내야하
며 마을은 이 돈을 받고 ‘딘’을 수리하거나 공적 일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뿐
만 아니라 ‘허우 구매자’가 마을에게 땅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 땅은 공적 땅이
되었다. 마을은 이 땅을 소유하여 경작하고 생산하며 소득을 냈다. ‘허우 구매
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은 후에 마을은 비석에다가 ‘허우 구매자’의 이름이나
주소, ‘허우’를 얼마나 냈는지 등을 작성하며 이 외에도 그 사람의 공덕 등등
몇 가지를 작성하여야 했다. 마지막 절차는 비석을 건립하는 날에 ‘허우 구매
자’가 촌락민에게 잔치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허우 구매자’가 죽
은 후에 아들 대신 제사를 지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날은 ”giỗ
hậu(지오 허우, 제삿날/기일)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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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모든 비공식적 조직들은 그 회원들 간의 상호적 결속을 통하여
상호부조를 이루며, 이러한 관계구조를 통해 사회 조화를 유지시켜주며 마을
복지체계를 구성하였다.
베트남 전통 사회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제사, 마을 축제, 잔치 등을 통하여 체면, 지위 및 위신을 표현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관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에 대한 절약하는 생활로
확산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부’를 다시 축적하는 것이 기능해지고,
복지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가치로 부각될 수 있다.
전통 사회에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약은 물론 신분지배
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의 구성원에게 상당한 상호부조활동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향약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강
조하였기 때문에 전통 사회의 민중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미리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신분이 완전히 독립되어 생활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의 구
성원으로서 서로 교류하면서 도와줌으로써 전통사회에서는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가 큰 의미를 함축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4.3. 학연
조선 시대에서 유교 지식은 지식인이나 일반인 대부분이 지녀야 하는 지식
이자 교양이었다.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은 성균관, 향교, 서원 등 공사립을 막
론하고 거의 유교경전과 유학자들의 저술로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향교나 서원 혹은 성균관과 같은 곳을 거쳐 유교
지식을 시험내용으로 하는 과거시험을 통과하여야 공직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통 조선 시대에는 유교적 교양과 전문지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
었던 시대였다. 따라서 초선 초기부터 과거제는 인재를 합리적으로 등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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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도로 설계되었다. 즉, 제도적으로 과거 시험은 양민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고, 실제로 조선초기에는 소수의 평민들이 과거에 합격
하여 관직에 진출하는 사례들도 있었다(Ch'oe, 1987). 이러한 점에서 과거시험
의 본질은 응시자가 출신에 관계없이 응시자의 지적 능력만 보고 시험하는 데
있었다.
조선왕조는 중앙집권 국가였기 때문에 관직은 중앙직과 지방직으로 분류되
었다. 관직의 수는 15세기에 제정된 ‘경국대전’에 의해 규정되었다. 또한 관직
취임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물론
고위 관료의 추천을 통해 지방관 혹은 낮은 지위의 경직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핫또리(2004: 28)에 의하면 과거는 문과, 무과, 잡과로 나눠지는데 문
과가 다른 과에 비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따라서 관직 취임자의 일반
적 코스는 과거의 문과에서 합격하여 관직의 계단을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다음 <표 6>에서에 확인할 수 있다.
<표 6> 한국의 전통 문과 급제자 수
년대
년수
태조(1392) ~ 성종(1494)
103
연산군(1495) ~ 선조24년(1596) 102
선조25년(1597) ~ 경종(1724) 128
영조(1724) ~ 정조(1800)
76
순조(1800) ~ 고종31년(1894) 94
출처: 핫또리, 2004: 29에서 재인용.

문과 급제자
수(명)
1,796
2,350
3,833
2,901
3,740

1년 평균
급제자 수(명)
17.4
23.0
29.9
38.2
39.8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이 건국된 지 처음 100년 동안의 연평균
문과 합격자 수는 17.4명이었다. 그리고 다음 100년 동안에는 23.0명이며 그
다음 100년 동안에는 29.9명이었다. 그 다음에는 38.2명, 그리고 마지막 약 100
년 동안에는 39.8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6>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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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의 각 시기마다 항상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거기에다가 문과 급제자의
숫자가 줄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미 지적했듯이 전통 조선 시대는 부계 혈연집단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부계 친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중은 자신들의 혈연적 유대를 유지하
면서 동시에 다른 문중들과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족보의 간행과 공동의
조상에 대한 조사와 같은 문중 조직의 강화에 필요한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
용했다(김동춘, 2002; 김필동, 2009). 하지만 특정 문중이 문중의 지위와 특권
을 후대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 정치와의 긴밀한
유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 과거제도는 특정 문중의 우월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최연식·임유진, 2011: 285).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 사회의 인간관계와 연결시켜 고려해보면, 가족을 재
생산하기 위하여 결혼 상대방의 가문까지 고려하여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사
회적 강제가 작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의 영속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확대의 계기’와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축소의 계기’가
서로 작용하며, 그 길항을 통해 통혼관계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구획되게
되었다(핫또리, 2004 : 30). 가문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또한 서로 자
원을 재분배하기 위하여 조선 시대에서는 과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아주 복잡
한 인척관계가 쌓이게 되며 지위를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요컨대 한국사회의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높은 교육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높은 교육열은 유교 전통의 영향 밑에서 대표적으로 교
양을 실현하려는 강력한 욕구의 표현이다. 이 보편적 열기가 가족주의적 재현
의 동기를 읽어내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자식에의 투자는 다름 아닌 재현의 연
속성을 보험행위이다. 선대보다 더 나은 삶,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경제적인 동기의 의미까지 함축한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하나의 보호 장치가
아닐까 싶다.
한편, 베트남의 전통 과거시험제도를 보면 한국 조선시대를 비교하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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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향약의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듯이, 조선이나 베
트남의 향약에서 유교지식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두 나라 모
두는 과거제를 통해 관료를 선발하였는데 이러한 관료선발 제도가 다시 향약
에도 반영되어 있다. 베트남 향약문에는 과거 분지, 과거합격자, 관직 진출, 승
진 등에 대한 규정들이 많다. 왜냐하면 마을에 과거급제자가 나는 것을 마을
의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한도현, 2003).
전통 베트남에서는 리(Lý) 왕조부터 과거시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레 왕조 태조 6년(黎太宗, Lê Thái Tông. 레 타이 동) 1438년대 과거
시험의 규칙을 본격적으로 바꿨다. 3년 한 번씩 과거시험을 개최하고 Thi
hương, thi hội, thi đình(티 흐엉, 티 호이, 티 딘)의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동시에 베트남 전통 사회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과거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마을의 각종 의무를 면제해주었다. 과거 시험에 나가는 사람에게 경비를 지원
하기도 하였고 마을에서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과거급제자나 관직 진출
자가 나타나면 마을이 축하잔치를 마련하고 당사자도 답례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 즉, 이것은 과거 시험을 본 후 “tú tài(두 다이, 고등학고 졸업)"부터
"tiến sĩ(디엔 시, 박사)까지 직명들이 있어 급에 따라 두 다이나 디엔 시라고
부르게 되며 잔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체가 첫째 신에게 보고한 다음에 촌락
민에게 음식을 베푸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전통 시대의 잔치 음식을 베푸
는 형식도 어떻게 보면 촌락민에게 하나의 식량 보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도 유학을 공부한 사람은 호이 뜨 반이라는
마을의 엘리트 조직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육이 중시되었
다. 선생에 대한 존경도 높았고 모든 집안이나 출신과 관계없이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점도 조선시대와 비슷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및 베트남 전통 시대의 과거시험을
통하여 보면 두 국가에서 과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따라서
교육은 하나의 사회보호 장치로 간주되며 더 발전한다면 특히 경제 발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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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로 여겨질 수 있다. 게다가 과거를 통하여 만든 다양한 인적관계들은 현
대 사회에 들어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제도의 발전에 가장 큰 요소로 기여하
였다.

4.4. 소결
지금까지 연고집단의 혈연 · 지연 · 학연이 전통 사회에서 어떠한 비공식
적 복지의 모습으로 기능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통 한국과 베트남 사회에
서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문화에 정서적으로 매우 친숙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양반의 복지라고 할 수 있지만 뒤에 갈수록 더 넓은 대상, 특
히 농민에게도 사회 복지 공급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시대의 한국과
베트남의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상당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할 수
있다.
앞서 파악한 것처럼 전통 한국이나 베트남 사회는 부계 혈족집단이 지배적
이었다. 또한 가족의 목적은 가족의 확산보다 가족의 영속화라고 말할 수 있
다. 그 예로 장자 계승, 장자 재산상속, 제사 중시 등을 꼽을 수 있다. 비교의
과정을 통하여 전통 한국 사회 및 베트남 사회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 이외에
대부분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왔다. 전통 시대의 가족주의, 공동체
주의는 나아가 서로 상호부조하면서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즉, 전
통 시대에는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족복지, 공동체복지
는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속감,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이러한 전통의 가치들은 현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보호 장
치, 혹은 사회복지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서로 다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같
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호부조하면서 살아갔던 전통사회는 바로 비
공식적 공동체 복지를 의미하고, 이는 다시 말하면 더 보편적인 복지를 학습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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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사회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모습
5.1. 혈연
5.1.1. 한국의 경우
앞서 전통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 복지 영역과 가족 이외
의 공동체들을 통한 비공식적 복지 부문을 소개하였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
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복지 부문이 지배적이었다면, 현대사회로
이행하면서 가족과 국가를 중심으로 복지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보인
다. 즉, 가족은 여전히 자기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교에 기반한 전통
사회 가족의 가치들은 현대에 들어가면서 그 가치들을 어떻게 유지하게 되는
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하고 있는지를 이 장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한 한국에서 전통적인 가족복지의 역할이 사라지기보다
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현대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다. 즉, 오늘날 근대적 형식
의 확산에 따라 가족주의가 현저히 약화되는 것보다 오히려 가족주의는 다양
한 변형 및 갱신을 통하여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부계혈연의 한국 가족은 끊임없이 가족 구성원에게 보호와 ‘부조’의
역할을 담보해주었다. 유교의 전통으로 현대 한국 사회의 일상생활에 많은 부
분에서 사회의 비공식 영역과 관련된 제도는 여전히 ‘유가화’ 되어 있다. 엄청
난 자식 교육의 열기와 투자, 노부모 봉양, 형제들 간의 상호 부조 등도 바로
가족주의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 ‘상호 부
조’가 하나의 독특한 문화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사회 가족의 비공식적 복지의 역할을 증명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 현
대 가족의 본질을 살펴볼 것이다. 전통 부계 혈연적인 한국 가족의 본질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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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장자상속, 동족촌락, 족보 및 서원의 논리와 어울리며, 가족은 가족적 경계
를 설정하고 혈연적 공동체를 강화해 나간다. 한편, 현대 산업화 과정에서 한
국 사회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였고 이들은 대부분은
도시에서 비농업 분야에 취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대량의 인구이동 및 산업
화는 가족 형태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표 7> 한국 가구 규모별 가구 분포

(단위: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합계
1975
4.2 8.3 12.3 16.1 18.3 40.7
100
1980
4.8 10.5 14.5 20.3 20
39.8
100
1985
6.9 12.3 16.5 25.3 19.5 19.5
100
1990
9
13.8 19.1 29.5 18.8
9.8
100
1995
12.7 17.3 20.7 31.4 12.4
5.5
100
2000
15.5 19.1 20.9 31.1 10.1
3.3
100
출처: 『한국의 사회통계』, 1996, 2003년판; 핫또리, 2004: 135에서 재인용.

