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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국가 복지 제도의 성과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전통과 문화적 특성들이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복지 자원 교환의 양상에는 물론이고 공식 의료서비스 제도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복지 제도는 동일하지만 지역적
수준에서 서로 다른 사회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비교 연
구를 통해 복지 혼합의 사회·문화적 배태성을 탐구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비공식 영역에서의 복지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적
소득이전과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
적 지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제도의 성과는 가장 기초적인 보건의
료 체계에 해당하는 마을보건소에 주목하여 예방적 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파악해보았다.
북부와 남부에서 공통적으로 복지 제공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
호 장치들은 보건소,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였다. 그러나 이
러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복지 혼합의 양상은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다른 모
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성과 역시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다른 결과
로 나타났다. 북부와 남부의 보호 장치들은 각 사회가 지닌 전통과 문화적인
규범에 따라 그 나름대로의 조합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부의 보호 장치는 보건소, 가족 단위의 개별성, 마을 공동체(딘, đình,
亭), 그리고 닫힌 연결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부는 마을별로 가족, 친척, 그
리고 이웃 주민들이 서로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북부 주민들은
마을이라는 범위 내에 한정된 닫힌 연결망의 사회 구조 속에서 때로는 가족과
친척으로, 때로는 이웃 주민으로, 때로는 결사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경조사
나 계모임을 통해 면대면으로 자주 접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으며
도덕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부의 상황은 마을 내 개인-가족-이
웃 단위로 확장되는 공동체의 수준에서 상호 간에 비공식 복지 자원을 순환적
으로 교환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은
보건소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다.
즉, 북부 보건소는 마을 내부의 친밀성과 결속력에 기초한 주민들의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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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덕분에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획
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남부의 보호 장치는 보건소, 가족 개별성원의 개별성, 자발적 결사체
(회, hội, 會), 그리고 열린 연결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남부는 가족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성향이 강했고 마을 단위의 구분 없이 이웃이나 자발적
결사체 구성원들과의 약한 유대를 통해 상호 간에 복지 자원을 교환하고 있었
다. 따라서 남부의 공동체적 수준의 범위는 북부에 비해 훨씬 넓었다. 하지만,
그들 간에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결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경조사 참석이나 계
모임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남부 주민들은 보건소가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이 필요시 보건
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
라 남부 보건소는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북부와 남부의 사례는 사회자본의 속성에 따라 공식 제도의
성패 여부가 결정된다는 선행된 논의들에 대해 일정한 함의를 제공해준다. 기
존의 일반 논의들은 어떤 사회에서 약한 연대의 네트워크가 수평적으로 구조
화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수준이 높아져서 제도적인 성
공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수준은
네트워크의 범위와 함께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친밀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규
범을 공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자신의 주변 사
람들에 해당하는 가족과 친척은 물론이고 이웃들로부터 신뢰와 규범이 점차
축적되고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 수준의 확장을 기반
으로 하는 사회적 협력이야말로 진정 제도적 성공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단어: 베트남, 홍강 삼각주, 메콩강 삼각주, 복지 혼합, 배태성,
의료서비스, 보건소, 공동체, 사적소득이전, 경조사, 계모임,
사회자본, 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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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현지조사는 한국동남아학회의 2012년도 한-아세안학술교류사업
의 지원을 받았음

1. 서론
1-1. 문제제기

이 논문은 국가의 동일한 복지 제도의 실행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
가 왜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논
문에서 제기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공식 영역에서의 국가 복지
제도의 성과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비공식 영역에서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어
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이 논문은 베트남을 조사 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지
난 1975년 재통일(reunification)과 1986년 도이 머이(Doi Moi) 개혁개방을 통
해 이루어진 복지 제도,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이 현재 어떠한 결
과를 가져다주었는가에 대한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는
공식 복지의 성과, 비공식 복지의 양상, 공동체의 특성,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생활의 속성과 규범에 대한 이해까지 이어질 것이다.
사회 정책 및 의료서비스 부문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제도의 설계와
사회경제적 요인에만 중점을 둔 분석이 많았다. 특히, 베트남 의료서비스에 대
한 수많은 문헌들은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책적 권고
혹은 기술적인 측면에만 주목해왔고, 특정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로 저술된
문헌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Priwitzer, 2012).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은 복지 부문에 대해서 시장 개방을 통한 근대성의 개념에 입각
한 측면에만 주목했을 뿐 그 속에서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과 분석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의료서비스 부문에 대한 몇몇 연구들을 예로 들면, 1980년대 후반 개혁개
방 정책 이후 베트남에서 제공되던 의료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빨
리 시장 세력들의 상호작용에 개방되었는가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들(Ladinsky
et al., 2000; Le, 2011; Nguyen et al., 2013)이 있었지만, 실제 베트남인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비공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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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영역 그리고 국가의 정책 및 제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는 탐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복지 부문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 있어서 이상
과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국가의 공식 영역과 개인 및 공동체의
비공식 영역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공식-비공식 영역이 서로 어
우러져 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복지 혼합(welfare mix)의 성과에 대해서 자
세히 규명해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그리고 산업화의 확대 및 심화의 과정은 인간에게 거대한 물질
적 번영을 안겨다주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노동의 분업과 상품화는 각각 사
회관계들을 저해하고 기존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예를 들면, 신체 등)에 가
격을 부여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장의 부정
적인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다름 아닌 ‘국가’였고, 이에 따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복지국가 이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류석춘·왕혜숙, 2007).
복지국가의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아사 브릭스(Briggs, 1961:
228)는 ‘복지국가’란 “적어도 세 가지 방향1)에서 시장의 힘을 수정하기 위하여
정치 및 행정을 통해서 조직된 힘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용되는 국가”
라고 정의하였다. 즉, 시장의 힘에 의해서 물신화된 위험과 비인간화된 사회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2) 특히, 2차 세계대
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관찰되었던 현상들 중 하나는 국가가 노
령, 질병, 재해 등의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
행하게 되었고(홍경준, 1999), 이에 따라 복지국가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학
문적 관심과 이론 및 경험적인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Wilensky, 1965; Korpi, 1983; Weir et al., 1988; Esping-Andersen, 1990).
1) 세 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guaranteeing a minimum
income), ② 비보장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narrowing the extent of insecurity), ③ 모든 시
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by offering all citizens a range of social
services).
2) 브릭스가 제시한 복지국가의 정의는 “복지국가는 산업 사회를 인간화(humanize)하는 과정”
이라고 언급한 윌렌스키(Wilensky, 1975)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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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복지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왜냐
하면,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 논의들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을 둘러싼
집합적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
로만 간주될 뿐 결코 복지 행위의 주체로 상정되지 않기 때문이다(Sugden,
1986: 3). 타(他) 분과학문과는 달리 사회학적 관점에서 복지에 대해 접근하는
의미를 생각해볼 때, 거시적인 수준의 제도와 그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미
시적인 현상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비록 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미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비공식 현상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연구들이 있다. 제임
스 스캇(Scott, 1998)은 Seeing Like A State(이하, 『국가처럼 보기』)에서
국가는 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적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의 강압성과 획일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 연구에
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국가의 경우 주민들의 가치와 요구 그리고 반
대의 의견이 정부의 강력한 유토피아적인 계획과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의해
묵살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국가의 행위가 실제로는 인간의 복지에
오히려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유일한 주체인 마냥 등장하지만 그러한 제도의 계획과
실행이 실제로는 민간 개개인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스캇의 주장대로, 국가의 단순한 그리고 획일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제도
의 실행은 각 지방 혹은 마을마다 간직해 오고 있는 독특한 역사, 맥락, 경작
패턴, 친족 관계, 그리고 경제 행위와 같은 사회적 조건을 간과할 수 있다. 이
러한 맥락을 통찰해온 오스트롬(Ostrom, 2010)은 목초지나 물 공급과 같은 공
공재를 관리하기 위한 협력적인 시도들이 왜 어디서는 성공하고 다른 곳에서
는 실패하는가를 탐구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공동체적 중
요성이 강조되는데, 특히 기존에 축적된 사회자본의 양과 집단적 협력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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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기제
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정부의 개입이 심각한 잘못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지
적한 것이다.
또한, 류석춘(Lew, 2013)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사례로 미시적
인 현상과 거시적인 성과의 상호 연관성을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맥락을 중심
으로 체계적으로 규명해왔다. 즉, 국가의 거시적이고 공식적인 발전 정책이 한
국의 문화적 유산인 유교와 정서적 연결망 등에 기초한 비공식 집단과 어떠한
상호 작용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경로를 분석하
였다. 이상의 연구들이 공통으로 주장하고 강조하는 바와 같이 현실적 상황에
서 공적 제도나 사적 제도는 서로 얽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정부의 공식적인 역할에만 주목하는 것은 비공식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차
원의 중요성을 간과해버리는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비공식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차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복지국가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족의 생산 및 복지적 역할의 중요성(Jones, 1993; Goodman and
Peng, 1996; Goodman, White and Kwon, 1998),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시기와
그 내용의 다양성(Park and Jung, 2009), 복지 국가를 추동하는 힘이 갖추어
져 있었음에도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양재진·정의룡, 2012) 그리고 복지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역사 및 문화적 맥락의 차이에 주목하는 노력(왕혜숙,
2013a/b; 왕혜숙·류석춘, 2013)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에
게 주로 누가 복지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시장 이외에도 ‘공동체’ 부
문을 포함해야 한다는 이론적 연구와 분석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Gough,
1999; 홍경준, 1999; 김진욱, 2004; 류석춘·왕혜숙, 2007). 그리고 이러한 논의
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는데 기여하였다(Gough, 2001, 2004).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들은 복지 공급의 주체를 공동체 부문으로 확장시
키는 등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한 논리적 기초를 다지고 분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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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틀을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복지 주체로서 공동체 영역이 작동되는 메커
니즘의 구체성과 그 현실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가령, 비공식 복지 메커니즘, 즉 비공식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여
러 사회조직들이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발적으
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다양한 공동체
영역의 복지가 국가의 복지 제도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제도적 성
과를 보여주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제도는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는 전통,
가치, 그리고 문화와 별개일 수 없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수렴화 현상 속에
서 모든 것이 획일화되고 효율적인 가치 하에 합리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가 해당 사회의 전통과 문화적 맥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
과는 달라질 수 있다(Putnam, 1993).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관점, 즉 제도의
사회·문화적 배태성3)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하며, 그러한 메커니즘을 ‘복
지’ 부문을 통해 자세히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결국 미시적인 수준에서 민간 개개인의 행위와 그
3) 배태성에 대한 논의는 그 분석 수준에 따라서 크게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으로 구분된
다. 거시적 수준의 연구들은 시장이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등장하고 발전하는가에 대한 분석(Zelizer, 1983, 1988; Dobbin, 1994; Fligstein, 1996)을 중심
으로 진행되어 왔고, 미시적 수준의 연구들은 개개인의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가 시장에서의
거래 혹은 경제적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관점의 분석(Baker, 1992;
Burt, 1992; Granovetter, 1973, 1985; Podolny and Baron, 1997; Uzzi, 1999)에 주목하였다.
그라노베터의 연구 성과로 인하여 경제사회학에서 배태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네트워
크에 중점을 두는 구조적 배태성 관점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Swedberg, 1997: 162;
Lie, 1997: 349-350). 그라노베터는 개인 간의 관계 문제(배태성의 “관계적” 양상) 뿐만 아니
라 “관계의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구조”를 언급하기 위해서 구조적 배태성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였다(Granovetter, 1990: 98-99).
한편, 문화적 배태성은 “경제적 전략과 목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공유된 집단적인 이해의
역할”로 정의할 수 있다. 배태성의 문화론적 관점은 경제제도가 각 사회의 독특한 산물로
구성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적 인지의 유형’(patterns of social cognition)
을 ‘문화’ 개념으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구성원들이 당연시하는
(taken-for-granted) 인식의 내용과 범주들이 이에 해당한다(DiMaggio, 1990, 1994). 따라서
배태성 관점은 제도의 행위자로서 국가와 그것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행위자의 두 측면을
상호 균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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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역시 한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 개인 및 공동체가 ‘국가’ 복지 제도의 성과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이다. 국가의 복지 제도 가운데 본 연구는 보건의료 부문에 주
목하고자 한다.4) 왜냐하면, 보건의료 시스템은 건강 문제와 직결된 가장 중요
한 제도로서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정부가 시기별 맥락에 맞게 빠른 대응을
보여준 복지서비스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행기에 베트남 정부는
농촌은 물론이고 산악 및 섬 지역까지 위치한 각 지방의 마을보건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였다(Priwitzer,
2012).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보호 장치로서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복지,
특히 의료서비스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를 비제도적인 영역에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통해 풀어내려고 하는
작업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가족 내 그리고 마을 내에서의 전통과 문화적 기
제들 그리고 사회적 관계 및 특성들이 공식 의료 서비스 부문의 실행 및 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다시 말해서 공식-비공식 복지 혼합의 성과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배태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전통과 문화적인 특성들이 비공식 영역에서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 복지
그리고 국가의 공식 복지제도의 성과에 주는 영향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본 논문은 한 국가, 즉 복지 제도는 동일하지만 지역적 수준에서 서로 다른
사회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북부와 남부를 사례로 선정하여 비교 연구
를 실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상이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특성, 즉
사회자본을 가진 남북부 두 지역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가족 및 공동체 구성
원으로서의 개인들 사이에 비공식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이

4) 본 연구가 의료분야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볼 때 의료분야는 경제성장
을 위해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유지 및 재생산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정치적으로 볼 때
는 국민의 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의 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따라서 의료 분야는 복지 부문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분
야이다. 이 때문에 모든 국가는 의료 분야의 제도 및 정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여기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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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비공식 영역에서 이행되고 있는 양상들이 지역 내 마을보건소의 운영 및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공식-비공식 복지 혼합의 성과에 대한 사회·문화
적 배태성이지만, 이는 국가 및 시장 복지의 한계, 특히 서구적인 시각에서 복
지에 접근하는 문제와 모순에 대한 비판, 사회복지 제공의 다양한 주체에 대
한 탐구와 그 역할, 사회복지의 역사 및 문화적 배태성, 그리고 급진적인 시장
화에 따라 발생된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보호 장치로서 공동체의 기능에 대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1-2. 왜 베트남인가?

베트남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그에 따른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을 시행했다. 비서구 지역이면서 탈사
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사회보장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은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는 매우 상이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구 복지모델에 대한
기존 논의를 베트남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베트남이 가진 복지혼합의 특수성
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공산주의 혁명 이후 베트남인들은 비록 낮은 수준의 실질 급여이지만 사
회주의적 집단주의 체제 하에 소득, 교육, 보건의료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혜택
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복지체제는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
로 변화되었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기존의 복지체제는 와해되었고 국가 사
회보장시스템이 이를 대체하였다. 하지만, 국가는 과거 집단주의 체제와 비교
해 볼 때 주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혁개
방 이전부터 이어져온 베트남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배경은 다
음과 같다.
베트남은 대내외적인 여건상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 머이’(đổi mới, 새롭게
바꾸다, 즉 개혁, 쇄신을 뜻함) 시행 이전 약 10여 년 동안 극심한 어려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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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해있었다. 먼저 대내적으로 베트남은 1975년 공산주의 북베트남 정권에
의해 통일을 이룩한 이후에 남베트남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이식시키기 위한
경제통합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는 곧 남베트남의 적응 실패로 끝이 나고 결
국에는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5)
대외적으로 베트남은 공산주의 북베트남 정권에 의한 재통일 이후 미국으
로부터의 엠바고,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1978-89)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
그리고 구소련 경제침체로 인한 원조중단을 겪게 된다. 결국 베트남은 1975년
재통일 이후 약 10여 년의 기간 동안 대내외적인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국가 전체의 거시경제적인 위기가 가중되어 도이 머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이한우, 2007).
개혁개방 이후 거대한 경제 및 사회의 재구조화는 공적 및 사적 영역 사
이의 관계를 변화시켰고, 급속한 성장과 함께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
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베트남에
도 역시 고스란히 안겨주게 되었다(한도현, 2000).6)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체제 전환을 통해 발생하는 구조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존에 제공되던 사회적 보호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치7) 개념에 의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
5) 해당 사회의 맥락을 무시한 채 국가의 강제적인 압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주는가(Scott,
1998)에 대한 단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6) 개혁개방 이후 경제 성장은 한편으로는 베트남 인민들에게 새로운 자원과 고용의 기회를 제
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을 초래하여 많은 취약계층과 아이들은 더욱 더 어려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발간되고 있는 한 신문매체에 따르면 상위 20%의 부
유층들은 사회복지 혜택의 40%를 누리는 반면에 20%의 최하위계층은 단 7%에 그치고 있
다(Nguoi Lao Dong Newspaper, 2009/06/01). 본 연구자가 2013년 8월 중순부터 현지조사를
위하여 방문연구원으로 있었던 베트남 사회과학한림원 사회학연구소는 최근 본원 내부로 옮
겨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베트남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중
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7) 클럭혼(Kluckhohn, 1951)은 ‘가치’에 대한 개념을 점차 정교화하면서도 “바람직한 무언가에
대한 개념”이라는 큰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바람직한”에 대한
기준인데, 그 의미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으로부터 정당하게 희망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
한 개념”으로 규정한다(그레이버, 2001). 클럭혼의 가치 개념을 통해서 볼 때 베트남의 사회
적 안전망 역시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라 새롭고 바람직한 사회 및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에 당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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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윤대규, 2008). 따라서 베트남은 개혁개방 이전에 제정된 각종 사회보장법
및 체계 등의 제도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Barbour-Lacey and
Hoang Thu Huyen, 2014).
이행기에 베트남에서 관찰된 가장 큰 변화는 사회주의 복지시스템을 감축
(downsizing)시키고 생산 및 소비 단위의 주체로서 가구를 부활시키는 중요한
변화를 동반했다는 점이다(Luong, 2003; McCargo, 2004; Taylor, 2004). 베트
남은 개혁개방 이전부터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재정
적 부담을 극복할 수 없게 되자 그 타개책으로서 사회복지의 모든 부문에 대
해 개별 가구(households)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8) 대부분의
일반 가구 구성원들은 공적 사회보장제도(public social security systems)를
통한 급여(payment)를 필요로 했지만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
었다. 그들은 교육, 의료, 노인층 돌봄 등과 관련된 재정적인 부담을 이겨낼
수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빈곤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Kokko,
2008). 따라서 일반 주민들은 불안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과 같은 사적 제도에 의존하게 되었다(Priwitzer, 2012: 4).
한편, 베트남 북부와 남부는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역적 색깔을 지니
고 있다. 정치적인 역사의 차이에서부터 지리적 특징으로 말미암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성격, 그리고 문화적인 특성에 이르기까지 남북부는 서로 대조
적인 지역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백용훈, 2011). 이러한 지역적 맥락의 상이
점은 비교분석방법을 통해서 비공식 복지과 공식 복지 제도의 성과에 각각 어
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베트남을 사례로 복지 혼합의 성과에 대한 사
회·문화적 배태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은 비
서구 국가인 동시에 탈사회주의 국가로서 베트남의 복지체제는 서구 복지국가
와 질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기존의 복지모델 이론을 적용하여 베트남의 특

8) 단, 국가 부문에 속한 공무원(civil servants), 당원(party officials), 그리고 국영기업 근로자
들은 여전히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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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베트남 남북부의 사례는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이 국가의 동일한 제도와 마주할 때 어떠한 복지 혼합의 성
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인 관찰과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1-3.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심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
서 국가의 복지 제도, 그 중에서도 남북부 두 지역에서 보건소를 기반으로 마
을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 성과를 검
토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앞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을보건소를 통해 제공
되는 국가 의료복지 제도를 남북부 사회의 미시적인 현상들과 연결시켜 상호
어떠한 조화를 유지하며 하나의 복지 혼합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복
지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첫째, 공식 부문
(formal sector)에서 마을 주민들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 의료 복지 제도 가
운데 마을보건소에 주목하여 공식 의료 복지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보건소는 베트남 의료서비스 체
계 가운데 가장 하부 단계의 실체(entity)로서 주민들과 가장 근접해있으며 가
장 기초적이고 예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일한 제도적 조건 하
에서 마을보건소를 통해 국가 의료 정책 및 제도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만약 베트남 남북부 두 지역에서 보건소의 성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공식 복지에 대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와 마을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로 각
각 구분하여 베트남 남북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과 그 곳에 위치해있는 마
을보건소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 및 메커니즘을 통해서 의료서비스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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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마을보건소의 성과에 대해 탐구해본 후에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즉 미시적인 영역으로 관심을 옮긴다. 이 부문은 사회자본 논의를 적
용하여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개인의 행위자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상호 교환되
고 있는 복지 자원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비공식 복
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양한 복지 주체들(예를 들면, 가족, 친척, 이웃 등의
공동체) 사이에 상호 교환되고 있는 복지 자원의 양과 구체적인 대상의 관계,
그리고 자원 교환의 동기와 이유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다.
공식-비공식 영역을 관찰한 이후에는 각각의 복지 제공 주체인 국가와 다
양한 공동체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적인 성과가 어떻게 달라
지는가를 종합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부분이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
다. 특히,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남북부에 각각 내재해있는 전통과 문화적인 맥
락의 요소들이 해당 사회의 비공식 공동체 복지의 양상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
지고 있고,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발현된 특징들이 다시 공식 복지, 즉 마을보
건소의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즉 복지 혼합의 사회·문화적 배태성
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9)
1-4. 논문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와 분석
틀이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로는 베트남의 복지
체제의 특수성, 즉 비공식 영역의 역할과 특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베트남 사회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남북부가
9) 복지 제도의 사회적 배태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중요하다(정동철·박찬웅, 2005; 왕혜숙,
2013a). 만약 본 연구가 미시적인 수준에서 가족 및 공동체 복지 공급의 특징과 기능을 규명
하는 연구로만 그친다면 베트남 비공식 복지의 특수성만을 보여주는 지역연구에 지나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미시적 수준에서 개개인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공식 복지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 거시적인 수준의 국가 복지 제도와 어떠한 상호작용
통해서 한 사회의 복지혼합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작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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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미시
적인 관점에만 치중한 나머지 공식적인 제도의 발전과의 상관성에 주목하지
않은 한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베트남을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특수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복지 혼합과 사회자본 두 이론을 결합한 대안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논문의 분석틀과 가설을 도출해볼 것이다. 특히, 사회자본 이
론은 복지 혼합 가운데 비공식 영역에서의 복지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그리고 가설에 대한 변수의 측정 방법과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리고 비교 분석 전략으로서의 차이법(method of difference)을
적용한 베트남 남북부의 비교분석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3장은 연구 방법이다. 본 논문이 현지조사에 의지하는 만큼 방법론에 대
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조사 대상 지방인 베트남 남북부의 마을을 선정
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조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자 한다.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병행하여 두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
게 수집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4장부터는 공식 복지(마을보건소)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남북부에 각각 위치한 마을보건소의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마을보건소장의 구술 내용을 제시한다. 마을보건소의 성과
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이고, 다른 하
나는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이다. 즉,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과
그것을 제공받는 측면의 입장으로 구분해서 마을보건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실행 및 그 성과에 대한 양 방향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5장은 비공식 복지에 대한 설문조사 및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비공식 복지의 양상과 그 특징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적 영역에서 개개인의 행위자들 간에 자발적으로 상호 교환되는
복지 자원, 즉 가족 구성원 간의 사적소득이전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맺어
진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해 주고받는 경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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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주목하였다. 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내용에 대해 남북부에서 경험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특히, 심층 면접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는 물론이고 복지 자원을 주고받는 동기 및 비공식 복지
와 공식 복지의 상호 작용을 면밀히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만을 통해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다.
6장에서는 북부와 남부에서 관찰된 공식 복지(마을보건소)와 비공식 복지
혼합의 성과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즉, 마을 주민들과 보건소가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제도적 성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남북부에서 마을보건소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국가 의료복지 제도의 성과가 해당 사회의 비공식 복지와
어떠한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가 지닌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따라서 6장의
내용이 본 논문의 핵심 논의 및 주장에 해당한다.
7장인 결론과 함의에서는 베트남 남북부의 비공식 복지와 공식 복지의 분
석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
구의 필요성과 함께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결국 본 논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마을 단위의 공동체성이 해당 사회
에서의 비공식 복지는 물론이고 국가가 실행하는 공식 복지 제도 및 정책의
성과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복지 혼합의 사회·문화적 배태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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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는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기존의
복지 국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베트남 복지국가의 발전 경로를 살
펴본 후에 베트남의 현실에 맞는 대안적 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베
트남에서 국가의 공식 복지 제도와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의 비공식 복
지 부문 간의 혼합된 양상을 이해한다. 둘째, 앞서 베트남의 복지체제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장과 같은 공식 부문보다는 사회 영역의 역할과 특성
에 더 주목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서는 전통사회를 기반으로 베트남
사회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남북부 사회
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끝으로, 앞의 두 가지 논의를 종합하여 대안적인 이
론으로서 “복지 혼합 + 사회자본”을 제시한다. 국가의 공식 복지 영역의 이면
에 존재하는 비공식 공동체 복지의 양상을 관찰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자
본의 미시적 및 거시적 관점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분석
틀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1. 베트남의 특수성과 기존 복지국가 논의의 한계

복지에 대한 연구는 방대하지만 그 동안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문
적 관심과 이론적 접근은 주로 복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복
지국가의 출현을 설명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준 이론적 접근은 ‘산업화
논리’(logic of industrialization)이다. 산업화 논리는 정치적 이념, 제도 혹은
문화에 관계없이 산업화된 국가일수록, 즉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
국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산업화의 정도에 따른 국가별 복지 수준을 통
계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Cutright, 1965; Wilensky, 1975). 특히,
산업화 논리는 경제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이 전통적인 복지공급
원으로서 존재하는 가족, 교회, 그리고 공동체 등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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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따라서 국가의 대규모 개입에 의한 사회 복지의 발달이 필수적이라
고 주장한다. 베트남은 시장경제 도입 이후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사회보장 시
스템 등과 같은 제도적인 개혁을 시행했지만, 그와 동시에 생산 및 소비 단위
로서 가구가 부활하면서 가족, 공동체, 그리고 자조적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복지 공급이 이루어졌다(Barbieri and Belanger 2009;
Priwitzer, 2012: 4). 따라서 베트남을 산업화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발달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운데 권력자원론
(power-resources model)은 노동자 중심의 좌파 세력과 자본가인 우파 세력
간의 상대적인 권력의 크기가 공공복지의 발전 정도를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Korpi, 1983, 2006). 특히, 친복지세력으로 간주되는 노동은 다양한 정책선호
를 가질 수 있고, 이들의 선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양한 전략적 선택들로 인
하여 복지국가의 발전 경로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된
민주국가에서 공공복지의 발달 정도가 다른 이유에 대해 권력자원론이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제공해준다고 주장한다(양재진·정의룡, 2012).
베트남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모든 인민들에게 기
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노조는
당과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노조 지도부는 조합원의 민주
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당과 국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
서 노조는 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을 제대로 대
변해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서구 유럽의 노조와 같이 외부세력으로부터 자
율성을 지니면서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힘든 구조
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는 사회정책에 대해서 민주적인 방식
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부재하며, 부르주아지와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도 없다(Hoàng Ngoc Thanh 2011; 정유경 2013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
서 권력자원론 역시 베트남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국가주의 이론(Orloff and Skocpol, 1984; Skocpol, 1992)은 특정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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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관료화 및 중앙집권화의 정도, 즉 사회의 여러 힘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국가의 구조와 국가 관료들의 정책형성 활동에 따라서 복지국
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베트남은 사회복지정책의 의사결정에서 국가와
정부 관료의 힘이 강력하지만, 국가 정당성과 체제 면에서 국가주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베트남은 시장경제를 채택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이고,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적 분야는 여전히 국유기업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이한우, 2013).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주의 체제의 그것은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
이상과 같은 관점으로 볼 때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는 비서구 국가, 탈사
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특수성을 짚어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즉, 서구 복
지국가의 발전경로는 베트남 복지국가의 발전경로의 독특성을 설명해낼 수 없
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가 아닌 사회주의의 결과로 복지
국가가 탄생했고,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복지시스템의 해체과정
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행기에 베트남의 상황은 생산 체제에서의 변화뿐
만 아니라 복지 체제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하였다. 기존에 제공되던 사
회주의 복지 시스템의 축소(downsizing)와 이전과 크게 달라진 생산 및 소비
단위로서 가구의 부활은 공적 및 사적 부문 사이의 경계를 재정립했다
(Barbieri and Belanger, 2009). 다시 말하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
를 통해 생산에 있어서 가족의 자율성을 증대시킨 이면에는 기본적인 생계 보
장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로서 가족 단위의 책임을 증
가시키는 중요한 변화를 동반하게 만들었다. 즉, 가족이 복지를 공급하는 주체
로서 절대적인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이다.10) 따라서 가족은 물론이고 친
족, 이웃, 동료로 구성된 각종 공동체의 비공식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1)
10) 베트남의 시장지향적 경제개혁 과정에서 가족의 자율성과 자체 부양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회의 자유시장경제적 발전과정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1) 사회주의 국가로서 베트남은 헌법상으로 국가가 모든 인민들에게 기본적인 사회복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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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복지,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이 주목하는 의료복지 서비스를 살펴보면
서구 국가들을 근거로 한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베트남에 그
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베트남의 국가 복지는 세 가지 유형의
의무적인 사회보장, 즉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그리고 사회 부조(Social
Assistance)와 특별 우대(Preferential Treatment)로 구분된다. 베트남의 사회
보장 시스템은 아래의 <그림 2-1>과 같은 구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2-1. 베트남 사회보장 시스템(Social Security System)의 구조

출처: Bui Xuan Du(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최근 개정된 법에 맞게 수정하
였음.
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대상과 그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복지 현실을 복지국가의 틀에서
만 분석하는 것은 베트남의 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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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보험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고 2006년에 개정된 법이 현재 시
행중이다.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있는 공적 및 사적 부문의 근로자들
은 모두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고, 그 이외에도 가사 노동자, 농림수산
업 종사자, 공무원, 조합원, 경찰, 군인 등도 포함된다. 또한, 2008년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혹은 그에 준한 자들을 위한 자발적 사회보험제도
를 운영 중이다. 사회보험은 병가(sick leave), 출산 휴가(maternity leave), 산
업재해와 직업병(work-related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s), 연금
(pension allowance), 사망 수당(mortality allowance)을 포함하는 복리 후생비
(employee benefits)를 포괄한다.
건강보험은 1961년에 제정 당시 사회보험법에 편입되어 있었지만 2008년
에 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건강 검진(medical
examination) 그리고 승인된 의료 시설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있는 공적 및 사적 부문의 근로자들
은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되고, 그 이외에도 가사 노동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공무원, 조합원, 경찰, 군인 등도 포함한다. 또한, 근로소득자, 공무원, 연금수
령자, 장애인, 실업자, 참전 용사, 사회복지 수급자, 빈곤층, 6세 이하 어린이,
학생, 정부에 의해 지정된 대상들까지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자
영업자, 농업 종사자, 조합원, 학생 등은 자발적 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 높
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베트남 보건부는 2015년까지 전체 인구의 70%, 그리
고 2020년까지 80% 이상의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12)
건강보험 중에서 강제적 의무가입의 대상은 외래 및 입원 진료시 일정한
금액의 최대 환급 제한선까지 보장받는데,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약값에 대해
12)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54556,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4/09/17/social-health-insurancein-vietnam-progress-made-but-challenges-remain-to-reach-universal-coverage (검색일:
2015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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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지급한다. 자발적 보험은 가입자가 특정 의료시설을 지정해놓고 그 곳에
서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서 선택한 보험의 가입 내역에 따
라 보장 범위가 다르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최저가 패키지에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에는 극빈층이 해당되는데, 기초 외래진료와 입원 진료시 범위에
선정되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보장해준다.
그리고 실업보험법은 2006년에 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적 및 공적 부문의 조직들에 재직 중이고 1년
이상 3년 미만 혹은 계약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근무하는 일반 사람들 모두 해
당된다. 실업보험은 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으로 매달 지난 6개월 간 평균 월급
의 60%를 실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13) 아래의 <표 2-1>은 이상의 세 가
지 사회보장에 대해서 근로소득 중 고용주와 근로자의 최소 부담금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표 2-1. 근로소득 중 사회보장 최소 부담금(minimum contributions)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고용주
근로자
18%
8%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고용주
근로자
3%
1.5%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고용주
근로자
1%
1%

출처: Barbour-Lacey and Hoang Thu Huyen, 2014
한편, 국가 복지 제도 가운데 본 연구가 주목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검
토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도입은 1989년을 기준으
로 그 이전에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의료
분야 자유화, 즉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의료개혁이 이루어졌고, 1992년부터는
13) http://www.vietnam-briefing.com/news/social-security-vietnam-social-insurance.html/(검
색일: 2015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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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강보험제도(의무 가입 및 자발적 가입)을 도입하였다. 현재 베트남의 건
강보험체계는 2008년 개정된 법에 따라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14)
정부는 1990년대부터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고, 2001년 이후부
터는 인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on Protection
and Care of the People's Health)이라는 정책을 기반으로 모든 인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기초 수준을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건강 부문에 대한 역할을
재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사회경제적 발전이 더뎠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건강 상태(health status)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를 위한 국
가 예산을 증가시켰다(WHO and the Ministry of Health, Vietnam, 2012.
Health Service Delivery Profile, Vietnam).15)
베트남의 의료체계는 아래의 <그림 2-2>와 같이 총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장 상층부에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국가 보건정책의
수립, 시행 및 공공의료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며, 지방의료기관(중앙병원과 외
국인 투자병원)과 의과대학을 감독한다. 그 하위 단계에는 지방보건부서
(Provincial Health Bureau)가 있는데, 이들은 상층부에 있는 보건부의 정책을
따르면서 지방인민회의(Provincial People's Committee)에게 보고해야할 의무
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보건부서의 하위에 있는 지역보건센터(District
Health Centers)는 치료활동, 예방프로그램, 보건프로그램 및 통계자료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내 보건소 운영을 감독한다.
끝으로, 제일 하층부에 있는 마을 보건소(Commune Health Stations)는
베트남 공적 의료체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의료기관이다. 각각
14) 베트남 의료보험법(LUẬT Bảo hiểm y tế): Nghị quyết Số 25/2008/QH12 (2008년 11월 14
일)
15) 베트남 인구의 건강 수준은 비슷한 소득 수준에 있는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고 더 높은 생
활수준을 향유하는 인접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1990년에 베트남의 기대 수명(life
expectancy)는 소득이 5-10배 더 높은 국가들(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 비슷하다. 그리고
비슷한 소득을 가진 국가들(방글라데시, 인도)보다는 약 10년이 더 길었다. 또한 베트남의
영유야 사망률(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s)은 유사한 소득을 지닌 국가들의 절반 정도
이며 오히려 더 잘 사는 국가들에 가깝다(Gertler and Litvack, 1998).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베트남은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 집중하고 많은 노력
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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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한 명의 의사 또는 준의사 그리고 한 명의 간호사 또
는 조산사로 구성되고 각 보건소에서는 약 7천명에서 9천명의 주민을 대상으
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Vietnam).16) 아래의 <그
림 2-2>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조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그림 2-2. 베트남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조