<표7>에서 산업화 초기인 1975년에는 가구의 40 % 이상이 6인 이상 가족
이었고 5인 가족은 18% 이상이라서, 5인, 6인 가구는 합치면 약 60 %에 달했
다. 하지만 6인 이상 가족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80년대, 90년
대 그리고 2000년대로 나누면 6인 이상 가족은 20 %, 10 %, 3 %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1인, 2인 가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 와서 결혼하여 살거나, 노부모를 농촌에 남기고 부부가 직장 때문에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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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 도시와 비도시의 가구 인원수
1995

2000

(단위: %)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1인
11.8
15.6
14.6
18.9
2인
14.5
24.9
16.8
27.6
3인
20.8
18.7
21.5
18.4
4인
34.5
22.3
33.6
21.7
5인
13.2
11.6
10.3
9.2
6인 이상
5.2
6.9
3
4.5
합계
100
100
100
100
평균 가구 인원수
3.4
3.1
3.2
2.9
출처: 『한국의 사회통계』, 1996, 2003년판; 핫또리, 2004: 137에서 재인용.
한편, <표 8>에서 세대 크기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보면 1995년도
도시의 평균 세대 인원수는 3.4명이고 농촌에서는 3.1명이었다. 2000년에 들어
가면 각각 3.2명과 2.9명이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사회에는
가족은 대다수 소규모 가족(핵가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한 과정을 겪고 나서 한국의 가족 규모를 달라졌는데
한편 그 본질까지 달라졌던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산업화 이후
가족의 구조, 구성원 등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가족의 기본 특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유교적 전통 한국 사회는 자급자족적인 공동체 사회였다. 따라서 한국 사
회에서는 형성된 협동과 희생을 통해 집단의 가치를 강화하고 또한 이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즉, 유교에서는 백성의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공동체적인 연대를 강화시키고자 하였고 따라서 사회보
장을 강화하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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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 현대 사회는 서구에 비해 가족주의와 ‘효’ 개념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는 아직도 ‘효’의 논리가
존재하면서 복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제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는데, 효는 ‘생명의 연속’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조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제
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친밀한 유대 감정을 형성하며 가
족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강화시켰다.
최근 들어 가족의 전통적 특성 및 가치들이 급변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
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복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의 사적이전(private
income transfer)36)이 여전히 복지 부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에 대한 공식적, 제도적 국가 역할이 증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노인 복지를 담당해왔던 사적 가족의 기능이 결정적으로 비공식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유교적 가치를 통해 창출되는 자본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측면
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양방적인 이익을 동시
에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양은 단순한 물질적인 부양을 의미하지
않고 심리적인 부양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추구한다.
오늘날 한국은 고령사회라고 할 수 있다. <표 9>에서 보듯이 산업화를 시작한
1970년대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체 인구의 3.1 %에 불과했는데, 이는 2012년에는
전체 인구의 11.8 %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령
화 지수가 2030년 24.3 %, 2050년 37.4 %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보인다.

36) “사적이전이란 다른 가구에 속한 친족들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만으로 정의하는 경우
가 있는 반면, 한 가구에 속한 개인들 중 부모와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를 제외한 다른 가
구원, 예를 들면 조부모, 같이 사는 성인자녀와 오간 현금 또는 현물을 사적이전으로 정의
하는 경우도 있다.”(성재민, 2006: 76).
- 69 -

<표 9> 한국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1970 1990 2000 2012 2020 2030
총인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42.5 25.6 21.1 15.1 13.2 12.6
15-64 54.4 69.3 71.7 73.1 71.1 63.1
65세이상 3.1 5.1 7.2 11.8 15.7 24.3
65 -74세 2.3 3.5 4.9 7.1
9.0 14.6
75-84세 (0.8) (1.6) 2.0 3.8
5.1 7.2
(75세이상)
85세이상 - - 0.4 0.9 1.6 2.5
출처 : 한국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1.
<그림 5> 한국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출처 : 한국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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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2040 2050
100.0 100.0
11.2 9.9
56.5 52.7
32.3 37.4
15.8 15.3
12.4 14.4
4.1 7.7

뿐만 아니라 OECD 통계에서 보면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고
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할 수 있다. <표 10>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에 고령화 속도가 7 %이지만 이는 2022년도에 1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
다. 즉,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7 %에서 14 %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22년 정도
가 소요될 것이다. 더 자세히 보자면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 고령
화 사회가 늦게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 프랑스는 1862년도에 고령화 속도가 이미 7 %에 도달되었지만 14 %까지
도달하는 것도 1979년도, 즉 115년을 소요하였다. 대부분 국가들(일본 제외)은
고령화 속도가 7 %에서 14 %에 이르는데 적어도 약 40년부터 80년까지 시간
을 소요한다. 이 결과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이고 이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0> 주요 OECD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
노령인구* 가속도
구분
7%
14%
Korea(한국)
2000
2022
Japan(일본)
1970
1994
Finland (핀란드)
1958
1994
Germany (독일)
1932
1972
Greece (그리스)
1951
1992
Portugal (포르투갈)
1951
1992
Poland (폴란드)
1966
2013
U.K. (영국)
1929
1976
Swiss (스위스)
1930
1982
Italia(이탈리아)
1927
1988
Canada (캐나다)
1945
2010
U.S. (미국)
1942
2013
Sweden (스웨덴)
1887
1972
France (프랑스)
1864
1979
주: *노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
자료: OECD 2011: 83; 임양택, 2011: 2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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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연수
22(예상)
24
36
40
41
41
47(예상)
47
52
61
65(예상)
71(예상)
85
115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를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누가 노부
모의 노후를 부양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국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가구 형태
별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표 11>는 1998년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49 % 정도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었지만, 이 수치는 2004년에는 38.6 %로 감
소하였다. 대신 ‘자녀동거 노인 가구’가 ‘노인 부부가구’로 전환된다. 즉, 노인
부부가구에 속한 노인인구의 비율은 자녀와의 동거 비율이 감소한 만큼 증가
하였다. 하지만 이 자녀와의 동거 비율이 낮아진 지수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측면에서 가족의 부담을 줄이거나 가족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1> 한국 가구 형태별 노인인구의 분포(65세 이상)

(단위: %)

1998
2004
노인 독신가구
17.9
20.6
노인 부부가구
28.0
34.4
자녀동거 노인 가구
48.6
38.6
기타 노인 가구
5.5
6.4
계
100.0
100.0
출처: 정경희 외(1998: 103), 정경희 외(2005: 203); 김진욱, 2011: 267에서 재인
용.

따라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비공시적 부문인 가족복지를 더 부각하기 위하
여 『한국의 사회지표』각년도의 ‘부모의 생계부양’이라는 항목을 살펴볼 것이
다. 부모를 부양하는 장남은 1994년 33.1 %, 1998년 27.0 %, 2002년 22.7 %,
2006년 15.6 %, 2008년 14.6 %로 순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보인다. 전통적인
장자상속, 장자 우대, 혹은 집을 계승하기 위하여 부모 봉양은 장자의 책임인
데 현대의 모습인 <표 12>를 보면 장남의 부모를 봉양하는 역할이 점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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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도 장남이 부모 부양의 책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 책임은 다른 자식들에게도 이전되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표를 보면 ‘아들과 딸들’이 1994년 11.1 %에서 2008년 25.9 %
로 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상속에 대한 의식변화가 있
다고 짐작할 수 있다.
<표 12> 한국의 부모의 생계 부양
가구주 부모의 생계부양자
부
모
년도 계 신
스스로
(전국) 가구주 가족
아들과
장남 아들들 딸들 딸 들 해 결
1994 100.0 62.1 33.1 16.3 1.6 11.1 37.6
1998 100.0 58.2 27.0 19.8 1.8 9.6 41.6
2002 100.0 53.3 22.7 17.5 1.7 11.4 46.3
2006 100.0 54.6 15.6 12.1 2.1 24.8 44.8
2008 100.0 52.9 14.6 10.5 1.9 25.9 46.6
출처: 『한국의 시회지표』각 년도.

(단위: %)
기타
0.3
0.2
0.5
0.5
0.5

동시에 <표 13>의 노인 부양에 관한 통계는 『한국의 사회지표』2003년판
에서 부문이 ‘가족’ 부문에서 ‘복지’ 부문으로 옮겨졌고, 질문도 ‘65세 이상 인
구의 주된 부양자’로 되어 ‘장남과 며느리’가 55.7 %, ‘장남 이외의 아들 및 며
느리’가 22.9 %, ‘딸 및 사위’가 9.9 %, ‘정부 및 사회단체’가 9.3 %로서 역시
부모부양은 아직도 장남이 절반이상 담당하고 있다. <표 12> 및 <표 13>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을 부양하는 데 있어 가족은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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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주된 부양자(2000년도)
장남과
그 외의
딸과 기타 정부
며느리 아들과 며느리 사위 친족 사회단체
55.7
22.9
9.9 1.2
9.3
남
56.8
23.7
8.7 0.8
8.9
여
55.2
22.6
10.4 1.4
9.4
도시 54.6
22.4
12.0 1.4
8.4
중소도시 56.2
24.0
7.6 0.9
10.2
군
58.3
23.7
5.3 0.9
11.2
출처: 『한국의 사회지표』2003년판; 핫또리, 2004: 144에서 재인용.
<표 14> 한국의 주 수발자와 노인의 관계(2004년도)
2004
29.7
31.8
13.8
15.3
3.3
2.3
1.4
2.4
100

배우자
장남, 며느리
장남 외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친인척
친구, 이웃, 기타
유급간병 수발자
합계
출처: 김진욱, 2011: 268에서 재인용.

(단위: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

노인이 간병을 요하는 경우에도 주 수발하는 역할은 바로 배우자와 자녀
등인 가족이다. <표 14>에서 보듯이 2004년도에 배우자는 29.7 %, 장남 및
- 74 -

며느리가 31.8 %, 장남이외 아들 및 며느리는 13.8 %이며 딸 및 사위는 15.3
% 등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가족구성원이 노인의 주 수발자인 비율이 90 %를
넘었다. 여기에서도 가족은 노인 간병의 부문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표 15> 한국 부모생활비 주 제공자 (가구주, 2010년)
계

장남,
아들,
및 며느리 며느리

전 국 100.0 32.8
20.1
도 시 100.0 30.2
21.5
농어촌 100.0 42.2
15.0
자료 : 한국 통계청,「사회조사」2010.

(단위 : %)

부모님 기
딸,사위 모든자녀 스스로
해결 타

3.3
3.6
2.2

28.4
29.7
23.7

13.4
13.4
13.6

2.1
1.7
3.3

<표 15>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처럼 최근까지 부모생활비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고령자 모두 ‘장남 및 며느리’가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동시에 <표 16>과 <그림 6>에서 보듯이 2010년 부모 부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도시와 농촌별로 구분 보면, 도시지역 고령자는 ‘가족과 정부․사회(40.3
%)’가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은 반면, 농촌지역 고령자는 ‘가족(43.9 %)’이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가족 부문만 보면 도시지역 노인 부양
은 35.6 %로 보이고 이는 농촌에서는 43.9 %로 보이고 있다. 즉, 아직까지 도
시보다 농촌의 부문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더 많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도시에서 공적·제도적 복
지, 즉 정부, 사회의 부분보다 부모의 부양하는 항목에서 사적 복지인 가족 복
지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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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2010년 한국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계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전 국 100.0
18.4
도 시 100.0
18.5
농어촌 100.0
18.2
자료 : 한국 통계청,「사회조사」2010

38.3
35.6
43.9

가족과
정부,사회

37.8
40.3
32.4

정 부
사 회

5.5
5.5
5.3

(단위 : %)
기
타

0.1
0.1
0.2

<그림 6> 2010년 한국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출처: 한국 통계청,「사회조사」2010.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산업화 과정 이후 수많
은 변화에도 사적 복지인 가족복지는 약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속되며 강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가족을 주체로 한 한국의 복지 지향은
그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가족과 친족의 사회적
역할은 여전히 강력하며, 가족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가족과 친족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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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동시에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족주의는 효 덕목에 입각하여
노인공경을 강조하는 유교적 기치관의 영향 아래에 있다.
다음에 가족 간의 사적이전의 부문을 확인하도록 한다. 여기는 사적이전이
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발생한 다른 가구에 사는 부모를 포함한 친척 등으로부
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이라고 정한다(성재민, 2006: 76).
<표 17> KLIPS 항목별 한국의 가구 평균소득 추이37)
1998

1999

2000

(단위: 만원, %)

2001

2002

2003

54 ( 2.1)
24 ( 0.9)
60 ( 2.3)
39 ( 1.5)

53 ( 1.9)
14 ( 0.5)
82 ( 3.0)
70 ( 2.6)

61 ( 2.1)
15 ( 0.5)
79 ( 2.7)
66 ( 2.3)

1,569(85.1) 1,709(86.8) 1,855(88.3) 2,213(84.8) 2,335(85.2) 2,518(86.1)
근로소득
42 ( 2.3) 67 ( 3.4) 43 ( 2.0) 45 ( 1.7) 36 ( 1.3) 33 ( 1.1)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80 ( 4.3) 54 ( 2.8) 66 ( 3.1) 175 ( 6.7) 151 ( 5.5) 152 ( 5.2)
사회보험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 소득
전체

23 ( 1.2) 29 ( 1.5) 33 ( 1.6)
6 ( 0.3) 9 ( 0.4) 13 ( 0.6)
45 ( 2.4) 39 ( 2.0) 43 ( 2.1)
78 ( 4.2) 62 ( 3.1) 48 ( 2.3)

1,843(100.0) 1,969(100.0) 2,102(100.0) 2,610(100.0) 2,741(100.0) 2,923(100.0)

주 : 당해 연도 분가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37) KLIPS는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한국노동패널)의 약자이다. 이 패널의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성재민, 2006: 77). 먼저 ① 근로소득
은 가구원 중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②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
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
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
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
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 중 국민연금, 특수 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
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⑤ 공적이전소득은 정
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사적이전소득은 가구원
중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다. 마지막으로 ⑥ 기타
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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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은 KLIPS 가구소득의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연도별 평균 추이를
보여주었다. 근로소득이 85%을 차지하는 가운데 금융소득, 부동산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이 대략 6~7 %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약 2~3 %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비중 자체만
을 보면 사적이전 소득은 가구소득의 극히 미만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본
조사의 설문 대상이 임금근로자라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 소득을 압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는 국가를 통해 제공되는 복지보다 가족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가 더욱 중요함
을 말해준다.
한편, <표 18>의 2011년 통계에서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
우자 부담(51.6 %)’로 가장 많고, ‘자녀 또는 친척지원(39.2 %)’, ‘정부 및 사회단체
(9.1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인 및 배우
자의 부담이외에 자녀 또는 친척지원은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보다 3배 정도
더 많다는 점이다.
<표 18> 한국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 (65세 이상)
계
2009
2011
성 남자
별 여자
연 65~69세
령 70~79세
별 80세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본인
및
배우자 소계
부담
51.9 100.0
51.6 100.0
66.7 100.0
41.0 100.0
70.4 100.0
50.2 100.0
22.0 100.0

근로
소득
사업
소득
49.7
45.8
49.3
41.9
51.2
44.2
25.4

재산 연금,
소득 퇴직
금
15.9 27.3
14.4 30.4
13.7 29.7
15.2 31.1
13.9 27.3
14.8 31.1
14.4 42.7

출처 : 한국 통계청,「사회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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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7.1
9.4
7.4
11.8
7.6
9.8
17.4

자녀
또는
친척
지원
37.6
39.2
26.6
48.0
24.3
39.7
64.1

(단위 : %)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함께
살고
있음
43.0
46.0
40.6
48.1
50.5
40.8
51.6

함께
살고
있지
않음
57.0
54.0
59.4
51.9
49.5
59.2
48.4

정부
및
사회 기타
단체
10.4 0.0
9.1 0.1
6.4 0.2
10.9 0.1
5.3 0.0
9.8 0.2
13.8 0.1

<그림 7> 한국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 (65세 이상)

<표 17>, <표 18> 및 <그림 7>을 통하여 보면 한국은 전통적인 사적 이
전 체계가 현대에도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따라서 사적이전 부분이 공적 부
조의 역할까지 상당히 대신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노인들은 대부분 공적이
전보다 사적이전에 의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다
른 OECD 국가와 비교하자.
<표 19>는 노인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
전소득을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OECD 국가의 노후소득 구
성에서 사적이전 소득은 약 0.1~3.6 %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지수는 한국에
서는 32.7 %이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모든 OECD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원은 국가에 의한 공적이전이며 사적이전의 역할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편, 한국은 노후소득에서 차지
하는 공적이전의 비중은 1/4에 못 미치는 반면, 사적이전의 규모는 1/3에 달하
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이 대부분 공식적 복지에 의존한 반면에 한국은
비공식적 복지인 가족복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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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OECD 국가의 노후소득의 구성(경상소득대비 비율)38)
국가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덴마크
핀란드

년도

2003
2004
2004
2004
2006
2004
노르웨이 2004
스웨덴 2005
오스트리아 2004
프랑스 2000
독일
2004
이태리 2004
대만 2005
한국
2006

시장
근로/사 자산소득 직역연금
업소득
8.3
19.1
20.4
4.5
11.6
36.0
4.5
10.8
29.4
18.7
14.6
14.3
6.4
6.6
23.5
4.4
8.0
3.1
6.1
10.7
17.6
4.0
8.7
14.1
2.6
2.8
0.0
1.7
9.8
0.0
5.4
9.6
5.7
7.8
5.5
0.8
15.4
15.7
13.9
31.0
11.6
0.0

자료: LIS 6차 (프랑스는 5차) 웨이브.

소계
47.8
52.1
44.7
47.6
36.5
15.4
34.4
26.8
5.3
11.5
20.6
14.1
45.0
42.6

가족
(사적
이전)
0.3
0.1
0.5
0.2
0.0
0.1
0.2
0.0
3.6
0.1
0.2
0.1
32.9
32.7

(단위: %)

국가
(공적 경상소득
이전)
51.9 100.0
47.8 100.0
54.8 100.0
52.2 100.0
63.5 100.0
84.4 100.0
65.4 100.0
73.2 100.0
91.0 100.0
88.4 100.0
79.2 100.0
85.8 100.0
22.0 100.0
24.8 100.0

38) <표 20> 소득 유형의 정의
근로소득
경상소득
총소득
시장소득
임금 및 현금 급여
근로/사업소득
(OI)
(GI)
(MI)
(EI)
사업소득
농업
소득 및 비농업 사업(자영업)
자산소득
이자, 임대, 배당, 사적개인연금
직역연금
사적 직역연금 및 공공부문 직역연금
사적이전
별거/양육비 보조, 정기적 사적이전
이전소득
(TI)
공적이전
각종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급여
기타소득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현금소득
(–)
사회보장기여
소득세사회보장기여 및 소득세
근로자 및 자영자의및강제적
출처: 김진욱, 2011: 1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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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은 <표 21>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표 21>는 ‘GDP 대비 국가복지비’ 와 ‘노인의 수입 중 시장소득의 비율’이라
는 두 개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GDP 대비 국가복지비’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 지표의 값이 클수록
국가의 역할이 크며 반대로 값이 작으면 국가의 역할이 작을 것이다. 한편, 두
번째 ‘노인의 수입 중 시장소득의 비율’은 노인의 수입 중에서 시장소득이 차
지하는 비중을 말한데, 즉 노인들의 수입 중에서 시장소득의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이들 국가들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시장에 많이 의존해야 함을 의
미한다.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시장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며, 값이 작을수록
그 반대라고 판단할 수 있다(홍경준, 1999: 129).
<표 21> 복지국가 다양성의 원천

노인 수입중
GDP 대비 사회복지비의 비중 시장소득의
국가
비중
Australia (호주)
9.67
48.92
Canada (캐나다)
18.56
49.60
Denmark (덴마크)
26.13
38.80
Finland (핀란드)
22.80
22.40
Germany (독일)
23.40
23.50
Ireland (아일랜드)
21.84
53.00
Japan (일본)
12.16
32.40
Netherlands (네덜란드)
28.56
18.03
Norway (노르웨이)
29.83
27.60
Sweden (스웨덴)
31.33
19.90
Swiss (스위스)
14.66
49.04
U.K. (영국)
20.18
35.51
U.S. (미국)
12.50
42.20
Korea (한국)
2.04
33.10
Singapore (싱가포르)
14.68
27.60
평균값
19.22
34.77
출처: 홍경준, 1999: 12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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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은 공식적 복지 영역인 국가 및 시장의 역할은 모두
다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해볼 때,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했던 한국의 유교적 기원에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
나아가 한국의 이러한 사적이전에 대한 설명을 더 설득력 있게 증명하기
위하여 김기덕·손병돈(1995)의 연구를 통하여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
기덕·손병돈에 의하면 실제로 도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가족 간 소득
이전은 월 평균 가구당 34,700원이고, 국가에 의한 공적 이전은 월평균 가구당
6,200원으로 가족 간의 소득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통하여 사적이전은 공적이번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공급해주는 의미가 가진다.
<그림 8> 한국의 소득분위별 사적이전을 받은 가구의 비중(2003년)

출처: 성재민, 2006 : 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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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특히 사적이전소득은 주로 낮은 소득계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8>은 사적이전소득을 받은 가구의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보여주고 있
다. 소득이 낮은 1분위에 있는 가구는 절반 가까이 사적이전소득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사적이전은 감소하고 있다. 즉, 다른 소
득계층에서도 대략 1/4에서 1/5 정도는 사적이전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소득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여 요구가 큰 자녀에게 더 많은 소득이전이 제공된다. 그
리고 물론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있다. 만약에 결혼, 회갑 등과 같
은 경조사에서의 부조 등을 포함할 경우 가족 간의 소득이전은 훨씬 더 큰 것
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여기는 주의해야 한 점은 자녀 소득의 많고 적음
에 관계없이, 그리고 부모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소득이전
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손병돈, 1997: 265).
<그림 9> 한국의 가주주의 연령별 사적이전을 받은 가구의 비중(2003년)
(단위: %)

출처: 성재민, 2006 : 8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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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연령별로 사적이전은 연령이 적은 쪽과
많은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에서 가장 높은
사적이전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현대 비공식적인 가족복지를 실제로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맥락에서 한국인의 대표적인 가족복지의 모습을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볼 것이다(왕혜숙, 2012). 이 논문은 산업화·도시화 이후 한국의
가족 규모, 구조 등은 많이 달라졌지만 가족의 특징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
장한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보험을 보면 직계가족을 넘어 확대가족에 기반한
혈연관계까지 포함된다. 즉, 가족 안에 한 명만 의료보험에 가입한다면 그 사
람의 자녀, 부모를 물론이고 친척까지 보험 인구 대상이 확장될 수 있다. 그리
고 보험비의 측면에서도 확대가족에 기반한 혈연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보험비는 가입자만 내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있어
베트남현대 사회의 의료보험과 비교하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가족 단위보다는 개인 단위로 의료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므로
보험비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지금까지 개괄해 본 특징들처럼 한국 현대 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복
지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하여 먼저 가족집단의 한 구성원이 되어야 복지욕구
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화가 상당 정도 진전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전통적인 가족주의 문화가 항상 같이 존재해왔으며, 또한 이러한 전통
문화의 영향 밑에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복지활동까지 활발하게
수행한다.
유교에서는 가족 공동체를 통한 간접적인 사회복지를 추구한다는 자체가
상호부조와 의존, 가족 내의 생산을 늘리고,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부양
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효’는 가족집단을 유지하면서 나아가 경제발전의
동기를 만들어낸다.39) 도덕적 측면이든 경제적 측면이든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상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39) 유교적 규율, 집단적 헌신, 가족적 자원동원, 교육열 등은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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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족은 복지의 공급자이자 수혜자이기도 하면서 복지제공은 가
족과 공동체 수준에서 복지의 책임을 먼저 지고 그 다음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 보편적 복지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즉, 국가에게도
복지에 대한 낭비를 해결할 수도 있다.
5.1.2. 베트남의 경우
앞서 한국의 현대 가족복지 부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 의
료보험의 내용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 사회에서 가족복
지 부문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다를까?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복지 부문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베트남의 사회 상황
을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유교문화권이라고 해도 한국은 바
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 반면, 베트남은 1986년 도이 머이(đổi mới) 개방
개혁 정책 이전까지 사회주의라는 체제가 있어 이는 한국과 상당히 큰 차이점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나라가 현대 사회에 들어가면서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4장에서 본 베트남의 전통사회는 사람들이 촌락 단위를 통한 집단적 생활
의 가치를 높게 부각시켰다. 따라서 항상 집단적 가치에 우선시하며 특히 전
통 촌락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의 기본 단위는 바로 가족이었다. 하지만 1954
년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후 가장 먼저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가족 개별주의에 근거한 이기주의적 성향이었다. 혁명의 목표를 집단주
의적 성격을 통한 평등사회 건설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관행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하순, 1999: 160). 뿐만
아니라 ‘보호신’에 대한 제사 행위와 그에 따른 잔치도 철저하게 금지되어 이
전의 사회적 지위 서열의 경쟁도 없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관습들이
폐지되었으며 예를 들면 결혼식을 위하여 좋은 날짜와 시간을 잡는 행위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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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되었다. 동시에 중앙 집중 경제 시기의 베트남은 인구의 도시화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호구제도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호구제도
는 인구의 이동을 제한하는 제도적 기반인 동시에 사회주의 배급제도와 관련
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때
도시로 이주하려고 하면 두 가지 경로밖에 없던 상황이었다.40)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 사이에서 가족에 기반한 제사
와 같은 관습 등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즉, 사회주의라는 제도 밑에서 베트남
가족의 본질이 변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굳어지며 더 강화되었다. 특히
1986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가족은 개별 이기주
의라고 인식되지 않고 조상에 대한 각종 제사 형식도 인정되었다. 또한 농지
역시 가족 단위에 환원시켜 주었다. 농민들에게 장기간 토지를 양도할 수 있
게 함으로써 개인별 노동을 경제의 버팀목이 되게 했다(하순, 1999: 164). 게다
가 개혁 정책의 결과는 상업 활동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판매와 분배가 자유롭
게 되면서 시장의 수와 규모도 늘어났다. 가족은 이제 농업부문은 물론이고
상업 활동까지 확산되어 가족 중심의 경영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겪은 베트남은 특히 개혁 이후 도시화 및 산
업화 과정이 매우 급격히 진행되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격
하게 늘어나면서 도시 내부에 다양한 사회 계층을 형성하였고, 시장경제에 의
한 상품화 및 심한 양극화 현상, 도·농간의 소득 격차, 지역 발전 격차 등이
나타나기 시작된다.
<표 22>에서 확인한 것처럼 개방개혁 이후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자세히 보면 베트남 가구원수의 1994년 평균은 4.8명이
있고 특히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준다. 2001년 4.5명이
고, 2003년 4.4명, 2005 및 2006년 4.3명이고 2011년에는 3.8명으로 떨어졌다.
즉, 가구의 규모는 대부분 4인 가족이며 이 추세는 베트남 현대 사회에는 확
40) 이 시기 도시로 이주하는 두 가지 경로는 직장을 도시 지역에서 얻게 되어 도시로 이주하
거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형식은 hợp lý hóa gia đình(헙
리 호아 지아 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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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보다 핵가족(1~2세대 같이 산다)이 더 보편적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
러나 베트남의 가구원수는 비교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표 23>에서 한국과 비교하면 베트남 가구의 규모는 아직도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2> 베트남의 연도별 평균 가구원수