출처: Department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Vietnam Ministry of
Health, 2006 cited in Luu(2008: 39)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작성하였음
16) 베트남에서 치료를 위한 공적 의료 부문은 11,400개의 마을보건소, 약 900개의 병원(730개
의 종합병원(general hospitals)과 103개의 전문 병원(specialized hospitals), 그 외 기타병원),
860개의 일반 의원(clinics), 94개의 전문 의원(clinics), 58개의 조산원(maternity clinics), 79
개의 재활 병원 및 센터(rehabilitation hospitals and centres), 그리고 3개의 전문 의료 센터
(specialized health centres)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의료 시설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관리 하에 있다(Pham Thi Mai Huong and Vo Thi Kim Hue, 200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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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이상과 같은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 하에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유지 및 강화해나가고 있다. 1975년 베트남의 재통일
이후 베트남 보건부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전달하는데 수많은 시도
를 해왔고 그 중에서도 전인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국적인 보건소 네트워
크 구축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남부 지방으로 보건소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홍석표·김지혜, 2012).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도이머이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정부는 마을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적 보건 서비스(preventive health
services)를 제공하는데 집중하면서 공공부문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해나가고 있
다. 다시 말해서, 베트남의 보건시스템은 각 사(社, commune)마다 존재하는
마을보건소(Commune Health Stations)17)를 통해서 예방적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나가고 있다(Luu, 2008).18)
베트남에서 치료를 위한 공적 의료 부문은 약 11,400개의 마을보건소, 약
900개의 병원(730개의 종합병원(general hospitals)과 103개의 전문 병원
(specialized hospitals) 그 외 기타병원), 860개의 일반 병원(clinics), 94개의 전
문 의원(clinics), 58개의 조산원(maternity clinics), 79개의 재활 병원 및 센터
(rehabilitation hospitals and centres), 그리고 3개의 전문 의료 센터
(specialized health centres)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의료 시설은 보
건부(Ministry of Health)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다(Pham Thi Mai Huong
and Vo Thi Kim Hue, 2007: 97).
베트남에서 의료 부문의 정책 입안가들과 직원(staff) 그리고 다양한 의료
시스템의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은 베트남 일반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
이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베트남 정부는 의료 부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17) 거의 모든 사(社, commune)에 하나의 마을 보건소(Commune Health Stations)가 위치해있
다. 마을 보건소는 특히 농촌 지역과 산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 및 국가 전략 건강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위생(hygiene), 백신
(vaccinations), 출산 전 관리(antenatal care), 순산(safe delivery), 그리고 건강관리 교육
(health education)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마을 건강 인력들(village health workers)과
협력하여 봉사 및 원조활동(out-reach activities)을 실시하고 있다(Priwitzer, 2012).
18) 베트남 수상은 1994년 한 마을당 3~5명의 CHS 직원을 허용한다는 안건을 발표(Prime
Minister issues Decision 58)하였는데, 이를 통해 국가의 보건 시스템은 점차 안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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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를 기반으로 의료시스템을 확립시켜 나갔다. 특
히, 농촌 등에 거주하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값비싼 의료시설보다는 마을
보건소를 통한 공공 의료시스템을 더욱 선호하였다. 자문, 질병 치료, 가족계
획, 그리고 위생 및 건강증진을 포함한 기초적인(primary) 보건의료 서비스가
마을 보건소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이다. 예방 및 치료적 보호와 관련하여 마
을보건소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처음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인 것
이다(Priwitzer, 2012).
그런데, 베트남에서 공적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모든
제도적 권한이 중앙(국가)보다는 지방 수준(local level)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Birt, 1990). 1986년 도이 머이 이후 악화된 재정 상
황으로 1989년부터는 마을 보건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감소하는 과정을 겪
게 되는데, 이 때 정부는 지방 수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타개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보건 의료의 공급은 공동체나 친족 같은 사적 제도
에 보다 의지하면서 가족, 공동체 및 자조적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
에 의한 공급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보건의료의 시장화에
대한 방식, 즉 탈중앙화의 과정은 아래에서부터 위로(bottom-up) 발생했다는
연구 역시 확인할 수 있다(Priwitzer, 2012: 4).
한편, 국가 영역과 함께 공식적인 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시장 영역은 베
트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베
트남에는 국영기업과 해외투자기업을 포함하여 총 57개의 보험회사가 운영 중
이다. 베트남은 총 인구수 9천여 명 가운데 60% 이상이 30세 이하이고 중산
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 복지 부문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침투(penetration)
정도는 역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시장 복지 상
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구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고 지방별, 계층별로 편차
가 심하다.19) 따라서 시장 부문은 일반화된 수준에서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다
19) https://www.mayerbrown.com/files/Publication/6d202e21-8507-4513-b40f-26ebfd22b5ab/Pre
sentation/PublicationAttachment/0a09ff10-9ced-4a52-88e8-2c6039a2b5f3/140129-VTN-I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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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동체 부문은 어떠한가. 베트남의 복지 체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이행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
화를 통해 생산에 있어서 가족의 자율성을 증대시킨 이면에는 기본적인 생계
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로서 가족 단위의 책임이 증가
하는 중요한 변화를 동반하게 만들었다(Kokko, 2008).
이상과 같은 논의를 정리해보면, 베트남 복지 체제의 양상은 “사라진 국
가, 미발달한 시장, 부활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서, 비공식 영역에서 공동체가 복지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의 복지 현실에 기존 복지국가 논의들을 단순히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공식 복지 영역에 대한 관심은 폴라니(Polayni, 1957)와
복지 혼합(welfare mix) 논의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일찍이 폴라니는 경제통합 유형을 재분배(redistribution), 교환(exchange),
호혜성(reciprocity)으로 구분한 바 있다. 재분배는 중앙의 행정적 지위로 재화
를 수집한 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재할당하는 것이고, 교환은 공급과 수
요의 원리에 따라서 생산량과 그 분배 방식이 가격으로 결정되는 시장메커니
즘을 말한다. 그리고 호혜성은 “도덕적 의무”에 바탕을 둔 사회적 유대로 맺
어진 사람들 사이에 재화를 주고받는 교환의 유형을 말한다(최종렬, 2004; 류
석춘·왕혜숙, 2007; 왕혜숙, 2013a).
이러한 경제통합 유형의 이론적 기원을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에 각각 적
용해보면 국가, 시장 그리고 공동체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부문은 합
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복지 자원을 수집한 후 그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
시 분배 및 할당한다. 시장 부문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쟁의 원리를 통해서
복지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공동체 부문은 자발적인 협동
을 통한 비공식 조직의 생산적인 복지 자원의 교환을 가능하게 해준다. 결국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복지는 국가, 시장, 그리고 공동체 부문이 상호 의존적인
a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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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서로 혼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류석춘·왕혜숙, 2007).20) 따라서
기존에 주목해온 국가-시장의 이분법을 넘어선 공동체 부문에 대한 탐구가 가
능하다.
한편, 고프(Gough, 2001)는 서구 국가들에 대해 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했
던 기존의 복지개념 틀을 일부 수정하여 비서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찰력 있
는 설명을 제시하였다.21) 그는 동아시아 5개국, 즉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
리핀, 인도네시아가 모두 아시아 금융 위기를 공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그 대
응방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상이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
지 체제를 분석할 경우에 국가, 시장, 가구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하는 복지
혼합(welfare mix)의 관점 그리고 탈상품화의 정도와 사회계층화의 정도를 모
두 반영하는 확대적인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프와 그의 동료들(Gough et al., 2004)은 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한
복지 체제의 분석틀을 다른 국가들에게 단순히 적용할 수 없고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들의 복지제도를 서로 구분하여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특히, 국가와 시장에서 제공하는 복지 이외에도 공동체(community)와
관련된 비공식 기제(arrangements)가 때로는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가족(family) 혹은 다양한 2차 집단(secondary
associations)의 형태를 통해서도 복지의 기능이 충족된다는 것이다.22)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국가나 시장에만 초점을 두는 서구 자본주
의 복지국가 논의는 탈사회주의 국가로서 특수한 경로를 이행 중인 베트남에
20) 사회복지(social welfare)에서 ‘사회적’(social)이라는 의미는 모든 계층에게, 즉 인간이면 누
구에게나 번영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 부문에 있어서 사회 복지는 인
간이면 어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안정한 미래, 즉 아프거나 다칠지도 모르는 불안과 위
협에 대한 보호장치라는 의미에서 사회적인 것이다. 결국 복지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과 접
근은 보호를 받는 대상의 범위와 그 수준,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21) 서구 복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가정들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들에서 더 많은 질문
이 제기되어야 한다(Gough and Wood 2004, p.3).
22) 하지만, 고프는 가난한 국가들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의
능력이 제한적이고 정책 등의 실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점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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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베트남의 현실에 맞는 대안적인 이론이 필요
하다.
2-2. 베트남 사회의 특성: 북부와 남부의 차이

앞서 베트남의 복지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장과 같은 공식
영역보다는 비공식 영역의 역할과 특성에 더욱 주목해야함을 지적했다. 따라
서 베트남의 사회 영역에 대한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자들은 베트남 사회가 어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베트남은 지형적으로 긴 'S'자 모양의 형태로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고,
역사적으로 남북 분단의 경험이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남부보다 북부 지역이
유교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았다(유인선, 1989; 하순, 1994). 이러한 지형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두 지역은 식민화, 공산화, 그리고 근대화의 과
정에서도 서로 이질적인 경험을 하였다(박종철, 1996; 김종욱, 2003; 이한우,
2007).
먼저, 하순(1994, 2000)은 베트남 남북부의 차이에 대해 주목한 학자로서
그의 연구는 지리적 환경과 생태적 조건에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베트남 남북
부가 각각 서로 다른 사회생활의 조직 방식을 가지게 된 배경을 상당히 체계
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북부 홍강 삼각주 지역
은 고저에 따른 차이가 심해 땅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배수 및 토양의 비옥
도에 대한 편차가 크다. 이러한 환경 탓에 대규모 단위의 인구가 고지대의 비
옥한 토지에 집중되면서 자연스레 핵 모양의 응집된 촌락 유형이 형성되었다.
또한, 산적 등의 외부 침입자들의 습격에 대비하여 나무 울타리로 보호하는
등 촌락 단위로 대처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했다(하순, 2000). 게다가, 척박한 환경에서의 노동 집약적
인 쌀농사는 고유한 협동 방식과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켜 나가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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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rtz, 1969, 1973).
이처럼 북부와 같은 촌락사회는 자연스럽게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지향하
게 되고, 나아가 촌락 개별 단위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자치 기능을 발달
시키게 된다. 따라서 홍강 삼각주의 촌락은 친족, 이웃과의 친분관계, 마을 내
에서의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상부상조하면서 폐쇄적인
촌락사회 내부에서 자율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그 기능이 유지되었다. 북부
에 활발하게 조직되어 있는 상부상조를 위한 경조회, 계모임, 동창회 등의 비
공식 친목단체들의 기원 역시 이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하
순, 2000: 91).
한편, 북부와 달리 남부는 자연적으로 수량(水量)이 조절되는 우호적인 환
경을 기반으로 쌀 농업이 발달하였다. 메콩강 삼각주의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
과 조건은 상호 협력을 위한 대규모의 밀집된 촌락 유형을 불필요하게 만들었
다. 게다가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남부 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토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터전
을 제공해주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핵가족 단위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새
로운 농토를 개척하는 방식이 생존과 적응에 보다 유리했다(하순, 2000: 88).
북부와 같은 촌락 단위의 자발적 단체들이 남부 지역에 조직화되지 못한 이유
는 지리적 환경에 따른 분산된 정착 유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Hickey,
1958; Do Thai Dong, 1991; 하순, 2000 재인용). 이상과 같은 남북부의 촌락
형태는 아래의 <그림 2-3>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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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홍강 삼각주(북부)와 메콩강 삼각주(남부)의 촌락 유형23)

<홍강 삼각주(북부)의 촌락 유형> <메콩강 삼각주(남부)의 촌락 유형>
남북부의 전통사회에서 발견되는 지리적 환경, 촌락 형태, 그리고 이에 따
라 조직된 서로 다른 사회생활의 방식은 이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흡수하면서 더욱 강화된다. 북부의 경우에는 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다. 북부는 남부에 비해 유교가 역사적으로 큰 지배력을 행사해왔다(김종욱,
1988).24) 그 이유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유교가 가지고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레(Le, 黎, 1428~1788) 왕
조는 주자학을 국가 운영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였는데, 당시 대민 통제수단
으로서 향약을 발전시켰다(한도현, 2003: 294, 311~2). 향약이 주로 북중부 지
역, 그 가운데서도 홍강 삼각주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 때
문이다.25)
23) <그림 2-3>은 하순(1994, 2000)의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자가 그림으로 표
현한 것이다. 큰 점으로 표시한 것은 개별가구이고, 굵은 실선은 강을 나타낸 것이며, 점선
은 대나무 울타리, 즉 마을(촌락) 단위의 경계를 의미한다.
24) 베트남의 종교는 전국적으로 민간 신앙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북부는 불교와 유교
가 지배적인 반면, 남부는 천주교가 대중적이다. 그리고 불교의 변종인 “호아하오”(Hòa Hảo,
和好)교와 유교·불교·도교 등의 혼합종교로서 신흥 종교인 “까오다이”(Cao Đài, 高台)교가
남부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구엔쿼흥, 1980).
25) 한놈연구원에 남아 있는 한문본 및 쯔놈본 향약은 북부 산악지대 41건, 북부 중간지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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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은 지역 사회의 자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한도현
(2003: 315)은 향약이 강조했던 행위 규범들이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결속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한다. 이렇게 볼 때 유교는 북부 사회
의 친족, 촌락 공동체의 결속적 연결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교의 효 덕목과 조상숭배는 일차적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조상숭배라는
신념 체계는 친족 공동체 결속의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베트
남인의 조상 숭배 및 의례가 세대 간의 결속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친족
집단의 유대를 확대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최호림, 2005).
남부의 경우 역시 전통사회의 분산된 촌락형태와 개방된 사회적 관계는
이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더욱 심화된다. 특히 남부의 민족적 및 종족적 다
양성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북부는 역사적으로
인구의 유출입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에 남부는 다양한 이민족들이 수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이주해 들어오는데 이 때문에 종족적 다양성이 높은 특성을 갖
게 된다. 그 결과 중부 이남의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특징이
유지된다(유인선, 1999).
남부의 촌락에서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것은 향약의 존재 여부와도 관련
성이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유교의 영향력으로 평가되는 향약의 증거들이 발
견되지 않고 있다(하순, 2000: 91; 한도현, 2003). 15세기 이전부터 북부의 촌락
에 존재했던 향약은 18세기 말까지 남부 촌락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남부지역에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는데, 내용에 있어서 북부의
향약과 달리 촌락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유인선, 1999:
375; 하순, 2000 재인용). 이러한 배경으로는 지리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는데,
세금을 피하거나 좋은 토지를 찾아서 항시 새로운 곳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남부의 촌락민들에게는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향약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하순, 2000).
건, 홍강 삼각주 지역 497건, 중부지방 44건 등이다(한도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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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부의 공동체적인 특성은 딘(Đinh, 亭)26)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더
욱 강화되었다. 북부 촌락에서 딘은 사회 및 종교생활을 위한 중심적인 기능
을 하며 촌락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들은 촌락지도자들이며 이때 보통사람들도 음식을 가져다 향불을 피우고 절을
한다. 제사 후 열리는 잔치에는 촌락지도자들과 잔치를 위해 기여한 사람들뿐
만 아니라 촌락민 전체가 참여한다(하순, 2000). 딘의 이러한 기능은 앞서 북
부 정보제공자들의 구술 내용에서도 확인했듯이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되고 있
다.
이에 반해 남부 촌락에서는 딘 제사와 기타 신들에 대한 제사위원회가 조
직되어 있기는 하지만 북부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특히 남부의 딘에서 촌락
보호신에 대한 제사는 음력으로 1년에 4번 그것도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지내
지며 북부에서처럼 촌락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Cummings, 1977: 88; 하순, 2000 재인용). 비록 각 가정의 세대주들이 참석하
도록 되어 있지만 참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사를 지내기 시작할 때부터 마
칠 때까지 상호 교제가 매우 미약하다(하순, 2000).
베트남 남북부에서 관찰되는 가족 및 친족체계는 두 지역의 차이를 더욱
확실히 보여준다. 북부 홍강 삼각주에서 가족 및 친족체계는 부계종족의 원칙
과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 제도를 따른다. 이에 반해 남부의 메콩강 삼각주는
북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부에서는 대규모의 노동력
이 없어도 벼농사가 가능했고, 풍부한 토지여건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옮겨 다
니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개별 핵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남부에서는 집안에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모두 분가를 시켰고 이
에 따라 양변 친족 사회 및 말자상속제도를 따랐다. 이러한 관습은 경제적 자
원이 풍부한 자연조건에 따른 결과로 생겨난 남부 지역의 독자적인 것으로 볼
26) 딘(Đình, 亭)은 촌락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기능을 한다. 딘은 마을 내에서 보호신을 모시
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며 마을공동체의 중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회의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
다. 따라서 마을의 생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전경수(1999: 72)의 연
구에 따르면, 북부는 전통을 복구하려는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축제에 적극
적으로 참여했고, 제사를 지내는 절차와 내용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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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하순, 2000).
생태적 환경에 따라 농업의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형성된 베트남 북부의
친족 및 마을 공동체는 이후 유교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친족 중심적인
에토스에 의해 강화되며 강한 연대로 구성된 폐쇄적인 형태의 연결망을 발달
시키게 되었다. 이에 반해 베트남 남부는 가족, 친족 등 1차 집단의 협소한 범
위를 넘어서는 개방적인 형태의 약한 연대가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로 자리잡
게 되었다(왕혜숙 외, 2011). 이상과 같은 서로 다른 전통과 문화적인 특징은
베트남 북부와 남부가 경험해 온 오랜 역사적 과정의 유산이다. 이상과 같이
생태적 환경, 전통 및 문화적 맥락에 따라 강화되고 조직되어온 베트남 남북
부의 사회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2>와 같다.
표 2-2.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사회·문화적 차이
북부(홍강 삼각주)

남부(메콩강 삼각주)

배수 및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풍부한 농경지를 바탕으로
지리적 환경 양호한 토지에 대규모 단위의 자유로운 이동 및 경작이 가능
인구가 집중
개인 또는 개별 핵가족 중심의
대가족,
친족,
마을
공동체
주거형태
분산적 주거형태,
중심의 집단적 주거형태
집단적 거주 희박
천주교, 호아하오교,
문화/종교
유교, 불교
까오다이교
전통적 자치조직
향약, 딘 발달
향약, 딘 미발달
가족 및 친족
부계종족의 원칙과
양변 친족 사회,
체계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제도
말자우대 불균등 상속제도
사회적 관계
1차 집단의 협소한 범위를
친족,
촌락
공동체
중심의
(꽌혜(關係), 폐쇄적인 형태의 강한 연결망 넘어선 개방적인 형태의 약한
띤깜(情感))
연결망

출처: Hickey, 1964; Cummings, 1977; Do Thai Dong, 1991; 하순, 199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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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유인선, 1999; 최병욱, 2000; 한도현, 2000, 2003; 이한우, 2002, 2007; 김
종욱, 2003; 최호림, 2005; 백용훈, 2011; 왕혜숙 외, 2011(의 연구를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모두 베트남 사회가 하나의 균질된 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 남북부가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베트남의 사회 영역에
대한 선행된 연구들은 주로 전통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데만 그치고, 개혁개
방을 거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특징들이 어떻게 변용되고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둘째, 이들 연구는 미시적인 관점에만 한정하여 비
공식 영역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 거시적 또는 공식적인 제도, 예
를 들면 시장과 민주주의라는 영역의 발전과 상호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또는 조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행히 최근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베트남 남북부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사회자본의 특성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
는가를 규명해준 연구가 있다(백용훈, 2011; 왕혜숙 외, 2011). 이들 연구는 사
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연결망과 신뢰에 주목하여 그것이 경제발전이
라는 거시적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베트남 남북부 두 지
역을 사례로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연결망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베트남 남북부
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저발전한 베트남 북부는 남부에 비
해 주로 1차 집단과 친구, 직장동료 등 빈번한 대면 접촉을 하는 집단들에 집
중된 강한 연대의 폐쇄적인 연결망을 보여주었고, 반면 상대적으로 발전한 남
부는 북부에 비해 1차 집단 중심의 친밀한 집단을 넘어서 활발한 자발적 결사
체 참여와 같은 약한 연대의 확장적인 연결망을 보여주었다.27) 그리고 신뢰의
27)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연결망에 대한 분석 결과는 WVS 2001, 2005 Vietnam 자료를 통해
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백용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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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대해서도 역시 남북부는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남부에 비해 북부는 일
반적 신뢰와 제한적 대인 신뢰가 높았고 북부에 비해 남부는 불신 경향이 높
았다. 남북부 사회자본의 차이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 2-3>과 같다.
표 2-3.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사회자본의 차이
연결망
신뢰

북부(하노이)
1차 집단 중심
폐쇄적, 강한 연대
일반적 신뢰 높음
제한적 대인 신뢰 높음

남부(호치민시)
1차 집단 및 자발적 결사체
개방적, 약한 연대
불신 높음

출처: 왕혜숙·백용훈·류석춘(2011: 76)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베트남 남북부의 사회자본 비교 연구는
비공식 영역에서 교환되는 복지 자원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함의
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 남북부가 보여주는 사회자본의 차이는 두 지역을 각
각 독립변수로 설정할 때 비교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제공해준다.
2-3. 대안적인 이론: “복지혼합 + 사회자본”
2-3-1. 복지혼합: 공동체 복지에 주목하는 이유

국가, 시장, 그리고 가족 사이의 복지 혼합에 주목하는 관심은 개발도상국
에서의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및 제도적(institutional) 환경(setting)에
적용될 수 있다(Gough, 2004). 복지 혼합 분석의 요점은 복지 제도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체제의 발전과 변화 양상 그리고 이에 따른 복지
의 실제적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한 사회에서 복지 생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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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측면이 서로 혼합된 상태를 보여준다(Rose, 1985; Evers, 1993, 1995
).28) 따라서 “복지 혼합”(welfare mix)의 개념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제도는 공급, 규제, 그리고 재정의 측면에 있어서 항상 혼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국가 주도적인 복지공급의 구조를 가진 곳에
서조차 시장, 시민사회, 그리고 가족 등의 민간 영역의 중요성이 결코 간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Rose and Shiratoir, 1986; 김진욱, 2004). 파월과 베리엔토스
역시 ‘복지 혼합은 복지 체제가 성립되는 기초’라고 언급하였다(Powell and
Barrientos, 2004: 85). 따라서 복지체제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혼
합 접근이 필수적이며(김진욱, 2004), 베트남 복지 체제 혹은 복지국가 성격의
규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프는 개발도상국의 비공식 보장 체제(informal
security regime)와 저개발국가의 비보장 체제(insecurity regime)로 그 시각을
넓힘으로써 복지혼합의 구조를 복지 체제 분석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다
(Gough et al., 2004). 예를 들면, 베트남 복지 국가에 대한 그 실질적인 내용
은 복지혼합의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국가 부문에서 복지공급의 기능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특정 국가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의 발전과정, 특히 복지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 혼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복지 혼합의 관점은 한 사회의 복지 수준이 국가의 역할로만 판단되는 것
이 아니라 시장, 제3섹터, 다양한 형태의 2차 집단(예를 들면,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부문(가족, 친구, 이웃 등)의 다양한 제도적 영역이 상호의존적인 방식
으로 혼합된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Esping-Andersen, 1990;
신동면, 2001). 이렇게 볼 때, 복지 혼합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수
준의 영역을 경험적이고 분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며29) 특히,
28) 로즈(Rose, 1985)는 복지가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공급될 수 있고 복지 혼합(welfare mix)은
시간과 국가들 사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복지
공급(provision)은 다양한 분배적인 영향력(distributional impacts)을 가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첨가 혹은 대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29) 예를 들어, 가족의 영역에서 복지에 대한 제도적 책임이 증가한다면, 국가나 시장 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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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 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복지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지 혼합에 대한 분석틀은 복지를 공급하는 주체에 대한 구분을 중심으
로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길버트와 테럴(Gilbert and
Terrell, 2005)은 가족을 포함한 친족, 종교, 기업, 시장, 상호부조, 정부의 6가
지 주체로 분류하고 이들이 각각 주된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존슨(Johnson, 1987)은 복지공급주체를 국가,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상업부문
(commercial sector)으로 구분하였다.
에버스(Evers, 1990)는 국가, 시장, 자원부문, 비공식부문으로 구성되어 있
는 복지 체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사회복지공급의 주체를 가구
(households), 국가, 그리고 시장경제의 세 가지 축으로 보고 이들이 서로 혼
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공급주체가 생겨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가
구와 국가 사이에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형태의 공급주체로서 자조집단
(self-help group)이 있고, 국가 부문에 가까운 공급주체로는 자원봉사조직
(voluntary organization)이 있다. 그리고 가구와 시장경제 사이에는 소규모의
직업조성 집단(small-scale initiative for job creation)이 있으며, 가구, 국가
및 시장경제의 정중앙에는 협동(cooperative) 조직이 존재한다. 즉, 에버스의
복지 체제 모델이 강조하는 바는 한 사회의 복치 체제가 여러 부문들로 구성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고프와 김진욱(Gough and Kim, 2000)은 보다 구체적인 사회복지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그 제공주체를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
업, 그리고 가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역시 한 사회의 복지 체제는 각 부
문들이 주체적으로 담당하는 복지의 혼합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
다.30) 따라서 각 공급주체가 기능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의 변화에 따라
른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책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지 혼합의 관점
에서 볼 때 의료, 고용, 혹은 교육과 같은 복지는 서로 다른 제도적인 영역을 통해 그 책임
이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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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혼합의 내용이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한편,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9)은 ‘국가’ 부문에만 주목하는
기존의 연구 경향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복지국가들에 대한 유형
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는 기존의 복지국가 비교 연구들이 산업화 정도,
사회지출, 그리고 권력자원의 규모에 주목하여 단일 차원의 척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복지국가들을 일원적으로 배치하는 선형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국가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그는 보
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 시장, 가족이라는 세 영역의 복지공급 역할이 상
호 간에 어떠한 조화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복지 체제로 구조화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 대신 복지 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와
경제 간의 관계 속에 보다 복잡한 법률적 및 조직적 특징들이 체계적으로 엉
켜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는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비교는 개별 국가
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상세한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와 이를 둘러싼 쟁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복지국가
를 떠받치고 있는 제도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와 사회 계층화의 정도에 따라서 전통적
인 사회복지 정책들이 형성되어 온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들이 고용 문
제나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복지국가들이 일정한 군집을 이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복지국가를 세
가지의 유형, 즉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
은 이후 복지연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부터 등장
하기 시작한 비교복지국가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

30) 미쉬라(Mishra, 1990: 110~114)는 복지의 총합이 단순히 ‘부분의 합계’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복지혼합에서 ‘혼합’이라는 변수에 주목해야하며 각각의 요소들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
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각 요소들은 다른 원리에 따르고 다
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의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지
적하였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9: 36) 역시 복지를 떠받치는 기초가 기능적
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각 영역이 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가정이라고 밝
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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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형에 부가적이거나 대안적인 ‘체제 유형’을 확인하려는 시도 혹은 서구복
지국가의 경험을 반추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었다(Esping-Andersen, 1997;
Holliday, 2000; Gough, 2001; 조영훈, 2001; 김연명 편, 2002; 남찬섭, 2002; 양
재진, 2012).
그러나 단순히 보충성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즉, 공적 복지가 담
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비공식 복지가 보완한다는 기존 논의
(Esping-Andersen, 1999)를 넘어서,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바는 공식 복
지의 제도적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비공식 부문과의 협력 메커니즘 더 나아가
각 주민들의 시민적 태도라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퍼트남(Putnam, 1993)은
이탈리아를 사례로 남북부가 보여주는 민주주의 및 경제성장의 차이를 사회자
본, 즉 시민적 문화의 서로 다른 양상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퍼트남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는 개방되고 확장적인 연결망을 바탕으로
1차 집단을 넘어선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시민적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고, 모르는 타인과도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일반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
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일반적 신뢰와 참여적인 시민문화는 국가 기구나 제
도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하고 결국 제도적 민주주의 발전 및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가족 및 친족과 같은 제
한된 상대를 중심으로 강하고 폐쇄적인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연결망에 따른 강한 내집단 신뢰는 타집단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의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남부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저발전된 상황에 있다고 설명한다.
즉, 퍼트남의 결론은 확장적이고 개방적인 연결망이 풍부할수록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발달하고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켜 이러한 사회자본이 민
주적 정치제도는 물론이고 경제적 번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반면에,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관계와 합리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되지 않
은 가족과 친족 등은 비도덕적 가족주의를 형성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사회
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된다(Putnam, 1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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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사회자본과 비공식 공동체 복지

앞서 복지 영역에서 국가와 공동체의 복지 혼합이 베트남에서 중요한 기
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 부문에서의
복지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공동체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적인 요소들은 과연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식 복지와
다양한 공동체의 비공식 복지, 이 두 부문의 혼합이 복지 성과를 낼 수 있도
록 만드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
탕으로 본 논문의 분석틀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먼저, 비공식 공동체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그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비
공식 공동체 영역에서의 복지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리고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동체 영
역에서의 복지는 금전적 동기가 아닌 유대 관계에 기초한 사랑, 의무, 호혜성
등 도덕적 의무를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된다(Polayni, 1957;
Gough, 2001).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
떠한 관계적 특성에 기초한 개인들이 서로 어떻게 협동하고 상호 도덕적인 의
무를 공유하는가? 둘째, 이러한 도덕적 의무를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은 어떻
게 발생하며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결국, 이러한 문제는 어떤 행위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결망 혹은 구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자
원에 초점을 두고 그 실체와 기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회자본에 대한 사회학
적 관심과 연결될 수 있다(류석춘·왕혜숙, 2007).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호혜성은 누구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도덕적 의무를 수반한다(Malinowski, 1932; Polayni,
31) 후쿠야마(1996) 역시 친족 등의 범위로 한정된 좁고 폐쇄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를 저신뢰 사회로 평가한 바 있다. 즉, 가족과 친족 중심의 폐쇄적인 연결망을 바탕으로
내집단 신뢰가 강하게 형성되어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치제도는 물론 경제적 번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Putnam, 1993; 왕혜숙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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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Sahlins, 1972; Mauss, 1990; 류석춘·왕혜숙, 2007). 이 때문에 호혜적 실
천은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구성원들 간의 생
활을 집합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홍경준, 2013). 그리고 이러한 점
은 공공재를 위하여 협동을 증진하는 과제, 즉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동체 구
성원으로서 제도, 규범,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Coleman, 1988; Grootaert 1998; Ostrom, 2010; Putnam, 2000).
그 중에서도 일반화된 호혜성32)은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에 있어 그 의무가 긍정적으로 무한정이다. 그
리고 이 때 교환이 작동되는 이유는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가하는 도덕적인 힘 때문이다(최종렬, 2004). 이러한 일반화된 호혜성
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자본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복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사회자본에 관한 그 동안의 수많은 연구는 그 분석 수준에 따라 크게 미
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미시적 관점의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
의 유형에 주목하여 개개인의 행위자들 사이에 약한 유대와 강한 유대로 맺어
진 사회적 관계가 경제적 행위와 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
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33)
32) 호혜성의 개념을 구체화한 학자는 샬린즈(Shalins, M. D., 1972)이다. 그는 호혜성을 일반화
된 호혜성(general reciprocity), 균형잡힌 호혜성(balanced reciprocity), 부정적 호혜성
(negative reciprocity)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은 타인에게 재화나 용
역을 제공하지만 같은 종류와 같은 양을 계산하여 정해진 시간에 돌려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3)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의 유형에 대해 주목한 연구로는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4)의 노동시장 분석이 대표적이다. 그는 구직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강한 유
대보다 약한 유대의 사회적 관계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약한 유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이라고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약한 유대
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직
정보를 얻는데 유리하지만, 강한 유대는 서로 유사한 사회적 환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는 중첩된 정보만 공유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라노베터가 보여
준 일자리 이동을 돕고 촉진시키는 “정보”가 어떻게 확보되는가에 대한 관심은 비공식 영역
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복지 자원이 어떻게 상호 교환되는지에 대한 추적에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어떠한 인적 접촉을 어떻게 이용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한 관
계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복지 자원을 어떻게 교환하고 있는가를 관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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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유대는 자원 교환의 빈도가 높고 서로 공유하는 자원이 중첩되어 구
성원들 간의 결속감이 강하다. 또한 같은 영역 내에 속한 사람들이므로 구성
원들 간의 동질성도 높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회자본의 혜택(benefit)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줄이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동에 도움을 준다
(Coleman, 1988; Portes, 1995). 이에 반대되는 약한 유대는 자원의 교환 빈도
는 낮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자원이 필요한 경우에 상대방과의 접촉을
통해 교환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자본은 다양한 집단에 속한 관계의 구성원
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보완적일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Granovetter, 1973; Burt,
1992).
결국 이러한 논의는 집단의 폐쇄성과 개방성이 사회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느냐 혹은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대해서 상반
된 두 입장으로 나뉜다. 집단의 폐쇄성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은 콜만(Coleman, 1988)이 대표적이다. 콜만은 집단의 경계가 모호한 개
방적인 구조에서는 규범에 대한 압력이 적기 때문에 닫힘(closure) 혹은 폐쇄
적 구조에 의해서 효과적인 규범이 창출될 수 있고 이러한 종류의 집합적 생
활에 존재하는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
한다.
반면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와 버트(Burt, 1992)는 약한 연대의 개
방성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라노베터는 구직에 대한
연구에서 약한 유대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정
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축적에 유리하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약한 유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라고 표현하였다. 그라노베터의
주장을 받아들인 버트 역시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였는데, 상호 중복되지 않는(non-redundant)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의 구조 속
에서 그 정보를 매개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의 위치에 있는 행위자는 약한 유대
를 통해 사회자본을 축적하는데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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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시적 관점의 연구들은 사회자본을 특정 지역공동체나 사회, 혹은
국가의 특성에 주목하여 해당 사회의 전통이나 문화적 가치와의 관계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Putnam, 1993).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는 사회자본을 역사
및 문화적 특성으로 파악하여 해당 사회의 전통과 문화가 사회자본 특히, 호
혜성34)에 기초한 가치나 관계를 어느 정도나 뒷받침하고 있고 그것이 정치·경
제적인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중점을 둔다(류석춘·장미혜, 2002).
결국 미시와 거시의 두 관점을 종합하면,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은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강한 혹은 약한 유대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연결망 그리고 집
단의 폐쇄성과 개방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에 초점을 두고 그
실체와 기원을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류석춘·왕혜숙, 2007).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은 제도적 성과와 정치·경제
발전의 수준에서 보여지는 지역적 혹은 국가적 차이를 역사·문화적 변수를 활
용하여 설명하는데 일정한 함의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당연시하는 인식의 내용은 공동체 전체의
문화나 조직적 특성을 관찰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자본의 거시적 접근(Putnam,
1993)과 연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은 사람들을 협동하게 만드는
문화나 이데올로기 또는 규범, 가치, 신념들에 의해 강화되는 정신적 과정으로
서 인지적 측면(Lew, 2013; Uphoff, 2000; 류석춘 외, 2003: 22 재인용)을 강조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공공재를 위하여 협동을 증진하는 과제,
즉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제도, 규범,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문제와 직결된다(Coleman, 1988; Grootaert, 1998, Ostrom, 2010;
Putnam, 2000).
한편, 베트남의 사회자본에 대한 그 동안의 선행 연구들은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이하 WVS)의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 베트남
34) 호혜성의 개념을 구체화시킨 학자는 살린즈(Sahlins, M. D., 1972)이다. 그는 호혜성을 일반
적 호혜성(general reciprocity), 균형적 호혜성(balanced reciprocity), 부정적 호혜성(negative
reciprocity)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은 타인에게 재화나 용역
을 제공하지만 같은 종류와 같은 양을 계산하여 정해진 시간에 되돌려 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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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달톤과 그의 동료들(Dalton et al., 200
2)35)은 가족 간의 유대(ties)가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서 가족 중심의 폐쇄적인 연결
망과 일반화된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자본이 베트남의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36)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베트남에서 산업
화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의 과정이 가족에 기초한 전통적인 네트워크를 결코
침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을 중심으로 확장적인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베트남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확장된 공동체 영역의 사회자본에 대한 이해가 베트남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비록 실증적인 분석결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부이꽝중(Bùi
Quang Dũng)은 가족 경제 내에서 자식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나이 든 부
모님에게 자식들이 제공해주는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Bùi, Quang
Dũng, 2010). 이는 베트남에서 효에 기초한 가치37)와 도덕적 연대가 가족 내
에서 사적 이전과 복지서비스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의 사회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말 중에 “꽌혜”(quan hệ, 關
係)와 “띤깜”(tình cảm, 情感)은 중국의 ‘꽌시’(關係)와 한국의 ‘연고’(緣故)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 용어는 베트남의 사회관계에 내재된 전통사회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베트남 북부 촌락에는 마을 공동
35) 달톤과 그의 동료들(Dalton et al., 2002)은 WVS 1995-98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5개국
(대만, 베트남, 일본, 중국, 한국)의 사회자본을 비교분석하였다.
36) WVS 2001, 2005 Vietnam 자료의 분석 결과 역시 가족 간의 유대가 다른 집단과의 유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백용훈, 2011).
37) 달톤 등의 연구(Dalton et al., 2002)에서 베트남 사람들은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의무로서
효를 강력히 믿는다고 주장하였다. 베트남 사회에서 조상 숭배의 전통과 부계 권위의 수용
이 사회적 삶을 위한 기초적인 사상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보다 심화시키는 작용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WVS 1995-98 조사에서 “부모가 잘못이 있더라도 존경
받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9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삶에서 나
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자신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97%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점을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뒷받침하였다. 저자들은 유교 문
화권 국가인 대만, 일본, 중국, 한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베트남 사람들의 부모에 대한 존경
심이 이들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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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유지 및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딘’(đinh, 亭)이 존재한다. 촌락민들
은 마을 내부에 딘을 세워 보호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는 촌락민들
이 서로 높은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을 하였다. 촌락민들은 마
을 내부에서 서로 협력을 통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보호신으로부터 보호받는
다는 정신적인 일체감을 가지고 생활하였다(하순, 1997; 2000). 베트남 속담 중
에 ‘촌락의 규정은 왕의 법도에 우선한다’라는 말은 촌락의 가치가 그만큼 중
요했음을 말해준다(유인선, 2002: 251).
뿐만 아니라 베트남북부에서 향약은 주민들 간에 좋은 풍속으로 강조되었
는데,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수단으로도 기능을 했으며 교환의 수단 이
상으로 주민들의 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향약의 행위 규범들, 선물교
환 규범들은 사람들 사이의 띤깜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응
웬팜투흐엉, 2013). 띤깜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장애들을 쉽게 극복하도
록 도와주고 나아가 주민들 간의 사회자본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띤깜을 기초로 한 사회적 관계가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은 결혼식과 장례식이다
(한도현, 2003).
이러한 연구들은 베트남의 전통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꽌혜, 효, 딘, 향
약, 띤깜이 사회조직과 잘 어우러지면서 베트남 사회 내에서 그 기능을 수행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
고 있지 않지만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도덕적 연대감이 존재하고 있
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특징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복지 혼합의 사회 및 문화적 배태성을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비교 연
구를 통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2-4.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