(단위: 명)

가구원수(명)
1994
4.8
1997
4.7
1999
4.6
2001
4.5
2003
4.4
2005
4.3
2006
4.3
2011
3.8
출처: Dang Canh Khanh. Le Thi Quy, 2007: 178 및 통계청 2011.04.01 자료.
<표 23> 가구 규모에 따른 1999년 베트남의 가구
총계
전국 18,452,223
(100)
농촌 4,851,600
(100)
13,600,622
도시
(100)

1인
864,486
(4.6)
241,627
(4.9)
622,869
(4.6)

출처: 통계 출판사, 하노이 2001.08.

2인
1,716,472
(9.3)
496,558
(10.2)
1,219,91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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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가구, %)

가구 규모
3인
4인
5인
3,063,078 5,177,957 7,630,219
(16.6) (28.0)
(41.3)
977,548 1,448,209 1,687,658
(20.1) (30.6)
(34.7)
2,085,530 3,729,748 5,942,561
(15.3) (27.4)
(43.7)

<그림10>에 의하면 베트남의 가구 규모의 변동을 잘 볼 수 있다. 1999년대
에는 대부분 가족은 5인 가족이었다. 그리고 4인 가족 및 5인 가족이 합치면
총 69 %를 차지한다. 반면에 1인 가족은 5인 가족보다 상당히 적고, 1인 가족
은 4.6 %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3년대에 보면 상황이 달라졌다. 5인 가족은
18.9 %를 차지하고 4인 가족은 24.1 %에 달한다. 즉 2003년의 경우에서 보면
5인 가족대신 4인 가족이 더 확산되었다. 그리고 1999년 및 2003년의 지수를
살펴본다면 4년 간 5인 가족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1999년 및 2003년의 베트남의 가구 규모 변동

출처: 통계 출판사, 하노이 2001 및 2004.
이는 <표 24> 및 <그림 11>의 최근 통계 자료를 통하여 재확인 할 수 있
다. <표 24>에 따르면 2011년 4월까지 베트남 한 가정 인구의 평균은 3.8명이
고, 도시 부분에서 가정인구 평균은 3.7명이며 농촌부문에서 3.8명이다. 그리고
<그림 11>의 가정의 규모에서 보면 전국 순서대로 1인 가족은 7.3 %, 2-4인
가족 65.6 %, 4-6인 가족은 22.1 %, 7인 이상 가족은 4.9 %로 나타난다.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트남 현대 사회에서는 5인 이상 확대가족은 많
이 줄고 있으며 1인 가족보다 2-4인 규모의 핵가족이 더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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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011년 베트남의 경제·사회 지역별 및 도·농간의 가구 평균 인구
경제-사회 지역

가구 규모 (%)
1명

2-4명

전국
7.3
북부
5.3
홍하델타
9.6
북-중부 및 중부 지방 7.5
고지원(서부산지)
5.1
동남부
7.6
메콩델타
6.0
도시
7.9
북부
9.1
홍하델타
8.5
북-중부 및 중부 지방 7.4
고지원(서부산지)
6.0
동남부
8.2
메콩델타
7.1
농촌
7.1
북부
4.3
홍하델타
10.1
북-중부 및 중부 지방 7.5
고지원(서부산지)
4.6
동남부
6.9
메콩델타
5.7

65.6
64.3
68.8
64.2
60.7
66.0
65.1
67.9
75.1
71.3
67.5
66.4
65.9
64.1
64.6
61.6
67.7
63.0
58.0
66.1
65.5

평균의 가구 인구
(명)
4-6명 7명이상
22.1
4.9
3.8
23.4
7.0
4.0
19.2
2.5
3.5
23.3
4.5
3.8
26.6
7.6
4.1
20.4
6.0
3.8
23.2
5.6
3.9
19.2
5.0
3.7
13.8
2.1
3.3
17.7
2.6
3.5
20.8
4.3
3.7
22.1
5.4
3.8
19.0
6.9
3.8
21.7
7.0
3.9
23.4
4.9
3.8
25.8
8.3
4.1
19.8
2.4
3.5
24.9
4.6
3.8
28.7
7.7
4.2
22.3
4.7
3.7
23.7
5.2
3.9

출처: 베트남 통계청, 인구 변동 조사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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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1년의 베트남 가구 규모

이미 한국의 가족복지 부문에서 지적했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시장 경제
를 도입한 후 가족의 규모가 전통시대보다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현대 사회에서 베트남 가족의 본질이 달라졌다거나 가족의 역할이 쇠퇴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점은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한다. 한국의
가족은 하나의 사회 보호 장치로서 가족 구성원을 보호한다고 증명하였는데,
과연 현대 베트남의 가족도 복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가?
<표 25> 1989~2011년대 고령화 지수 및 15세 이하, 15-64세, 65세 이상의 인
구 비율
(단위: %)
1989
1999
2009
2010
2011
39.2
33.1
24.5
24.7
24.0
15세 이하 인구 비율
56.1
61.1
69.1
68.5
69.0
15-64세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4.7
5.8
6.4
6.8
7.0
계
100
100
100
100
100
고령화 지수
18.2
24.3
35.5
37.9
41.1
<표 25>에 따르면 베트남은 1989년 개혁 이후 고령화 지수가 18.2 %뿐이
지만 이 지수가 1999년, 2009년, 2010년의 순서대로 24.3 %, 35.5 %, 37.9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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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특히 2011년에 들어가면서 고령화 지수는 41.1 %에 도달한다.
이러한 특징에 있어 베트남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기엔 아직은 멀었지만
노인 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인 부양문제는 국가나 시장에 의해 해결되는 것인가? 대답은 그렇지도 않다
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처럼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이미 가족주의에 의
한 가족복지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의 복지 요구를 해결하는 형태가 존재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전통사회 베트남은 유교사
상 속에서 효도는 하나의 안전 조약 내지 사회계약으로 세대 간의 호혜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특히 제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조상과 연합되어 위·아래의 세
대를 묶어 유대를 강화시켰다. 또한, 전통적 의미에서 부모를 부양 혹은 간호
하는 것은 집(nhà, 냐)의 계승자인 장남이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상
속도 대부분 장남에게 물려준다. 하지만 자식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에 많
이 나가서 가정의 상속 제도도 변화하게 된다. 즉, 베트남에서는 부모를 부양
하는 것은 모든 자식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효의 덕목 가치, 조상제사의 계승화
는 베트남의 현대 사회에서 아직도 큰 의미가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12> 도시·농촌에 따른 베트남의 노인이 있는 가구(2006년도)

출처: 「2006년 베트남 가구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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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에서 확인한 것처럼 베트남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이 있는 가구의
양상을 보면 도시부문은 22 %, 농촌부문은 30.9 %로 나타난다. 농촌에서 도시
보다 노인이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이유는 바로 아직도 농촌의 부문이 유교의
전통을 많이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노부모(노인)와 같이 사는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베트남의 특정한 행정적인 특징에 있어 지역에 따라 이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베트남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특정한 가족 부양의 형태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6
년 베트남 가구 조사 보고서」에서 가족부문을 보면 51.5 %의 노인들은 자녀
와 동거하고 싶어 한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또한 여성 고령자가 더욱
더 그렇다. 왜냐하면 소득 구조에서 보면, 정치자본을 소유할수록, 교육 수준
이 높을수록,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가구의 소득이 증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호섭.공유식.한도현.신치용, 1999).
한편, 소비의 측면에 있어 현재 베트남은 심한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개혁 이후 신흥부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新)고급
주택가나 고급 식당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베트남의 부동산 가격은 너
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집 소유는 너무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과도한
도시 이주 인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서비스가 늘어나기는커녕 시장경제
로 전화하면서 많은 서비스가 유료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약자가 복지 욕
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어 비공식적 연줄망이 중요하게 작용하
고 있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약자는 가족을 통한 사적이전 이외 현대 사회에
서는 그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연금제도가 성
숙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에 생활비
와 용돈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림 13>의 2006년 통계에서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부담’(30 %), ‘자녀 또는 친척지원(39.3 %)’, ‘정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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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4.3 %)’, ‘퇴직금(25.9 %)’ 등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39.3 %가 생활비나
용돈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자녀 또한 친척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의 보조로 4.3 %에 불과하다. 즉, 현대 베트남은 사적
이전 부문이 공적이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베트남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2006년)

(단위: %)

출처: 「2006년 베트남 가구 조사 보고서」.
게다가 하노이의 빈민문제를 연구한 Trinh Duy Luan(1996)의 1993년 표본
조사 가운데 빈민들이 돈을 차용하는 원천을 보면 가족, 친척이 58.7 %, 친구
나 이웃이 28.6 %, 사회기구 4.4 %, 전문대부업자 5.3 % 등이다. 즉, 가족, 친
척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결국
비공식적 조직으로부터 소득 이전 비율이 높은 반면에 공식조직으로부터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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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비율은 미약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한도현, 2000: 81).
인구의 노령화, 가구구조의 변화, 특히 국가복지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저발전된 베트남의 상황에서, 가족은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
차적인 복지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살펴본 베트남의 가족
주의적 가족복지를 통하여 확실히 베트남 현대 가족은 유교의 영향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업화 및 도시화의 문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족은 가장 중요한 복지 단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로 이행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같
은 출발점이 아니더라도 가족복지 부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닮아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의 ‘상호부조’ 전통, 가족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전
통의 기반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자원을 지원하고 수많은 복지 욕구를 해결해
주었다. 아직도 노인들의 상당수가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거나 인접지역에 거
주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고 있다. 또한, 그렇지 못한 경우
에도 자녀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해간다. 더욱이 가족은 아동양육과 보호의
측면에서 복지를 공급한다. 가족은 여전히 하나의 ‘보호장치’로서 그 구성원에
게 복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더 나아가 한 가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의 유교복지모델(CWM)의 가능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전통
유교 문화권의 영향 밑에서 서로 다른 조건에서 발전하더라도 비공식적 복지
부문에서 가족복지는 그 자체가 복지의 성격을 항상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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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연
5.2.1. 한국의 경우
앞서 전통 한국 사회에서 향약, 두레, 계와 같은 비공식적 공동체 조직들이
국가 대신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는 국가가 복
지를 공급해 줄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도 복지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다.
이러한 전통적 공동체는 결코 국가와 대립되는 사회질서가 아니었던 점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가면서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회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현대 가족복지 부문에서 본 것처럼 가족의 구조가 바뀌더라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그 구성원들에게
많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해왔다. 그렇다면 과연 지연 부문에서도 비
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역할이 전통 사회에서 본 복지의 모습처럼 현대 사회에
서도 그 복지 기능을 아직도 발휘하고 있을까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압축형’이라고 한다. 국가 주도하에 공업화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업단지의 형식으
로 구성해야 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은 공업단지가 어떤 지역에 형성하는지를
구별되는 양상을 가지게 되며, 도시에서 공업이 발달한 만큼 농공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이러한 공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이동하였다.
구라모치 가즈오(1987)는 공업화 초기 한국의 인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한다. 우선 1983년의 인구(약 3,800만 명)는 수도권에 31 %, 기타 도시에 32
%, 그리고 농촌에 37 %가 거주한다고 하였다. <표 26>에서 보면, 공업화가
시작되기 전 1960년에 72 %가 농촌 인구였으므로, 그 비중은 20년 동안에 절
반으로 저하된 셈이다(핫또리, 2004: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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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한국의 농촌 인구의 도시 유출
1960

1966

1970

1975

(단위: 1,000명, %)
1980

1985

24,989 29,193 31,466 34,707 37,436 41,056
17,992 19,379 18,512 17,910 16,002 14,205
72
66
59
52
43
35
1960~66 1966~70 1970~75 1975~80 1980~85
총 유출 인구
1,640 2,376 2,509 3,316 3,344
연평균 유출 인구
273 594 502 663 668
연평균 유출 인구 비율
2
3
3
4
4
출처: 구라모치 (1987); 핫또리, 2004 : 129에서 재인용.
총인구
농촌인구(군 인구)
농촌인구 비율

<표 27> 한국의 지역별 인구 추이

(단위: 1,000명)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복도
경상남도
제주도

합계

1,569
1,045
2,360
1,496
1,191
2,221
2,124
3,126
3,361
2,720
289

2,445
1,164
2,749
1,637
1,370
2,528
2,359
3,553
3,848
3,018
282

3,793
1,426
3,103
1,831
1,549
2,903
2,521
4,049
4,473
3,175
337

5,536
1,880
3,358
1,866
1,481
2,860
2,434
4,006
4,559
3,120
365

6,890
2,453
4,039
1,862
1,522
2,949
2,456
3,984
4,859
3,280
412

8,364
3,160
4,934
1,791
1,424
2,956
2,288
3,780
4,955
3,322
463

9,639
3,515
2,030
1,387
4,794
1,725
1,391
3,001
2,202
3,748
3,011
3,517
489

10,613
3,798
2,229
1,818
1,139
1,050
6,156
1,580
1,390
2,014
2,070
2,507
2,861
3,672
515

10,231

3,814
2,449
2,308
1,258
1,272
7,650
1,466
1,397
1,767
1,902
2,067
2,676
3,846
505

9,895
3,663
2,481
2,475
1,353
1,368
1,014
8,984
1,487
1,467
1,845
1,891
1,966
2,725
2,979
513

10,024

3,675
2,5472
,6151,
429
1,453
1,066
9,487
1,523
1,520
1,908
1,913
1,995
2,775
3,079
535

21,502 24,989 29,160 31,466 34,707 37,436 40,448 43,411 44,609 46,136 47,925

출처: 한국통계청, 주요경제지표, 각 년도; 핫또리, 2004: 13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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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는 보면 한국의 지역별 인구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업
화가 시작되기 전 서울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7 % 정도였지만, 공업화가 막
시작된 1960년에 그것은 10 %가 되며, 공업화가 본격화된 1966년에는 서울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 %이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약 1/4에 이
르렀다. 이렇게 급속한 인구 이동에 도시의 인프라 건설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가 생기게 하면서, 특히 농업
과 공업 부분에 심한 격차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일자리에 비해 노동력의 유
입이 너무 많아 결국 실업, 빈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최근 상황도 많이 다르지 않다. 아래 <표 28>를 보면
2012년 2월 전국 인구 이동자수는 81만 9천명이며 전년 동월보다 4.2 %(3만3
천명)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월 한국의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3.5 %, 시·도간 이동자는 36.5 %로 전년 동월보다 시·도내 이동자 구성비가
1.7 % 감소하고 있다.
<표 28> 한국 전국 인구이동 추이
2010년 2011년
이동자수
(천명, %)
이동률
(%)

계
시·도내
시·도간
계
시·도내
시·도간

8,227
5,564
2,662
16.5
11.2
5.3

8,127
5,523
2,605
16.2
11.0
5.2

2011년
2월 구성
비
787 100.0
513 65.2
274 34.8
1.57 1.03 0.55 -

(단위: 1000명, %)

2012년

1월 2월 구성비 전년동월
대비*
583 819 100.0
4.2
373 521 63.5
1.5
209 299 36.5
9.2
1.16 1.63 0.06
0.74 1.04 0.01
0.42 0.59 0.05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2012년02월,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국내인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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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에서 사람들은 보통 국가복지나 시장복지, 혹은 비공식적 공
동체 복지에 의존한다. 즉, 사회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재생산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국가가 공급해주는 공적복지에서 혜택을
받거나 비공식적 결속으로부터 이전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히 농
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도시에서 노동하면서 받은 소득으로 시장복
지를 통하여 복지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매우 빠른 속도
로 증가하였다. 2000년에 들어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58.4 %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이처럼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실제
적용현황을 보면 국민연금 적용비율이 22.1 %, 직장의료보험 24.6 %, 고용보
험이 22.6 %로,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2/3 이상 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데에 비해 지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
<표 29> 한국의 사회보험 등의 적용 비율

(단위: %)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연월차유급휴가
임금노동자 전체 49.5
52.1
44.1
50.2
40.5
정규직
88.0
90.7
74.2
90.0
75.5
비정규직
22.1
24.6
22.6
21.9
15.6

출처: 김유선, 2001: 3.

결국 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심인 국가복지에 있어 비정규직은 실질적 혜택
에서 제외되며, 구매력이 충분치 않아서 시장의 복지재화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시장복지는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결과를
낳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제도의 포괄범
위에서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1)『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I』, 2002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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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의 국가복지의 취약성은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극명하게 드
러난다. 먼저, <표 30>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비중 및
순위에 대한 지수이다.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1993년 현재 GDP의 약 20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 중 스웨덴이 가장 큰 사회복지비
지출을 하여 1등을 차지한다. 25개 국가 중에는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칼, 터
기 등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전체 25개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가장 낮다.
<표 30>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비중 및 순위 (단위: %)
Korea (한국)
Australia (호주)
Austria (오스트리아)
Belgium (벨기에)
Canada (캐나다)
Denmark (덴마크)
Finland (핀란드)
France (프랑스)
Germany (독일)
Greece (그리스)
Ireland (아일랜드)
Italy (이탈리아)
Japan (일본)
Luxembourg(룩셈부르크)
Mexico (멕시코)
Netherlands (네덜란드)
New Zealand (뉴질랜드)
Norway (노르웨이)
Portugal (포르투칼)
Spain (스페인)
Sweden (스웨덴)
Swiss (스위스)
Turkey (터키)
U.K. (영국)
U.S. (미국)

1980

11.68
22.34
25.63
13.29
27.63
18.87
23.46
24.98
10.88
19.35
18.23
11.09
27.40
28.71
18.20
18.86
11.65
16.49
30.42
4.40
18.32
12.44

1992

16.38
24.71
25.78
19.77
29.94
34.78
27.29
23.68
16.77
20.39
24.68
12.44
29.47
29.79
22.51
29.48
15.60
21.41
37.07
7.16
22.84
15.55

1993 1980~1993
순위
평균
(3.5*)
3.5 25
14.03 21
23.53 10
25.71 7
19.75
17.60 17
30.96
29.51 4
35.39
29.68 2
28.73
26.49 6
24.67
24.44 9
17.24
14.96 18
20.06
19.93 16
25.00
22.64 11
11.77 22
30.96
29.28 5
3.83
3.83 24
30.20
29.57 3
20.36 14
29.32
25.39 8
16.37
14.54 19
22.52
20.14 15
38.03
35.17
1
20.63
20.63 13
7.11
6.22 23
23.42
21.53 12
15.64
14.54 19

출처: 김성한(1998); 홍경준, 1999 : 94에서 재인용.(*는 1996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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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총 공적 지출 비중 (2004~2007 평균)
Low
Medium
High
(Below 40%)
(41-49%)
(50% and above)
South Korea 27.3%
Luxembourg 40.0% Hungary 50.2%
Ireland 34.2%
Norway 42.2%
Austria 50.5%
U.S. 36.7%
Poland 42.9%
Denmark 52.5%
Slovak Republic 36.9% Iceland** 43.1%
France 52.9%
Japan 36.9%
OECD Avg. 43.6%
Sweden 54.4%
Spain 38.7%
Greece 43.6%
New Zealand 38.9%
U.K. 43.9%
Canada* 39.9%
Czech Republic 44.1%
Netherlands 45.5%
Germany 45.8%
Portugal 46.5%
Italy 48.1%
Finland 49.1%
Belgium 49.6%
*Canada: 2004년도 자료 **Iceland: 2004~2006 평균자료
출처: OECD; Sabina Dewan and Michael Ettlinger, 2009: 5에서 재인용.
<그림 14>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총 공적 지출 비중 (2004~2007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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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순위
Sweden (스웬덴)
France (프랑스)
Denmark (덴마크)
Austria (오스트리아)
Hungary (헝가리)
Belgium (벨기에)
Finland (핀란드)
Italy (이탈리아)
Portugal (포르투갈)
Germany (독일)
Netherlands (네덜란드)
Czech Republic (체코 공화국)
U.K. (영국)
Greece (그리스)
Iceland (아이슬란드)
Poland (폴란드)
Norway (노르웨이)
Luxembourg (룩셈부르크)
Canada (캐나다)
New Zealand (뉴질랜드)
Spain (스페인)
Japan (일본)
Slovak Republic (슬로바키아공화국)
U.S. (미국)
Ireland (아일랜드)
South Korea (한국)
출처: OECD; Sabina Dewan and Michael Ettlinger, 2009 : 6.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다음에 <표 31>, <표 32> 및 <그림 14>는 2004~2007년도의 OECD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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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GDP 대비 총 공적 지출 비중 및 순위이다. GDP 대비 공적지출이 50 %
이상인 국가들을 높은 순서대로 보면 헝가리(50.2 %), 오스트리아(50.5 %), 덴
마크(52.5 %), 프랑스(52.9 %) 및 스웨덴(54.4 %)이다. 스웨덴은 2007년까지
아직도 1등 위치를 차지한다. 반면에 GDP 대비 공적 지출 40 % 이하 부문에
서 한국, 아이슬란드, 미국, 슬로바키아공화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와 같은 국가를 들어가지만 언급한 26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27 %로
아직도 26위에 위치한다.
<그림 15> OECD 국가 영역별 공적지출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85 database; Sabina Dewan and Michael
Ettlinger, 2009 : 7에서 재인용.
<그림 15>는 영역별 공적지출 부문이다. 사회 보장(Social protection)의 측
면을 먼저 보면 독일은 사회 보장에서의 정부 지출이 47 %이며, 덴마크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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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를 지출하고, 스웨덴, 프랑스, 
룩셈부르크, 핀란드는 42 %를 지출한다. 한
국은 사회 보장 측면에서 가장 낮은 지출 규모로 19 %을 지출한다. 그 위에
미국이 약 11 %, 아이슬란드 21 %, 캐나다가 약 24 %를 지출한다.
한편, 국방 지출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은 군사에 대한 정
부 지출의 12 %를 사용하고 그 다음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두 번째로 높
은 9 %를 지출하며, 영국과 그리스는 6 %를 지출한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1 % 미만의 국방비 지출을 보이며,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
에, 독일은 각각 약 2 %를 지출한다. 특히 한국의 총예산 중에서 다른 영역에
비하면 가장 높은 공적 지출은 바로 경제에 대한 지출이다. 이것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다. 즉, 한국은 공적지출에 있
어 주로 경제나 국방에 대한 많이 지출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을 종합해보자면 현대 사회에서 한국은 공식적인 국가
복지와 시장복지가 있음을 불구하고, 그 역할들과 그 비중은 같은 수준의 경
제 규모를 가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작은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이 모든 대상들에게 복지 요
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비공식적인 공동체
복지가 있어 그 부분들을 보완해주며 복지의 기능을 상당히 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앞서 현대 한국 가족복지 부문에서 증명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상호원조와 비공식적
인 가족 간의 소득이전을 통해 개인들은 스스로 대응을 해왔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 실제적으로 존재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
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전통 사회에서 국가 및 공동체의 역할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가
족의 역할로 이행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현대 사회에서 지연에 기반한 비
공식적인 공동체 복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된다. 가족복지만큼
강하지 않지만 꾸준히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한 비공식적 복지를 제공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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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말해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직도 상대적
으로 아주 중요한 복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전통 사회에서 향약과 두레, 계와 같은 상호부조 조직을 통하여 복
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면, 현대사회에서도 역시 아직도 상호부조적인 비
공식적 집단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먼저, 개인의 생활상의 복지적인 위험
부담의 대부분을 개별적인 부조와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계와 같은 조직에서
충당하고 있다(최현숙, 1991: 208). 여기서 상을 당한 때 상례에 있어 비공식적
상호부조를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에서의 의식 과정을 담당해 줄 사람은 대부분 가족, 친
척과 같은 범위에서 원조하고 있지만, 이 범위를 넘어 친구나 이웃, 동료, 혹
은 동향 등과의 관계에서도 부조가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상을 당한 유가족에
대한 보호는 물론이고 그보다 상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특히 그
과정에서의 물질적 급여와 함께 비물질적 부조서비스의 도움이 상호부조의 주
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현숙(1991)은 개인을 중심으로 상호부조의 비공식적 사회적 연결망이 어
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또한 인간관계의 특성과 사회적 성격이 상호부조의 내
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의 종류에 따라 부조금액이나 부조서비스와 같은 내용
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혈연, 지연, 혹은 학연의 관계에 따라 보조금
액 제공이 다르며, 거기에 장례준비, 음식준비, 밤을 새거나, 장지 동행, 묘지
준비 등을 담당하는 것도 다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지연에 기반한 상호부조
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최현숙의 분석을 통하여 보면 상례가 있어
총 부조금액에 대하여 혈연의 역할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에
다가 지연도 일정한 비중은 담당하고 있다(최현숙, 1991: 224). 즉 <표 33>와
같이 지연의 역할은 크지 않지만 적어도 최소한 복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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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사례별로 받은 원조연결망의 크기와 부조금액의 순위
원조연결
망의
크기