앞서 살펴본 복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기존 복지 연구들은 주로 공식적인 경제 및 정치적 변수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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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여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의 비공식 영역 그리고 비공식 부문과
공식 부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하지 않았다. 둘째, 선행된
복지 이론들은 복지 제도에만 주목할 뿐 복지 제도가 작동하는 동력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그리고 비공식 부문이 근대적인 제도적 환경과
마주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탐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정책입안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에만 주목할 뿐 그 제도가 어떻게 실행되
고 그 성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해당 사회의 맥락과 어떠한 조응을 이루고 있
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기존 논의들이 보여준 한계가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한계의 공백을 채워보기 위한 시도로서 복지 혼합과 사회자본 개념을 적용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 복지
가운데 마을보건소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성과는 북부와 남부에서 각
각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둘째, 비공식 복지 영역에서 공급주체로
서 기능하고 있는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복지 자원 교
환은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어떠한 특징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끝으로,
북부와 남부 사회의 서로 다른 전통 및 문화적 특징들은 각종 공동체의 비공
식 복지 및 국가의 의료서비스 제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아래의 <그림 2-4>와 같은 분석틀
을 기초로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공식 및 비공식 복지의 혼합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통해 비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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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논문의 분석틀

위의 <그림 2-4>와 같이 공식 영역과 비공식 영역 내에 있는 각각의 복
지 행위 주체들, 즉 국가의 공식 의료서비스 제도로서 마을보건소와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상호 교환하고 있는 비공식 복지
의 혼합이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는가를 규명해보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동일한 제도적 조건 하에 마을보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의료서비스가 남북부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인 특성, 즉 사회자본의
차이로 인해서 각각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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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를 적용해본다면, 베트남 북부
와 남부의 서로 다른 사회자본의 특징은 두 지역에 각각 서로 다른 비공식 복
지의 특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공식 복
지의 차이는 다시 공식 복지 제도의 실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해 서로 다른 영
향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앞서 퍼트남(Putnam, 1993)의 이탈리아 사례와 왕혜숙과 그의 동료들(왕
혜숙 외, 2011)의 베트남 사례는 연결망에 있어서는 두 논의가 일치하지만 신
뢰에 있어서는 해석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본 연구의 가설에서는 우선 퍼트
남과 많은 서구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자본에 대한 일반 이론, 즉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유대관계가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촉진시켜 정치 및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베트남에 적용하여 가설을 도출한 후 그것
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비록 퍼트남이 복지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
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복지 국가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
이 있기 때문에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자본에 대한 일반 이론을 베트남의 복지에 대한 사례 연구에 적용해
보면, 북부에 비해 남부는 열린 연결망, 즉 1차 집단을 넘어서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의 구성원 간에 복지 자원을 교환하고 그것이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촉
진시켜 공식적인 의료서비스 제도, 즉 마을보건소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반면에 북부는 1차 집단 중심의 닫힌 연결망을 바탕으로 중첩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수준의 비공식 복지 자원을 교환하지만, 그것이 외부로
확장되지 못하여 전체적인 사회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식
복지 제도, 즉 마을보건소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부와 남부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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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사회자본 → 비공식 복지
-가설 1-1: 베트남 남부에 비해 닫힌 연결망을 보유한 북부 지역 사람들은 더
많은 수준의 비공식 복지 자원(사적소득이전, 경조사비 지원, 계모임 등)을 교
환할 것이다.
-가설 1-2: 베트남 북부에 비해 열린 연결망을 보유한 남부 지역 사람들은 더
적은 수준의 비공식 복지 자원(사적소득이전, 경조사, 계모임 등)을 교환할 것
이다.
가설 2> (사회자본 + 비공식 복지) → 공식 복지
-가설 2-1: 베트남 북부의 가족 및 친족 중심의 닫힌 연결망과 그에 따른 비
공식 복지의 양상은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식 복지 제도,
즉 북부 마을보건소의 성과는 남부에 비해 좋지 않을 것이다.
-가설 2-2: 베트남 남부의 1차 집단을 넘어선 열린 연결망과 그에 따른 비공
식 복지의 양상은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공식 복지 제도,
즉 남부 마을보건소의 성과는 북부에 비해 더 좋을 것이다.
2-5. 변수의 측정
2-5-1. 변수의 개념 및 설명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① 가설 2의 종속변수(공식 복지-마을보건소):
가설 2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국가 복지 제도 가운데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특히 마을 보건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제도적 성과이다.
본 연구는 마을 보건소의 제도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을 크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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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마을 보건소의 운영 실태이다. 이는 마을 보
건소의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확인하
기 위한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보건소의 운영 시간, 보건소의 재
정 및 예산, 의사수 및 병상수, 그리고 보건소와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 및 의
료 조직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른 하나는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이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측면에서 보건소를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보건소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지, 주로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항목은 무엇인지,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 비용,
의료 장비 및 약품은 각각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특히 마을 보건소를 위하여
주민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제도를 공급하는 측면의 입장(보건소)과 그것을 제공받는
입장(마을 주민들)을 보다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제도의 실행과 그 성과에 대
한 상호작용 및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② 가설 1의 종속변수(비공식 복지):
가설 1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비
공식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복지 자원의 양상이다. 본 연구에서 비공식 복지는
가족 구성원 간의 사적소득이전과 마을 주민들 간의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사적소득이전은 가족 구성
원간에 서로 주고받는 대표적인 복지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베트남의 상황을 반영하여 가족 구성원 중 일자리를 위해 타지방에 가서
돈을 벌어 그 소득의 일부를 집으로 보내거나 혹은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에
용돈 등의 명목으로 주고받는 현금과 현물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은 경조사 참석 시에
주고받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그리고 은행과 같은 공식적인 신용제도가 없는
농촌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사적으로 조직되는 계를 통해 주고받는 자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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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단, 사적소득이전과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해 상호 교환되는 자원
은 모두 주기적으로 반복적이어야 복지 자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시적으
로 한 번에 많은 자원을 주거나 받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가
족과 마을 공동체 영역에서 복지적 자원의 양이 어느 정도이고, 복지적 자원
은 어떤 행위자들 간에 교환되며, 복지적 자원 교환의 행위는 어떤 메커니즘
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③ 가설 1과 가설 2의 독립변수(사회자본):
북부와 남부 두 지역의 비공식 복지 현실이 서로 차이가 있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이유를 밝히
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독립변수는 사회자본이다. 물론 이러한 독립-종속변수 사이의 영향
력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는 북부와 남부의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 및 복지 자원 교환의 도덕적 동기에 대
한 근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병행하여 자료수집과 분
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남북부 두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통제변수>
① 복지 제도와 보건의료 시스템:
한 국가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복지 제도와 보건의료 시스템은 동일하다.
② 시장 부문 복지의 영향(상업화된 의료 기관):
조사대상지방인 북부(남또안과 남러이) 그리고 남부(미호아와 쯔엉쑤언)의
농촌 마을에는 약국과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은 있었지만 병원이나 의
원은 없었다. 북부와 남부 주민들은 마을로부터 각각 20km 그리고 15km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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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시내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
장 부문 복지의 영향으로서 상업화된 의료 기관은 남북부 두 지역에서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1인당 GDP와 주요 산업 부문:
해당 지방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남북부 두 지역의 비공식 복지 자원 그리
고 의료서비스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부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역사 및 문화적인 특징을 제외한 배경 변수, 예를 들면, 경제적
인 수준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 수준과 주요 산업 부문이 서로 비슷한 수
준의 지방을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의 1인당 GDP 그리고
공업과 서비스업보다는 농업을 중심으로 삶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을
선정하였다.
④ 인구 전·출입 비율:
인구 전출입 비율은 비공식 복지 부문에서 행위자들 간의 자원의 교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가구로부터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 구성
원이 많을수록 사적소득이전의 교환 및 그 양의 수준이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 통계청에서 각 지방별 인구의 전·출입 비율을 확인
한 후에 해당 지방 인구의 전출·입 비율이 가장 유사한 남북부의 지방을 선정
하였다. 남북부 두 지방의 1인당 GDP와 주요 산업 부문 그리고 인구 전·출입
비율에 대한 자료는 <표 3-1>에 제시하였다(본 논문의 79페이지).38)
⑤ 사회·문화적 변수:
남북부 두 지방의 사회·문화적 차이 및 사회자본의 차이는 앞서 <표
2-2>와 <표 2-3>에 각각 제시하였다.
38) <표 3-1>을 확인해보면, 인구 유출률이 북부에 비해 남부가 높다.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보면, 북부에 비해 남부 지방의 인구 유출률이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그 이유 중
하나로는 남부 메콩강 델타를 중심으로 해외로 결혼이주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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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비교 분석의 전략: 차이법(method of difference)

이상과 같은 변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베트남 북부와 남부 두 지역을
비교하기 위하여 거시 인과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거시 인과분석의 장점은
통제된 비교(controlled comparison)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역사적 사례를
추출하여 인과적 추론을 한다는 점이다. 거시 수준의 구조와 과정을 인과적으
로 추론하기 위하여 비교사를 사용하는데, 이 때 설명하고자 하는 가설과 역
사적 사실 및 현상에 대한 비교를 병행한다. 물론, 통제된 비교는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 및 가설과의 연관성하에 진행된다(Skocpol and Somers, 1980).
거시 인과분석 가운데 본 논문은 차이법을 적용한 분석전략을 활용하고자
한다. 차이법은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들을 여러 갈래로 가정한 후에 서로 다
른 현상을 낳은 중요한 원인들을 대조하는 것이다(Mill, 1970). 앞서 선행연구
검토와 조사대상 지방의 정치·제도·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주목해보면 아래
의 <표 2-4>와 같이 차이법을 적용한 베트남 남북부의 비교 분석틀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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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차이법을 적용한 베트남 남북부의 비교 분석틀
차이법

복지 제도
보건의료 시스템
시장 부문 복지의 영향
(상업화된 의료 기관)
정치·제도
1인당 GDP
·사회·경제적
변수
농림수산업 비중
인구 유입률
원인 변수
(x)
인구 유출률
지리적 환경
문화/종교
사회·문화적
전통적 자치조직
변수
종족적 다양성
사회적 관계
설명되는
공식 복지(마을보건소)의 성과
현상
비공식 복지의
(y)

북부와 남부의
대조
동일
동일
유사
유사
(북부≥남부)
유사
(북부≤남부)
유사
(북부≥남부)
차이
(북부<남부)
차이

차이

차이법을 베트남 남북부에 적용해보면, 한 국가 내에서 동일한 복지 제도
와 보건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 부문 복지의 영향, 1인당 GDP,
주요 산업 부문의 비중 그리고 인구 전·출입 비율이 유사한 북부와 남부의 두
지방에서 만약 비공식 복지와 공식 복지의 성과가 차이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사회·문화적 환경, 즉 해당 사회의 전통, 가치, 그리고 문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구조와 과정을 인과적으로 검증하고 추론해볼 수
- 52 -

있다.
그런데 지역연구에서 비교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
의가 있었다. 왜냐하면, 지역연구만의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아서 분과학문에서
의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연구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중희(2001)는 비
교분석이 지역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몇 가지 위험성을 지적하였는
데, 그것은 비교 연구를 위하여 1차 자료나 현지조사를 경시하고 2차 자료만
을 사용함으로써 엄격한 의미의 지역연구방법을 경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에 대해서는 신윤환·이성형(1996) 역시 비교연구가 큰 이야기(grand
narrative)를 흥미롭게 풀어나가는 장점도 있지만, 개별국가의 특성에 대한 규
명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 지역연구에서 “비교연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지니는 단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박용구(1996)는 지역의 특수한 맥락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면 비
교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한편, 각 지역의 공
통성에 기반한 보편성을 밝힘으로써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해명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연구에서 비교분석이 보편적인 이론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
남북부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수집한 양적 및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
체제를 분석함으로써 비교연구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틀, 가설, 그리고 변수를 토대로 분석해야
할 핵심 내용은 북부와 남부의 ‘공식 복지(마을 보건소)’의 성과와 ‘비공식 복
지’의 양상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복지 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종
속변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다시 그것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5-3. 비공식 복지의 측정

비공식 복지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가족 구성원 간의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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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전과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모임,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의
금 등에 중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 중 연결망과 호혜성의 개념에 주목하였고, 베트남 사회
에서 사적소득이전과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비공식 복
지 자원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5-3-1. 사적소득이전

최근 동아시아의 가구 단위 소득에 관한 비교 연구에 의하면 가족구성원
간의 ‘사적소득이전’(private income transfers)이 복지공급의 주요한 특징 중
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김진욱, 2004). 몇몇 연구에 따르면, 사적 이전은 특
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Cox
and Jimenez, 1992).39) 그리고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로부터 농촌 가구로의
사적이전은 사회적 위험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Jacobs, 1998: 95). 따라
서 가족 간의 사적이전은 복지 자원의 중요한 지표로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사적소득이전의 정의와 그 범위는 연구 초점이나 자료에 따라 조
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한 가구에 속한 개인들 중에서 부모와 자녀 사
이에서 주고받은 용돈 지원 등의 현금 또는 현물로 구분하는가하면 가구내 이
전과 가구간 이전, 친인척 및 이혼한 전 배우자, 다른 가구, 비영리조직 등으
로부터 이전되는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신혜리 외, 2014: 119). 또한,
소득이전의 대상이 부부 간의 관계인지 혹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인지에 따
라서 ‘세대내 이전’과 ‘세대 간 이전’으로 구분하기도 하고(강성호, 2011),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사적이전으로 정의하
기도 한다(전승훈·박승준, 2011).
본 연구는 사적소득이전을 다른 가구에 살고 있는 부모나 자녀, 친척, 친
지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사회적
39) 콕스와 지메네즈(Cox and Jimenez, 1992)의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적 이전은
가구 소득의 20%나 차지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단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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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고려하여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주고받는 현금 또는 현물 역시 사적소득이전에 포함하고자 한
다. 하지만, 비주기적으로 많은 돈이 일시에 오고가는 증여나 상속은 여기서
제외된다. 대체로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문헌은 상속을 별도로 다루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 간의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을 분석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40)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사적소득이전은 다른 가구에 사는 부모, 자녀, 친
척, 친지 등과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현금 또는 현물은 물론이고
가구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멀리 떨어져서 생
활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주고받는 현금 또는 현물도 함께 포함하여
사적소득이전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한편, 고프(Gough, 1999)는 복지혼합을 구성하는 각 부문이 담당하는 역
할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아래의 <표 2-6> 참고). 특히, 그는 개발
도상국의 경우에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서 국내부문보다는 외국으로부터의 지
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즉, 복지혼합에서 가
족이 담당하는 역할은 가족 내 사적이전의 금액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
접적인 보호 서비스뿐만 아니라 외국거주 가족으로부터의 송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베트남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에서 거주하는 가족들, 예를 들면, 베트남 교포41), 노동이주42), 결혼이주자들의
40) 한국의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는 증여와 같이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또한 사적이전을 다른 가구에 사는 부모나
자녀, 친척,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의하여 설문지 문항을 구성해 조사한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베트남의 사회 및 문화적 특성이 한국과 비슷하다고 판단되므로 통계청과 한
국노동패널조사의 설문지 문항을 바탕으로 베트남 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였다.
41) 이한우·최호림(2003)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975년 베트남의 재통일 이후 바다를
통해 탈출한 ‘보트피플’을 현재 외국거주 베트남 국적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
교포들(베트남어로는 Viet Kieu[비엣 끼에우], 월교)은 1990년대 후반에 조국 베트남으로 매
년마다 10억 달러 이상을 송금하고 있다. 특히, 가족과 친지 등에게 보내는 비공식인 송금과
경제적 기여로 볼 때 이들이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42) 노동이주자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은 가구의 생계 수단인 동시에 국가발전에 필요한 자
본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송금은 이주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에서 핵
심적인 이슈인데, 이 점에 있어서 최호림(2010) 역시 송금이 가족의 복지 개선에 어떠한 효
과를 가져다주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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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remittance)도 여기에 포함된다.43)
표 2-6. 국가와 가족 복지 혼합의 측정을 위한 지표
국가
가족

국내적
현금급여, 사회서비스
가족 내 사적이전,
직접적 보호 서비스

국제적
국제기구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혹은 서비스
외국거주 가족으로부터 송금

출처: Gough, 1999; 신동면, 2001 재인용; Priwitzer, 2012를 참고하여 본 논문
에 맞게 수정하였음
현재 베트남에서 사적소득이전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베트남 통
계청44)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Vietnam Living Standards Survey(이하
VLSSs)는 베트남인들의 가구수준과 삶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지만, 가구 간 소득이전에 대한 항목은 1997-98년 이후 조사하지 않고
43) 아래의 <표 2-5>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온 송금액과 GDP 대
비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간단히 살펴보면, 2009년을 제외하고 2003년 이후부터 해마
다 송금으로 유입되는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비중 역시 약 5% 중반에서
7% 후반으로 증가하였다.
표 2-5. Vietnam: Formal Remittances Inflows (2003 ~ 2010년)
구분
Inward remittance flows
(단위: US$ millions)
% of GDP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700 3,200 4,000 4,800 5,500 7,200 6,626 7,215
5.31 5.08 5.95 6.24 8.70 7.47 6.19 7.76

출처: World Bank, 2011
44) 베트남 통계청(the General Statistics Office, 이하 GSO)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베트남 인구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서베이를 실시해왔다. 이 조사는
빈곤 감소 및 성장 전략에 대한 실행과정 그리고 베트남 사회-경제 발전 목표 및 새천년 개
발 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항목은 생활수준과 관련된 기초적인 인구학적 특징, 교육, 의료, 고용, 소득 및 지출,
거주, 전기, 수도, 위생 시설, 그리고 빈곤 문제 등이다. 베트남 통계청은 정책적이고 학문적
인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 자료 및 기초적인 통계 분석의 결과를 베트남 통계청 홈페이지
(www.gso.gov.vn)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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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적소득이전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
용한 직접적인 설문조사 및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통해 양적 및 질적으
로 혼합된 자료를 확보하여 베트남 북부와 남부에서 가족 간의 사적소득이전
에 대한 자원의 양과 특징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사적이전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45)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
다. 설문 내용은 한국보건복지부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실시하였던 사적이
전에 관한 문항을 참고하였고, 여기에 베트남의 맥락을 고려하여 해외에 거주
하는 가족으로부터의 송금액에 대한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다. 설문문항을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적이전을 제공받은 경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당 가
구에서 사적소득이전을 받은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사적이전을 제공해준,
즉 해당 가구로 돈(현물은 시가로 환산)을 보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
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개인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는 성별, 생년,
해당 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역, 국내
에서 거주하는지 혹은 해외에서 거주하는지, 학업정도, 매년 평균 수입, 지난
해 사적이전으로 보낸 돈의 금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설문문항 Q7-1).
다음으로 사적이전을 보낸 경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에 해당
하는 설문문항은 사적이전을 받은 경우와 반대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설
문문항 Q7-2). 이를 토대로 비공식 복지 중 사적소득이전의 양은 어느 정도이
고, 소득 중에서 얼마나 사적이전을 하며, 실제 사적이전을 주고받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사적소득이전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아래의 <표 2-7>과 같다.

45) 설문지는 부록 1(본 논문의 238페이지)에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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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설문 문항의 구성: 사적소득이전
[사적소득이전]
Q7-1. (응답 가구가 받은 경우) 지난 1년 동안에 가족구성원들이 받은 모든
사적소득이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관계

받
은 받은 가구주 1
가 금액 가구주의
구 (동, 부인(남편) 2
구 VNĐ) 가구주의
부모 3
성
가구주의
원
자녀 4

Q7-1. 응답 가구로 보낸 사람에 대한 정보

성별

생년

남1
여2

거주지역
학업정도 연평균
국내 1 지방명 학력없음1 수입
(동,
국외 2 국가명 초등학교2 VNĐ)
모름 9
기초중학3
보통중학4
기술학교5
중급6
대학교7
석사이상8
모름9

친척 5
기타 6

설 ...
문 ...
문
항 Q7-2. (응답 가구가 보낸 경우) 지난 1년 동안에 가족구성원들에게 보낸 모
든 사적소득이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관계
보
낸 보낸 가구주 1
가 금액 가구주의
구 (동, 부인(남편) 2
구 VNĐ) 가구주의
부모 3
성
가구주의
원
자녀 4
...
...

Q7-2. 응답 가구로부터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

성별

생년

남1
여2

거주지역
학업정도 연평균
국내 1 지방명 학력없음1 수입
(동,
국외 2 국가명 초등학교2 VNĐ)
모름 9
기초중학3
보통중학4
기술학교5
중급6
대학교7
석사이상8
모름9

친척 5
기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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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 46)을 통한 경제적 지원

다음으로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voluntary rotating credit systems)을 통
한 경제적 지원은 세계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신용 시스템의 한 유형이다
(Coleman, 1984; Fafchamps and Lund, 2003; Scott, 1976). 실제로 농촌 사회
내에서 가구들 간의 경제는 비공식 신용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47)
콜만(Coleman, 1984: 84-85)은 이러한 신용 유형을 “사회적 성격도 띠고 경제
적 성격도 띠는 제도”(semi-social and semi-economic institutions)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여러 장소에서 자본을 빌리고 모으는 일에 대해서 매
우 중요한데, 은행과 같은 공식적인 신용이 아직 발전되지 않았거나 부합하지
않을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 제도는 사람들 사이의 도덕적 규범을 바탕으
로 참가하는 구성원들을 간에 긍정적인 경제적 원동력을 제공해준다.
그렇다면,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비공식 복지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베트남에서 계모임(rotating credit associations)은
보편적이다.48) 이는 서로를 돕고자 하는 기초 위에 운영되는 비공식 신용 시
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Scott, 1976: 206). 파챰스와 룬드(Fafchamps and
Lund, 2003)에 따르면,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은 개발도상국의 많은 경제
46) 베트남에서 계모임은 쩌이 후이(Chơi hụi)로 불린다. 쩌이 후이는 베트남 민간 그리고 보통
은 부녀자들 사이에 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이다. 우리나라의 계모임과 동일하다.
하나의 계 모임은 계주와 계원으로 구성되고, 계주는 계원의 재산을 모으는 책임을 지닌다.
구성원들은 합의 하에 돈, 금, 쌀 등과 같은 교역 가치가 있는 재산의 종류들을 기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납부한다. 모아진 재산은 구성원들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합의된 기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받게 된다. 구체적인 금액, 순번, 재산의 종류, 기간 등은 구성
원들 간의 합의하에 정한다(Nguyễn Tuấn Anh, 2013).
47) 베트남 학자인 쩐 뜨(Trần Từ, 1984: 88-89)는 가구들 간에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하는 비공
식 신용 유형이 전통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농촌 지역에서도 여전히 중요
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북부 농촌 마을에 있는 작은 상인들 사이의 모임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48) 계모임은 기어츠(Geertz, 1962)의 선구적인 연구를 시작으로 여러 학자들(Ardner, 1964;
Bouman, 1977; Besley et al., 1993) 사이에 폭넓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퍼트남(Putnam,
1993)은 그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에 의해 촉진되는 자발적 협력의 대표적인 유형의 사례
로 언급한 바 있는데, 그는 모든 계 조직이 사회성(sociability)과 작은 규모의 자본축적을 조
합하고 있기 때문에 계모임의 사례는 집합행동을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자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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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과 가구들 사이에 서로
를 돕고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49)
한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의 지방에는 저축 및 신용을 위한 비공식 단체
(savings and credit associations and informal groupings)와 같은 수많은 공
동체적 조직들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모두 다양한 차원에서 저축 및 소규
모 보험 운영(schemes)을 제공한다(Norlund, 2007: 33).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
은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대표성을 띠지 않고 국제 NGO 단체나 공여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CIDIN, 2006: 8).
응웬 뚜언 아인(Nguyễn Tuấn Anh, 2013)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역시
농촌에서 순환 신용 그룹에 참가하는 일은 매우 보편적이다. 농촌에 있는 많
은 가구들은 이러한 비공식적인 신용 그룹을 통해서 축적하고 저금한 돈을 가
구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 게다가, 이 신용 그룹들에 참가하는 사람
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친구, 친척, 이웃의 관계는
순환 신용 그룹들의 활동 속에서 매우 보편적인 관계이다(Mai Văn Hai and
Fontenelle, 2002: 360).50) 계모임은 개인 혹은 가구별로 목돈을 마련할 일이
있거나 서로 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상호부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Putnam, 1993).51)
그런데 이러한 활동이 성립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그 원리는 사회자본
49) 파챰스와 룬드(Fafchamps and Lund, 2003)은 필리핀 북부의 네 마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서 순환 시스템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구는 보통 아프거나, 병에
걸리거나, 수확 시기나, 장례식 등과 같은 여러 상황 속에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는데, 이
때 순환 신용 그룹들은 친척들과 이웃들 사이에 위험을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것이다.
50) 이러한 점은 파챰스와 룬드(Fafchamps and Lung, 2003)의 결론과도 유사하다. 이 저자들은
필리핀 북부에서 순환 신용을 연구했다. 파챰스와 룬드는 순환 신용 그룹들 속에서 보편적
인 관계는 친척 관계 혹은 친구 관계임을 제시하였다.
51) 전형적인 계에서는, 20여명의 구성원이 매달 1달러 상당의 금액을 납부하고, 매달 순번에
따라 구성원이 그 달의 총액 20달러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결혼비용 조달, 자전거 구입, 재
봉틀 구입 혹은 가게를 위한 투자 등)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선 순번을 사용한 구
성원도 모든 구성원이 순번에 따라 돈을 탈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는
크기와 사회적 구성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순번을 정하고 얼마를 탈것인지를 규정하
는 조직과 절차 또한 다양하다. 모든 계 조직은 사회성과 작은 규모의 자본축적을 조합하고
있다(퍼트남, 2000[1993]: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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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모임의 구성원들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인 사회적 관계망, 호혜성,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가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계모임을 통한 사회적 자본은 농촌에서 많은 사람 혹
은 가구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 자본을 모으고 사용하도록 만드는데 도
움을 준다. 보통 계모임을 통한 저축의 기능은 집을 짓거나, 자녀들의 결혼 혹
은 공부를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서 혹은 장사를 위한 자본을 준비해두기 위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 연구(ILO, 2005: 12)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계모임(북부에서는 호(họ),
남부에서는 후이(hụi))은 각 지역에서 활발하다. 그리고 저축과 신용의 기능을
통하여 건강 보험과 같은 역할도 한다. 보통 한 조직은 5명에서 20여명으로
구성되는데, 회비는 한 달에 평균 50,000동(VNĐ52)) (약 US$2.4)에서
1,000,000동(VNĐ) (약 US$47.6)까지 현금으로 납부한다. 물론 현물로 운영하
는 단체들도 존재한다. 현물(농민들에게는 쌀)은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계절적
(seasonal basis) 시기마다 납부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보통 서로 알고 지내거
나 신뢰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 친척들, 혹은 이웃들로 구성되어 다가올 경제
적인 압박(stresses)을 위한 준비로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능한다.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의 특징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53)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경조사 모임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
안 가구(혹은 가구 구성원)가 어떠한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경
조사에 참석했는지, 그 경조사는 어떠한 의례였는지, 그리고 경조사에 참석했
을 때 지급한 돈(현물인 경우 시가로 환산)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한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Q8).
계모임에 대한 정보는 해당 가구의 구성원 중에서 누가 계모임에 참여하
고 있고, 누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가진 사람인
지, 그리고 납부 주기는 얼마나 되고, 1회에 얼마를 납부하며, 얼마나 오랫동
안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Q9). 계모임에 대해서는 함
52) 동(đồng, VNĐ)은 베트남의 화폐단위이다. US$1 = 약 21,000VNĐ이다.
53) 설문지는 부록 1(본 논문의 238페이지)에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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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뿐
만 아니라 그 모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 확인하기 위하여 납부 주기, 1회 납부 금액, 그리고 계모임의 유지 기간 등
에 대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조사
참석과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의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문 문
항의 구성은 아래의 <표 2-8>과 같다.
표 2-8. 설문 문항의 구성: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
Q8. (가구구성원이 지불한 경우) 지난 1년 동안에 주변 사람들의 결혼식, 장
례식, 환갑연(고희연 등), 돌잔치, 제사 등을 위해 돈이나 현물을 지급한 경험
이 있습니까? (만약 현물로 지불했다면, 교환 당시의 시가로 환산해서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가
구
구
성
원
...
...