평균
부조금액

총
부조금액

ㄱ씨
ㄴ씨
ㄷ씨
ㄹ씨
ㅁ씨
ㅂ씨
ㄱ씨
ㄴ씨
ㄷ씨
ㄹ씨
ㅁ씨
ㅂ씨
ㄱ씨
ㄴ씨
ㄷ씨
ㄹ씨
ㅁ씨
ㅂ씨

1위
2위
3위
4위
5위
혈연 학연+지연 학연+지연 모임연
직연
직연
혈연
지연
모임연
학연
학연
혈연
모임연
지연
직연
모임연
혈연
지연
직연
모임연
혈연
직연
학연
지연
모임연
혈연
직연
모임연
직연
학연
혈연
학연
직연
지연
혈연
직연
지연
학연
모임연
혈연 직연+모임연 직연+모임연 학연
지연
혈연
직연
지연
모임연
학연
혈연
직연
학연+지연 학연+지연 모임연
학연
혈연
직연
지연
모임연
혈연
학연
직연
지연
직연
혈연
지연
학연
모임연
혈연
학연
모임연 지연+직연 지연+직연
혈연
모임연
직연
지연
학연
혈연
지연
직연
학연
모임연
혈연
지연
학연
직연
모임연

출처: 최현숙, 1991: 224에서 재인용.

다음에 같은 지역 출신 한 ‘장학회’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이미 언급했
듯이 상호부조라는 것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거나 위험, 사고, 질병, 실업
등으로 생계수입이 어려우면 나타나는 것이다. 같은 지역 출신 사람을 위하여
형성된 ‘장학회’들도 같은 맥락이다. 학업을 열중하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 속
에서 학업은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장학회’들은 장학금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본 지연에 기반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 모습은 상대적으
로 작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복지형식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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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고향과 가족을 떠난 소외된 계층들에게 더 그러하다. 이들은 도시
에서 ‘원자화’ 된 채 살아가지만, 지연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복지를 실현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Ringmar,
2005).
5.2.2. 베트남의 경우
1986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근간으로 하는 도이머이42) 정책 이후, 베트
남은 대외 지향적 경제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림 16>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추이

출처: IMF (http://www.imf.org) 통계 DB 및 베트남 통계청 (www.gso.gov.vn).
42) 개혁 이전 농민들은 토지를 떠날 수 없었고 농민들의 생활은 합작사(hợp tác xã)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즉, 합작사에 소속된 사원(xã viên, 싸 비엔)으로서 농촌 주민들은 토지
에 묶여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은 정부가 허용한 거주지에 살고 있을 때만 정부의 보
조와 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호구’ 제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배급제도
와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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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시작한 후 시장경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
면서 과거에 허용하지 못했던 인구의 이동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외국자본은 대부분 도시의 사회 간접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리하여 한국의 초기 산업화 과정처럼 베트남에서도
도·농간의 소득격차, 그리고 발전 수준의 격차가 심화된다. 뿐만 아니라 더 나
은 직장, 더 높은 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은 사회 이동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다시 말해서 불평등, 혹은 양극화는 베트남의 현대 사회 모습이다.
한편,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농촌의 부문에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
오고 이는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의 현대 모습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 의해
베트남에서도 인프라 시설이 인구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빈부 격차는 더욱 더 심화된다. 나아가 도시문제, 환경오염, 주택 문제, 범죄,
교통체증 등 베트남도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적 도시의 문제를 체험하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의 경제발전 수준이 낮아도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인구의 도시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한 예로 1993년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표 34>에서
보면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의 소득은 농
촌의 소득보다 2~3배 가까이 많다. 이 표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베트
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경제적인 목적이라는 사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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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베트남 도시와 농촌 소득비교(1993년, 가구성원 1인당 월 평균)
(단위: 1,000 Dong)
천체
도시
농촌 도시/농촌
전국
95.2
197.5
68
2.90
북부
65
133
50
2.66
북-중부 및 중부 지방
79
178
70
2.54
홍하델타
89
180
71
2.54
남중부
88
178
60
2.97
고지원(서부산지)
74
140
55
2.55
동남부
169
250
80
3.31
메콩델타
102
185
85
2.18
출처: Center for population and Human resources studies, Hanoi, 1995: 8;
한도현, 2000: 77에서 재인용.
<표 35> 2011년 베트남의 경제-사회 지역별 도·농간 인구, 성별인구의 규모
(단위: 명)
경제-사회 지역
전국

합계

남성

여성

87,610,947 43,347,731 44,243,216 26,779,978 60,830,969

북부
홍하델타
북-중부 및 중부 지방
고지원(서부산지)
동남부
메콩델타

11,240,918
19,883,325
18,994,709
5,278,679
14,888,149
17,325,167

5,614,527 5,627,391
9,812,935 10,070,390
9,400,508 9,594,201
2,681,418 2,597,261
7,220,274 7,667,875
8,619,069 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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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농촌

1,837,315 9,403,603
5,941,122 13,942,203
4,831,224 14,163,485
1,536,266 3,742,413
8,588,848 6,299,301
4,045,203 13,279,964

한편, <표 35>을 보면 2011년 4월까지 베트남 인구는 87,610,947명이다.
2010년 4월과 비교하면 863,140명이나 증가하였다. 도시인구는 26,779,978명이
고 이는 전체 인구의 30.6 %를 자치하고 있다. 그 안에서 남성인구가
43,347,731명이다(전체 인구의 49.5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의 비율이
제일 많은 지역은 홍하델타 지역이다(19,883,325명). 그 다음에 북-중부 및 중
부지방(18,994,709명)의 지역이며, 제일 작은 비율을 자치하고 지역은 서부산지
(high land) 지역이다(5,278,679명).
<표 36> 베트남의 도·농 간 인구비율 추이: 1970~1995
(단위: ％)
도시
농촌
1970
21.4
78.6
1976
20.6
79.4
1979
19.2
80.8
1986
19.3
80.7
1990
20.4
79.6
1995
20.2
80.0
출처: 베트남 통계 연금 1996: 8; 한도현, 2000: 79에서 재인용.
이를 다시 보면 1995년대까지 베트남 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 인구는 20%
정도였지만 <표 36>에서 확인한 듯이 전체 인구의 도시 인구는 2011년
30.6%로 증가한다. 즉 불과 16년이지만 10 % 넘게 도시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 숫자가 작을 수 있지만 베트남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라는
구분은 행정상의 구분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동시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베트남에서도 사회 약자들의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아직도 베트남은 농촌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높기 때
문에 농촌 빈민, 혹은 농촌 복지에 대한 연구가 더 많다. 하지만 도시화 과정
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에서도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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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말하자면 도시화 과정에서 경제발전 문제 이외 복지문제도 중요하다
고 봐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트남의 도시 이주민의 복지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7> 베트남의 학력, 나이별로 경제에 참여하는 노동력 인구
학력

(단위: %)

나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계

초등1학년
이하

11.55

14.07

14.07

14.08

12.32

11.13

10.28

8.83

3.52 0.40 100

학위 없음

11.46

12.69

11.20

12.51

13.64

12.53

12.20

9.78

3.51 0.47 100

초등학교
졸업
중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17.53

15.15

15.52

13.42

12.72

10.38

7.86

5.13

2.01 0.27 100

13.90

9.65

12.24

14.63

16.72

15.37

10.09

5.38

1.82 0.20 100

8.12

17.21

12.38

18.42

16.61

12.29

8.45

4.75

1.56 0.21 100

기능공

0.86

7.97

11.59

12.60

16.93

19.42

15.26

10.59

4.52 0.54 100

기술대학

0.58

8.60

10.85

12.88

16.77

19.10

13.79

12.27

4.50 0.65 100

전문대/대
학교

0.10

13.26

17.20

11.66

12.34

17.02

14.10

9.93

3.99

- 100

-

0.72

12.00

8.31

8.69

16.29

20.14

18.74

14.10

- 100

대학원

도시로 유입한 인구는 노동자의 질(표 37 참조) 때문에 공식 부문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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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이 낮은 데에서 노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공식적 부문에서 취업
한 이주민 노동자들이, 혹은 주로 부모님, 가족을 농촌에 두고 혼자서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 도시에
서 많은 복지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이들은 복지 서비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택문제, 식수문제, 생활 문제 등에도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로 밀려오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가 부
족하기도 하며, 따라서 도시 실업의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이 실업률이 대도
시일수록 더 높은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대도시에는 영구 이주 노동자 외에
도 계절 이주 노동자도 있다. 이들은 농사가 한가한 계절에 일자리를 구하러
도시로 이동한다. 물론 이들도 모두 비공식적 부문에 취업한다. 왜냐하면 비공
식적 부문이라고 해도 농촌지역의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회가 있다면 도시로 가서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 이는 다음 <표 38>
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표 38> 베트남의 실업 실태

도시
농촌
전국

전국
7.2
5.1
5.5

1989-1990
북부
6-7.5
3-5

(단위: %)

남부
7-9
5-7

전국
13.0
5.5
7.0

1992-1993
북부
남부
10-14
13-15
4-5
6-7

출처: The center for Population and Human Resources Studies, 1995: 22; 한
도현, 2000: 82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서 베트남은 시장 경제 도입 후에 도시화 특히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화 문제는 도시 행정 구역 안에서 인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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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도시 인프라 시설에 비해 과도한 인구 집중현상을
낳는다. 특히 실제로 하노이나 호치민과 같은 큰 도시에서 인구 집중 비율이
크기 때문에 도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1995년 1월 16일에 처음으로 ‘사회보험법’
을 개설하였다. 이 법은 1995년 10월 1일에 실행되었는데 이는 개방 이후 시
장체제 하에서 형성된 사회보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6월
29일에 이 법은 다시 개정되었다. 사회보험은 주로 출산보험, 의료보험, 실업
보험, 양로보험, 퇴직보험으로 구성되며,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주
로 국가에 공을 지닌 자, 공무원, 군인, 경찰, 경영자 등에게 혜택을 준다. 모
든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즉 3개월 이하 계
약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혜택이 없다.
동시에 시장복지는 부유한 사람들만 시장에서 판매되는 복지를 구매할 수
있고, 기업에서 제공되는 복지는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
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있어 미흡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적지출의 부문에서 보면 아직까지 정부가 투자해야
할 곳이 많아서 모든 대상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한된 대상에
게만 복지를 제공한다. 즉, 재정상의 어려움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다양한 대상에게 복지 공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표 39>에서 보
듯이 2005년의 경우 베트남 정부의 공적지출의 영역 중에서 경제-사회 영역이
제일 큰 비중으로 50.37 %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투자-발전의 영역이다. 투자-발전에 대한 지출은 30.15 %이다. 복지에
대한 지출은 경제-사회의 발전 지출의 세부 항목으로 6.76 %에 불과하다. 결
국 베트남도 한국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도시에서 소외된 계층이 낮은
소득으로 시장복지에 의해 복지 요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나아가 비공식적 공
동체 복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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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베트남 공적지출43)
투자-발전 지출
경제-사회의 발전
교육
의료
과학, 기술
환경
내 (공학),
역 라디오,방송
연금,
사회안전
경제
행정관리
재정 저장
기타
합계
출처: 베트남 통계청.

2005
2007
2008
2009
30.15 28.08 27.48 30.78
50.37 53.06 52.26 54.82
10.89 13.46 12.85 13.36
2.90
4.11
4.03
4.70
0.98
1.90
1.57
1.74
0.56
0.35
0.31
0.30
6.76
9.16 10.16 10.68
4.49
4.04
4.35
4.59
7.14
7.31
6.64
7.68
0.03
0.05
0.03
0.02
19.45 18.81 20.23 14.38
100
100
100
100

(단위: %)
2010
26.11
58.22
14.90
5.28
0.78
1.06
10.69
5.82
8.12
0.02
15.65
100

그렇다면 베트남에서도 지연은 비공식 공동체 복지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인가? 즉, 한국은 지연 공동체 복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하지만 복
지로서 담당하는 비중이 작다고 밝혀졌다. 베트남은 과연 이와 같은 맥락인
가?
도·농간의 소득 격차에 따른 인구 이동이 점차 전국적 현상으로 펴지고 있
다는 것은 베트남의 실제 현황이다(한도현, 2000). 따라서 이동이 시작되면서
이동 행위자들은 서로 정보를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이동 목적지 내의 연결망
이 형성된다.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바로 같은 고향 출신, 즉 동향
43) 공적지출에서 복지에 대한 지출은 파악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의료 및 교육을 포함하지
않고 사회 안전에 대한 지출의 부분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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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베트남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동향 덕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또한 서로 도와주고, 결국 이들은 도시화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루게 된다.
지연에 기반한 비공식적 공동체의 복지 모습을 강조하기 위하여 먼저 베트
남의 특징적인 ‘동향회’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동향회’라는
말은 어디서나 자주 들어볼 수 있는 말이다. 즉, 베트남 사회에서는 ‘지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도시에서 취업과 관련하여 이주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어 지연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즉 거주하고 있
는 지역에서 공적복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 이주민들이 서로
모여 동향 관계의 조건을 만단다. 결국 이 동향 관계에 기반한 비공식적 공동
체의 조직은 도시에서 그 구성원에게 많은 복지 욕구를 해결해 주고 있다.
베트남 현대 사회에서 형성된 동향회 조직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공동체들
이다. 그리고 이 동향회들은 지역마다 크기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동향회마
다 기본 조직 관리 및 자본 재산을 가지고 있다. 자원 동원 방식은 회비나 기
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운영하는 목적은 바로 지역의 발전, 보조, 봉
사, 병문안 및 권학과 같은 활동들이다. 즉, 이 비공식적인 자발적 공동체가
있어 도시에서 학교, 병원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거주지에서 형성된 동향회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정의 가장인
데, 학교와 같은 데에서 형성된 동향회이면 참여인원은 대부분 학생들 본인이
다. 특히 베트남에서 재미있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쉽게 관리하기 위하여 동
향회가 한 도시에서 한 조직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한 도시에서 행정 조직(거
주지)에 따라 작고 큰 동향회 조직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컨대 호치민시에서 꽝남44) 유이 쑤웬(현45)) 동향회(Đồng hương Quảng
Nam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đồng hương huyện Duy Xuyên, 동 흐엉
꽝 남 다이 탄 포 호치민, 동 흐엉 후웬 유이 쑤웬)46)의 예를 보자. 이 동향회
는 호치민에서 사는 꽝남, 유이 쑤웬 출신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자발적인 비공
44) 꽝남은 베트남의 중부 지방의 행정 단위인 성(도, Province)이다.
45) 현은 베트남의 한 행정 단위이며 이는 한국의 ‘구’와 같다.
46) http://baoquangnam.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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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공동체이며 2006년 12월 31까지 일 년 동안 동향회 안에서 회비 및 기부
를 통하여 얻은 자원은 베트남 돈으로 62,604,000 동이다. 동향회의 규모는 해
외에 거주하는 성원까지 포함하면 약 2백 명이 넘는다. 또한, 이 동향회에 참
여하는 연령층은 다양하다. 보통 30대부터 75세 정도까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회에 위치를 잡은 사람들이나 경
제력이 있는 40, 50대이며, 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은 퇴직한
55세 이후 이들이다. 일 년 동안 거두어지는 금액을 사용하며 봉사, 장학금,
장례, 병문안 등의 목적으로 29,295,000동을 지출하였다. 즉, 2006년도 지나서
33,309,000동의 이익을 남겼다. 2007년에 1월에 지나면서 11,060,000동의 후원
을 더 받았으며 총 44,369,000동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거주지에서 형성한 동향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형성된 동향회도 존재한
다. 이 동향회들은 주로 집을 떠나 멀리 사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장
학금을 지원해주거나 서로 도와주며, 특히 설날 때 기차표, 버스표, 비행기 표
등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준다. 특히 집안이 아주 어려운 학생
이라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무료로 교통비를 지급해준 경우도 있다.47)
47) 꽝남-다낭은 베트남의 중중부에서 구 행정 단위이었다. 1976년 2월에 꽝남성과 꽝다
(Quảng Đà)성을 결합하여 만들어 지며 행정 조직 단위는 큰 도시의 다낭과 작은 도시(thị
xã, 티 싸, town)인 담기(Tam Kỳ) 및 호이 안(Hội An)이다. 이 외에는 14현도 존재하였
다. 하지만 1996년 11월 6일부터 지금까지 이는 꽝남(Quảng Nam)성 및 중앙정부의 도시
다낭(Đà Nẵng)으로 분리되었다. 다음은 호치민 농림대학교에서 꽝남-다낭 동향회 장학금
공지이다.
“2012-2013년도 1학기 장학금에 대한 공지이다. 호치민 농림대학교에서 꽝남-다낭 장학회
가 꽝남 및 다낭 출신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통보한다.
1. 우수 장학금
지원 규모: 꽝남 및 다낭 출신자
지원 인원: 2명(예상)
지원 금액: 6백 만 동
지원 자격:
-2012-2학기 재한인 학생 중 이수한 평균 학점은 8.0(3.5정도) 이상인 자
-신입생인 수능점수는 24점 이상(총 30점의 기준)
-기타: 집안이 어려운 학생, 학업 열중한 학생, 국제 및 국가의 시험에서 상을 탄 학생, 과
학의 연구에서 훌륭한 성적이 있는 학생 등
2. 복지 장학금
지원 규모: 꽝남 및 다낭 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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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 출신의 농촌 사람들은 혼자
도시로 이주하여 작은 ‘그룹’을 형성하여 함께 거주한다. 이는 도시에서 새로
운 거주형식인 “냐 쪼(nhà trọ)”이라고 한다. 냐 쪼는 원래의 뜻으로 개인의
집이나 건물을 활용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숙박해주는 형식이다. 하지만 베트남
현대 사회에서 냐 쪼의 변화 형식은 보통 학생이나 노동자들에게 월세형식으
로 방 한 칸을 빌려준다. 집주인은 집을 수리하여 여러 칸으로 만들어서 빌려
준다. 여러 냐 쪼가 모이면 썸 쪼(xóm trọ), 혹은 야이 퐁 쪽(dãy phòng trọ)
라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숫자에 따라 냐 쪼의 가격은 달
라지지만 보통 한 달 월세는 약 60만동부터 백50만동까지이며, 방 면적은 8부
터 20m2까지다. 2007년 한 신문에서 빈 짠 현의 냐쪼의 비참한 실태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Bình Chánh48)(빈 짠)현을 한 바퀴를 돌아왔다. 여
기서 냐 쪼와 같은 데를 발견하는데 이곳에서 벽은 짚으로
만든 것이고 철판 지붕 및 시멘트로 만든 바닥, 작고 습기
가 많은 곳이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6m2의 공간에서 일
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생활하기 위한 2m2의 공간밖에
없다. 대부분 한 썸 쪼에서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최악의
상태에는 어떤 썸 쪼에서 방은 돈사(豚舍), 우사(牛舍)에서
수리된 방이다.
노동자들은 보통 냐 쪼의 월세는 3~5명에서 30만동부터 50
만동까지 내야한다. 즉, 한명은 10만동 혹은 15만동정도 내
지원 인원: 10명
지원 금액: 3백 만 동
지원자격:
- 집안 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업에 열중한 학생, 성실한 학생 및 2012-2학기 재한인 학생
중 이수한 평균 학점은 6.0(2.5정도) 이상인 자, 소수 민족인 학생의 경우 평균
학점은 5.5이상인 자.
- 신입생의 경우 수능점수는 11점 이상인 자“
(출처: http://nls.hcmuaf.edu.vn/contents.php?ids=15414&ur=nls).
48) 빈 짠은 호치민시의 한 행정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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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된다. 이 낮은 가격 때문에 냐 쪼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선택이
없는 것이다. 월급 백만 동으로, 4명에서 냐 쪼 하나를 빌
려 월세 40만 동이면 월세 및 수도, 전기 합치면 12만 동
정도 차지하며 생활비, 식비 등을 포함하면 한 달 60~70만
동정도 차지한다. 이 외 고향 집에게 돈을 부쳐야 한다. 그
렇기 때문에 더 좋은 냐 쪼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다.”49)