누구에게 (복수 선택 가능)

이유 (복수 선택 가능)

친척 1 // 친구, 이웃 2 // 회사동료 3
// 고향사람 4 // 학교동창생 5 //
자발적결사체 회원 6 // 친한친구 7 //
잘모르는 외국인 8

결혼식 1 // 장례식 2 //
환갑연, 고희연 등 3 //
돌잔치 4 // 제사 5 //
기타 6(구체적으로 기입)

총금액/년/명
(동, VNĐ)

설
문
문 Q9. 지난 1년 동안에, 귀하의 가구 구성원들은 계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
항 니까?
(1)
지역범위

thôn,
가 같은
xóm 1
구 같은
xã 2
구 같은 huyện
성 같은 tỉnh 43
원 다른 tỉnh 5

(2)
(3) (4) (5) (6)
구체적 관계 역할 참가 납부 1회에
방식 주기 얼마?
친척1
계주1
이웃2
회원2 돈1 일1 (현물
회사동료3
금2 주2
인
고향사람4
쌀3 월3 경우
학교동창5
기타4 기타4 시가로
자발적 결사체
환산)
회원6
친한친구7
잘모르는
외국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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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계모임 이윤
지속
기간
(개월) 있음1
모름9

없음2

...
...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와 함께 가족 간의 사적소득이전이나 계모임과 경조
사 참석 시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떠한 이유나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상호 교환되고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규명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과 참여 관찰의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심층 면접을
위하여 공동체 복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즉 도덕적 의무와 애정,
그리고 호혜성에 기초하여 행위자들 간에 자발적으로 상호 교환되는 복지의
실체와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 질문을 구성
하였다.
가장 먼저 정보제공자 개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름, 나이, 성별,
고향, 최종학력, 현재 직업, 월평균 소득, 어린 시절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대
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둘째, 가구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 구성
원의 특징, 즉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와 그 관계, 비동거
가족 구성원의 수, 관계와 비동거의 이유(학업, 취업 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추억과 경험담 등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셋째, 해당 가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마을에서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넷째,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성, 가족 간의 사랑, 효, 제사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경험담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비공식 복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적소득이전의 양상, 비동거 가족 구성원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유무, 지
난 1년 동안 주고받은 구체적인 금액과 그 대상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
였다. 끝으로, 마을 내 사회적 관계를 통한 복지 자원 교환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참석한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경조사, 계모임 활동의
경험담, 마을 내 주민들과의 연대감, 마을 구성원과의 공동체적 생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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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 주민들과의 결속과 협력의 사례에 대한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구체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 개인의
자유로운 서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54) 비공식 복지 측정을 위한
인터뷰 질문 내용의 구성은 아래의 <표 2-9>와 같다.
표 2-9. 비공식 복지 측정을 위한 인터뷰 질문 내용55)
분류
개인적 배경
가구의 특성

인터뷰 질문 내용
생년, 나이, 고향, 어린 시절의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 구성원의 구성,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유무,
가족에 대한 추억, 경험담
가구 경제 상황, 마을에서 가구 생계 수준의 정도, 타지역에
경제 상황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성, 가족 간의 사랑, 효, 제사 유무,
가족 생활
가족 구성원과의 만남의 정도, 가족 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경험담,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
가족 구성원 간의 사적소득이전, 비동거 가족 구성원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복지 자원 교환의 유무, 지난 1년 동안 주고받은 구체적인 금액과 그 대상의
양상
관계
지난 1년 동안 참석한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경조사, 계모임
마을 내 복지 자원 활동의 경험담, 마을 내 주민들과의 연대감(띤깜), 마을 구성
교환의 양상 원과의 공동체적 생활에 대한 경험담, 주민들과의 결속과 협
력의 사례, 마을 모임, 딘 등
2-5-4. 공식 복지(마을보건소)의 성과 측정

베트남에서 마을보건소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1986년 도이 머이 개
54) 개인적 서술이란 구술자의 개인적 경험과 자신과 타자들에 대한 개념을 그 주제로 하는 자
기 성찰적인 1인칭 서술을 의미한다(윤택림, 1994; 김귀옥, 2014: 104 재인용).
55) 자세한 인터뷰 질문지 내용은 부록 3(본 논문의 250페이지)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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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개방을 실시한 이후부터 마을보건소는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
고 점점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발견되는 특징
은 각 지역마다 보건소의 운영 및 활동이 편차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다.
포르드(Fforde, 1995: 23)의 연구에 따르면, 공적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사
람들이 점차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직원(staff)들이 공적 부문을 떠나
게 되었다. 마을의 건강관리 직원들(village health workers)이 떠나고 사라진
다는 것은 농촌과 산악 지역에서 공적 보건 의료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에 있
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중부 고원 지방에 위치
한 닥락성(Dak Lak Province)에서는 2001년에 총 181곳의 보건소 가운데 단
9곳만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Barrett et al. 2001: 56). 많은 의료시설
들이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필요로 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남부 지방에 위치한 롱안성(Long An Province)에서의 서베이에 따
르면, 보건소 직원들과 사적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 중에서 환자들은 사적 제
공자들을 더욱 선호한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보다 유연한 근
무 시간과 지불 수단 때문이다(MOH and UNICEF, 1996: 31). 사적 제공자들
은 농촌의 주민들 사이에서 꽤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보건의료 부문의 발전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다(Adams, 2005: 15). 따라서 이
러한 사적 제공자들로 인하여 공적 서비스가 감소하는 현상들 역시 주목해야
한다.
시장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공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사적 영역으로 옮겨
가는 추이는 당연하다. 따라서 공적 복지에 대한 의지가 감소할 수 있다. 하지
만,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복지에 여전히 의존하는 주민들이 있으며 국가의
제도는 시장과 공동체 영역 가운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시장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식 복지와 공동체의 비공식 복지의 혼합을 파악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지방마다 발견되는 현상들을 고려해 볼 때 각 지방에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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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보건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
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만약 지방마다 일정한 차이가 발견된
다면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해당 지방 사회의 맥락과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
면, 어떤 지방은 보건소의 운영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나갈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지방은 보건소의 운영에 대
해서 의존하기 보다는 사적인 의료 서비스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보건소라는 국가의 제도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그 방식은 지방
의 현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
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식 복지(마을보건소)에 대한 조사는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 및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로 구분하여 북부와 남부에 각각 위치한 마을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그 성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
용과 조사 방법은 아래의 <표 2-10>과 같다.
표 2-10. 공식 복지(마을보건소)의 성과에 대한 연구 내용: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와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
연구 내용
① 보건소의 설립 시기
② 보건소의 재정(예산)
③ 보건소의 운영 시간,
보건소의 시설,
마을보건소의
보건소에 재직 중인 의사 및 직원,
운영 실태
보건소의 진료 항목 및 약품 등
④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및 보건소 의료 조직
⑤ 보건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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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및 자료
해당 보건소 자료
실태조사 및
심층 면접56)

①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도
마을 주민들의 ②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 비용
보건소 이용 ③ 의료 장비 및 약품의 이용가능성
실태
④ 마을보건소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
⑤ 마을보건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57)

2-5-4-1.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는 보건소의 설립 시기, 보건소의 재
정(예산), 운영 시간, 시설, 의사수 및 병상수,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 보건소
의료 조직, 그리고 보건소 사업을 중심으로 파악해보았다. 이 가운데 설립 시
기와 재정(예산)은 해당 보건소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운영 시간, 시설, 의사수
및 병상수,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 보건소 의료조직, 그리고 보건소 사업은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해당 보건소의 보건소장 혹은 부소장과의 면접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보았다.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에 대한 반구조
화된 설문지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1998년에 베트남에서 실시했던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58) 마을 보건소의 운영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의 구성은 아래의 <표 2-11>과 같다.
56)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 문항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1998년에 베트남에
서 실시했던 설문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자세한 설문 내용은 부록
3(본 논문의 250페이지)에 첨부하였다. 그리고 심층 면접 조사는 각 마을보건소(총 네 마을)
의 보건소장과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 소속해 있는 의료 정책 및 전략 연구원
(Viện Chiến Lược và Chính Sách Y Tế, Health Strategy and Policy Institute)을 방문했고,
연구원장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실시했다. 심층 면접 질문지는 부록 4(본 논문의 254페이
지)에 첨부하였다.
57)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는 비공식 공동체 복
지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와 함께 진행하였다. 즉, 비공식 공동체 복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지와 인터뷰 질문지에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응답을 구
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질문지 문항은 부록 1(본 논문의 238페이지)에서 Q10번~Q22번에
해당하고 인터뷰 질문지는 부록 3(본 논문의 250페이지)에 해당한다.
58) 자세한 설문 내용은 부록 3(본 논문의 250페이지)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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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설문 문항의 구성: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59)
연구내용
①
보건소의 설립 시기
②
재정
③
보건소의 운영 시간,
시설, 재직 중인 의사
및 직원, 진료 항목 및
약품 등
④
마을주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및 보건소의
의료 조직
⑤
보건소 사업

설문 문항
보건소의 설립 시기: 해당 보건소 자료
Q11> 보건소의 재정 상황 및 국가보조(예산, 타기관으로
부터의 원조 및 기금 등)
Q1~10> 마을보건소의 운영 시간, 환자 수, 병상 수, 보건
소 직원 수, 진료 분야별 직원 수, 보건소시설, 보건소에서
제공중인 의료서비스 항목과 비용 등
Q12~16> 마을주민들과 보건소를 연결하는 조직, 네트워크
유무, 의료 조직 활동 및 자원봉사
Q17~20> 건강 교실,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여부, 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계획 중인 사업의 내용과 성과 등

또한, 실태 조사 후에는 해당 마을보건소의 소장 혹은 부소장과의 인터뷰
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보건
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베트남 통계청에 공시되어
있는 지방별 의료 수준에 대한 자료를 참고했고, 베트남 보건부 산하 연구 기
관인 의료 정책 및 전략 연구원(Viện Chiến Lược và Chính Sách Y Tế,
Health Strategy and Policy Institute)의 연구원장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실
시했다.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되어야 할 핵심은 주로 마을보건소의 활성화를 위
해서 주민들의 협력이나 참여활동이 어떠한지 그리고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보
건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어떠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59) 자세한 설문 내용은 부록 2(본 논문의 244페이지)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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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마을보건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협력이나 참여활동, 그리
고 보건소가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실행해왔는가에 대해서 파악
하기 위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였다.60) 질문의 내용은
구체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의 자유로운 서술을 이
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 측정을 위한 인터뷰
질문 내용의 구성은 아래의 <표 2-12>와 같다.
표 2-12. 인터뷰 질문 내용의 구성: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61)
분류
인터뷰 질문 내용
발전 및 운영을 위하여 주민들과의 협력 사례, 마을
마을 주민들과의 보건소
주민들의 참여활동의 중요성,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
협력
건 의료 제도 및 정책들의 실행 가능성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건강 상태 파악, 치료 가능한 항목, 향후 계
의료서비스
획 중인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시기, 내용, 성과 등)
마을보건소
마을보건소 운영 및 유지의 어려움, 재정적 문제, 새농촌건
운영상의 어려움 설 운동과의 연계
민간 병원과의 연계 민간병원과의 협력, 연계, 민간 병원과 보건소의 이용도

이상과 같은 실태조사 및 인터뷰는 베트남 보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
도가 지방 혹은 마을 수준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제도의 실행에 있어
서 남북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제도의 실행 과정과 결과에 있
어서 공식-비공식 협력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규명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60) 심층 면접 질문지는 부록 4(본 논문의 254페이지)에 첨부하였다.
61)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인터뷰 질문지는 부록 4(본 논문의 254페이지)에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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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
소 이용도, 의료서비스 이용 항목,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 비용, 의료 장비 및
약품의 이용 가능성, 민간 병원과의 비중, 마을보건소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
그리고 마을보건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비용은
해당 마을 주민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마을 주민들의 협력 메커니즘이 마을보건소의 운영 및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아래의 <표 2-13>과 같다.
표 2-13. 설문 문항의 구성: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62)
연구내용

설문 문항
Q10> 지난 1년 동안 가구 구성원들이 마을보건소를 이용했던 경험
유무? (아니오 1 / 예 2)
①
Q11> 지난 1년 동안 가구 구성원 중에서 마을보건소를 이용한 사람
마을 은 누구? (복수선택)
주민들의 (가구주 1 / 가구주의 부인(남편) 2 / 가구주의 부모 3 / 가구주의
보건소 자녀 4 / 친척 5 / 기타 6)
이용도 Q12> 마을보건소를 얼마나 자주 이용?
(1년에 몇 번 / 6개월에 몇 번 / 1개월에 몇 번 / 1주일에 몇 번 /
거의 매일)
Q13> 마을보건소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매우불만족 1 / 대체로불만족 2 / 보통 3 / 대체로만족 4 / 매우만
②
환자의 족 5)
만족도와
마을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치료 비용 Q14>
(매우낮음 1 / 대체로낮음 2 / 보통 3 / 대체로높음 4 / 매우높음 5)
62) 설문지는 부록 1(본 논문의 238페이지)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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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 장비
및 약품의
이용 가능성
④
마을보건소
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
⑤
마을보건소
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Q15> 치료받았을 때의 비용은 어느 수준인가?
(매우저렴 1 / 대체로저렴 2 / 보통 3 / 대체로비쌈 4 / 매우비쌈 5)
Q16> 의료 장비와 약품은 만족할만한 수준인가?
(매우불만족 1 / 대체로불만족 2 / 보통 3 / 대체로만족 4 / 매우만
족 5)
Q17> 가족 구성원들이 마을보건소에 도움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가?
Q19-1>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제공했는가?
Q18> 가족 구성원들이 마을보건소의 활동이나 일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Q18-1>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Q19> 가족 구성원들이 마을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가?
Q19-1>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Q20> 마을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오 1 / 예 2)
Q20-1> 그 이유는 무엇인가?
Q21> 주민들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마을보건소 사업은 무엇이라 생
각하는가?
Q22> 더 보강해야할 마을보건소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에 대한 심층 면접은 가족 구성원을 포함
하여 주민들이 평소 보건소를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 보건소를 방문한 목적
이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보건소 이용했을 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는지, 그
리고 마을보건소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중점을 두고 인터뷰 질문을 구
성하였다.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 측정을 위한 인터뷰 질문 내용의
구성은 아래의 <표 2-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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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인터뷰 질문 내용의 구성: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63)
분류
인터뷰 질문 내용
구성원을 포함하여 최근 보건소 방문 경험, 방문 이유
보건소 이용 정도 가족
나 목적
보건소 이용시 만족도, 시설에 대한 평가, 질병에 대한 상담
만족도
과 약품의 만족도, 집과 보건소와의 거리, 병원과 비교해 볼
때 장단점
마을보건소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구체적인
의견
사례, 마을 보건소의 역할, 앞으로의 발전 방향, 건의사항

63)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인터뷰 질문지는 부록 3(본 논문의 250
페이지)에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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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조사 대상 지방의 선정 방법

본 연구는 비교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연구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먼저 선행연구(하순, 1994, 1997, 2000; 한도현, 2003; 백용훈,
2011; 왕혜숙 외, 2011) 검토를 통해 북부와 남부가 서로 다른 지역적 맥락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북부와 남부에서
어느 마을64)을 조사 대상 지방으로 선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첫째, 조사 대상 지역
은 북부와 남부를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지방적인 특성을 가져야한다는 점이
다. 즉, 북부와 남부가 각각 내재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인
특성을 가장 잘 보유하고 있는 지방을 선정해야했다.
둘째, 비교연구 전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는 남북부가 각각 보
유하고 있는 역사 및 문화적인 특징을 제외한 배경 변수, 예를 들면 사회·경
제적인 수준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 수준과 주요 산업 부문이 서로 비슷
한 지방을 선정하고자 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1인당 GDP 그리고 공업과
서비스업보다는 농업을 중심으로 삶의 기반을 지탱해나가고 있는 지방을 선정
하였다. 즉, 동일한 경제적인 수준의 두 지방에서 서로 교환되고 있는 비공식
복지적 자원의 양을 분석하고 이것이 해당 지방의 전통과 문화적인 맥락에 따
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연구를 통해 규명하기 위한 전략이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시장 영역을 제외하고 국가와 공동체
복지 영역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시장 영역을 통
제하기 위하여 마을 내 상업화된 의료 기구, 즉 병원이나 약국 등의 시설이

64) 마을은 농촌사회의 최소 단위이자 삶의 현장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실재적 경험세계를 구성한다. 즉, 마을 주민 개개인은 개별적인 행위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일상은 마을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사회적 관계와 규범에 기
초한 사회구조 내에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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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유사하게 침투해있는 마을을 선정하였다. 남북부 조사 대상 지방의 마을
들에는 마을보건소는 있었지만 병원이나 의원이 없었고 대신에 의사나 간호사
가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진료해주거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마을
내에 위치해있었다. 다시 말해서 시장 영역에서 상업화된 의료 기구가 동일한
조건인 남북부 마을을 선정하였다.
넷째, 북부와 남부에 속해 있는 여러 지방들 가운데 전출 및 전입 인구의
비율이 서로 비슷한 수준에 해당하는 지방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지
역에서 전출입의 정도가 비공식 공동체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거나 학업을 위해 가구를 떠나서
다른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들이 많을수록 비공식으로 상호 주
고받는 복지 자원(사적소득이전과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
원)의 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변수들에 대한 자료는 해당
지방 성(Tỉnh[띤], Province, 省)65)의 홈페이지와 베트남 통계청에서 직접 확
인하였다.66)
본 연구자가 선정한 조사 대상 지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트남의
지역 구분 단위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아래의 <그림 3-1>과 같
이 지형적으로 가늘고 긴 'S'자형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북부, 중
부, 남부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다시 8개의 단위(동북(Northeast), 서북
(Northwest),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이상 북부], 북중부해안(North
Central Coast), 중부고원(Central Highlands), 남중부해안(South Central
65) 베트남에서 ‘성’(Tỉnh[띤], Province, 省)은 우리나라의 ‘도’와 비슷한 행정 단위이다. 베트남
통계청은 매년 ‘성’ 단위별로 각 지방의 사회 및 경제적 지표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자세한 베트남의 지방 행정 단위 체계는 본 논문의 77페이지에 있는 <그림 3-2>
를 참고할 것).
66) 그런데 이상과 같은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 지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바로 세 기준, 즉 해당 지방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적 지표들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공식적인 통
계적 지표를 알 수 있는 상위의 지방 행정 단위(성, tinh, province)를 우선 선정한 후에 그
아래에 속한 하부의 행정 단위(사, xa, commune), 예를 들면 해당 마을을 직접 방문한 후
참여관찰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사 대상 지방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래에서는 조사 대
상 지방을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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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t)[이상 중부], 동남(Southeast), 메콩강 삼각주(Mekong River Delta)[이상
남부])로 구분된다.
그림 3-1. 베트남의 지역 구분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B%B2%A0%ED%8A%B8%EB%82%A8
%EC%9D%98_%ED%96%89%EC%A0%95_%EA%B5%AC%EC%97%AD
남북부의 서로 다른 특성에 주목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논
문의 주제에 적합한 조사 대상 지방의 선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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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차적으로 8개의 지역 구분 단위들 중에서 북부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와 남부 메콩강 삼각주(Mekong River Delta)에 주목하였다. 홍강
델타와 메콩강델타는 각각 북부와 남부의 주요 경작지이자 생활 중심지로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
(Hickey 1964; Rambo 1973; Popkin 1979; Do Thai Dong 1991; Luong 1992;
하순 1997, 2000)이 두 지역을 주목해 온 점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단위 아래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방 행정 구역들
가운데 본 연구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 대상 지방의 마을을 어떻게 선정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의
행정구역 단위 체계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행정구역은 아래의 <그림 3-2>와 같이 구분된다. 베트남에는
총 5개의 ‘중앙직할시’와 58개의 ‘성’(Tỉnh[띵], Province, 省)이 있고, 그 하부
행정 단위로 ‘군’(Quận[꾸언], Urban District, 郡), ‘시사’(Thị xã[티 싸],
District Level Town, 市社), ‘현’(Huyện[후이엔], District, 縣), ‘성직할
시’(Thành Phố[타인 포], Provincial City, 省市)가 존재한다. 그리고 행정구역
상 가장 최하 단위는 ‘방’(Phường[프엉], Ward, 坊), ‘사’(Xã[싸], Rural
Commune, 社), ‘시전’(Thị Trần[티 쩐], Commune Level Town, 市錢)으로 구
분된다.67) 공식적인 행정단위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방’과 ‘사’ 그리고 ‘시전’의
하부 단위는 다시 ‘촌’(Thôn[톤]), ‘업’(Ấp[업]), ‘쏨’(Xóm[쏨])과 같은 마을 촌
락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농촌 지방에만 한정해서 조사를 실시했
기 때문에 ‘성’(제1급 행정구)-‘현’(제2급 행정구)-‘사’(제3급 행정구)로 이어지
는 행정 단위에 주목했고, 실제 자료 수집은 지방 ‘사’에 속해 있는 ‘촌’(Thôn
[톤])이나 ‘읍’(Ấp[업])과 같은 마을 촌락에서 진행하였다.

67) 베트남 행정단위는 한글(베트남어[베트남어 발음], 영어, 한자)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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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베트남의 공식 행정 단위 체계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B%B2%A0%ED%8A%B8%EB%82%
A8%EC%9D%98_ %ED%96%89%EC%A0%95_%EA%B5%AC%EC%97%AD
본 연구자는 북부 홍강 삼각주와 남부 메콩강 삼각주에 각각 위치한 농촌
지방 중에서 가장 상부 행정 단위에 해당하는 총 21개의 성(Tỉnh[띵], 省)들68)
가운데 ‘남딘’성(Tỉnh Nam Định, Nam Dinh Province)과 ‘동탑’성(Tỉnh Đồng
Tháp, Dong Thap Province)69)을 1차적으로 선택하였다. 현재 베트남에는 성
(Tỉnh, Province, 省) 하부에 위치한 행정 조직 단위의 사회 및 경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성 하
68) 북부 홍강 삼각주에는 9개의 성(Bắc Ninh[박닌], Hà Nam[하남], Hải Dương[하이즈엉],
Hưng Yên[흥이엔], Nam Định[남딘], Ninh Bình[닌빈], Quảng Ninh[꽝닌], Thái Bình[타이
빈], Vĩnh Phúc[빈푹])과 2개의 직할시(Hà Nội[하노이], Hải Phòng[하이퐁])가 있고, 남부 메
콩강 삼각주에는 12개의 성(An Giang[안장], Bạc Liêu[박리에우], Bến Tre[벤쩨], Cà Mau
[까마우], Đồng Tháp[동탑], Hậu Giang[허우장], Kiên Giang[끼엔장], Long An[롱안], Sóc
Trăng[속짱], Tiền Giang[띠엔장], Trà Vinh[짜빈], Vĩnh Long[빈롱])과 1개의 직할시(Cần
Thơ[껀터])가 있다(출처: 베트남 통계청).
69) Tỉnh Nam Đjnh[띤 남딘]과 Tỉnh Đồng Tháp[띤 동탑]은 남딘성과 동탑성을 각각 베트남
어로 표기한 것이다. Tỉnh[띤]은 베트남어로서 영어로는 Province, 한국어로는 성(省)을 뜻한
다. Nam Đjnh[남딘]과 Đồng Tháp[동탑]은 각각 지방명이다. 베트남어 문장 구조에서 ‘명사
+명사’가 위치하는 경우에 뒤에서 수식하는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남
딘성이지만 베트남어로는 Tỉnh Nam Định으로 표기한다. 본 논문은 독자들의 편의와 이해
를 돕기 위하여 이후부터 베트남어와 관련된 모든 용어를 한국어(베트남어[발음], 영어, 한
자)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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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존재하는 현(Huyện, District, 縣)이나 사(Xã, Rural Commune, 社) 단위
의 인민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성에서 발행되는 통계연감을 통해 각 현과
사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공신력이 낮고 측정
결과가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1차적으로 성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북부 홍강 삼각주와 남부 메콩강 삼각주를 대표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경
제적인 특성이 비슷하여 서로 비교가 가능한 남북부 각각 하나의 성, 즉 북부
남딘성과 남부 동탑성을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지조사 시기(2013년 8월)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1년의 베
트남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부 남딘성과 남부 동탑성의 1인당 GDP는 각각
약 905달러(US$)와 약 886달러(US$)로서 서로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보여주
었다. 인구는 남딘성이 약 1백8십3만명, 동탑성이 약 1백6십7만명으로서 남딘
성이 약 16만명 정도가 더 많았다. 반면에, 면적은 남딘성이 1,651㎢, 동탑성이
3,377㎢로서 동탑성이 두 배 정도 넓다.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두 지방 모두 약
45억동(VNĐ)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고, 인구성장률 역시 북부 남딘
성 0.19%, 남부 동탑성 0.22%로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었다.70)
인구 유입률과 유출률에 있어서도 북부 남딘성은 각각 6.1%, 5.8%를, 남
부 동탑성은 각각 7.4%와 11.1%를 보여주었다. 인구 유출률에 있어서 동탑성
이 남딘성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북부 홍강 삼각주와 남부
메콩강 삼각주 내에 위치해 있는 다른 성들과는 더 많은 수준의 차이를 보였
기 때문에(출처: 베트남 통계청 홈페이지) 남딘성과 동탑성이 비교대상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부 남딘성과 남부 동탑성의 사회경제적 지표
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래의 <표 3-1>과 같다.
70) 베트남의 각 지방별 정보를 조사하여 발표한 코트라(KOTRA)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남딘 지방은 67%의 농림수산업, 21%의 산업 및 건축업, 그리고 12%의 서비스업을 계획하
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동탑 지방의 산업별 비중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인
구별 종사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비중을 확인해보면, 동탑 인구의 82.81%가 농업에 종사하
고, 6.05%가 공업-건설 분야, 11.24%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출처:
http://kotrainvest.vn, 검색일: 201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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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베트남 전체 및 조사 대상 지방의 사회경제적 특성

농림수 인구
1인당 인구
남성
여성 인구 인구
면적
산업
2011년 GDP (천명) (㎢)
인구
인구 유입률 유출률
(1억 성장률
($)
(%)
(천명)
(천명)
(%) (%)
VNĐ)
베트남 1,540.00 87,840.0 330957.6
1.04 43436.7 44403.3 10.4 10.4
북부
0.19 897.2 936.3
6.1
7.4
남딘성 905.66 1833.5 1651.4 45.88
남부
0.22 833.7 839.5
5.8 11.1
동탑성 886.79 1673.2 3377.0 45.92

자료: 베트남 통계청, 각 성(tinh)급 인민위원회 (검색일: 2014년 10월 15일 검
색) 및 World Databank, Vietnam, The World Bank(http://databank.
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 (검색일: 2014년 10월 15일)
이상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들과 선행 연구들을 기준으로 ‘북부 홍강 삼
각주’와 ‘남부 메콩강 삼각주’에 각각 위치한 ‘남딘'성과 ‘동탑'성으로 본 연구
의 조사 대상 지역의 범위를 좁혔다. 이제 본 연구자에게 주어진 일은 성 하
부 행정 단위를 선정하는 일, 즉 각 성 내에 위치해있는 백여 개 이상의 마을
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
해야하는 일이 남았다. 왜냐하면 하나의 성(tỉnh, province, 省)에는 약 10여 개
의 현(huyện, district, 縣)이 존재하고 그 현 내부에 역시 가장 하부 행정 단
위로서 약 10~15 여개의 사(xã, rural commune, 社)71)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사에는 하나씩의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직접 방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하부의 지방 단위에 해당하는 사(Xã,
社)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 또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71) 사(rural commune, 社)는 원래 자연촌락들로 존재하던 마을들이었는데, 1950년대와 60년대
의 집단화 정책에 의해서 하나의 행정촌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는 현재 베트남에서 가
장 하부의 공식 행정 단위이다. 일반적으로 사 내에는 자연촌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톤
(thôn, 村), 업(ấp, 남부)과 같은 주거 단위가 있다(Bui Xuan Dinh 1998). 본 연구에서 일반
적으로 기술한 마을은 사(xã)에 해당하고, 더 작은 단위의 마을은 ‘마을(thôn, ấp)’과 같이 괄
호 내에 베트남어를 삽입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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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능한 많은 사(xã)에서 자료를 얻는 것이 보다 대표성
(representativeness)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따랐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연구조사를 수행할 경우에 방문
하는 지방 행정단위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했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외국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직접 수행할 경우에 더더욱 제약
이 따랐다.72)
연구자는 일단 해당 성에 속한 사를 직접 방문해서 마을의 상황을 살펴보
기로 결정하였다. 남딘성과 동탑성에 직접 가서 주변 경관을 둘러보고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장 그리고 연구원들과
72) 본 연구자는 베트남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권위적인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사회과학원을 통
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복잡했다. 사회과
학원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요구되었다. 연구자는 조사
계획, 기간, 방법, 그리고 자기소개서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자신이 방문연구자로 소속해 있
는 연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연구기관은 이를 확인한 후에 해당 연구소 및 기관장의
직인이 있는 공문서를 발급해준다. 이 공문서에는 조사 일정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과 함께 조사 대상 지방의 행정 기관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요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지방 행정기관, 예를 들면 사(xã) 단위의 행정기관인 ‘사(Xã, 社) 인
민위원회’(Ủy Bản Nhân Dân Xã, People's Committee of Commune)로 이 공문서를 발송
(팩스, 우편 등)한 후에, 지방 행정기관이 그것을 검토하고 승인해서 다시 회신을 해주면 비
로소 조사지역으로 출발할 수 있다. 조사지역에 도착하면, 또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치게 된
다. 조사를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 회신된 공문서를 해당 지방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하고 해
당 지방 행정기관장 등과 면담을 한 후에 마을 대표 및 공안을 소개받아야 하며 이들과 동
행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가능하다.
물론, 이상의 절차와 같이 공식적인 연구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지인 중에 친분이 있는 지인을 통해서 조사 대상 지방의 행정기관 간부
를 소개받아 비공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에 조사 지방을 선정
하는 문제에서부터 조사 대상자와 정보제공자 등이 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연구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연구의 도덕적 및 윤리적 문제 그리고 건전한 연구 활동을 위
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
구자가 한 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했을 때 한 청중은 돈을 많이 쓰면 조사가 좀 더 쉽고 마
을 기관들이 조사에 대해 쉽게 허가를 해준다는 코멘트를 주었다. 하지만, 필자는 그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무조건적으로 돈을 이용해 조사대상자인 베트남 현지인들을 회유하
고 조사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연구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의 타당성 역시 보장될 수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폐해들을 없애기 위하여 본교인 연세대학교에서는 2013년 2월부터 생명
윤리 심의위원회(IRB)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목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
및 과학적 타당성 등을 의심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2014
년 11월 14일에 ‘제4차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세미나’에 참가하여 교육을 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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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결과 ‘남딘’성과 ‘동탑’성에 각각 위치한 하나의 현(huyện, district, 縣)
을 먼저 선정하고 그리고 그 하부에 위치한 두 개의 사(xã, commune, 社), 즉
총 네 개의 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73) 조사 대상 지방의 명칭은
베트남의 행정구역 단위 체계(본 논문의 77페이지, <그림 3-2>를 참고할 것)
에 맞춰서 아래의 <표 3-2>에 정리하였다.
표 3-2. 조사 대상 지방의 명칭
구분

행정 지방 단위

성(Tỉnh, 省) 현(Huyện, 縣)

사(Xã, 社)
남또안
홍강 삼각주
(Nam
Toàn)
남딘
남쯕
북부 (Red River Delta,
남러이
Đồng Bằng Sông Hồng) (Nam Định) (Nam Trực) (Nam
Lợi)
미호아
메콩강 삼각주
(Mỹ Hòa)
River Delta,
동탑
탑므어이
남부 (Mekong
Đồng Bằng Sông (Đồng Tháp) (Tháp Mười)
쯔엉쑤언
Cửu Long)
(Trưởng Xuân)
3-2. 조사 방법: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현재 베트남의 사회 전반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했다.74) 이러한 현실의
한계를 반영하여 본 연구자는 2013년 8월 중순부터 약 1여 년간의 기간 동안
베트남 사회과학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 사회학연구소
(Institute of Sociology)에서 방문연구원의 자격으로 현지조사75)를 실시하였
73) 베트남 사회과학원 연구원들에 따르면, 베트남 학자들은 보통 하나 내지 두개의 사(Xã,
commune, 社)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연구비용과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74) 원재연(2005) 역시 사회주의 시장경체 체제인 중국 연구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발로 뛰는
현지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미시적인 일상과 거시적인 사회구조를 서로 연결시키는
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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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6)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병행한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설문조사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
태의 양상과 비공식 복지 영역에서 교환되는 자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 및 보건소의 운영 실태의 양상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자주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항목은 무엇
인지,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비공식 영
역에서는 교환되고 있는 복지 자원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행위자는 누구이고
연결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행위자들 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지 자원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적인 자료는 출신지역(고향), 가족관계, 현재 함께 거주중인 구성원의 특징,
사회적 연결망, 가구경제, 직업, 여가활동, 복지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77)
그리고 질적 자료는 양적 자료의 정보를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
으로 뒷받침한다. 심층 면접78)과 참여관찰79)은 베트남 남북부에서 보건소의
75) 현지조사 방법에 대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은 『맨발의 학자들』(전
제성 외, 2014)을 정독하고 현지조사에 참여하길 권한다. 이 책은 여섯 명의 동남아시아 지
역연구자들이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직접 수행한 현지조사의 경험을 들려주고
방법론적으로 성찰한 결과물이다. 이들은 현지적 맥락과 관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
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맨발의 방법론’에 입각한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특히, 현지조
사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조사완료시점까지 연구자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한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현지조사 준비를 위한 필독서로 마땅하다. 이 책을 통해서 시행
착오를 줄이고 보다 더 창의적인 현지조사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76) 본 연구자는 석사 과정 중이던 2009년에 베트남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로부터 방문연구
원의 자격을 얻어 약 2개월 동안 베트남 남북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
다. 사회과학원은 베트남 내에서 최고의 권위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수많은 우수한 연구진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현지조사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다.
77) 양적 연구 및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Agresti and Finlay(1997), Wooldridge(2006), 그
리고 Knoke et al(2007), 홍두승(2012)이상의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78) 심층면접법은 여러 가지 점에서 유용하다. 첫째, 이 방법은 어떤 조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
는데, 모든 양적 방법이나 질적 방법에서 심층면접법은 필수적이다. 둘째, 이 방법은 다른
조사 방법에서도 적용된다. 설문지 조사에서는 조사 전에 설명하는 일뿐만 아니라 설문지
조사 후 응답자의 불확실한 설문 응답에 대해 보완 면접을 해서 타당도를 높이는 데에 유용
하다(김귀옥, 2014: 96-97). 구술자의 기억 속에 담긴 경험에는 해당 사회의 사회구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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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사례, 운영 방식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과의 연계 및 협력, 마을의 주민
들 사이에 비공식 복지 현실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과 그 근원 등을 파악하
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심층 면접 자료는 설문조사
를 통해 설명될 수 없는 비공식 복지의 특징과 원리,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비공식 부문에서의 복지
자원은 호혜성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유대로 맺어진 사람들 사이에 상호 교환
된다. 이러한 도덕적 자원은 실제 거래되는 자원의 절대적인 양에 대한 평가
를 준거로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하는가라는 도덕적
동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층 면접과 같은 질적 방법의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
어야 한다.80) 이상과 같은 공식 복지와 비공식 복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
사 및 심층 면접의 연구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3-3>과 같다.