<그림 17> 베트남의 냐 쪼(nhà trọ), 썸 쪼(xóm trọ)의 모습

49) http://vietbao.vn/Xa-hoi/Nhech-nhac-nha-tro-cong-nhan/301824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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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시장 참여로부터 후퇴해 돌아오는 곳 또는 대안적으로 다시 돌아
올 시장 참여를 준비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링마, 2005: 84). 하지만 현대 베
트남의 경우 경제 목적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들은 도시의 높은 물가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수입의 불
안정, 평균 월급이 낮고 더불어 고향 집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의 상황까
지 겪는다. 따라서 결혼 혹은 가정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무리한 일이고 쉽지
않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은 제일 기본적인 복지의 혜택으로부
터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은 수입 때문에 이들은 여가시간이라는 것도 인터넷이나 텔
레비전을 시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냐 쪼라는 곳은 이들에게 복지 욕
구를 다 해결해 주는 곳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냐 쪼에 기반한 동향친구, 그리
고 이웃,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하거나 도
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들을 통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 의지하면서 도와준다. 특히 이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취업정보
를 얻고 일자리를 획득하기도 한다. 또한, 이주민 연결망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하여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도시로 쉽게 이주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연과 같은 사회관계를 통하여 물질적 복지는 물론이고 도시에서
취업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냐 쪼에서 동향친구와 교
류하며 심리적인 만족까지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냐 쪼는 소속감, 안정
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의미를 함축한다. 나가서 물질적 및 정
신적인 복지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 이 지연에 기반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시장으로부터의 ‘보호 장치’의 기능을 담당해주고 있다.
마지막은 계의 형식이다. 계의 모습은 베트남의 전통 사회에서 확인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계의 기능 및 역할이 아직도 중요하며 베트남에서 계의 모습
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 계 조직은 날이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날짜별로 계, 달별로 계, 미화 달러 계 등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은
행 신용 시스템들은, 긴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욕구를 해결해줄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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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계의 형식도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저축 형식이어서 이 형식 덕
분에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게 된다.
지금까지 개괄한 것을 종합해보면 베트남 현대 사회에서 지연에 기반한 비
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베트남
에서 지연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가족복지만큼 중요하며 구성원에게 물질적
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복지의 기능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5.3. 학연
학연에 기반한 비공식적 공동체의 경우 베트남 현대 사회에서 거의 확인할
수 없거나 미미한 상태다. 베트남에서는 ‘동창회’라는 조직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조직을 통하여 형성된 장학금 규모는 대부분 작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
는 ‘동창회’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병문안이나 부조, 그
리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대
다수 소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동창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서로 연락하지도 않고 부조에 대한 횟수도 별로 많지 않다. 따라서 베트남 현
대 사회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에 기반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 중에서 학연
에 기반한 복지의 기능은 가장 약하다고 알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미 <표 3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에
있어 복지의 역할 담당은 혈연 뒤에 바로 학연의 역할이다.
학연은 크게 고등학교 동창관계와 대학 동창관계 두 가지로 분류된다(핫또
리, 2004). 한국에서 학연은 정치에 대한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졸업
생들은 정치 및 경제 영역에 대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학
연을 통하여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복지의 모습은 바로 유가족에 대한 부조나
출신학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형식이다. 결국, 한국은 비공식적 공동체 복
지에 있어 학연의 복지 기능은 혈연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한다. ‘동창회’에
대한 사례는 홍경준(1999)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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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준의 연구는 한 중고등학교 동창회의 복지 기능을 설명해주고 있다. B
시에 위치한 이 동창회는 그 규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성원까지 포함할 경우
약 삼만 명 정도이며 서울에 약 7,000 명, B시에 약 2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 중고등학교 동창회인 만큼 참여하는 연령층은 매우 다양해서 27
세의 청년부터 72세 정도의 노년층까지를 포괄한다. 그리고 동창회의 여러 행
사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재경총동창회의 경우 약 500명 정
도가 참여하며, 각 기수별 동기회의 총회모임에는 약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성원이 참석한다. 동창회의 회비는 각 기수별 동기회를 통해 거두어지는데 각
기수별로 대략 1천 2백만 원 가량이다. 그래서 이 동창회의 주요 행사는 신년
회와 동창회 총회, 그리고 기수별 야구 대회 등이다. 특히 모교 지원사업의 하
나로, 장학금을 조성하여 모교 재학생들에게 지급하는데, 연간 중학교에는 2천
만 원, 고등학교에는 1억 3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전달되고 있다(홍경준,
1999: 299~302).

5.4. 소결
한국과 베트남의 현대 사회에서 비공식적 복지제도의 모습을 살펴본 결과,
비공식적 공동체의 측면에서 상당한 큰 복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복지가 복지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복지의 대상을 공급하
지 못한 상황에는 가족복지, 공동체복지는 물질적인 복지뿐 아니라 정신적인
복지까지 공급한다.
또한, 고향과 가족을 떠나 도시에서 ‘원자화’ ‘상품화’ 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현연·지연·학연과 같은 ‘연고집단’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
호 장치’를 만들어간다. 게다가 가족이라는 집단도 상호부조를 통하여 노부모
을 부양하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복지 욕구를 해결해 주는 곳이다. 말해서
이러한 가족, 혹은 자발적 공동체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그 구성원들이 상호교
류와 상호부조를 실현하면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공동체로서 갈수록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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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복지향상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복지를 개선하는 것은 바로 복지주체인 ‘연고집단’이 복지주체로서
그 대안적인 복지의 필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베트남 현대 사
회에서 비공식적 공동체를 비교한 결과, 현연·지연·학연에 기반한 복지의 역할
비중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현대사회에
서도 보편적인 복지의 모습을 가지면서 그 역할이 아직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한국 비공식적 복지제도의 현실을 통해
본 베트남 비공식적 복지의 미래
본 연구는 유교 문화권에 속한 한국과 베트남 사회에서 비공식적인 혈연·
지연·학연이라는 ‘연고집단’에 기반한 가족 및 공동체를 통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제도를 살펴보며 두 나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류석
춘(2002)의 분석틀인 ‘국가-시장-공동체’를 적용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공동
체복지는 국가복지 및 시장복지가 제공한 복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은 부계혈족사회였다. 특히 전통시대의 가족
주의는 유교문화의 가치에 기반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유교적 인간관계가 타
인과 집단에 대한 배려 및 이타적 현신과 희생을 축으로 실현한 것이었다. 따
라서 가족은 혈연적 유대가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며 가문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게 만들었다. 결국 서로 상호부조하면서 복지의 역할
을 담당함으로서 가족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공동체 복지를 제공해주었다. 한
편, 지연 및 학연 공동체에 기반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전통사회에서는
양반을 넘어 농민까지 확산되어 보편적인 복지의 성격을 지닌다. 결국 전통
사회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은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에 있어 서로 비슷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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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전통을 이어가면서 한국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하지만 베트남은 사
회주의 체제를 도입한다. 즉, 같은 유교 문화권 전통의 뿌리였지만 현대에 들
어가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같은 출발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은 현대 사회에서는 같은 출발점이 아니더라
도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역할에서 보면 서로 닮은 모습이 많이 있다. 문제
는 이렇게 서로 다른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전통 사회의 복지 모습과 특징들은
현대 사회에 들어가면서 똑같은 복지의 모습으로 이어지는가?
현대사회에 들어가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에서 대량으로 사람들이 농촌
에서 도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정부의 공적복지가 이들의 복지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 및 공동체의 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
서는 아직까지도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책임이며 특히 사적
이전을 통하여 가족 간의 상호부조가 높게 나타난다. 혈연에 기반한 비공식적
복지는 한국은 물론이고 베트남에서도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베트남의 전통적인 비공식적
공동체 조직들이 구조, 형식을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원래 본질은 아직 존재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국과 베트남의 혈연·지연·학연에
기반한 복지의 역할 담당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다르다는 것이 발견된다.
한국은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를 담당하는 영역에서 비중의 순으로 혈연-학연
-지연이다. 반면에, 베트남은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로서 복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중의 순으로 혈연-지연-학연이다. 즉, 한국에서는 지연 공동체 복지보
다 학연 공동체 복지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베트남에서는 학연
공동체 복지보다 지연 공동체 복지가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 현대 사회에서 지연 공동체 복지 및 학연 공동체 복
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비중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복지의 역할들을 항상 존재하며 구성원들에게 물질적 복지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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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정신적 복지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즉, 가족복지는 항상 상대적으로 중요
하며, 지연 및 학연에 기반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서로 비중이 다를 수
있지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구성원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유교 전통 한국과 베트남의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 비
교를 통하여 분석 된 결과는 혈연·지연·학연에 기반한 비공식적 결속의 복지
덕분에 구성원들은 복지욕구를 손쉽게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
지가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도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러한 특징에 있어 공동체 구성원에게 소속감을 강력하게 부여하는 연고집단은
사회약자 혹은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
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은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에 있어 서로 비슷한 특징이
많다.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특징은 현대에 들어가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고 현대사회에 맞게 변화하여 새로운 비공식적의 형태 복지 조직을 형성하
고 복지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 및 공동체라는 복지의 주체는 과
거와 현재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 및 공
동체는 여전히 중앙 집중적 재분배 주체와 개인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견지
하고 있다. 나가서 유교의 현세 지향적 성격과 질서 의식, 가족에 대한 헌신과
희생, 어른 공경, 노부모 부양, 교육에 대한 강조, 공동체에 따른 도덕주의적
가치관, 사회관계 및 인간간계의 중시와 연고주의, 집단 지향적 성격 등은 서
구의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또 다른 독특한 아시아적 가치관이 창출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효과적인가? 혈연·지연·학
연이라는 연결망은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로서 강한 공동체적 규범으로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억누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지에 대
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감, 책임감이 생기며 공동체에 대
한 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른 성원들에게도 죄책감과 책임감
을 유발하며 서로 정보망까지 형성한다. 게다가 혈연·지연·학연을 통해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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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본축적의 방법이다. 이는 사적 관계
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복지도 생산 및 분배라는 과정에서 높은 효율성
을 보인다. 동시에, 특히 혈연적인 신뢰는 단순한 도덕규범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주의를 매개로 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며 상호부조로까지 이어진
다(류석춘.왕혜숙, 2007).
결과적으로 혈연·지연·학연이라는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재화의 낭비, 시
간 낭비, 비효율성, 도덕적 해체의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으며 다
양한 대상에게 복지 혜택을 공급하여 보편적인 복지를 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는 국가, 시장과 함께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면서
소외된 계층, 사회 약자에게 직접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공급해줌으로서 국가
입장에서도 이러한 공동체를 잘 활용한다면 복지비용의 부담(세금, 행정관리
등)을 줄일 수 있으면서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표 40> GPD 대비 조세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의 국제비교(2003년기준)
(단위: %)
Korea(한국) U.S.(미국) Japan(일본)

Sweden
(스웨덴)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0.4
18.8
15.6
35.8
26.8
국민부담률
25.3
25.6
25.3
50.6
36.3
출처: OECD(2005), Revenue Statistics; 임양택, 2011: 194에서 재인용.
주: 조세부담률(%)= (국세+지방세)/명목 GDPx100
국민부담률(%)=(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명목GDPx100

나아가 공동체 복지는 국가 및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공한다. 그리
고 이러한 호혜적 공동체가 전체의 이익을 향해 노력하는 반면에 의도하지 않
은 결과로서 사적 이익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부정할 수 없지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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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체 전체에 이익은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만들고 또
한 개인에게 의무감의 호혜적 실천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는 양국의 비교에서 고려해야할 한 가지 문제는 바로 경제위기다. 한
국은 이미 산업화 과정이 지나갔지만 베트남은 아직도 산업화 과정이 진행 중
이다.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 과
정을 통해 형성된 국민들의 자긍심과 경제적 낙관론 등을 무너뜨렸다(국민호,
2007: 186). 하지만, 한국은 이 경제위기에 빨리 대응하여 경제위기 이후에도
세계경제에서 11~13위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선진국들과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이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유교 문화
에 주목한다. 비공식적 공동체 조직들이 역시 위기 시에 복지 역할을 끊임없
이 공급하며 현대적인 형태로 재현된다. 예를 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즉, 위기 시 가족 구성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공동체가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각종 자원 동원 방식을
활용하며 상호부조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베트남의 현
대 사회에서 경제위기를 겪을 경우 한국만큼 공동체 중심의 비공식적 복지가
위기 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하면 가족복지, 비공식적 공동체 복지의 공고화가 국
가와 시장에 의한 복지의 발전을 저해한 것이 아니다. 특히 비공식적 복지라
는 큰 축으로 서구 복지모델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델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유교복지모델(CWM)'이고 이 유교복지
모델은 국가중심, 혹은 시장 중심의 복지모델이 아니라 강한 ‘가족주의’ 및 ‘공
동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 모델이다. 즉, 가족과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 중심의 복지체제 성격은 서구와 대비가 되는 독특한 행동 패턴을 지속시
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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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Informal Community Welfares in
Confucian Tradition States: S. Korea and Vietnam

Nguyen Pham Thu Huong
Major in Korean Modern Culture and Society
Dept. of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In recent years, most studies about Welfare of East Asia countries such
as Korea and Viet Nam mainly concentrated on the role of state by using
measurement obtained from the European. However, in this East Asia
countries, the role of ‘Informal community welfare' which based on
Confucian tradition is as important as the role of other subjects which
provided welfares. Consequently, do the informal community welfare based
on the Confucian tradition bring any roles in modern and traditional
Vietnam’s society and Korea's society? Related to this issue,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history of Vietnam and Korea, this thesis
examines how to apply this welfare's deployment process which based on
‘affective networks' are based upon three factors: blood ties(血緣), regional
or locality ties(地緣) and school ties(學緣); as well as emphasizes the
meaning of welfare in 'informal community welfare' in Vietnam and Korea
which bases on Confucian tradition.
This thesis interpreted the role of welfare in 'informal community
welfare' which based on Confucian tradition between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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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and Korea, not only has merited in traditional society but also
ensure the active role in modern society as well. Because the informal
community welfare always provided an official social safety networks or at
least the minimum benefit welfare for the “weak person” in the society.
Therefore, informal community welfare has an effect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tate welfare system. Besides that in this process, the
informal community welfar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 Especially, this contributes to lessen the burden
of the state's welfare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macro economics.
By this point, the role of ‘affective networks' like blood ties, regional or
locality ties and school ties can develop to become the “Confucian Welfare
Model – CWM” to oppose individualism welfare model from Europe.
Keywords: Affective networks, confucian, filial piety, family
welfare, informal community welfare, reciprocity, 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ization, mutual help, private incom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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