관계, 규범, 의식 등이 녹아들어 있다. 또한, 그러한 기억에는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없는 개
인의 욕망이나 심리 등도 들어가 있다. 따라서 구술 연구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려고만 해
서는 안되고, 인간을 깊이 배려하며 성찰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필요하다(김귀옥, 2014: 27-28).
79) 참여관찰은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 모두에서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설문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참여관찰법은 생활환경이나 태도 등을 관찰함으로서 설문지의 타당도를 이해하
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본 조사 전에 연구 주제를 명확히 하고 연구 내용을 발굴하거
나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행 조사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김귀옥, 2014: 91).
80) 질적 연구 및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Creswell(2007), 조은·조옥라(1992), 윤택림(2004), 그리
고 한국구술사연구회(2005), 김귀옥(2014) 이상의 저서들과 다수의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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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방법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병행한 연구 방법은 이점이 많다. 예를 들면, 소
수의 제공자로부터 질적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의 중심 현상을 탐색하여 설문
조사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
료는 질문을 구성하는 의도나 그 측정방식에 따라 오류(bias)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질적인 자료를 통한 비교검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설
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연구는 조사 당시의 맥락, 환경,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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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Burawoy, 2009: 35, 원재연, 2010: 160 재인용). 즉, 개개인의 주관
적인 감정적 기초를 면밀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층 면접을 통
한 질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풍부한 자료를 수집
하여 국가의 공식 복지에 대한 성과를 비공식 복지의 기능과 양상 그리고 사
회·문화적 맥락과 연결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규명해보고자 한다.
3-3. 자료 수집의 구성

다음은 자료 수집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앞서 제시한 분석틀에 따른
가설 및 연구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 지방을 선정한 연구자는 ‘공식 복지(마을보건소)’와 ‘비공식 복지’를
탐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반구조화된 설문지와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핵심적으로 파악
하고 분석해야 하는 연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 공식 부문
에서 마을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그 성과 그
리고 비공식 부문에서 마을 주민들 사이에 상호 교환되고 있는 복지 자원의
양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이유나 동기를 각각 확인하고 두 부문 간의 상호작
용과 역학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앞서 연구의 분석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가설 1과 가설 2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가지 가설이 서로 맞물려 있다. 먼저 가설 1은
북부와 남부의 서로 다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즉 사회자본의 특성이
각각 서로 다른 비공식 복지의 결과를 가져다주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가족
구성원 간의 사적소득이전과 마을 사람들 간의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서로 교환되고 있는 자원의 양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
고 이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서로 교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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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용을 참여 관찰과 심층 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자 한다.
가설 1을 규명하기 위한 설문조사 자료는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300가
구81)씩 총 6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고, 각 가구에서는
해당 가구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1 인(가구주82) 혹은 가구주의 남
편/아내)이 대표하여 응답하였다. 가구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지는 가구
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그리고 거주형태
등과 함께 사적소득이전, 경조사, 그리고 계모임을 통해서 상호 교환되고 있는
비공식 복지의 양 및 그 교환 대상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질적 자료는 미리 작성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층면접
을 통해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22명과 23명씩, 총 45명의 가구주(혹은 가구주
의 남편/아내)로부터 수집하였다.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통해 각각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북부와 남부의 비공식 복지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설 2는 북부와 남부의 서로 다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즉 사회자본의 특성이 복지 혼합, 즉 비공식 복지는 물론이고 공식 복지 제도
의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가설 2의 종속
변수인 마을보건소의 활성화는 두 부문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
나는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보건
소의 운영 실태에 관한 것이다.
81) 한국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에 따르면,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
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하며, 가구원에는 함께 살고 있는 친, 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경우
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기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함께 살고 있으나 파출부, 운전사 등 고
용인과 하숙생 등 친, 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한국고용정보원. 2012. 한국
노동패널조사(KLIPS) 13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43).
82) 가구주(Chủ hộ, household head)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해당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통계청, http://meta.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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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는 가설 1에
해당하는 비공식 복지를 조사하기 위한 반구조화된 설문지의 뒷부분에 마을보
건소 이용에 대한 설문 문항을 첨부하여 수집하였다. 즉, 각 가구에서 가구주
혹은 가구를 대표하는 1인에게 해당 가구의 가구 구성원들 모두가 마을보건소
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얻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에 대
한 질적 자료도 마찬가지로 가설 1의 조사를 위한 인터뷰 질문지에 보건소 이
용에 관한 질문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역시 설문조사와 심층 면
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단, 마을보건소는 각 사에 하나의 보건소만 운
영되고 있기 때문에 총 4개 보건소의 보건소장에게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
하였고 이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마친 후에는 보건소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정보제공자인 마을보건소장으로부
터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의 구성을 정
리하면 아래의 <그림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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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구 방법 및 자료수집의 구성

아래에서는 ‘비공식 복지’와 ‘공식 복지(마을보건소)’로 각각 구분하여 자
료의 수집 방법, 표본의 특성, 그리고 응답자의 구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비공식 복지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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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비공식 복지의 자료 수집
3-3-1-1. 설문조사
3-3-1-1-1.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본 연구의 가설 1은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농촌 지방을 대상으로 비공식
복지의 수준과 그 양상을 분석하고 그 근원을 전통 및 문화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부 홍강 삼각주와 남부 메콩강 삼각주에 각각 위치한
4개의 마을(남또안, 남러이(이상 북부) 그리고 미호아, 쯔엉쑤언(이상 남부))에
거주하는 총 600가구(북부 300가구, 남부 3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가구가 속해 있는 최하 행정단위, 즉 사(xã,
commune)인민위원회(Ủy Ban Nhân Dân Xã, People's Committee of
Commune)를 방문한 후 해당 사(xã, commune) 및 그 하부 촌락의 대표자와
지역 공산당 간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였고 선정된
가구를 대표하는 1인으로부터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에 대한 응답을 얻었다.
즉, 설문지 응답자는 해당 가구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예를
들면, 가구주나 가구주의 부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83)
83) 표 3-3. 응답자의 연령
15세
지역구분
30세이상
미만~ 30대 40대
남또안
14
28 34
(Nam
Toàn)
북부
남러이Lợi)
6
28 18
(Nam
미호아
16
24 56
(M
ỹ Hoà)
남부 쯔엉쑤언
6
38 41
(Trưởng Xuân)
전체
42
118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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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43
34
28
32
137

60대
20
39
20
19
98

70세
이상
11
25
6
14
56

(단위: 명)
합계
150
150
150
150
600

따라서 설문조사 응답지에는 방문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정
보와 설문 응답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해당 가구의 구성원이 취업이나 학
업 등의 이유로 가구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역시
해당 가구 구성원에 포함을 시켰다. 여기에는 조부모, 부모, 자식의 3세대가
거주하는 가구, 부모와 자식의 2세대가 거주하는 가구, 그리고 1인가구84)가 모
두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신분으로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다. 더군다나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300가
구, 총 600가구의 가구원들 모두를 조사하는 대규모 서베이였기 때문에 가장
하부 행정단위인 사인민위원회(Uỷ ban nhân dân xã, Commune People's
Committee)와 마을 내 공산당 간부들의 감시 및 동행 하에 가구를 직접 방문
하였다.85) 또한, 사인민위원회에서 정해준 기간 내에 조사를 마쳐야했기 때문
에 베트남 사회과학원 소속 연구원들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여 여러 가구에서
동시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가설 1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비공식
복지의 양적 측정을 위하여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한
자료 수집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4>와 같다.

84) 1인 가구(one person household)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출처: 통계청, http://meta.nso.go.kr)
85) 마을 간부의 동행은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감시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질문지의 내용을 사전에 제시하고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조사 진행 과정에 있
어서 별 다른 제재는 없었다. 그러나 마을 간부와의 동행에 있어서 최대 장점은 해당 마을
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마을 주민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가구원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없었고, 여러 차례 재방문해야하는 일도 없었다. 조
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가구의 가구원이 부재중인 경우 그 주변 가구를 먼저 조사하는 동안
에 마을 간부가 해당 가구의 가구원을 섭외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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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비공식 복지: 설문지 배포 및 회수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비공식 복지 (총 600가구: 북부와 남부 각각 300가구)

응답자 (단위: 명)

의뢰기관 조사
및 의뢰인 기간

조사
지역

북
부

남
딘

성

남

쯕
현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하노이),
남러이 사
조사원 8명
남또안

사

소계
탑
남
부

동

므

탑

어

성

이

현

사 사회과학원
(호치민시),
사회학 전공
미호아 사
조사원 7명

쯔엉쑤언

소계
합계

2014. 02.
10 ~ 13
2014. 02.
13 ~ 16
2014. 02.
10 ~ 16
2014. 01.
17 ~ 20
2014. 01.
21 ~ 25
2014. 01.
17 ~ 25
////////

가 가 가
조
사 가 구주 구 구 소계
장 구 의 주의 주의
소 주 배 부 자
우

자
가구 107 38
직접
방문 84 58

모

녀

1

4

150

1

7

150

//// 191 96

2

11

300

가구 91
직접
방문 83

44

2

13

150

59

4

4

150

//// 174 103 6
////
600

17

300
600

① 북부 남딘 지역(남또안사와 남러이사)의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북부 남딘 지역의 조사는 2014년 2월 10일부터 2014년 2월 16일까지 약 7
일간 진행되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곳에서 조사를 위한 허가를 받
기 해서 본 연구자는 사회과학원을 통해 남딘 지역의 남또안사와 남러이사 인
민위원회에 세 차례 연락(전화 및 팩스)을 취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따라서
2014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두 인민위원회에서의 조사에 대한 승인
을 받기 위하여 사회과학원 연구원과 함께 해당 지역을 방문하였고 기관장과
의 면담을 통해 가까스로 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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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외국인이 조사를 하러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거부감을 표현하
기도 했다.86) 북부 지역의 조사는 총 8명의 베트남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하노이 소재) 국제협력센터 연구원들87)과 함께 진행되었다.
양적 조사는 베트남 사회과학원(하노이 소재) 소속 연구원들과 마을 내
공산당 간부들의 도움을 받아 면접타계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포한 설문
지 300부를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응답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191명, 가구주의 배우자가 96명, 가구주의 부모가 2명,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
가 11명으로서 해당 가구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
우자가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남부 동탑 지역(미호아사와 쯔엉쑤언사)의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남부 동탑 지역의 조사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약 9일간 진
행되었다. 남부 동탑 지역에서는 조사를 위한 허가 절차에서부터 실제 조사
수행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남부 동탑성에서 실제 조사가 진행된 미호아
사와 쯔엉쑤언사 인민위원회에서는 실제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협조를
해주었다. 동탑 지역의 조사는 베트남 사회과학원 동남부 지역(호치민 소재)
소속 연구원인 총 7명의 사회학 전공자들88)과 함께 진행하였다.
86) 해당 마을은 외국인의 왕래가 거의 없는 농촌 마을이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 자
체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본 연구자의 베트남어 능
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해당 기관장 그리고 간부들과 직접 베트남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연
구자 본인의 개인적인 배경에서부터 그동안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띤깜(情感), 음식, 소소한 일상에서 겪었던 체험들을 이야기했다. 나중에 조사를 마친
후 기관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베트남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진 탓에 외부인 혹은 외국인으로서의 거부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87) 북부 지역 남또안과 남러이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 베트남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
소(하노이 소재) 국제협력센터 연구원들은 Nguyễn Đức Chiện(응웬 득 찌엔, 박사), Phạm
Ngọc Tân(팜 응옥 떤, 석사), Nguyễn Văn Của(응웬 반 꾸어, 석사), Đinh Thị Hồng(딘 티
홍, 석사), Nguyễn Thị Liên(응웬 티 리엔, 석사), Trần Thị Dừa(쩐 티 즈어, 석사), Trần
Minh Trọng(쩐 민 쫑, 석사), Vũ Thị Bích Ngọc(부 티 빅 응옥, 석사)이다. 이들에게 감사
의 말을 전한다.
88) 베트남 사회과학원 동남부 지역(호치민 소재) 소속 연구원인 Nguyễn Ngọc Toại(응웬 응옥
또아이, 석사)를 비롯한 연구원 7명(Hồ Ngọc Trí(호 응옥 찌, 석사), Phù Khải Hùng(푸 카
이 훙, 석사), Nguyễn Ngọc Minh(응웬 응옥 밍, 석사), Nguyễn Quốc Định(응웬 꾸옥 딩,
석사), Lê Thị Dân(레 티 전, 석사), Nguyễn Minh Phong(응웬 밍 퐁, 석사))은 본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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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와 마찬가지로 남부에서의 양적 조사 역시 베트남 사회과학원(호치
민시 소재) 소속 연구원들과 마을 내 공산당 간부들의 도움을 받아 면접타계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포한 설문지 300부를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응
답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174명, 가구주의 배우자가 103명, 가구주
의 부모가 6명,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17명으로서 해당 가구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가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를 차지하고
있다.
3-3-1-1-2. 응답가구의 특성

본 연구는 가구 단위의 조사로서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가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 1인(보통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남편/아내)으로부터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89) 여
기서는 조사에 성공한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을 아래의 <표 3-5>와 같이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
펴보고, 다음으로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가
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들도 정리하였다.

함께 참여하여 남부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응웬 응옥 또
아이는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연구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제공해주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상
세한 설명으로 연구자의 이해를 높여주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시작
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89) 본 조사는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조사관이 조사표(설문지)를 들고 가구를 방
문하여 응답자로부터 설문 결과를 듣고 조사관이 직접 조사표에 기입하는 조사 방법이다.
면접조사는 조사관의 능력이 중요하므로 본 조사는 사회과학원에 소속중인 전문연구원과 함
께 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의 장점은 응답률이 높고, 신뢰도가 높으며, 응답자의 집중
도를 높일 수 있고 복잡한 형태의 설문이 가능하다. 또한, 조사환경 파악에 따른 유연한 대
처가 가능하다. 그에 비해, 조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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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비공식 복지: 응답 가구의 특성90)
가구수
(%)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명)
전체
세대
별
구성

근로
소득
수준
91)

1인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0~2백만동
2~5백만동
5백~1천만동
1천~2천만동
2천만동이상
평균 금액

남또안

북부

남러이

3.6
3.8
300
(50.0)
150
150
(25.0) (25.0)
7
8
(4.7)
(5.3)
22
26
(14.7) (17.3)
101
94
(67.3) (62.7)
20
22
(13.3) (14.7)
40
53
(26.7) (35.3)
47
35
(31.3) (23.3)
44
38
(29.3) (25.3)
12
16
(8.0)
(10.7)
7
8
(4.7)
(5.3)
약 $310
3.5

남부
미호아 쯔엉쑤언
4.1
4.1
4.1
300
(50.0)
150
150
(25.0) (25.0)
3
7
(2.0)
(4.7)
5
4
(3.3)
(2.7)
116
107
(77.3) (71.3)
26
32
(17.3) (21.3)
27
35
(18.0) (23.3)
48
70
(32.0) (46.7)
44
31
(29.3) (20.7)
23
12
(15.3)
(8.0)
8
2
(5.3)
(1.3)
약 $295

전체
3.9
600
(100.0)
25
(4.2)
57
(9.5)
418
(69.7)
100
(16.7)
155
(25.8)
200
(33.3)
157
(26.2)
63
(10.5)
25
(4.2)
약$300

90) 조사에 성공한 전체 가구수는 총 600가구이고, 이 중에서 북부와 남부는 각각 300가구이다.
600가구에 속한 15세 이상의 전체 가구 구성원은 총 1,884명(북부 918명, 남부 966명)이고
이 가운에 남성은 930명(북부 440명, 남부 490명), 여성은 954명(북부 478명, 남부 476명)이
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6>과 같다.
표 3-6. 설문조사에 응답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들의 성별
북부
남부
명
전체
(%)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남성 251 (48.6) 283 (49.8) 323 (52.4) 311 (51.2) 1168 ( 50.6)
여성 265 (51.4) 285 (50.2) 294 (47.6) 296 (48.8) 1140 ( 49.4)
전체 516 (100.0) 568 (100.0) 617 (100.0) 607 (100.0) 2308 (100.0)
* 결측(무응답):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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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만 동(VNĐ))
약 $300 (680만동)
약 $320
(630만동)
95
86
농,어업
(63.3)
(57.3)
1
3
공업
(0.7)
(2.0)
6
6
판매,서비스업 (4.0)
(4.0)
사회서비스
1
5
(의료,
교육
등)
(0.7)
(3.3)
주요
16
8
소득 근로노동
(10.7)
(5.3)
원
16
27
비정규자유노동 (10.7)
(18.0)
1
0
군대, 공안
(0.7)
(0.0)
9
9
기관 간부
(6.0)
(6.0)
5
6
무직
(3.3)
(4.0)

(621만 동(VNĐ)) (640만 동
약 $350 (510만동)
약 $240 (VNĐ))
(730만동)
44
27
252
(29.3)
(18.0)
(42.0)
0
2
6
(0.0)
(1.3)
(1.0)
36
31
79
(24.0)
(20.7)
(13.2)
7
5
18
(4.7)
(3.3)
(3.0)
14
11
49
(9.3)
(7.3)
(8.2)
36
61
140
(24.0) (40.7)
(23.3)
2
1
4
(1.3)
(0.7)
(0.7)
9
3
30
(6.0)
(2.0)
(5.0)
2
9
22
(1.3)
(6.0)
(3.7)

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조사에 성공한 전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3.9
인(북부 3.6인, 남부 4.1인)이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별 구성에 있어서 1
인가구의 비중은 4.2%(25가구)(북부 5.0%, 남부 3.3%), 1세대 가구의 비중은
9.5%(57가구)(북부 16.0%, 남부 3.0%), 2세대 가구의 비중은 69.7%(418가구)
(북부 65.0%, 남부 74.3%), 그리고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16.7%(100가구)(북부 14.0%, 남부 19.3%)로서 북부와 남부 모두 2세대 가구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2)
91) 북부와 남부의 근로소득수준(단위: 백만동)에 대한 기술통계값은 아래와 같다.
북부: 최소값 0.0, 최대값 103.30, 평균: 6.56, 표준편차: 10.144
남부: 최소값 0.0, 최대값 56.60, 평균: 6.21, 표준편차: 6.917
전체: 최소값 0.0, 최대값: 103.30, 평균: 6.39, 표준편차: 8.676
92) 가구의 세대별 구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
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
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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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
면, 조사에 성공한 전체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6백3십9만동
(6,390,000VNĐ, 약 US$300)이고, 이 가운데 북부와 남부의 가구당 월평균 소
득은 각각 6백5십6만동(6,560,000VNĐ, 약US$310)) 그리고 6백2십1만동
(6,210,000VNĐ, 약US$295)이다. 조사에 성공한 남북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
준을 확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북부가 남부에 비해 단지 35만동(약 US$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측정되어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연구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가 비공식
복지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소득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
여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성(tỉnh, province) 단위에서 동일한
수준의 1인당 GDP를 보유한 남북부의 두 지역, 즉 ‘남딘’성과 ‘동탑’성을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본 논문의 79페이지, <표 3-1> 참고). 따라서
1인당 GDP와 응답 가구의 소득 수준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소득 수준의 차이
로 인해 비공식 복지 영역에서 교환되는 자원의 양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가능
성은 통제하였다고 판단된다.
가구별 소득의 주요 원천이 되는 직업은 북부에서는 농, 어업이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비정규자유노동, 근로노동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고 있다.
남부에서는 비정규자유노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 어업, 판매 및 서비
스업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남부 지역의 가구는
농산물이나 수공예품들을 직접 판매하는 소규모 상점과 농, 어업을 겸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농, 어업과 판매 및 서비스업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3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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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심층 면접

본 연구자는 학부 시절에 베트남어를 전공으로 공부했고, 석사 과정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 현지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차
례씩 1개월 정도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현지 연구 기관의 연구원 그리고 지인
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오고 있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축적해 온 언어 능력,
현지조사의 경험, 그리고 베트남 현지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본 연구를 위
한 조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심층 면접을 통한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은 사전에 준비한 질문항목을 기초로 진행되지만 화제
의 전개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거나, 질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으며 회답 방식
도 각 대상자에게 따라 달라지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갖춘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연구자의 의도로 이야기가 유도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
다(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또한, 심층 면접을 이용하여 수집한 질적 자료는
양적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완할 수 있고(김귀옥, 2014: 96-97), 어떠한 이유
와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비공식 공동체 복지 자원을 교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터뷰는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정보제공자는 총 45호의 가구(북
부 22호, 남부 23호)에서 해당 가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가구구성원 1인
이다.93) 정보제공자들의 연령은 1991년생(24세, 조사 당시의 나이)부터 1930년
생(85세)에 걸쳐있다. 그리고 남부에서 거주하는 일곱 명을 제외한 정보제공자
들은 모두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다.94) 직업은 대부
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남부의 경우 북부보다 직업이 다양(자영업, 회계,
상업, 간호사, 수공업 등)했지만, 이들은 모두 농사를 병행하고 있었다. 월평균
93) 총 45명의 정보제공자들 가운데 가구주가 31명, 가구주의 아내가 8명, 그리고 가구주의 부
모가 6명이다.
94) 일곱 명의 정보제공자는 Loan(로안), Trai(짜이), Khang(캉), Một(뫁), Hương(흐엉), Bàn
(반), 그리고 Nam(남)씨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5(본 논문의 257페이지)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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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노령으로 인해 무직인 경우를 제외하면 최저 1백만동(약 US$50)부터
최고 5백만동(약 US$250)까지였고, 보통 2~3백만동(약 US$100~150)의 수준이
었다.95) 정보제공자들의 개인적 특징은 [부록 5]에 정리하였다(본 논문의 257
페이지 참고). 이상과 같은 심층 면접 진행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7>과 같다.
표 3-7. 비공식 복지: 심층 면접 방법
[심층 면접]
비공식 복지 (총 45명: 북부 22명, 남부 23명)
조사
지역
북
부

남
딘

성

남

쯕
현

남또안

사

남러이

사

의뢰기관 및
의뢰인

조사기간

사회과학원
(하노이),
조사원 8명

2014. 02. 10 ~ 13

소계

남
부

동
탑

성

탑
므
어
이

현

쯔엉쑤언
미호아

사

사

사회과학원
(호치민시),
조사원 7명

소계
합계

면접
장소

정보제공자
96)
(단위: 명)
12

가구
직접
방문
2014. 02. 13 ~ 16
2014. 02. 10 ~ 16
////

22

2014. 01. 17 ~ 20

12

가구
직접
방문
2014. 01. 21 ~ 25
2014. 01. 17 ~ 25
////
////////

////

14

11
23
45

심층 면접은 연구자(필자 본인)와 베트남 사회과학원 소속 조사원 1인 그
리고 마을 간부가 함께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였고, 연구자가 질문에 어려
움을 겪거나 맥락의 의미를 잘못 전달했을 경우에는 사회과학원 소속 조사원
1인과 마을 간부가 도움을 주었다. 본 조사는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종료시
점까지 베트남 조사원 그리고 마을 간부와 함께 동행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
95) 정보제공자 총 45명의 월평균 소득의 평균값은 2백6십5만동(약 US$130)이다.
96) 연구에 참여한 정보제공자의 정보는 부록 5(본 논문의 257페이지)에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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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보제공자(인터뷰 응답자)와 라포97) 형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었
다. 마을 간부는 마을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잘 아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을 소개하고 인터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데 문제점은 없
었다. 그리고 연구자와 정보제공자가 처음 접촉하는 다소 어색한 순간은 본
연구자의 베트남어 실력을 기반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베트남어
인사, 속담, 날씨, 그리고 최근 마을에 대한 뉴스 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건
네면 정보제공자들은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베트남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인터뷰는 정보제공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구자 역시 베트남
어를 사용했고, 인터뷰 장소는 정보제공자의 가정에서 진행했다.98) 정보제공자
와의 인터뷰 소요 시간은 개별적으로 편차(최소 40분, 최대 2시간 30분)가 있
지만 한 사람 당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다보니 연구 참여자 이외에도 해당 가구의 구성원들
이 모두 모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터뷰를 마친 후에 가족구성원들과
의 자유로운 대화 덕분에 인터뷰 내용과 연관시킬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풍부
해졌으며, 이들의 도움 덕분에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 있었
다.
연구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연구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 범위 하에서 본 연
구의 주제를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리고 인터
뷰 질문은 답변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한 후 답변을
토대로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하였다.99) 정보제공자의 허락 하에 음성 녹음기
를 사용하였고,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뷰 이전에 여러 차례 기능을
97) 라포(rapport)란 면접이나 상담, 조사를 위한 전제로 신뢰를 맺는 인간관계를 말한다. 질적
연구는 구술자와 연구자의 만남으로 형성되지만, 그들 사이에 라포를 형성하지 않으면 구술
을 원만하게 전개하기는 어렵다(김귀옥, 2014: 125).
98)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생수나 차를 제공해주는데 이 때문
에 보다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99) 부록 3(본 논문의 250페이지)에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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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혔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메모를 하였는데, 이는 성실히 경청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었다. 양적인
측정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답변은 소중한 설명적 내용이 될 것이라
는 판단 하에 이를 염두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3-2. 공식 복지(마을보건소) 100) 의 자료 수집

‘공식복지(마을보건소)’의 자료 수집은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거주하는 주
민들이 마을보건소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뿐만 아
니라 마을보건소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조
사를 진행하였다. 마을보건소의 활성화는 [1] 마을보건소의 입장에서 보건소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2]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건
소를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식복지: 마을보
건소’에 대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 3-8>과 같다.
표 3-8. 공식 복지(마을보건소)의 성과에 대한 조사의 구성
구분
연구 방법
조사 대상

공식 복지(마을보건소)의 성과
[1]
[2]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
실태조사 /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네 사(xã, commune, 社)의
가설 1과 동일
마을보건소장
(북부 300가구, 남부 300가구)

[1] 마을 보건소의 운영 실태는 마을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건소장을
만났고 보건소 운영 상황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마을보건소는 각 사(xã, commune, 社)마다 한 곳의 보건소만 운영되

100) 여기서 마을은 베트남 행정 구역 단위 사(Xã, Commune, 社)를 의미한다. 마을 보건소는
베트남어로 Trạm Y Tế Xã[짬이떼싸]이고, 영어로는 Commune Health Station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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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 각각 두 곳씩, 총 네 곳의 마을보건소를 방문하
였다. 마을 보건소의 보건소장과 직접 면대면 접촉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조사를 마친 후에는 보건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
지를 바탕으로 심층 면접 방법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래의 <표
3-9>는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표 3-9.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
[설문지 배포/회수 및 심층 면접]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 (북부와 남부 각각 두 곳, 총 4곳의 마을보건소)
의뢰기관
및 의뢰인

조사기간

조사
장소

사회과학원
(하노이),
조사원 8명

2014. 02. 11
2014. 02. 13

보건소
직접 방문

사 사회과학원
(호치민시),
조사원 7명
미호아 사

2014. 01. 20

보건소
직접 방문

조사
지역

북
부

남
부

남
딘

성

동
탑

성

남

쯕
현
탑
므
어
이

현

남또안

사

남러이

사

쯔엉쑤언

합계

2014. 01. 22
////////

////

정보제공자:
마을보건소장
(단위: 명)

1
1
1
1

4

다음으로 [2]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의 자료 수집은 비공식 복
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반구조화된 설문지 문항과 심층면접 질문지 뒤
에 마을보건소의 이용에 대한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을 구하
였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의 응답자는 비공식 복지에 대
한 조사 대상자와 동일하다101).
101) 비공식 복지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대상자는 각각 <표 3-5>(본 논문의 94페이지)
와 [부록 5](본 논문의 257페이지)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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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부와 남부의 공식 복지(마을보건소)
4-1. 북부와 남부 지방에 대한 개관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지방에 해당하는 북부 홍강 삼각주와 남부 메콩강
삼각주 내에 각각 위치한 두 개의 성, 즉 남딘성과 동탑성의 지도상 위치는
아래의 <그림 4-1>과 같다. 제일 오른쪽 지도상에서 숫자 ‘1’과 함께 굵은 실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 ‘남딘’성(북부)과 ‘동탑’성(남부)이다.
그림 4-1. 조사 대상 지방의 지리적 위치: 남딘성과 동탑성102)

출처: http://map.google.com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102) ‘남딘’성은 북부에 위치해 있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약 100km 정도 남동쪽에 떨어
져 있고, ‘동탑’성은 남부에 위치한 호치민시에서 약 160km 정도 남서쪽에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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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의 <그림 4-2>는 네 곳의 사(Xã, 社)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
하기 위하여 북부 ‘남딘’성과 남부 ‘동탑’성의 지도를 각각 확대한 것이다. 네
곳의 사, 즉 북부 ‘남딘’성의 ‘남쯕’현 내에 속해 있는 ‘남또안’사, ‘남러이’사 그
리고 남부 ‘동탑’성의 ‘탑므어이’현 내에 속해 있는 ‘미호아’사, ‘쯔엉쑤언’사의
지도상 위치는 아래의 <그림 4-2>에 각각 숫자 ①과 ②로 표시하였다.
그림 4-2. 조사 대상 지방의 지리적 위치:
북부 ‘남또안’사와 ‘남러이’사 & 남부 ‘미호아’사와 ‘쯔엉쑤언’사
[북부 ‘남딘’성(Tỉnh Nam Định)]

[남부 ‘동탑’성(Tỉnh Đồng Tháp)]

‘남또안’사(Xã Nam Toàn, ①)
‘남러이’사(Xã Nam Lợi, ②)

‘쯔엉쑤언’사(Xã Trưởng Xuân, ①)
‘미호아’사(Xã Mỹ Hòa, ②)

출처: http://map.google.com (검색일: 2015년 3월 2일)
남북부 두 지방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남또안과 남러이가 속해
있는 북부 남딘성 지역은 홍강 삼각주 내에 위치해 있다. 홍강 삼각주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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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와 하이퐁시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상급 행정 지방 단위(두 개의 도시
와 9개의 성)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 일대는 농장이 대체적으로 비옥해서
쌀이 주요 작물로 재배된다. 그러나 지역의 고도 편차가 심해서 여름과 겨울
에 각각 배수와 물의 공급에 따라 토양의 비옥도가 다르다(Wiens, 1998). 뿐
만 아니라 열대 몬순 기후를 가지고, 평균 기온은 23-24℃이다. 기온은 12월부
터 2월까지 가장 낮고, 7월에 가장 높다. 평균 강우량은 1,750 - 1,800mm이다.
남딘성의 자연 토지는 165,200 헥타르인데, 여기에는 96,400 헥타르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농지는 특히 단기 산업용 작물과 같은 집약 농업에 유리하
다. 인구 밀도는 1평방 킬로미터 당 1,000명을 초과한다(Ủy ban nhân dân
tỉnh Nam Định(남딘성 인민위원회), 검색일: 2015년 2월 25일)103).
이에 비해 미호아와 쯔엉쑤언이 위치한 남부 메콩강 삼각주 지역은 껀터
시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상급 행정 지방 단위(하나의 도시와 12개의 성)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부에 비해서는 인구가 훨씬 덜 밀집되어 있다. 1평방 킬로
미터당 약 400명 정도이다. 열대 몬순 기후와 충적토에서 자연 홍수로 인해
매년 작물의 재배량이 풍부하고 특히 쌀의 생산성이 아주 높다. 비관개작물
중에서는 사탕수수, 열대 과일, 그리고 다른 다년생 식물들이 재배된다. 양질
의 토지가 많기 때문에 농장의 규모는 북부에 비해서 비교적 크다(Wiens,
1998).
동탑성의 평균 강우량은 1,682 - 2,005mm 정도이고, 보통 우기(5월~11월)
에 전체 강우량의 90-95%의 비가 내린다. 평균 기온은 27℃이며,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약 34.3℃이다. 동탑은 다양한 토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서도 충적토가 약 50%를 차지하며, 채소, 단기 산업 작물, 과일 나무를 재배
하기에 적합한 토양이다(Ủy ban nhân dân tỉnh Đồng Tháp(동탑성 인민위원
회), 검색일: 2015년 2월 25일)104).
아래의 <그림 4-3>은 조사 대상 지방의 가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
도상에 표시된 작은 점들은 개별 가구를 의미한다. 이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
103) http://www.namdinh.gov.vn/Gioithieu/default.aspx
104) http://dongthap.gov.vn/wps/portal/ctt/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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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북부와 남부의 거주 특징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앞
서 살펴본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즉, 북부는 가구들의 분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남부의 가구들은 일렬로 늘어져 있거나 독
립된 가구의 형태로 거주하는 모습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 조사 대상 지방의 가구 분포 상황105)
북부
‘남딘’성(Tỉnh Nam Định),
‘남쯕’현(Huyện Nam Trực)

남부
‘동탑’성(Tỉnh Đồng Tháp),
‘탑므어이’현(Huyện Tháp Mười)

<가구 분포>

‘남또안’사(Xã Nam Toàn)

‘쯔엉쑤언’사(Xã Trưởng Xuân)

‘남러이’사(Xã Nam Lợi)

‘미호아’사(Xã Mỹ Hòa)

출처: http://gis.chinhphu.vn (검색일: 2014년 8월 30일)106)

105) 지도상에 표시된 점들이 개별 가구를 의미함.
106) 2015년 3월에 본 연구자는 가구 분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지도를 캡처한 사이트
(http://gis.chinhphu.vn)를 다시 방문했지만 폐쇄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현재 베트남의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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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남북부의 자연 환경과 가구 분포에 따른 거주 유형의 특징
하에서 마을보건소는 각 사(Xã, Commune, 社)마다 하나씩 운영되고 있었다.
연구자는 가능한 동일한 조건에서 보건소를 관찰하기 위해서 평일 오전으로
특정하여 네 마을의 보건소를 방문했다. 방문 시간은 사회과학원과 각 마을의
인민위원회 간부를 통해서 미리 정했고, 보건소장과의 면담 시간은 보건소 업
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오전 시간으로만 한정했다. 네 마을보건소는 모두 마을
주민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있었지만, 보건소의 분위기는 북부
두 보건소와 남부 두 보건소 간에 차이가 있었다.
북부 남또안 보건소는 남또안 중학교(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107) 바로
옆 건물에 있었고, 남러이 보건소는 남러이사 인민위원회(Ủy ban nhân dân
xã Nam Lợi)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 남또안과 남러이 두 마을의 분위기
는 전반적으로 비슷했다. 연구자가 마을을 방문했을 때가 2월 중순이었는데, 1
월과 2월에 북부 지방의 날씨는 기온과 습도 때문에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들
다. 아침에는 안개가 잦고 낮에는 약한 비가 자주 내려서 햇빛이 잘 들지 않
으며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이와 같은 기후적인 영향 탓도 있겠지만,
보건소를 비롯하여 주변 학교나 건물 그리고 인민위원회 건물은 모두 외관상
으로 보기에 노후가 심한 상태였다. 그리고 남또안과 남러이 보건소 앞의 도
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흙길이었다. 보건소 입구는 상당히 허름했으며
대문 역시 녹이 슬어 있을 정도로 낡은 상태였다. 하지만, 차나 오토바이가 다
니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 남또안과 남러이 두 보건소는 과연 보건소가 맞는가라
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낙후된 모습이었다. 보건소를 찾아가면서 함께
동행한 마을 간부가 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보건소라는 말을 건넸을 때
방에 대한 지도는 http://gis.vn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107) 베트남에서 중학교는 4년 과정으로서 11세~14세의 학생들을 교육한다. 중학교 1학년을 6
학년(lớp thứ 6)으로, 중학교 4학년을 9학년(lớp thứ 9)으로 칭한다. 참고로 베트남의 교육 과
정은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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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더라도 연구자는 과연 이 보건소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보건
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보건소 안과 밖
의 분위기는 달랐다. 보건소 안에 들어서자 오토바이가 여러 대 세워져있었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으며 간호사와 보조원으로 보이는 직원 2~3 명과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연구자가 방문했을 당시에 북부
두 보건소에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보건소 방문의 목적은 상담부
터 진료까지 다양했다. 보건소의 건물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고 페인트칠도
많이 벗겨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어져 있었다.
보건소의 벽에는 건강, 가족 계획, 어린이 질병 예방과 관련된 포스터들이 부
착되어 있었다.
남부 미호아 보건소는 미호아 시장(Chợ Mỹ Hòa)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쯔엉쑤언 보건소는 주변에 다른 기관은 없었지만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 교차로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미호아와 쯔엉쑤언 보건소의 외
관은 상당히 깨끗했고 두 보건소로 향하는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거기다가 북부와는 달리
강한 햇볕의 맑은 날씨와 함께 바람이 제법 선선한 베트남 남부의 1월 날씨는
보건소의 경관과 주변 도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남부 미호아 보건소의 규모는 네 보건소 가운데 가장 작았다. 하지만, 보
건소 내부는 오밀조밀하게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쯔엉쑤언 보건소
는 미호아 보건소보다는 규모가 컸고, 보건소의 건물 한 쪽에 한방 약재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남부 두 보건소 역시 보건소 건물 벽에 건강과 관련
된 다양한 포스터들이 부착되어 있었다. 대부분 HIV/AIDS 예방과 관련된 내
용이었다. 북부 두 보건소와 비교하면 시설 면에서 청결하고 쾌적했다. 연구자
가 두 보건소를 찾아갔을 당시에는 오전 시간이었는데 미호아 보건소에는 방
문객이 없었고, 쯔엉쑤언 보건소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약을 처방해가는
주민들이 있었다. 쯔엉쑤언 보건소에는 의사가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보건소에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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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외관에서 느꼈던 남북부의 차이는 나중에 보건소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수긍할 수 있었다. 각 마을보건소가 설립된 시기는 남북부 간에 차이
가 있었다. 북부 남또안과 남러이의 경우 각각 1957년, 1965년이고 남부 쯔엉
쑤언과 미호아의 경우 각각 1980년, 1989년으로서 북부 두 보건소가 남부 두
보건소에 비해 훨씬 이전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
서 언급했듯이 1975년 북베트남에 의한 재통일 이후 전국적인 보건소 네트워
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부 지방에 보건소를 새로 설립하거나 민간 병원 가운
데 일부를 보건소로 재건하는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지방과
조사에 참여한 보건소명 그리고 설립년도는 아래의 <표 4-1>에 정리하였다.
표 4-1. 지방별 마을보건소의 설립 시기
북부

남또안
지방
(Nam Toàn)
보건소명 trạm y tế xã
(약자) Nam Toàn108)
설립년도
1957

남부

남러이
쯔엉쑤언
미호아
(Nam Lợi) (Trưởng Xuân) (Mỹ Hòa)
trạm y tế xã trạm y tế xã trạm y tế xã
Nam Lợi
Trưởng Xuân
Mỹ Hòa
1965
1980
1998

4-2. 마을보건소의 운영: 객관적 상황

외관상 느껴지는 남북부 보건소의 차이는 설립 시기에 따른 노후 상태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실제 보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베트남 보건부가 보건소를 평가하는 기준 항목
들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해마다 10개의 대항목과 총 5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108) ‘trạm y tế’‘는 베트남어로서 ‘보건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xã'는 베트남의 지방 행정 단위
를 의미한다. 따라서 “trạm y tế + xã 지방명”이 “해당 지방의 보건소의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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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가 의료 기준표에 의거하여 마을보건소의 운영 상황을 채점 및 평가하고
있다. 10개의 대항목은 ①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업무 수행 및 지도(4점) ②
의료 인력(9점) ③ 보건소 사회간접시설(12점) ④ 의료 설비와 약품(10점) ⑤
재정(10점) ⑥ 예방의료 및 환경 위생(17점) ⑦ 진료, 치료 및 고전 의학(15점)
⑧ 부모-어린이 건강 관리(9점) ⑨ 인구-가족 계획(10점) ⑩ 건강 교육(4점)으
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모두 합한 총점은 100점이다.109)
이상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평가 점수는 각 보건소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
고 그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보건부와 인민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
문에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우선 각 지방별로 보건소장과의
면접 조사를 통해서 보건소의 성과에 대한 사례와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를
확인해보았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북부 남러이와 남부 미호아 보건소장은
2013년도 평가 점수와 함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는데, 이를 통해
두 보건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성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 점수를 공개한 북부 남러이와 남부 미호아 보건소부터 살펴보자. 북
부 남러이 보건소는 보건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경험이 있는 우수한 보건소
였다. 보건소장에 따르면, 남러이 보건소가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주민들과
의 협력을 바탕으로 영유아부터 노인층까지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예방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110) 예를 들면, 보건소는 6
개월에 한 번씩 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나 매년 특정일을
지정하여 비타민 A 그리고 회충약을 먹이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매
년 2~3차례 여성 질환 관련 상담을 해주고 있었고 매년 10월 1일(노인의 날)
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정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군대와 협
조하여 매년 17세 남자 아이들의 신체검사도 실시하고 있었다. 즉, 남러이 보
109) 마을보건소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기준 평가표(출처: http://webcache.googleuser
content.com/search?q=cache:hwHG-MrptB0J:www.langson.gov.vn/yt/ytfiles/Ho_so_BTCQG
YTX.doc+&cd=1&hl=ko&ct=clnk&gl=kr)
110) 바이(Vảy), 남러이 보건소장, 남성, 인터뷰 날짜: 2014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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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는 남성과 여성, 노인과 아이들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주민들에게 건강검
진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보건소 본래의 기능인 기초적이고
예방적인 의료서비스를 마을 주민들에게 충실히 제공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남
러이 보건소는 보건부 평가 기준에 의거한 채점에서 총점 87점이라는 높은 점
수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 남러이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예방검사를 제공합니
다. 아이들에게는 6개월에 한 번씩 키와 몸무게를 재는 등의 신체검
사를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1월 4, 5일이 되면 비타민 A를 그리고
6월 1, 2일이 되면 회충약을 먹입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시기에 맞춰
서 예방주사도 접종해줍니다. 그리고 여성들과 노인들이 지정된 날짜
에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가 예방 진료에 집중하다보니 주민들은 외래 검사
부문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노력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입니다. 남러이의 인구수에 비하
면 의료 인력이 부족해요.”
“우리 보건소는 2014년 국가 의료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2020년의 국가 의료기준에 따라 보건소는 90점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데, 2013년에 우리 보건소는 87점을 달성했습
니다. 의료 인력과 외래 진료 서비스가 부족해서 감점을 받았지만 나
머지 보건소의 예방적 의료서비스 관련 항목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
를 받았습니다. 주민들과의 협력 덕분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
요.”(Vảy, 남러이 보건소장)

남부 미호아 보건소는 해외 기관, 예를 들면 유니세프(UNICEF)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주민들
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초의료시설과 사회간접
- 110 -

시설 등에 대해서만 가점을 받았고 예방적 의료서비스나 교육 등에 대해서는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부 평가 기준에 의거한 점수는 55점으로 낮은 수준
이었다. 미호아 보건소장의 진술에 따르면, 보건소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 상태
나 건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직접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111) 정보 수집은 미호
아사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인민위원회 간부가 3개월에 한 차례
씩 개별 가구와 다양한 사회조직들의 대표를 만나서 마을보건소의 서비스, 진
료, 약품 등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점을 수집하고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건소
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즉, 남부 미호아 보건소는 외부 기
관과의 연계를 통해서만 보건소 사업을 실시할 뿐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
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미호아 보건소의 이
러한 운영 방식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남러이 보건소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다.
“보건소는 주민들과는 별개인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합니
다. 예산이나 경비가 보건부나 지방 상급 기관에서 제공되니까요. 우
리 보건소는 UNICEF 프로젝트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덕분에 조
류독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수 있었고 향후 보건소의 계획도 세울
수 있었어요. 우리 보건소는 국가 의료 기준 평가에서 55점을 받았습
니다. 2014년 말까지 70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
해서는 주민들에게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áu, 미호아 보건소장)

2013년 보건부의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두 보건소의 운영 상황을 판단해
보면, 북부 남러이 보건소가 남부 미호아 보건소에 비해 더 나은 수준의 성과
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 조사에 참여한 나머지 두 보건소, 즉 북부 남또
안과 남부 쯔엉쑤언 보건소의 평가 점수가 없기 때문에 남북부 간에 일정한
111) 사우(Sáu), 미호아 보건소장, 남성, 인터뷰 날짜: 2014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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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
료인 네 마을보건소의 운영 시간, 시설, 재직 중인 의사수 및 직원수, 진료 항
목, 보유하고 있는 약품, 예산(재정), 그리고 보건소의 사업 등에 대한 운영 상
황과 함께 앞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북부 남러이 보건소장이 강조했던 기초적
이고 예방적인 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충실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보건소 운영 시간은 남북부 모두 하루 평균 8시간, 오전 8시부터 오
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네 보건소 모두 마을에서 응급 환자가
있을 경우에 보건소장에게 연락을 하면 언제라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보건소의 의료시설 가운데 병상수와 출산용 침대수는 각 보건소마다 달랐
다. 인구 천 명 당 북부 남또안과 남러이의 병상수는 각각 0.62개와 0.52개, 남
부 미호아와 쯔엉쑤언의 병상수는 각각 0.20개와 0.28개로서 북부 두 보건소가
남부에 비해 더 많은 병상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구 천 명 당 출산용 침대
수는 북부 남또안이 0.41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부 미호아가 0.28개, 그
리고 북부 남러이와 남부 쯔엉쑤언이 각각 0.10개와 0.09개로 유사한 수준이었
다. 이상과 같은 보건소의 운영 시간, 병상수, 그리고 출산용 침대수를 북부와
남부의 보건소별로 각각 정리하면 아래의 <표 4-2>와 같다.
표 4-2. 마을보건소의 운영 시간, 진료 병상수, 출산용 침대수
보건소명
운영 시간
(하루 평균)
병상수/
인구수(1,000명당)
출산용 침대수/
인구수(1,000명당)

북부

남또안
8시간
0.62
0.41

남러이
8시간
0.52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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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미호아
쯔엉쑤언
8시간
8시간
0.20
0.28
0.28
0.09

다음으로 의사수 및 직원수 역시 각 보건소마다 차이를 보여주었다. 인구
천 명 당 의사 및 직원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는 남또안(1.45명), 쯔
엉쑤언(1.04명), 미호아(0.95명), 남러이(0.8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 보건소
가운데 인구 천 명 당 남러이의 직원수가 가장 적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앞서
남러이 보건소장이 인터뷰 진술을 통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사실과도
일치한다.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의사수 및 직원수를 북부와 남부의 보건소별
로 각각 정리하면 아래의 <표 4-3>과 같다.
표 4-3. 마을보건소 직원수
직원수
마을보건소명
직원수 /
인구수(1,000명당)

북부

남또안
1.45

남러이
0.83

남부

미호아
쯔엉쑤언
0.95
1.04

다음으로 각 보건소에서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다. 의료서비스 항목은 총 17개, 즉 산부인과, 자궁 내 피임기구 삽
입, 출산 전 관리, 낙태수술,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 및 자문, 불임(난임)치료,
가족계획, 백신접종, 어린이 건강진료, 영양교육, 말라리아 치료, HIV/AIDS 관
리, 정기 검진, 간단한 수술, 안과, 치과, 동양의학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항목
은 1998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베트남의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조사
한 자료를 1차적으로 참고했고, 현재 베트남 농촌 지방에서 성행하고 있는 질
병(말라리아) 및 필수적인 진료(출산 관련, 어린이 건강 진료, HIV/AIDS 관
리)를 추가하였다.
북부 남또안 보건소는 낙태수술, 불임(난임) 치료, HIV/AIDS 관리를 제외
한 14개의 진료 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남러이 보건소는
이와 반대로 산부인과, 가족계획, 어린이 건강진료, 말라리아 치료 이외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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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남부 미호아 보건
소는 산부인과, 가족계획, 어린이 건강진료, HIV/AIDS 관리, 정기 검진, 간단
한 수술과 같은 6가지 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었고, 쯔엉쑤언
보건소는 불임, 난임 치료, 말라리아 치료와 치과 진료를 제외한 다른 의료서
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항목은 각 보건소마다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보건소 모두 공통적으로 산부인과, 가족계획, 어린이 건강진료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농촌 마을에서 출산 및 어
린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북부와
남부 보건소 간에 발견된 차이는 말라리아 치료와 HIV/AIDS 관리이다. 말라
리아 치료 서비스는 북부 두 보건소에서만, HIV/AIDS 관리는 남부 두 보건소
에서만 제공되고 있었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북부와 남부의 보건소별
로 각각 정리하면 아래의 <표 4-4>와 같다.
표 4-4. 마을보건소의 의료서비스 항목
서비스 제공 (O: 가능, X: 불가)
보건소명
서비스 가능 총합계
산부인과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출산 전 관리
낙태수술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 및 자문
불임, 난임 치료
가족계획
백신접종

남또안
14개
O
O
O
X
O
X
O
O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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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러이
4개
O
X
X
X
X
X
O
X

남부
미호아 쯔엉쑤언
6개
14개
O
O
X
O
X
O
X
O
X
O
X
X
O
O
X
O

어린이 건강진료
영양 교육
말라리아 치료
HIV/AIDS 관리
정기 검진
간단한 수술
안과
치과
동양의학

O
O
O
X
O
O
O
O
O

O
X
O
X
X
X
X
X
X

O
X
X
O
O
O
X
X
X

O
O
X
O
O
O
O
X
O

다음으로 보건소에서 보유 중인 약품의 목록은 1998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베트남의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
고, 해당 약품이 현재 보건소에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구하였다.
약품의 종류는 총 19개, 즉 Ampicillin 250mg 알약(베트남 제품),
Penicillin 400000UI 알약(베트남 제품), Paracetamol이 10알이 들어있는 1묶음
(베트남 제품), 결핵 치료용 Rifampicin 450mg 알약, 결핵 치료용
Rimifon(lonazaid)(베트남 생산, 150mg 100병), ORESOL(탈수 치료제 소금),
인슐린 주사(당뇨병 치료) 국제 단위 400, 한 병에 250 알이 있는 0.05g 철분
알약(빈혈 치료), 비타민 A 50,000 알약(국제 단위), 항생제 주사, 먹는 항생제,
먹는 피임약, 피임 주사, 홍역 백신, 말라리아 제1 예방 백신(Chloroquine,
Artenunat, CV8, Primaquin), 말라리아 제2 예방 백신(Artemisin, Artesunat
IM, Quinin IM), 항 고혈압 약물, 콘돔 그리고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팜플렛
과 포스터로 구분하였다.
약품 보유 현황의 결과를 살펴보면, 북부 남또안은 19개, 남러이는 9개,
남부 미호아는 8개, 쯔엉쑤언은 11개로서 북부 남또안은 모든 약품을 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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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북부 남러이와 남부 미호아 그리고 쯔엉쑤언 보건소는 서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보건소별로 구비하고 있는 약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 결핵
치료용 약, 8) 빈혈 치료용 철분 알약 그리고 19)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팜플
렛, 포스터의 경우에 북부와 남부 네 보건소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13) 피임주사, 15)와 16) 말라리아 제1, 2 예방 백신의 경우에는 북부 보건소
만 보유하고 있을 뿐 남부 보건소는 두 곳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상
과 같은 보유 약품 상황을 북부와 남부의 보건소별로 각각 정리하면 아래의
<표 4-5>와 같다.
표 4-5. 마을보건소의 보유 약품
약품 이용가능 여부 (O: 가능, X: 불가)
북부
남부
보건소명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보유약품 총합계
19개 9개 8개 11개
1) Ampicillin 250mg 알약(베트남 제품)
O
X
O
O
2) Penicillin 400000UI 알약(베트남 제품)
O
X
O
O
3) Paracetamol이 10알이 들어있는 1묶음
O
X
O
X
(베트남 제품)
4) 결핵 치료용, Rifampicin 450mg 알약
O
O
O
O
5) 결핵 치료용, Rimifon(lonazaid) 약,
O
O
O
X
베트남 생산, 150mg 100병
6) ORESOL(탈수 치료제 소금)
O
X
X
O
7) 인슐린 주사(당뇨병 치료) 국제 단위 400 O
O
X
O
8) 한 병에 250 알이 있는 0.05g 철분 알약
O
O
O
O
(빈혈 치료)
9) 비타민 A 50,000 알약, 국제 단위
O
X
X
O
10) 항생제 주사
O
O
O
O
11) 먹는 항생제
O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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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먹는 피임약
13) 피임 주사
14) 홍역 백신
15) 말라리아 제1 예방 백신
(Chloroquine, Artenunat, CV8,
Primaquin)
16) 말라리아 제2 예방 백신
(Artemisin, Artesunat IM, Quinin IM)
17) 항 고혈압 약물
18) 콘돔
19) 팜플렛, 브로셔, 포스터, 또는 안전한 성
관계에 대한 기타 자료의 유무

O
O
O

X
O
X

X
X
X

O
X
O

O

O

X

X

O
O
O
O

O
X
X
O

X
X
X
O

X
X
X
O

이상과 같은 네 보건소의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각 부문별
로 보건소의 순위를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4-6>과 같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건부로부터의 평가 점수를 알고 있는 남러이와 미호아 보건소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병상수를 제외하면, 보건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남러이 보건소가 낮은 점수를 받은 미호아 보건소보다 더 좋지
못한 수준(출산용 침대수, 직원수)이거나 유사한 수준(진료 항목, 보유 약품)이
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보건소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 가운데
아래의 다섯 가지 항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지표를 종
합적으로 비교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의료 분야의 객관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들에 해당하는 아래 다섯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베트남 보건부
의 평가와 보건소의 실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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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보건소별 운영 상황에 대한 결과 정리
보건소의 운영 상황
병상수
출산용 침대수
직원수
진료 항목
보유 약품

순서
남또안, 남러이 > 쯔엉쑤언, 미호아
남또안 > 미호아 > 남러이, 쯔엉쑤언
남또안 > 쯔엉쑤언 > 미호아 > 남러이
남또안, 쯔엉쑤언 > 미호아, 남러이
남또안 > 쯔엉쑤언 > 남러이, 미호아

보건부의 평가와 보건소의 객관적인 운영 실태 간의 불일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절의 서두에서 제시했던 베트남 보건부의 평가 항목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의 주된 목적은
바로 기초적인 의료 시설과 함께 마을 주민들에게 예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부에서 제시한 10개의 평가 항목은 보건소 사회간
접시설(③, 12점)을 제외하면, 진료나 치료(⑦번, 15점)보다는 기초의료시설로
서의 요건(②, ④, 총 19점)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의 재정을 기반으
로 주민들에게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①,
⑤, ⑥, ⑧, ⑨, ⑩, 총 54점)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보건소의 예산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다. 따라서 남북부의 각 보건소가 예
산을 기반으로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 및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은 보건소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한 해 예산이 얼마이고 그것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
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보건소의 운영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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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네 보건소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확인하기에 앞서 보건소의 예
산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소의 예산은 각 보건소가 매년 6월에 이전년도의 지출 내역과 다음연
도의 사업계획을 첨부한 예산 신청서를 현(district)급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그림 2-2>(본 논문의 21페이지)와 <그림 3-2>(본 논문의 77페
이지) 참고)의 재정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와 각 보건소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인력 및 지방 인구수의 규모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이
책정된다.112) 또한, 인민위원회는 보건소의 예산을 할당하는데 있어서 재량권
을 가지고 있는데, 세입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 특정 보건의료 프로그램이 집
중적으로 필요한 지방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Tran et al., 2009).
2013년 기준 각 보건소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조사에 참
여한 남북부 네 보건소의 예산의 절대 금액은 각각 달랐다. 보건소의 예산은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를 담당하는 인력과 지방 인구 규모 및 사업 성과와 계
획에 따라 책정된다. 보건소의 예산을 인구 천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확인
해본 결과 북부 남또안과 남러이는 각각 약 1백2십5만동(약 US$59.2)과 약 2
백7만동(약 US$98.7), 남부 미호아와 쯔엉쑤언은 각각 약 1백6십1만동(약
US$76.7)과 약 1백8십9만동(약 US$90.3)이었다. 즉, 인구 천 명 당 남러이, 쯔
엉쑤언, 미호아, 남또안 보건소의 순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지방 단체로부터의 원조는 북부 남또안과 남러이가 각각 2백만동
(약 US$100)과 7백만동(약 US$330), 남부 미호아와 쯔엉쑤언이 각각 3백1십9
만동(약 US$150)과 7십7만동(약 US$37)으로서 북부 남러이가 가장 많았고
남부 쯔엉쑤언이 가장 적었다. 지방 단체로부터의 원조는 마을의 사회조직으
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보건소와 이들 사회조직 간에 어떠한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보건
소는 모두 해외 기관으로부터 기금이나 원조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상과 같
은 재정 상황을 북부와 남부의 보건소별로 각각 정리하면 아래의 <표 4-7>과
112) 섬이나 산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방 인구수의 규모에 특정 계수를 곱한 금액
의 예산을 지급한다(Decision 151/2006/QD-TTg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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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표 4-7. 마을보건소의 재정 상황

(단위: 동(VNĐ), 1$=약 21,000동)

지난해(2013년)
북부
남부
재정 상황
보건소명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예산/
1,243,900
2,073,200
1,611,700
1,896,100
인구113) 1,000명당 (약 US$59.2) (약 US$98.7) (약 US$76.7) (약 US$90.3)
지방 단체로부터의
2,000,000
7,000,000
3,190,000
770,000
(약 US$100) (약 US$330) (약 US$150) (약 US$37)
원조
해외기관으로부터
0
0
0
0
의 기금, 원조

앞서 언급했듯이, 보건부의 평가는 예산을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구
천 명 당 예산은 남러이>쯔엉쑤언>미호아>남또안의 순서로 많았다. 그렇다
면,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소가 주민들을 위해 의료 건강 정보를 제
공하는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계획 중인 사업 및 프로그램은 무
엇인지, 그리고 과거에 시행했던 건강검진 사업 및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들인
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113) 베트남에서 해마다 발간되는 통계연감은 사(xã, commune, 社) 단위의 인구수에 대한 자료
를 제공하지 않고, 그 상위 행정 단위인 현(huyện, district, 縣)에 대한 자료만 제공하고 있
다. 따라서 현 단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사 단위의 평균 인구수를 계산하였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북부 남또안사와 남러이사의 경우에, 상위 행정 기관은 남쯕현이다. 2012년 기
준 남쯕현의 인구수는 192,944명이고, 남쯕현에는 1개의 시전(thị trấn, town under district)
과 19개의 사(xã, commune)가 있다(출처: Nhà Xuất Bản Thống Kê, 2013a/b). 따라서 남쯕
현에는 하나의 사(xã, commune) 당 평균적으로 9,647명(192,944/20=9,647)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남부 미호아사와 쯔엉쑤언사의 상위 행정 기관은 탑므어이현이다. 이 역
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평균 10,5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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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부 남또안과 남러이 두 보건소는 일주일에 2~3회 주민들에게 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한 달에 3~4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는 남또안과 남
러이 모두 마을 단위로 HIV와 같은 질병 예방, 가족 계획, 그리고 위생 관리
에 대한 교육이나 선전 등을 실시하거나 주민들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
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
램을 통해서 남또안은 아동병에 대한 건강 정보 교류를, 남러이는 고령자를
위한 건강관리 자문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남또안과 남러이 두 보건소는 각각 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계
획 중이었는데, 남또안 보건소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선전 및 홍
보에 집중하고 있었고 남러이 보건소는 고령자, 부녀자, 5세 이하의 아동들을
위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
다.
과거에 시행했던 건강검진 사업 및 프로그램의 경우 남또안 보건소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학생 및 고령자 2,1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예
방접종을 실시했고, 남러이 보건소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135명
과 고령자 172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5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
527명과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 748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
험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북부 두 보건소의 사업에 비해 남부 미호아와 쯔엉쑤언 두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보여주었
다. 미호아와 쯔엉쑤언 두 보건소는 모두 마을 주민들에게 의료 건강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미호아 보건소는 HIV 예방을 위한 결사체를 결성
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빈도는 3개월에 한 번씩에
불과했고 쯔엉쑤언 보건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남부 미호아와 쯔엉쑤언 보건소는 조사 당시 계획 중인 사업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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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었다. 그러나 두 보건소는 모두 과거에 건강검진 사업 및 프로그램을 시
행한 경험이 있었는데, 미호아 보건소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300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86명의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쯔엉쑤언 보건소는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1,390
명의 학생들에게 예방접종, 219명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출산전 관리 프로그
램을 실시한 경험이 있었다. 남북부 네 보건소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정리하
면 아래의 <표 4-8>과 같다.
표 4-8. 마을보건소의 사업 및 프로그램
북부

보건소명
남또안
의료 건강
정보 제공
제공함
여부
일주일에
빈도
몇번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한 달에 몇 번
여부
건강 정보
교류 및
구체적 성과 아동병에
대한
정보 제공
주민들의
계획 중인 마을
건강관리를
사업 및
위한 선전,
프로그램
홍보
2013년
7월~12월
과거에
시행했던 학생, 고령자
건강검진 사업 대상(총
및 프로그램
2,100명)
예방접종

남부

남러이

미호아

제공함

제공안함

제공안함

일주일에
몇번

-

-

한 달에 몇 번 6개월에 몇 번
3개월에 한
번씩 HIV
예방 클럽
결성

고령자를 위한
건강관리 자문
고령자,
부녀자, 5세
없음
이하 아동들을
위한 건강관리
2013년
2012년 9월~
7월~12월
2013년 3월
어린이(135명),
학생
고령자(172명) (1,300명)
대상 예방접종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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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엉쑤언

없음
없음
2013년
1월~3월
학생
(1,390명)
예방접종

-

5세 이하의 노인, 장애인 출산전 관리
어린이를 가진 건강 관리 부녀자(219명)
어머니 (527명)
(86명)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 진료
(748명)

이상과 같은 사업 및 프로그램은 보건소의 예산이 주민들을 위한 예방적
의료서비스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인구 천 명 당 보건소의 예산은 남러이, 쯔
엉쑤언, 미호아, 남또안의 순서로서 많았는데, 보건소의 사업 및 프로그램은
남또안과 남러이가 미호아와 쯔엉쑤언에 비해서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었다.
즉, 남또안은 네 보건소 가운데 가장 적은 예산으로, 남러이는 네 보건소 가운
데 가장 많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주
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미호아와 쯔엉쑤언 보건소는 예산 대비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과가 북부 두 보건소에 비해서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보건소의
역량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어떤 보건소는 보건부에서 내
려오는 지시에 따라서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보건소는 보건소장과 의료
진들의 주도 하에 능동적으로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소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보건소의 역량이라면
남러이와 쯔엉쑤언 보건소의 상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남러이 보건소
는 의료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었고, 쯔엉쑤언 보건소는 의사가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러이에 비해 보
건소의 사업 및 프로그램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소가 사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량, 즉 의료
인력, 시설과 설비, 그리고 예산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연
계, 즉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물론, 예산에 따라서 보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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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프로그램의 양적 및 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건소가 정
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실시할 경우에 그것을 제공받는 주민
들의 태도와 관심 그리고 참여 의식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
반이 마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보건소는 계속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보건
소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보건소 가운데 보건소 운영에 대한 수준, 즉 병상수, 직원수, 진료 가
능한 항목, 그리고 보유 중인 약품은 가장 많았지만 예산은 가장 적은 북부
남또안 보건소 소장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실행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의료 시설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운영
할지에 대한 조직적인 체계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
다.114) 예를 들면, 식품 안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
식으로 얼마나 빨리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마을 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먼저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인민위원회 및 당과 협력하여 유
행병 예방팀을 구성하고 처리하도록 전개하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다. 즉, 남또안 보건소장은 마을에서 이러한 조직적인 절차가 주민들과의 공동
체적 협력을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소는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교육, 선전, 그리고 유행성
질병을 찾아내는 일도 병행합니다. 보건소의 중요한 역할은 예방적
의료서비스입니다. 보건소는 아무래도 진료나 치료 설비에 있어서 시
내에 있는 병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설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협력입니다. 예
를 들면, 보건부의 의료 정책 중에서 주민들에게 고혈압이나 당뇨병
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교
육을 실행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114) 쭝(Chung), 남또안 보건소장, 남성, 인터뷰 날짜: 2014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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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까요. 우리 보건소는 주민들과의 협력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Chung, 남또안 보건소장)

한편, 남또안 보건소와 함께 보건소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의 수준도
높고 예산 역시 많은 남부 쯔엉쑤언 보건소 부소장의 진술에 따르면, 마을 주
민들의 태도와 참여는 북부와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쯔엉쑤언 보건소 부소장
은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만 할 뿐 보건소와 함께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115) 예를 들면, 만약 가축들이 조
류 독감에 걸린 경우에 보건소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스스
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보건소가 뎅기열 예방이나 장구벌레
퇴치 프로그램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주민들이 그에 응하는 정도
일 뿐이지 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식은 약한 편이었다.
“우리 보건소는 예전에 소형병원이었는데, 북부에 의해 재통일이 이
루어진 후에 보건소로 바뀌었습니다. 보건소의 인력이나 시설은 모두
정부 지원입니다. 그리고 보건부나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시 이
외에 보건소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의료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의료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약한 편입니다. 만약 어떤 주민이 기르고 있는 조류가 독감에
걸렸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연락을 잘 안해줍니다. 그게 문제에요.“(Minh, 쯔엉쑤언 보건소 부소
장)

이상과 같이 마을보건소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보건소의 운
영 시간, 시설, 재직 중인 직원수, 진료 항목, 보유하고 있는 약품, 예산(재정),
그리고 보건소의 사업 등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마을보건소에 대한 보
115) 민(Minh), 쯔엉쑤언 보건소 부소장, 여성, 인터뷰 날짜: 2014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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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의 평가는 예산을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효과
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
따르면, 보건부로부터의 평가 점수를 공개한 두 보건소 가운데 남러이 보건소
가 미호아에 비해서 점수가 높다는 것이 이해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네 마을보건소를 비교해보면 북부 두 보건소와
남부 두 보건소 간에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부 두
보건소가 남부에 비해서 예방적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을 훨
씬 더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부 남또안 보건소는 적은 예
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잘 실행될 수 있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로 주민들의 태도, 관심,
참여 의식이 중요한 변수였다. 반면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쯔엉쑤언 마을에
서는 보건소의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및 프로그램이 잘 실천되지
않고 있었다.
정리하면, 보건소가 운영의 주된 기능과 역할인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실
시할 경우에 보건소와 주민들과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결국 보건
소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태도, 관심, 그리고 참여 의식이 남북부에서 어떠한 수준
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4-3.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마을보건소와 주민들 간의
소통 채널 및 방식 그리고 네트워크 및 의료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가를 파악해보았다. 북부 남또안과 남러이 보건소는 모두 주민들과의 소통 채
널을 가지고 있었다. 남또안 보건소는 마을 대표단 회의 및 환자들과의 대화
를 통해서, 남러이 보건소는 주로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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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반면에 남부 미호아 보건소는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참고할 뿐 주
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쯔엉쑤언 보건소는 자발적 사회조직과의 토론회를 통한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다.
남북부 두 보건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마을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파
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북부 두 보건소는 남부 보건소와는 달리 마
을 대표단 회의 및 환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남또안 보건소의 경우에
는 마을마다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회 조직들, 예를 들면 청년회, 재향군인회,
여성회, 노인회 등과 같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 대표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선전하거나 마을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 보건소로 즉각 통보되는
채널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16) 북부에서 이러한 사회 조직들은 같은
마을 내에서만 거주하는 마을 공동체 조직이었다. 즉, 보건소는 각 마을마다
주민들로 구성된 결사체 조직들과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소통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마을 단위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Chung, 남또
안 보건소장, 인터뷰 날짜: 2014년 2월 11일).
반면에 쯔엉쑤언 보건소는 자발적 사회조직, 즉 여성회나 청년회 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었지만,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
었다. 그 이유는 쯔엉쑤언 마을의 자발적 결사체는 북부와 달리 마을의 구분
116) 베트남에는 지방마다 여러 종류의 자발적 사회조직들(voluntary associations)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보통 세 가지 유형(회(hội), 클럽(câu lạc bộ), 방(phường))으로 구분된다.
첫째, 방(phường)은 보통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조직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
로 존속해오면서 활동 중이면서 주로 민간 축제와 의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닭(phường gà), 물소(phường trâu) 등을 숭배하는 방의 조직 및 단체가 있다. 둘째, 클럽
(câu lạc bộ, 俱樂部)은 1986년 도이 머이 개혁개방 이후부터 생겨난 새로운 조직들이다. 주
로 체육, 문화, 문예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탁구(CLB bóng bàn), 배드민턴
(CLB cầu lông), 문예(CLB văn nghệ) 등을 위한 모임을 말한다. 끝으로, 회(hội)는 생년(예
를 들면, 1970년대생)이나 직업(상인회, 농민회, 경운기회)등을 통해서 공동의 활동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만든 가장 보편적인 조직들로서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Đặng Thị Việt Phương and Bùi Quang Dũng, 2011).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자발적
사회조직은 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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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Minh, 쯔엉쑤언 보건소 부소장, 인터뷰 날짜:
2014년 1월 22일). 이상과 같은 남북부 마을보건소별 주민들의 소통 채널 및
방식은 아래의 <표 4-9>와 같다.
표 4-9. 마을보건소와 주민들의 소통 채널 및 방식
북부

남부

보건소명
소통 채널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있음
있음
없음
있음
마을 대표단
없음
자발적
회의 및
환자들과의
(국가의
방식
사회조직과의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식적 통계
토론회
대화를 통해서
자료 활용)
건강상태 파악 파악하고 있음 파악하고 있음 파악하지 않음 파악하지 않음

다음으로 마을보건소와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주민들로 구성된 보
건소의 의료 조직에 대한 성과는 각각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가 사업을 실시할 때 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채
널로서 보건소와 주민들 간에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보여준다.
남북부의 마을보건소와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
었다. 먼저 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얼마나 자주 조사하여 수용하고 있는가
에 대한 1(전혀 안함)부터 5(자주)까지의 빈도를 측정하는 질문에 대해 남또안
보건소는 자주(5), 남러이 보건소는 거의 자주(4) 수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
또안과 남러이 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과 마을 주민들 간에 6개월에 3~4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건강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 또한, 북부 두
보건소는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남또안 보건소는 의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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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남러이 보건소는 마을의 대표를 통해서 보건소가 필
요한 때 주민들의 도움을 제공받거나 반대로 마을에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보
건소에 즉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채널이 구성되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을 위
한 건강 교육 및 선전 활동을 하는 의료 조직은 북부 두 보건소 모두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1점(부족)부터 5점(대단히 좋음)까지의
평가 가운데 5점을 받았다. 남또안과 남러이의 보건소 의료 조직은 각각 1994
년과 2001년에 설립되었고 조사 당시 18명과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반면에 남부 미호아와 쯔엉쑤언 두 보건소는 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수용 정도가 서로 달랐다. 미호아 보건소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쯔엉
쑤언 보건소는 거의 자주(4) 수용하고 있었다. 남부 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과 마을 사람들 간에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보건소와 주민들 간에 네트워
크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남부 미호아와 쯔엉쑤언 보건소의 의료 조직은
각각 1998년과 1990년에 설립되었고 조사 당시 각각 12명과 10명의 자원봉사
자들이 어린이를 위한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 조직의 성
과에 대해서 남러이와 쯔엉쑤언 보건소는 5점 척도 가운데 각각 2점(다소 부
족)과 3점(보통)의 점수를 주었다. 이상과 같이 마을보건소와 주민들 간의 네
트워크 및 의료 조직은 북부가 남부에 비해 훨씬 잘 운영되고 있었다. 그 결
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10>과 같다.
표 4-10. 마을보건소와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 및 의료 조직
보건소명
주민들의
건의사항
수용 정도
(1~5 빈도)
보건소장과

남또안

북부

남부

남러이

미호아

자주
(5)

거의 자주
(4)

전혀 안함
(1)

거의 자주
(4)

만남

만남

만나지 않음

만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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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엉쑤언

마을사람들의
정기적 만남
여부
빈도
마을보건소와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식
의료조직_
설립시기
의료조직_
자원봉사자수
의료조직_
구체적 활동
의료조직_
성과 수준
(1:대단히 부족~
5:대단히 좋음)

6개월에 몇 번 6개월에 몇 번
있음

있음

-

-

없음

없음

의료 활동 마을의 대표를
단체를 구성
통해서
1994
2001
1998
1990
18
20
12
10
마을주민들을 마을주민들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를 위한
위한 건강
위한 건강
의료 봉사
교육 및 선전 교육 및 선전 의료 봉사
대단히 좋음
(5)

대단히 좋음
(5)

다소 부족
(2)

보통
(3)

보건소의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보건소와 주민들과의 소통 채널 및 네트워
크는 남부에 비해 북부에서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반대
로 마을 주민들의 측면에서 주민들이 직접 보건소의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를 파악하
기 위해서 주민들이 보건소에 도움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보건소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
의 여부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응답을 구하였다. 아래의 <표 4-11>은
각 항목별로 수집한 응답(1: 아니오, 2: 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남북부 마을
간의 차이를 확인해보았다(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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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마을보건소를 위하여 주민들이 노력한 경험의 여부 [t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Q25_보건소에 (600)
도움제공 여부 1.10
(1: 아니오, 2: 예) [0.30]
Q26_보건소활동에 (600)
참여 여부
1.07
(1: 아니오, 2: 예) [0.26]
Q27_자원봉사 (597)
경험 여부
1.09
(1: 아니오, 2: 예) [0.28]

북부
남부
t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300)
(300)
1.15
1.05
[0.36]
[0.22]
(150) (150) > (150) (150) 3.962***
1.12 1.18
1.09
1.01
[0.33] (0.38)
[0.29] [0.11]
(300)
(300)
1.11
1.04
[0.31]
[0.20]
(150) (150) > (150) (150) 3.279***
1.09 1.13
1.07
1.01
[0.29] [0.33]
[0.26] [0.08]
(300)
(297)
1.14
1.04
[0.34]
[0.19]
(150) (150) > (150) (150) 4.528***
1.12 1.16
1.05
1.02
[0.33] [0.37]
[0.22] [0.14]

주 1) *<0.05, **p<0.01, ***p<0.001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 항목 모두 평균값이 낮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남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보건소에 도움을 제공한 경험(북부: 1.15 > 남부: 1.05), 보건
소 활동에 참여한 경험(북부: 1.11 > 남부: 1.04), 그리고 자원봉사 경험(북부:
1.14 > 남부: 1.04) 모두 북부가 남부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었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p<0.001). 이상과 같은 결과는 북부 마을 주
민들이 남부에 비해서 보건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더 많이 제
공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의 세 항목에 대해서 북부 남러이 마을 주
민들의 평균값이 네 마을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남러이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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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공동 규칙에 따른 건강 진단 및 진료 활동에 대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는데 보건소는 거기에 최대한 응하고
있어요.”(Vảy, 남러이 보건소장)

정리하면, 보건소의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 즉 높은 관심과 참여
의식은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소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어 보건소의 운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보건소의
운영적 측면에서 볼 때 마을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은
주민들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 하에 북부에서 훨씬 더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
었고 마을 주민들의 참여 역시 남부에 비해 북부 두 마을의 주민들이 더욱 적
극적이었다.
4-4. 주관적 인식: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

한편, 주민들이 보건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도 보건소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은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반구조화된(자유 응답형 질
문 문항 포함) 설문지117)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도, 치료와 의료 장비 및 약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의료서비스
와 비용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해보았다.
①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도:
먼저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도는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의 유무와 얼
117)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는 비공식 복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 뒤에 이어서
응답을 구하였다. 따라서 이 조사 역시 가구구성원 중 대표 1인(가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통 가구주)이 해당 가구 구성원의 보건소 이용 상황에 대해서 응답하였다(N=600).
자세한 설문 문항은 부록 1, Q10~Q22까지이다(본 논문의 238페이지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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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자주 이용했는지에 대한 응답을 구하였고 그 빈도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4-12>는 본 조사에 참여한 남북부 총 600가구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보
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이용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에 대한 평
균값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의 차이(t 분석)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2.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도 [t 분석]118)
(N)
평균
[표준편차]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경험

북부
남부
t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300)
(300)
1.53
<
1.61
(600)
[0.50]
[0.49]
1.57 (150) (150)
(150) (150) -1.902*
[0.49]
(1: 아니오, 2: 예)
1.49 1.59
1.58 1.65
[0.50] [0.49]
[0.49] [0.48]
보건소 이용
(159)
(183)
경험이 있는
4.07
<
9.97
경우_얼마나
[6.63]
[15.87]
(342)
자주
(1: 1년에 몇 번, 7.23
(87)
(86) (97) -4.370***
2: 6개월에 몇 번, [12.79] (72)
3.90 4.21
11.75 8.39
3: 한 달에 몇 번,
[8.32]
[4.85]
[18.64]
[12.83]
4: 일주일에 몇 번,
전체

5: 2-3일에 몇 번)

주 1) *<0.05, **p<0.01, ***p<0.001
2)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가에 대한 분석은 1→1, 2→2, 3→12, 4→48, 5→96
으로 재코딩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재코딩 방법은 1년을 기준으로 그 빈
도를 곱한 것이다. 예를 들면, ‘6개월에 몇 번’은 ‘1년에 몇 번’의 두 배에 해당
하므로 2 (1 x 2 = 2)로 재코딩하였다. ‘한 달에 몇 번’은 ‘1년에 몇 번’의 12배
에 해당하므로 12 (1 x 12 = 12)로 재코딩하였다.
118) 남북부 총 600명의 응답자 가운데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345가구(북부 161
가구, 남부 184가구)이다. 이 가운데 3가구는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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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부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의 유무에 대한 응답
의 평균값은 남부(1.61)가 북부(1.53)에 비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p<0.05). 즉, 이러한 분석 결과는 남부 사람들이 북부 사람
들보다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
는 과연 얼마나 자주 보건소를 방문했을까. 조사에 참여한 남북부 각각 300가
구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북
부와 남부 각각 161가구와 184가구이다. 이 중에서 북부 2가구와 남부 1가구
는 보건소를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가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측
값으로 처리하였다. 즉, 북부 159가구와 남부 183가구 중에서 남부(9.97)의 가
구가 북부(4.07)에 비해서 보건소를 더 자주 방문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러
한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p<0.001). 정리하면,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경험 유무와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남
부 사람들이 북부에 비해 보건소를 더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
다.
보건소의 이용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통계 지표를 액면 그대
로 해석할 경우 실제 남북부 주민들이 보건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
해서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아래의 진술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
시켜준다. 남부 사람들은 보건소의 주된 기능과 역할인 예방적 의료서비스보
다는 치료나 진료 혹은 약품을 처방받기 위한 목적으로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주로 농민들이니까 농약 때문에 건강이 안좋아지면 보건소
에 약을 타러 갑니다.”(Hương, 여성, 남부).
“보건소에는 주로 감기나 가벼운 증상이 있을 경우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서 와요.”(An, 남성, 남부; Linh, 남성,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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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부에서는 주민들이 보건소에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의사나 간호
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진료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보건소에 직접 못가는데 아이들이 보건소에 이
야기를 해서 부탁하면 집까지와서 진찰을 해주고 가요. 다 아는 사람
들이니까 그렇게 해줘요.”(Vinh, 여성, 북부; Kho, 남성, 북부).

이러한 남북부 주민들의 진술과 같은 상황이 보건소의 이용도에 대한 차
이로 이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치료와 의료 장비 및 약품에 대한 만족도:
다음으로 치료와 의료 장비 및 약품에 대한 만족도는 마을 주민들이 보건
소를 방문했을 때 치료와 장비 및 약품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구하였다. 아래의 <표 4-13>은 치료와 의료 장비 및 약품에 대
한 만족도(최저값 1 ~ 최대값 5)의 평균값을 구한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북부
와 남부의 차이를 확인해보았다(t 분석).
표 4-13. 치료와 의료 장비 및 약품에 대한 만족도 [t 분석]119)
(N)
평균
전체
[표준편차]
치료
(342)
(1: 매우 불만 ~ 3.60
5: 매우 만족) [0.73]

북부
남부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159)
(183)
3.66
≒
3.55
[0.72]
[0.74]
(72) (87)
(87) (96)

t
1.368

119) <표 4-13>에서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345가구(북부 161가구, 남부 184가
구)이다. 이 가운데 3가구는 치료의 만족도에 대해서, 2가구는 의료 장비 및 약품의 만족도
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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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장비 및 (343)
약품
3.13
(1: 매우 불만 ~ [0.93]
5: 매우 만족)

3.54 3.76
3.68 3.43
[0.75] [0.68]
[0.74] [0.74]
(159)
(184)
3.06
≒
3.19
[0.96]
[0.91]
(72) (87)
(89) (95)
3.00 3.10
3.36 3.03
[1.01] [0.91]
[0.89] [0.90]

-1.323

주 1) *<0.05, **p<0.01, ***p<0.001

보건소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가구 가운데 보건소에서 받은 치료에
대한 만족도(매우 불만 1 ~ 매우 만족 5)는 북부(3.66)와 남부(3.55) 모두 유사
한 수준의 평균값을 보여주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북부와 남부의 전체 평균값은 약 3.60으로서 5점 척도 가운데 보
통(3점)과 대체로 만족(4점) 사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북부와 남부의 응답가구 각각 159가구와
184가구 가운데 의료 장비 및 약품에 대한 만족도는 북부(3.06)와 남부(3.19)
모두 유사한 수준의 평균값을 보여주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지난 1년 동안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남북부 마을 주민들
모두 의료 장비 및 약품에 대해서 5점 척도 가운데 보통(3점) 수준이라고 생
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보건소의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진료 중인 의료서비스 항목과
보유 중인 약품이 보건소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부 마을
주민들은 모두 치료와 의료 장비 및 약품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보건소장의 진술에 따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치료를 받
고자하는 질병이나 구입하기를 원하는 약품은 특정 항목에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다양한 약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가 많았다(북부 남러이보건소장(인터뷰 날짜: 2014년 2월 13일), 남부 미호아
보건소장(인터뷰 날짜: 2014년 1월 22일)). 즉, 보건소는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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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산부인과 그리고 어린이 건강 진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나 약품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부 주민들은 치료와 의료 장비 및 약품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었고 네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값은 비슷했다. 하
지만, 일부 주민들의 경우에 보건소의 설비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
다. 그 중에서도 남북부 주민들은 모두 x-ray나 초음파 설비가 구비되면 좋겠
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솔직히 말해서, 초음파나 x-ray 설비가 보건소에 있으면 좋겠어
요.”(Bá, 여성, 북부)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나이가 40세여서 병원에서 출산을 했
는데, 진찰은 계속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 전에 아내가 젊었을
때는 보건소에서 출산을 했어요.”(Sâm, 남성, 북부)
“보건소는 앞으로 x-ray, 병실, 전문적인 진료 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Giao, 남성, 남부)

V n, 여성, 남부).

“보건소에 입원 시설을 늘려주면 좋겠어요.”( ẹ

③ 의료서비스와 비용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
끝으로 마을 주민들은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치료시 비용의 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파악해보았다. 아래의 <표 4-14>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최저값 1 ~ 최대값 5)의 평균값을 구한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의 차이를 확인해보았다(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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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서비스 수준 및 비용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 [t 분석]120)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의료서비스
(342)
수준
3.10
(1: 매우 불만 ~ [0.57]
5: 매우 만족)
비용의 수준 (337)
(1: 매우 저렴 ~ 2.25
5: 매우 비쌈) [0.99]

북부
남부
t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159)
(183)
3.01
<
3.18
[0.56]
[0.57]
(72) (87)
(87) (96) -2.848**
2.99 3.02
3.25 3.11
[0.64] [0.48]
[0.57] [0.56]
(154)
(183)
2.83
>
1.77
[0.56]
[1.02]
(71) (83)
(87) (96) 11.384***
2.80 2.83
1.60 1.93
[0.60] [0.54]
[0.92] [1.08]

주 1) *<0.05, **p<0.01, ***p<0.001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수준(매우 불만 1 ~ 매우 만족 5)에 대해서는 남부
(3.18)의 평균값이 북부(3.01)에 비해 다소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p<0.01). 다음으로 치료시 비용의 수준(매우 저렴 1 ~ 매우
비쌈 5)은 북부(2.83)가 남부(1.77)에 비해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었고, 통
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p<0.001). 남부에 비해 북부 보건소가
다양한 의료서비스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북부에서 더 낮았다. 그렇다면, 북부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낮아서 만족도가 낮은 것일까.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건소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부터 응답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사업 및 프로그램보다는 방문시 진료
나 치료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의미한다. 남부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진술
120) <표 4-13>에서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345가구(북부 161가구, 남부 184가
구)이다. 이 가운데 3가구는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8가구는 비용의 수준에 대해서 응답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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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북부에 비해 남부 주민들은 깨끗하고 잘 관리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수준과 치료시 비용의 수준에 대해
서 만족하고 있었다.
“여기 보건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왜냐하면 보건소밖에 갈데
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깨끗해요. 여기 의료 시설도 좋은 편이고
서비스에 대한 나쁜 소문도 없어요.”(Hiếu, 여성, 남부)

하지만, 다른 한 주민은 보건소보다는 병원을 더 선호하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주로 진료나 치료의 목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남부 주민들은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에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의
료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병원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정부가 보건소에 투자해도 매출액
이 생기지 못해서 적자가 계속될거에요.”(Hiếu, 여성, 남부).

반면 북부 주민들은 설비나 의료 장비 등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보건소
의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
완될 경우에 주민들이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북
부 주민들의 만족도는 낮았지만 그것은 보건소가 더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뜻
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비나 의료 장비를 보완하면, 주민들이 보건소에 더 많이 갈거에
요.”(Thảo, 남성,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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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북부 주민들은 보건소가 더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만이 많았고 그에 비해 남부 주민들은 보건소의 운영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을에서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소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④ 마을보건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상과 같은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아래의 <표 4-15>는 마을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한가에 대한 응답(아니오: 1, 예: 2)의 평균값을 구한 것이고, 이를 기준으
로 남북부 마을 간의 차이를 확인해보았다(t 분석).
표 4-15. 마을보건소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t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북부
남부
t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297)
(300)
1.82
>
1.70
마을보건소의 (597)
[0.38]
[0.46]
중요성
1.76
(150)
(150) (150) 3.577***
(1: 아니오, 2: 예) [0.43] (150)
1.80 1.84
1.64 1.76
[0.40] [0.36]
[0.48] [0.43]
전체

주 1) *<0.05, **p<0.01, ***p<0.001

남북부 각각 297가구와 300가구가 응답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북부
(1.82)가 남부(1.70)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p<0.001). 즉, 남부에 비해 북부 마을
주민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마을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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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남북부 주민들의 진술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북부 주민들은 보건소가 아이들과 임산부 등에게 예방접종 및 건강 관리
에 대한 선전을 해주기 때문에 더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에 따라 주
민들은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보건소는 주민들
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건소는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해줍니다. 임산부에게도 해줍니
다. 보건소는 건강 증상과 가족 계획에 대해서도 선전을 해주는데,
직접 가서 듣는 경우도 있고 스피커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기도 합니다. 그게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더욱 더
많이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면 좋겠습니다.”(Vinh, 여성, 북부).
“주민들은 보건소가 개선되는데 관심이 많아요. 마을에서 의료시설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주민들이 충고도 해주고 편지도 자주 보내는 편
인데, 그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건소는 잘 수용해줍니다.”(

Đào,

남성, 북부).

반면 남부의 한 주민은 보건소의 진료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보건소의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보건소가 개선되기를
바라거나 중요하다는 의견보다는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의 필요성을 더
욱 강조했다.
“마을보건소는 주민들에게 기본 응급 처치만 해줄 수 있어요. 전문적
인 진료는 못해요. 여기 보건소는 발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
이 있으면 좋겠어요.”(

Đừng, 남성,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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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도와 주관적 인식을 종합해서 정리해보
면, 남북부 보건소의 기능의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성향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앞서 북부 보건소는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남부 보건
소는 진료 및 치료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부와 남부 보건소의
기능의 차이는 북부에 비해 남부 주민들이 보건소를 더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실제 남부에서는 개별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여 약을 처방
받아가는 주민들이 많았다. 이러한 양상은 남부 보건소가 과거에 민간 병원이
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북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부에 비해 공동체적 성향이 약한 남부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아프거나 필요할 때만 개별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정도에 있어서 남북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와 치료시 비용의 수준에 대해서는 남부 주민들이 북부에 비해
서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북부 보건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북부 주민들은 마을에 예방
적 의료서비스를 실시해주는 보건소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애착이 많
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선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불만이 많았다. 반면 남부 주
민들은 자신의 마을에서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진료나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았지만 병원과 같은 더 좋은 수준의 의료
시설이 생길 경우에 남부 주민들은 언제든지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리고 치료 및 약품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남북부 두 지방의 평균값이 비슷
했는데, 이러한 점은 남북부 보건소 간에 의료 수준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없
다는 것을 보여준다.
4-5. 소결

국가로부터의 평가와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도 및 만족도는 서로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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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북부 남러이 보건소는 보건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남부에 비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았고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았다. 반면 남부 미호아 보건소는 보건부로부터 좋은 평가는 받지 못
했지만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도와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북부에 비해
높았다. 그렇다면, 보건부의 평가가 잘못된 것일까. 실제 북부 남러이 보건소
의 운영 성과는 남부에 비해 좋지 못한 것일까. 이러한 상충된 결과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보건소 운영의 주된 목적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부와 남부 보건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북부 두 보
건소는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남부 두 보건소는 진료나 치료 서비스에 집중하
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보건소의 역량의 문제
가 아니었다. 바로 주민들과의 연계 및 협력 수준이 중요한 것이었다. 북부 지
방에서 보건소는 주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
로 구성된 자발적 사회조직과 함께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주체적으로 사업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다. 반면에 남부 지방에
서 보건소는 외부 기관과 협력 하에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기
어려웠다. 주민들은 자신이 아프거나 필요한 경우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남북부 마을보건소의 운
영 상황은 아래의 <표 4-16>에 정리하였다.
표 4-16. 종합 정리: 북부와 남부의 마을보건소 운영 상황
보건소
운영 상황
주민들의 참여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및 만족도

북부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 및 프로그램
주민들의 참여 의식 높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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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진료 및 치료 서비스
주민들의 참여 의식 저조
높음

종합 정리:
남북부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

보건소 사업에 대한 주민들
협력 수준이 낮음
↓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가 낮음
↓
주민들은 개인적인 진료나
치료의 목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음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만족도가
낮은 이유:
높은 이유:
보건소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보건소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관심의 표출
관심이 적음
보건소 사업에 대한 주민들
협력 수준이 높음
↓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가 높음
↓
지속적으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실시

결국 이와 같은 보건소의 운영에 대한 차이는 마을보건소와 주민들 간의
협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과적으로 남부 주민들은 보건소의 사업 및 프로그
램에 대해서는 협력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높았다. 남부 주민들에게 보건소
는 하나의 의료 기관일 뿐이었고 만약 보건소보다 더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생
긴다면 언제든지 옮겨가려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에 북부 주민들은 보건소와 협력하면서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낮았다.
하지만, 북부 주민들이 가진 불만은 보건소가 더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바로
이와 같은 차이가 보건소의 운영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보건소의 운영 상황은 설비, 진료 가능한 항목과 약품, 재정,
사업 및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제도의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보건소와 주민들과의 협력, 즉 주민들의 참여
의식 등이 보건소가 활동하고 성과를 보여주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변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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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호 소통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공식 영역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외에도 비공
식 영역에서 마을 주민들 및 사회조직들이 마을보건소와 상호 협력하고자 하
는 참여 의식의 근원적 동기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
서 이후부터는 비공식 영역으로 관심을 옮겨 복지 자원이 누구와 어떠한 방식
으로 상호 교환되고 있는가를 파악해보고 남북부 사회의 공동체의 특성과 주
민들의 태도 및 규범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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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부와 남부의 비공식 복지

앞서 선행연구검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복지 자원 교환은 금전적 동기가 아닌 유대 관계에 기초한 호
혜성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Gough, 2001; 김진욱,
2004; 류석춘·왕혜숙, 2007). 즉, 호혜성에 기반한 교환의 도덕적 규범은 그 대
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복지 자원 교환을 가족 및 친척 간 “사적소득이전”과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하여 자신의 주변 사람들 간에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해 주고받는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5장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북부와 남부 각각
300가구, 총 6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사적소득이전과 경
조사 참석 및 계모임 활동의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을 주민들
의 구술 내용에 기반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그 맥락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5-1. 사적소득이전: 북부와 남부의 비교

사적소득이전은 응답 가구가 사적이전을 제공받은 경우와 제공해준 경우
로 각각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아래의 <표 5-1>은 지난 1년 동
안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빈도와 그 금액에 대한 남북
부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t 분석). 조사에 참여한 남북부 총 600가구 중에
서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310가구(전체 응답
가구의 약 52%)이다. 그 중에서 북부가 131가구, 남부가 179가구로서 남부가
북부에 비해 48가구가 더 많았다.
하지만 이들 가구들이 사적이전을 제공받은 금액의 평균값은 남부에 비해
오히려 북부가 더 많았다. 지난 1년 동안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북부 가구
들의 가구당 평균 금액은 5백7십6만동(VNĐ, 약 US$270)이고, 남부의 가구당
평균 금액은 3백4만동(VNĐ, 약 US$145)으로서 북부가 남부에 비해 가구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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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7십2만동(VNĐ, 약 US$130)이 더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조사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동안 사적
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수는 남부가 북부에 비해 더 많았지
만,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가구들의 가구당 그 평균 금액은 오히려 남부에
비해 북부가 약 두 배 정도 더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측정 결과 가운데 각 사(xã, commune, 社)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북부와 남부 각각 두 곳의 사 중에서
어느 한 사의 평균이 아주 높거나 낮아서 북부와 남부 각각의 전체 평균값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부 남또안과 남러이 그리고
남부 미호아와 쯔엉쑤언, 네 사 별로 각각 사적소득이전의 평균 금액을 확인
해보았다.
각 사 별로 조사에 참여한 150가구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북부 남또안과 남러이의 가구의 수는 각각 57가구와 74
가구이고, 가구당 평균 금액은 각각 4백4십9만동과 6백7십4만동이다. 다음으로
남부 미호아와 쯔엉쑤언의 경우에 지난 1년 동안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경
험이 있는 가구의 수는 각각 86가구와 93가구이고, 가구당 평균금액은 각각 3
백3십9만동과 2백7십2만동이다.
각 사 별로 확인해본 결과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수는 북부 두 사에 비해 남부 두 사가 더 많았고, 평균 금액은 남부 두 사에
비해 북부 두 사가 더 많았다. 즉,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가구의 빈도와 그
양적인 수준은 북부와 남부 간에 구분되는 차이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가구당
평균 금액이 많은 사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북부 남러이, 북부 남또안, 남부 미
호아, 남부 쯔엉쑤언이다.

- 147 -

표 5-1. 사적소득이전: 응답 가구가 받은 경우_평균금액 [t 분석]
(N)
평균
전체
[표준편차]
사적소득이전_ (310)
받은 경우
4.19
[4.61]
(단위: 백만동)

북부
남부
t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131)
(179)
5.76
>
3.04
[5.70]
[3.17]
(57)
(74)
(86)
(93) 5.339***
4.49
6.74
3.39
2.72
[3.79] [6.69]
[3.60] [2.71]

주 1) *<0.05, **p<0.01, ***p<0.001
2) 사적소득이전의 금액은 백만 동(VNĐ) 단위를 기준으로 코딩하였음.
3) 최소값: 0.20, 최대값: 32.00
(북부: 최소값(0.20), 최대값(32.00), 남부: 최소값(0.40), 최대값(26.70))

그렇다면,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남북부 총 310가구는 과
연 누구로부터 그것을 제공받았을까. 사적소득이전은 제공해준 사람과의 관계
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그 양적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
는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해준 대상과 소득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지 문항을 가구주, 가구주의 부인/남편, 가구주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 친
척, 그리고 기타(이웃 등)로 각각 구분하고 이들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대한 응
답을 구하였다. 응답 가구로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해준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
한 교차 분석의 결과는 <표 5-2>에, 그리고 그들의 평균 소득수준은 <표
5-3>에 각각 정리하였다.
먼저 아래의 <표 5-2>를 살펴보면,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
는 남북부 총 310가구(북부 131가구, 남부 179가구) 중에서 실제 사적소득이전
을 제공받은 가구의 구성원들은 남북부 총 340명, 그 중에서 북부가 148명, 남
부가 192명이었다.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가구의 수(310가구)와 가구 구성
원들의 수(총 340명)가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 가구에서 사적소득이전을
받은 가구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자녀들이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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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자녀는 아버지에게, 다른 자녀는 어머니
에게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응답 가구로 자신의 소득을 사적이전해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구
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자녀가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77.7%와
75.5%를 차지함으로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타를 제외하면, 가구주의
부모와 친척이 각각 약 9~10% 정도로 비슷했고, 가구주의 부인/남편이 약
1~2%로 가장 적었다. 즉, 가구주의 자녀가 자신의 가족에게 보내는 사적소득
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2. 사적소득이전: 응답 가구가 받은 경우_누구로부터 [교차분석]
N
(전체 중 %)
가구주의 부인/남편
가구주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
친척
기타
합계

남또안
0
(0.0)
7
(11.5)
45
(73.8)
6
(9.8)
3
(4.9)

북부

1
(0.7)
14
(9.5)
115
(77.7)
14
(9.5)
4
(2.7)

남러이
1
(1.1)
7
(8.0)
70
(80.5)
8
(9.2)
1
(1.1)

148
(100.0)
61
87
(100.0)
(100.0)

남부
미호아 쯔엉쑤언
4
(2.1)
3
1
(3.2)
(1.0)
20
(10.4)
6
14
(6.5)
(14.1)
145
(75.5)
70
75
(75.3)
(75.8)
18
(9.4)
11
7
(11.8)
(7.1)
5
(2.6)
3
2
(3.2)
(2.0)
192
(100.0)
93
99
(100.0)
(100.0)

합계
5
(1.5)
34
(10.0)
260
(76.5)
32
(9.4)
9
(2.6)
340
(100.0)

주 1)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구의 수: 북부(0), 남부(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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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5-3>은 응답 가구로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해준 사람들의 월평
균소득과 소득 대비 사적소득이전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표 5-1>에서 응답 가구가 제공받은 사적소득이전의 평균 금액이 남부
에 비해 북부에서 더 많았는데, 이러한 금액의 차이는 사적이전을 제공한 사
람들의 경제적 수준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응답 가구의 가구주를 통해서 수집했기 때문에 응답 가
구로 사적이전을 제공한 모든 사람들의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
었다. 앞서 <표 5-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남북부 가구로 사적이전을 제공
한 사람들은 총 340명, 그 중에서 북부는 148명 그리고 남부는 192명이었는데,
해당 가구의 가구주는 이들 가운데 총 244명, 즉 북부 89명 그리고 남부 155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의 월평균소득을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머지 96
명, 즉 북부 59명, 남부 37명에 대해서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지난 1년 동안 베트남 북부의 응답 가구로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해준 사람
들의 월평균소득은 약 7백5십9만동(VNĐ, 약 US$360)이고, 남부의 경우에는 5
백9십6만동(VNĐ, 약 US$280)으로서 북부의 가구로 사적이전을 제공해준 사
람들의 월평균소득이 더 많았다. 그런데 여기서 월평균소득의 절대적인 금액
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도 월평균소득 대비 지난 1년간 사적소득이전
의 금액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월평균소득을
연평균소득으로 환산(월평균소득 * 12개월)하여 그 중에서 사적소득이전의 금
액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계산해보았다. 그 결과 북부와 남부의
응답 가구로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해준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연평균 소득의
6.3% 그리고 4.3% 정도의 금액을 이전해준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북부의 응
121) 응답 가구 중에서 남부 14가구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조사 시기를 기준
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사적이전을 제공받은 경험은 없었다. 이들 자녀들은 돈을 송금하기
어려워서 몇 년에 한 번씩 자신의 집에 방문할 때 직접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사적이전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 150 -

답 가구로 사적이전을 제공해준 사람들의 연평균 소득 대비 사적이전 금액의
비중이 남부에 비해 2%가 더 많았다. 그리고 북부의 두 사(남또안 6.3%, 남러
이 6.4%)와 남부의 두 사(미호아 4.3%, 쯔엉쑤언 4.4%)의 비중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5-3. 응답가구로 사적이전을 제공해준 사람들의 월평균소득 및 사적소득이
전의 비중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월평균소득
(단위: 백만동)

(244)
6.78
[4.91]

지난 1년 간
사적이전금액
/
연평균소득
(%)

5.2%

남또안
(46)
5.96
[4.64]

북부

(89)
7.59
[5.67]

남러이
(43)
8.84
[5.79]

6.3%
6.3%

6.4%

미호아

남부

쯔엉쑤언
(155)
5.96
[4.14]
(83)
(72)
6.54
5.16
[4.71]
[3.35]
4.3%
4.3%

4.4%

주 1) 월평균소득은 백만 동(VNĐ) 단위를 기준으로 코딩하였음.
2) 최소값: 0.90, 최대값: 40.00
(북부: 최소값(1.00), 최대값(40.00), 남부: 최소값(0.90), 최대값(25.00))
응답 가구가 제공받은 사적소득이전의 빈도와 그 양(금액)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로 부모가 비동거 자녀로부터 제공받은 사적이전이 대
부분이었다. 사적소득이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수는 북부에 비해 남부
가 많았지만, 가구당 그 평균 금액은 남부에 비해 북부가 더 많았다. 또한, 응
답 가구로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해준 사람들의 연평균소득에서 사적이전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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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남부에 비해 북부가 더 많았다.
그렇다면, 반대로 응답 가구가 사적이전을 제공한 경우는 어떠할까. 아래
의 <표 5-4>는 지난 1년 동안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북부 가구의 수와 그 평균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t 분석). 조사에 참여한 남
북부 총 600가구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수는 총 74가구이다. 그 중에서 북부가 34가구, 남부가 40가구로서 남
부의 가구가 북부에 비해 6가구가 더 많았다. 응답한 가구에서 사적소득이전
을 제공한 경우는 그것을 받은 경우보다 훨씬 적었는데, 그 이유는 생활수준
이 열악하고 가난한 베트남 농촌 마을에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응답 가구가 제공한 사적소득이전의 평균 금액은 남부에 비해 북부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분석, 즉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경우와 동일하
다. 지난 1년 동안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북부 가구들의 가구당
평균 금액은 2백6십5만동(VNĐ, 약 US$125)이고, 남부는 1백6십3만동(VNĐ,
약 US$80)으로서 북부가 약 1백만동 더 많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앞서 <표 3-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남북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므로 소득 대비 사적소득이전이 차
지하는 금액의 비중은 남부에 비해 북부가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수와 평균금액
을 사(xã, commune, 社)별로 살펴보면, 북부 남또안의 경우 16가구에서 약 2
백5십4만동을, 남러이의 경우 18가구에서 약 2백7십6만동을 각각 제공해주었
고, 남부 미호아의 경우 22가구에서 약 1백7십8만동을, 쯔엉쑤언의 경우 18가
구에서 약 1백4십5만동을 사적이전으로 제공한 경험이 있었다. 응답 가구가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한 경우 역시 북부 두 사의 평균 금액이 남부 두 사에 비
해 더 많았다. 평균 금액이 많은 순서부터 정리해보면 북부 남러이, 북부 남또
안, 남부 미호아, 남부 쯔엉쑤언으로서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경우와 동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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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사적소득이전: 응답 가구가 보낸 경우_평균금액 [t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사적소득이전_ (74)
보낸 경우
2.10
(단위: 백만동) [1.56]

북부

남부

t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34)
(40)
2.65
>
1.63
[1.06]
[1.76]
2.951***
(16)
(18)
(22)
(18)
2.54
2.76
1.78
1.45
[1.14] [1.01]
[2.03] [1.40]

주 1) *<0.05, **p<0.01, ***p<0.001
2) 사적소득이전의 금액은 백만 동(VNĐ) 단위를 기준으로 코딩하였음.
3) 최소값: 0.02, 최대값: 6.00
(북부: 최소값(0.30), 최대값(5.00), 남부: 최소값(0.02), 최대값(6.00))
그렇다면, 북부 34가구와 남부 38가구는 각각 누구에게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했을까. 그 관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 5-5>에 정리하였다. 북부는 가구주의 자녀
(55.9%)>가구주의 부모(38.2%)>친척(5.9%)의 순으로 높은 빈도의 분포를 보
여주었고, 남부는 가구주의 부모(47.5%)>가구주의 자녀(32.5%)>친척, 가구주
의 부인/남편(7.5%)(기타 제외) 순으로 높은 빈도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즉, 북
부와 남부 모두 가구주의 부모와 자녀(북부 94.1%, 남부 80.0%)에게 제공하는
사적소득이전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응답한 가구 중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북부가 1가구, 남부가 2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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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사적소득이전: 응답 가구가 보낸 경우_누구에게 [교차분석]
N
(전체 중 %)
가구주의 부인/남편
가구주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
친척
기타
합계

남또안
0
(0.0)
8
(50.0)
7
(43.8)
1
(6.3)
0
(0.0)

북부
0
(0.0)

남러이

13
(38.2)
19
(55.9)
2
(5.9)
0
(0.0)

0
(0.0)
5
(27.8)
12
(66.7)
1
(5.6)
0
(0.0)

34
(100.0)
16
18
(100.0)
(100.0)

남부
미호아 쯔엉쑤언
2
(5.0)
2
0
(9.1)
(0.0)
17
(42.5)
10
7
(45.5)
(38.9)
15
(37.5)
7
8
(31.8)
(44.4)
3
(7.5)
2
1
(9.1)
(5.6)
3
(7.5)
1
2
(4.5)
(11.1)
40
(100.0)
22
18
(100.0)
(100.0)

합계
2
(2.7)
32
(43.2)
32
(43.2)
5
(6.8)
3
(4.1)
74
(100.0)

주 1) 국외에 거주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구의 수: 북부(1), 남부(2)
아래의 <표 5-6>은 응답 가구에서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한 사람들의 월평
균 소득과 소득 대비 사적소득이전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표 5-4>에서 응답 가구가 제공한 사적소득이전의 평균 금액이 남부에
비해 북부에서 더 많았는데, 이러한 금액의 차이가 응답 가구 중 사적이전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가구구성원의 경제적 수준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월평균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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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표 5-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응답 가구 중에서 사적이전을 제공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총 74명, 그 중에서 북부는 34명 그리고 남부는 40
명이었다. 응답 가구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한 경험이 있
는 북부 사람들의 월평균소득은 약 2백9십만동(VNĐ, 약 US$140)이고, 남부의
경우에는 약 4백2십만동(VNĐ, 약 US$200)으로서 남부 사람들의 월평균소득
이 더 많았다. 그런데 월평균소득 대비 지난 1년간 사적소득이전의 금액이 어
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확인해보면, 북부와 남부 사람들은 각각 그들의 연평균
소득의 8.0% 그리고 3.5% 정도의 금액을 이전해준 것으로 확인하였다.122) 즉,
연평균 소득 대비 사적이전 금액의 비중이 남부에 비해 북부에서 4.5%가 더
많았다. 그리고 남북부의 각 사 별로 살펴보면, 북부 남또안 5.8%, 북부 남러
이 10.3% 그리고 남부 미호아 2.8%, 남부 쯔엉쑤언 4.3%으로서 북부 두 사가
남부 두 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그 중에서도 북부 남러이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응답가구에서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한 사람들의 월평균소득 및 사적소
득이전의 비중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월평균소득
(단위: 백만동)

(74)
3.61
[5.33]

남또안
(16)
3.66
[4.98]

북부
(34)
2.90
[3.66]

남러이

미호아

(18)
2.24
[1.76]

(22)
5.32
[8.10]

남부

쯔엉쑤언

(40)
4.20
[6.41]

(18)
2.84
[3.10]

122) 앞서 <표 5-3>에서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월평균소득을 연평균소득으로 환산(월평균소
득 * 12개월)하여 그 중에서 사적소득이전의 금액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계산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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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간
사적이전금액
/
연평균소득
(%)

5.8%

8.0%
5.8%

3.5%
10.3%

2.8%

4.3%

주 1) 월평균소득은 백만 동(VNĐ) 단위를 기준으로 코딩하였음.
2) 최소값: 0.20, 최대값: 39.00
(북부: 최소값(0.20), 최대값(20.00), 남부: 최소값(0.50), 최대값(39.00))

남북부의 응답 가구가 지난 1년 동안 주고받은 사적소득이전의 양과 그
대상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적이전을
제공한 경우와 제공받은 경우 모두 가구의 수는 북부에 비해 남부가 더 많았
지만, 가구당 그 평균 금액은 각 사 별로 확인해본 결과 북부 남러이, 북부 남
또안, 남부 미호아, 남부 쯔엉쑤언의 순으로서 남부 두 사에 비해 북부 두 사
가 더 많았다. 즉, 북부와 남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적
이전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소득 대비 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남부에
비해 북부가 더 많았다. 사적소득이전을 주고받는 관계의 대상은 대부분 남북
부 모두 취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분가하여 떨어져서 생활하는 자녀들과 농
촌에 거주하는 부모 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남부에 비해 북부에서 사적소득이전을 통해 더
많은 수준의 비공식 복지 자원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남북부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선
사적소득이전의 금액의 차이가 개인의 소득수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는 점은 분명하다. 앞서 소득 대비 사적이전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동거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그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일
까. 비동거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사적소득이전을 주고받을 확률이 더
높으므로 그 평균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남북부 각각 300가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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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동거 가족구성원의 수는 북부가 93명, 남부가 118명으로서 남부가 북
부에 비해 25명이 더 많았다. 즉, 북부에 비해 남부가 비동거 가족구성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소득이전을 통해서 복지 자원을 주고받지 않거나 주고
받더라도 그 금액의 수준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 복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
다. 비공식 영역에서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복지 자원 교환은
금전적 동기가 아니라 호혜성에 기반한 도덕적 규범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
고 앞서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했듯이 남북부는 서로 상이한 전통 가족 체계
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부에서 각각 가족구성원들 간에 복지
자원으로서 주고받는 사적소득이전의 금액의 차이는 남북부의 가족 그 자체의
특성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도덕적 규범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따라서 가족에 대한 가치와 문화가 남북부 사회에서 각각 어떠
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남북부 주민들은 모두 효(孝), 부모에 대한 공경심,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제사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주민들은 자신의 부
모는 물론이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주민
들의 이러한 인식은 효에 대한 가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효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봉양하는 것
은 당연한거에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에요.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Tốt, 여성, 32세, 북부 거주)
“효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부모나 시부모님 모두 똑같아요. 제
사는 무조건 잘 모셔야해요.” (Phương, 여성, 34세, 남부 거주)

그런데 북부 주민들의 진술 가운데 남부와는 대조적인 특징이 드러났는
데, 그것은 바로 가족, 특히 부자관계에 있어서의 강한 결속력이다. 이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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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도 확인했듯이 북부와 남부의 전통 가족 체계가 서로 상이하므로
(하순, 1994) 더욱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부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한 여성은 남편의 조상님께 아침마다 예를 표하고 조상님으로부터 내려
오는 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남성 역시 조상님으로부터 내
려오는 가족의 관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집의 한 쪽을 가리키며) 저기 보이죠? 저기가 우리 시댁 조상님을
모시는 곳인데, 매일 아침마다 인사를 드려요. 조상님 덕분에 우리
남편도 있는거자나요.” (Tốt, 여성, 32세, 북부 거주)
“우리 가족은 3세대가 같이 살고 있어요. 조상님으로부터 아버지와
저 그리고 후손까지 가문을 지켜야죠. 이러한 관념은 흔들림이 없어
요.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바빠도 가족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상하구분이 있어요. 제사는
장남이 맡아서 지내지만 차남과 삼남 역시 우리 가문의 전통을 계승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Long, 남성, 41세, 북부 거주)

남부 주민들 역시 부모를 모시고 있었고 효를 실천하려는 인식은 강했지
만, 부와 자로 이어지는 결속의 정도는 북부에 비해 약했다. 남부 주민들의 진
술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전통을 계승해야한다는 인식이 드러
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효는 도덕적 기초라고 생각해. 불효보다 잔인한 죄는 없
다자나. 재물은 생겼다가 없어질지 몰라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들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내 생각에 남자
가 효심이 없으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 자격도 없고, 자식들에게 아
버지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 (Nam, 남성, 51세, 남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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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년 동안 호치민시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는데, 열심히
일한 덕분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당시 일하는 동안에 고향의 가족들
을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버텼어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 숙소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고향 부모님에게 보냈어요. 부모님이 잘 키워주
신 덕분에 가족을 위해 돈을 쓰는건 아깝지 않아요.” (Đừng, 남성,
31세, 남부 거주)

이상과 같은 주민들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북부와 남부의 가족 결속력의
차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양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앞
서 사적소득이전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대부분 자녀들로부
터 그것을 제공받고 있었는데, 자녀들의 성별을 다시 확인해본 결과 남북부
간에 대조적인 특징이 드러났다. 아래의 <표 5-7>은 지난 1년 동안 사적소득
이전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로 그것을 제공한 대상, 즉 북부
와 남부 가구로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한 사람들 각각 148명과 남부 192명을 성
별에 따라 구분해서 정리한 것이다.
표 5-7. 사적소득이전: 응답 가구가 받은 경우_관계 및 성별 [교차분석]
N
(전체 중 %)
가구주의 부인/남편
가구주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

남성
0
(0.0)
9
(7.8)
51
(44.3)

북부
1
(0.9)
14
(12.1)
88
(73.9)

여성

남성

1
(0.9)

2
(1.1)

5
(4.3)

13
(7.4)

34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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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8.0)

남부
4
(2.2)
19
(10.8)
130
(74.3)

여성
2
(1.1)
6
(3.4)
81
(46.3)

합계
5
(1.7)
33
(11.4)
218
(74.1)

친척
기타
합계

10
(8.7)
2
(1.6)
72
(62.4)

13
(11.5)
2
(1.6)
115
(100.0)

3
(2.8)

11
(6.3)

0
(0.0)

2
(1.1)

43
(37.4)

17
(9.7)
5
(3.0)

6
(3.4)
3
(1.8)

175
(100.0)
77
98
(43.9) (56.1)

30
(10.3)
7
(2.4)
290
(100.0)

주 1) 북부 33가구와 남부 17가구는 성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위의 <표 5-7>에서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항목은 가구주의 자녀의 성
별이다. 북부의 경우 응답 가구로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해준 자녀들은 아들이
51명(44.3%), 딸이 34명(29.6%)이었다. 반면 남부의 경우에는 아들이 49명
(28.0%), 딸이 81명(46.3%)으로서 북부와 남부가 서로 대조적인 특징을 보여
주었다. 북부는 딸에 비해 아들이, 그에 비해 남부는 아들에 비해 딸이 제공하
는 사적이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주민
들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북부의 전통 가족체계는 장자상속 직계
가족형인데 이러한 체계에서 부와 자의 결속력은 강하고 효도는 가족 내에서
이러한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북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남
성(Đào, 남성, 65세)의 가족은 이러한 북부의 전통 가족주의적 특징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었다. 이 가족의 경우 부모는 세 아들 가운데 장남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고 장남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리고 타지방에 거주하
는 차남은 부모에게 현금을, 반대로 부모는 차남과 삼남에게 현물을 사적이전
으로 제공해주고 있었다.
군인인 둘째 아들은 결혼 후 하노이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에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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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오는 탓에 매달 약 40~50만동123)(약 US$20~25) 정도의 현금을 하노이와 고
향을 오고가는 버스운전기사를 통해 아버지에게 보내주고 있었다. 버스운전기
사는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한
다. 아버지 역시 농사를 지은 각종 야채들을 타지방에서 생활하는 둘째와 셋
째 아들에게 보내주곤 했다. 인터뷰를 했던 당일 오전에도 아버지는 둘째 아
들에게 쌀과 야채 두 상자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버스로 물건을 실어서 보낸
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차번호를 알려주면 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물건
을 찾는 방식이다.
이 가구에서 아버지는 퇴직 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월평균 2백6십만동(약
US$130) 정도의 소득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이 보내주
는 사적이전은 나중에 집을 고치거나 가족이 아플 때 병원비 등으로 쓰기 위
해서 저금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북부의 가족 체계의 특징은 물론이
고 동시에 현금이든 현물이든 상관없이 비공식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
지 자원 교환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챙겨줘야
지. 거기서 파는 야채나 쌀은 싱싱하지도 않을거고 농약도 친거일거
아니야. 우리 애들한테는 내가 직접 농사지은 좋은거 먹이고 싶지.
둘째 며느리는 내가 고생한다고 쌀과 야채 값을 보내준다는데, 난 절
대 돈을 안받아.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만해도 고마운데...”
(Đào, 남성, 65세, 북부 거주)

특히, 북부의 경우 비동거 자녀들의 사적소득이전은 농촌에 있는 부모의
생활이 어렵거나 궁핍한 것과는 별개로 제공되고 있었다. 1인 가구로 살고 있
는 한 여성(Vinh, 여성, 59세, 북부거주) 역시 결혼 후 분가한 세 아들로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약 1백만동(약 US$50)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123) 동(đồng, VNĐ)은 베트남의 화폐 단위이다. 1달러(US$)를 동(VNĐ)으로 환산하면 약
21,000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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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 아들은 남편의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몸
이 아플 때 약을 보내주곤 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의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세 아들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은 모아두었다가 아들
내외의 식구들이 집에 오면 손주들에게 용돈으로 주거나 이웃 주민들의 경조
사가 있을 때 경제적 지원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는 세 아들을 다 분가시키고 혼자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색깔을 구분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
어. 혼자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한 달에 2백5십만동 정도
벌거든. 이걸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 장남이 일을 못하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도 애들은 내가
혼자 있어서 걱정되는지 돈을 보내주는거야.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아
꼈다가 우리 손주들이 오면 용돈으로 줄 때가 많아.” (Vinh, 여성, 59
세, 북부 거주)

반면 남부에서 사적소득이전은 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 생활비
로 사용되고 있었다. 남부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성(Phương, 여성, 34세)의 가
구는 남편이 인터뷰 당시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버
스로 약 6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나이(Đồng Nai124)) 지방의 한 봉
제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 두 명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남편과 떨어져서 지낸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 월급 3백만동(약
US$150) 중에서 50만동(약 US$25) 정도의 생활비를 매달 보내주고 있었다.
남편의 사적이전은 매달 생활비로 쓰기에 급급했다.
“남편이 매달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보내주고는 있는데, 솔직히 우
리 가족이 생활하기엔 너무 적어요. 그래도 고맙죠. 자기 생활하기도

124) 남부 호치민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있는 산업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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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텐데. 어머니랑 아이 생각해서 돈을 벌어서 보내주니까. 돈은 주
로 은행 계좌로 보내주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서 고향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통해서 보내주기도 해요.” (Phương, 여성,
34세, 남부 거주)

남부의 다른 여성(Trai, 여성, 77세)은 자녀 여덟명 가운데 막내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125) 자녀들 중에서 두 명은 옆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
다섯 명은 타지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 다섯 자녀들은 모두 직장 때문
에 호치민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설, 명절, 휴가 때마다 집에 오면 40~50
만동(약 US$20~25)씩 용돈을 준다고 했다. 이렇게 받은 돈은 막내딸의 학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례는 북부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의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사적이전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
는 반면 남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적이전을 제공해주는 대조적인
경우를 보여주었다. 북부의 경우 타지에서 생활하는 아들들이 자신의 부모에
게 사적소득이전을 제공해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부-자 간의 강한 결
속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적이전을 제공해주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즉, 북부는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단위의 강
한 결속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가족구성원 간의 사적소득이전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부에서는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타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부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구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자녀들을 차례대로 분가시키고 막내딸과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결속이 북부에 비해 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북부에 비해 남부는 가족 구성원 간의 느슨한 결속으로 인해 가족
125) 베트남 남부에서는 풍부한 토지여건을 바탕으로 개인 혹은 개별 핵가족 단위로 거주하며
벼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집안에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모두 분가를 시켰고
이에 따라 양변 친족 제도 및 말자상속제도를 따랐다(하순 2000). 이러한 남부의 환경에 따
른 가족 체계는 이 여성(Trai)의 가구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가구(Thương)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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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보다는 가족구성원들의 개별성이 강했다. 남북부에서 측정된 사적소득이
전의 양상은 남북부의 서로 다른 가족 체계의 특성과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남북부의 사적소득이전의 양상에 대한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의 <표 5-8>과 같다.
표 5-8. 종합 정리: 북부와 남부의 사적소득이전의 양상
사적소득이전을
주고받은 가구의 수
가구당
양상 사적소득이전의 양
사적소득이전을
주고받은 관계
결과 사적소득이전의 성과
원인

<
>

북부
북부
자녀

북부
부계 종족 원칙,
가족단위의
가족 결속력의 차이 부-자 간↓강한 결속
가족구성원의 결속이
남부에 비해 강함

→
←

>

남부
남부
부모
남부
양변 친족 사회,
가족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함
↓
가족구성원의 결속이
북부에 비해 약함

5-2.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 북부와 남부의 비교

그렇다면, 가족 단위의 개별성을 보여준 북부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개
별성을 보여준 남부는 각각 가족의 범위를 능가하는 공동체의 수준에서 다양
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떠한 양상으로 복지 자원을 교환
하고 있을까. 베트남에서 경조사 참석과 계모임은 상호부조의 기능과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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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경조사(결혼식과 장례식 등) 참석은 단순한 의
례 모임에 대한 실천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재확인하는 상
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관계의 강도가 강할수록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계모임은 공식적인
제도로서의 신용기관이 부재한 베트남의 농촌 지방에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조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해당 구성원들 사이에 내
재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와 호혜적 실천을 파악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적 제
도이다.
① 경조사 참석
먼저, 경조사 참석을 통해 서로 주고받은 자원의 양은 지난 1년 동안 결
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경조사에 참석했을 경우 지급한 금액(VNĐ126))을 통해
서 확인하였다. 베트남 농촌 마을에서는 경조사 참석시 가구단위 즉, 가구주나
가구주의 부인/남편이 함께 동행한다거나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가서
축하하거나 위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구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응답을 구하지 않고 해당 가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응답
을 구하였다. 그리고 경조사 참석시 지급하는 부조금은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쌀이나 과일 등의 현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
로 환산한 금액에 대한 응답을 구하였다. 아래의 <표 5-9>는 경조사 참석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의
차이를 확인해보았다(t 분석).
아래의 <표 5-9>를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600가구 중에서 북부 284가
구와 남부 286가구, 즉 총 570가구가 지난 1년 동안 결혼식 등의 경조사에 참
석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경조사에 아주
보편적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경조사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들
126) VNĐ(đồng, 동)는 베트남 화폐 단위이다. 미화 1달러(US$)는 약 21,000동(VN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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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급한 경조사비의 가구당 평균 금액은 북부가 7백6십5만동(약 US$360)이
고, 남부가 5백5십4만동(약 US$260)으로서 북부가 남부에 비해 약 2백1십1만
동(약 US$100)이 더 많았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경조사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수와 가구당
그 평균금액을 사(xã, commune, 社)별로 각각 살펴보면, 남북부 간에 구분되
는 특징의 차이가 사라진다. 북부 남또안은 139가구에서 가구당 약 7백1십1만
동(약 US$340)을, 남러이는 145가구에서 약 8백1십6만동(약 US$390)을 경조
사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남부 미호아는 143가구에서 가구당 약 7백2십만동
(약 US$340)을, 쯔엉쑤언은 143가구에서 약 3백8십7만동(약 US$180)을 경조
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북부 남또안과 남러이 그리고 남
부 미호아는 경조사 비용으로 지출한 평균 금액이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남
부 쯔엉쑤언의 평균 금액은 다른 세 곳의 사보다 훨씬 낮았다.127)
표 5-9. 경조사 참석: 지급한 금액 [t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지난 1년 동안
경조사 참석시 (570)
6.59
지급한 금액 [6.35]
(단위: 백만동)

북부
남부
t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284)
(286)
7.65
>
5.54
[6.24]
[6.29]
4.020***
(139) (145)
(143) (143)
7.11
8.16
7.20
3.87
[5.12] [7.13]
[7.86] [3.47]

주 1) *<0.05, **p<0.01, ***p<0.001
2) 지급한 금액은 백만 동(VNĐ) 단위를 기준으로 코딩하였음.
3) 최소값: 0.10, 최대값: 50.00
(북부: 최소값(0.50), 최대값(50.00), 남부: 최소값(0.10), 최대값(50.00))

127) 쯔엉쑤언 마을에 거주하는 한 정보제공자(Thương, 71세)는 이웃 주민들을 신뢰하지 않아
서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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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경조사비는 과연 누구에게 지급되었을까. 앞서 언
급했듯이 베트남에서는 띤깜(tình cảm, 情感)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관계의 실
천이 경조사 참석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경조사 참석의 그 관계적 대
상은 응답자를 기준으로 누가 가장 가까운 관계의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시켜
준다.
경조사 참석의 대상에 대한 분석은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관계적 속성이 겹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이웃이면서 친
한 친구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고향사람이면서 동창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국한시켜 응답하도록 제시하면 관계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작성하
여, 경조사에 참석한 대상의 관계적 속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5-10>과 같다.
<표 5-10>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부는 이웃(99.7%)>친척(99.0%)>친한친
구(29.4%)>회사사람(22.9%)>고향사람(20.8%)>학교동창(7.8%)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남부는 이웃(97.6%)>친척(96.2%)>회사사람(27.1%)>자발
적결사체회원(16.7%)>친한친구(9.4%)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북부
와 남부 응답 가구 모두 친척과 이웃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북부에서는 자발적결사체회원과 잘모르는 외국인,
그리고 남부에서는 고향사람, 학교동창, 잘모르는 외국인이 각각 1% 이하의
아주 낮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친한 친구, 고향사람 그리고 자발적결사체 회원
항목에서 나타난다. 경조사 참석의 대상으로서 친한 친구나 고향사람과 같은
면식에 기초한 관계에 있어서는 남부에 비해 북부가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부 주민들은 친족과 친구, 연고 중심의 폐쇄적인
강한 연대를 중심으로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남부 주민들은 활발한
결사체의 참여에서 보듯이 약한 연대의 확장적 연결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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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경조사 참석의 대상: 관계적 특성 [다중응답_교차분석]
N
(전체 중 %)
친척
이웃
친한 친구
회사사람
고향사람
학교동창
자발적결사체 회원
잘모르는 외국인
합계

남또안
143
(98.6)
145
(100.0)
42
(29.0)
35
(24.1)
35
(24.1)
11
(7.6)
0
(0.0)
2
(1.4)

북부

290
(99.0)
292
(99.7)
86
(29.4)
67
(22.9)
61
(20.8)
23
(7.8)
2
(0.7)
2
(0.7)

남러이
147
(99.3)
147
(99.3)
44
(29.7)
32
(21.6)
26
(17.6)
12
(8.1)
2
(1.4)
0
(0.0)

293
(100.0)
145
148
(100.0)
(100.0)

남부
미호아 쯔엉쑤언
277
(96.2)
139
138
(95.9)
(96.5)
281
(97.6)
143
138
(98.6)
(96.5)
27
(9.4)
24
3
(16.6)
(2.1)
78
(27.1)
48
30
(33.1)
(21.0)
4
(1.4)
3
1
(2.1)
(0.7)
2
(0.7)
1
1
(0.7)
(0.7)
48
(16.7)
25
23
(17.2)
(16.1)
1
(0.3)
0
1
(0.0)
(0.7)
288
(100.0)
145
143
(100.0)
(100.0)

합계
567
(97.6)
573
(98.6)
113
(19.4)
145
(25.0)
65
(11.2)
25
(4.3)
50
(8.6)
3
(0.5)
581
(100.0)

그렇다면, 응답한 가구는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경조사에 참석했을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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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년 동안 응답한 가구가 참석했던 경조사의 종류와 빈도 그리고 그 비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
5-11>과 같다. 표를 살펴보면, 응답 가구가 지난 1년 동안 참석한 경험이 있
는 경조사는 남북부 모두 결혼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례식, 제사128),
돌잔치, 환갑연(고희연 등)의 순서였다. 특히, 결혼식과 장례식, 제사 등과 같
은 의례는 약 90% 이상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트남인들은 이 세 가지
의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
부와 남부에서 발견된 차이점을 살펴보면 북부는 환갑연(고희연 등), 남부는
돌잔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11. 경조사의 종류 [다중응답_교차분석]
N
(전체 중 %)
결혼식
장례식
환갑연, 고희연 등
돌잔치
제사

북부
남또안
145
(99.3)
144
(98.6)
74
(50.7)
64
(43.8)

293
(99.7)
290
(98.6)
179
(60.9)
144
(49.0)
264
(89.8)

남러이
148
(100.0)
146
(98.6)
105
(70.9)
80
(54.1)

남부
미호아 쯔엉쑤언
283
(97.9)
143
140
(97.9)
(97.9)
262
(90.7)
140
122
(95.9)
(85.3)
25
(8.7)
23
2
(15.8)
(1.4)
235
(81.3)
113
122
(77.4)
(85.3)
276
(95.5)

합계
576
(98.8)
552
(94.7)
204
(35.0)
379
(65.0)
540
(92.6)

128) 여기서 제사는 가족, 친척 및 조상 제사를 의미하고, 마을을 지키는 신 등을 위한 의례로
서의 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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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95.9)
기타
합계

2
(1.4)

6
(2.0)

124
(83.8)

141
(96.6)

4
(2.7)

56
(38.4)

294
(100.0)
146
148
(100.0) (100.0)

89
(30.8)

135
(94.4)

33
(23.1)
289
(100.0)
146
143
(100.0) (100.0)

95
(16.3)
583
(100.0)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경조사 참석시 지급하는 평균 금액
에 있어서는 남북부 간에 드러나는 차이가 없었다. 북부 남또안, 북부 남러이,
남부 미호아가 서로 유사했고, 남부 쯔엉쑤언만 다른 세 곳의 사에 비해 그
금액이 아주 적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관계적 대상은 북부와 남부 모두 친
척과 이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제외한 다른 관계적
속성에 대해서는 북부와 남부가 차이를 보여주었다. 북부는 고향사람과 학교
동창, 즉 연고관계에, 반면 남부는 자발적 결사체 회원의 관계적 특성에 보다
집중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경조사 참석에 대한 남북부의 특징
이 면접 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에서의 경조사 분위기와
경조사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이
다. 즉,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자료의 분석 결과가 남북부 주민들의 경조사 참
석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면, 심층 면접을 통한 주민들의 진술은
경조사 참석에 대한 남북부 주민들의 생각과 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확인시켜주었다.
먼저, 북부 마을에서 경조사는 마을 잔치나 의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
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조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그만큼 가깝게 여기고 또한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
에 굳이 초대를 받지 않더라도 소식을 들은 경우에는 경조사에 참석해서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Long, 남성, 41세). 특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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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식, 장례식, 그리고 고희연의 경우에는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지원뿐만이 아
니라 이웃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행사를 돕는 등 정서적
인 유대를 쌓고 있었다.
“어떤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촌장이 스피커를 통해 공지를 해줘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다들 모이죠.” (Vinh, 여성, 59세, 북부 거주)
“예전에는 결혼식에 차, 쌀, 닭을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요즘엔 축의
금으로 바뀌었죠. 장례식에는 부의금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향을
가지고 가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경조사에 참석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있는거자요. 심지어 싸웠거나 다툰 경우에도 조문을 해
요. 그 때는 잘못을 다 덮어둡니다.” (Long, 남성, 41세, 북부 거주)

이러한 북부 마을의 분위기는 주민들이 경조사 참석 시 그 금액을 결정하
는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자신이 경조사 참석시 지급
한 금액의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기대하지 않았고, 상
대방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일반화된 호혜성을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즉,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강한 북부 주민들은 서로의 경조사 참석시 지급
하는 돈에 대해서 계산적이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힘든 여건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우리 마을에 경조사가 있으면 대부분 가족 단위로 많이 참석해요.
가족 모두가 가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거죠.
그리고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는 경우에, 그걸 다시 돌려받을거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진 않아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언제 결혼할
줄 알고 그걸 계산해서 주겠어요?” (Tốt, 여성, 32세, 북부 거주)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꼭 참석하는 것이 이웃 간에 애정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때는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돈이 많아서

- 171 -

내 생활비에서 충당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함께 사는 주민들
이니까... 서로 돕는다고 생각하면 돈을 아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들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 서로 도와야지” (Vinh, 여성, 59세, 북부
거주)

반면에, 남부 마을의 분위기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인식이나 주민들 간
에 형성된 결속감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남부 마을 주민들 역시 이웃 간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있었지만, 가구 단위보다는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
으로 각종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조사 참석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웃이랑 교류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의 경조사에는 참석해요. 장례식 부의금은 5만동 정도 내는데 솔직히
좀 적다고 생각해요. 서로 모른체하고 지낼 수 없으니까 부의금을 안
내기도 그렇고.. 참석은 해야죠.”(Phương, 여성, 34세, 남부 거주)

이상과 같이 북부에서는 경조사가 있으면 가구 단위로 가족 구성원이 모
두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문에 마을 잔치나 의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 남부에서 경조사는 가족 단위로 참석하기보다는 개개인을 중심
으로 자신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서 사적소득이전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북부는 가족 단위의 개별
성을 남부는 가족 개별성원의 개별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경조사
에 참석하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북부의 이러한 차이는
경조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고민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 북
부 주민들은 경조사를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마을 잔치로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반면에 남부 주민들은 같은
- 172 -

마을 내에 거주하는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과
의 친밀성에 따라 경조사비를 얼마나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② 계모임
계모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신뢰를 바탕으로 일
정한 합의와 약속에 따라서 운영되는 비공식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계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에 정해진 운영 방식에 따라서 그 모임의 성격이 다양하
다. 본 조사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남북부 주민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계
모임의 1회 납부 금액, 계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구체적 관계, 참여하
는 구성원들의 지역 범위, 그리고 계모임이 지속된 기간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모임의 특성을 파악해보았다.
먼저, 1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남북부 계모임의 양상을 파악해보았다.
아래의 <표 5-12>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1회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남북부의
평균값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t 분석). 조사에 참여한 600가구 중
에서 북부 143가구, 남부 92가구가 계모임을 하고 있었다. 즉, 북부가 남부에
비해 더 활발하게 계모임을 조직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북부 143가구의 월 평균 1회 납부 금액은 1백4십4만동(약
US$70)이고, 남부는 1백1십2만동(약 US$50)으로서 북부가 남부에 비해 약 30
만동(약 US$15) 정도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북부가 남부에 비해 더 많은 계
모임 활동을 하고 있었고 1회 납부하는 평균 금액 역시 북부가 더 많았다. 따
라서 북계모임의 활동을 통해서 남부에 비해 북부가 복지적 자원을 더욱 활발
하게 교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북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계모임의 1회 평균 납부 금액을 사(xã,
commune, 社)별로 살펴보면, 북부 남또안은 65가구에서 약 1백4십6만동(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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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70)을, 남러이는 78가구에서 약 1백4십2만동(약 US$68)을 납부하고 있었
고, 남부 미호아는 55가구에서 1백8만동(약 US$51)을, 쯔엉쑤언은 37가구에서
97만동(약 US%46)을 납부하고 있었다. 즉, 계모임에서 1회 평균 납부하는 금
액은 북부 두 사가 남부 두 사에 비해 더 많았다.
표 5-12. 계모임: 1회 납부 금액 [t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계모임: 매월 (235)
1회 납부 금액 1.32
(단위: 백만동) [0.98]

북부
남부
t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143)
(92)
1.44
>
1.12
[0.94]
[1.00]
2.443**
(65)
(78)
(55)
(37)
1.46
1.42
1.22
0.97
[0.86] [1.01]
[1.08] [0.86]

주 1) *<0.05, **p<0.01, ***p<0.001
2) 1회 납부 금액은 백만 동(VNĐ) 단위를 기준으로 코딩하였음.
3) 최소값: 0.01, 최대값: 5.20
(북부: 최소값(0.12), 최대값(5.20), 남부: 최소값(0.01), 최대값(5.00))
4) 일/주/월/년/기타(6개월에 한번씩)로 구분된 각각의 금액을 ‘월’ 기준으
로 환산하여 코딩변경한 후 분석하였음
그렇다면, 북부와 남부의 가구가 계모임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대
상은 누구일까. 아래의 <표 5-13>은 계모임을 하고 있는 남북부 가구의 구성
원들이 누구와 계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차분석 표이다. 계모
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남북부 총 235가구(북부 143가구, 남부 92가구)
중에서 실제 참여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들의 수는 남북부 총 270명, 그 중에
서 북부가 151명, 남부가 119명이었다. 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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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총 270명)와 가구의 수(235가구)가 다른 이유는 한 가구에서 계모임을
하는 가구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남편과 아내 혹
은 어머니와 며느리가 각각 다른 계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
다.
아래의 <표 5-13>에서 관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부는 이웃
(78.8%)>친척(15.9%)>자발적결사체회원(3.3%)>회사동료(2.0%) 순으로, 남부
는 이웃(59.7%)>회사동료(15.1%), 자발적결사체회원(14.3%)>친척(10.9%) 순으
로 높은 빈도분포를 보여주었다. 즉, 북부와 남부 모두 이웃 사람들과 계모임
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북부가 남부에 비해 더 높은 비
율을 보여주었다. 이웃을 제외하면, 북부는 친척 그리고 남부는 회사동료와 자
발적결사체회원 그리고 친척과 계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계모임: 구체적 관계 [교차분석]
N
(전체 중 %)
친척
이웃
회사동료
자발적결사체회원
합계

남또안
2
(3.0)
62
(92.5)
2
(3.0)
1
(1.5)

북부

24
(15.9)
119
(78.8)
3
(2.0)
5
(3.3)

남러이
22
(26.2)
57
(67.9)
1
(1.2)
4
(4.8)

151
(100.0)
67
8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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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미호아 쯔엉쑤언
13
(10.9)
8
5
(10.5)
(11.6)
71
(59.7)
40
31
(52.6)
(72.1)
18
(15.1)
15
3
(19.7)
(7.0)
17
(14.3)
13
4
(17.1)
(9.3)
119
(100.0)
76
43
(100.0) (100.0)

합계
37
(15.7)
190
(80.9)
21
(8.9)
22
(9.4)
270
(100.0)

그렇다면, 계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지역 배경은 어떠할
까. 지역 배경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계모임을 통
해서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모임을 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지역 범위에 따른 관계의 확장성을 볼 수 있
다. 계모임 구성원들의 지역적 배경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5-14>에
제시하였다.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부는 같은 촌락(thôn, 村) 내에 있는 사람들과
계모임을 하는 비율이 89.4%로서 가장 높고, 그 외에는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남부의 경우 촌락내에 있는 사람들과 계모임을 하는
비율이 58.0%로 가장 높고, 같은 사(xã, 社)내가 30.3%, 같은 성(tỉnh, 省)내가
6.7%로서 북부와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북부는 같은 촌락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계모임을 통한 복지 자원의 교환에만 집중된 반면에, 남부는 북
부보다는 더 넓은, 즉 촌락의 단위를 넘어서 사 단위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도
계모임을 하는 관계의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록 전체 빈도 중에서 소
수에 불과하지만, 남부는 북부에 비해 사를 넘어서 성 단위뿐만 아니라 그리
고 성을 넘어서 거주하는 사람들과도 계모임을 하고 있었다.
표 5-14. 계모임: 지역 [교차분석]
N
(전체 중 %)
같은 촌(thôn, 村) 내
같은 사(xã, 社) 내

남또안
64
(95.5)
3
(4.5)

북부

135
(89.4)
13
(8.6)

남러이
71
(84.5)
1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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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미호아 쯔엉쑤언
69
(58.0)
35
34
(46.1)
(82.9)
36
(30.3)
30
4
(39.5)
(9.8)

합계
207
(76.7)
46
(17.0)

같은 현(huyện, 縣) 내
같은 성(tỉnh, 省) 내
다른 성(tỉnh, 省)
합계

0
(0.0)
0
(0.0)
0
(0.0)

2
(1.3)
1
(1.7)
0
(0.0)

2
(2.4)

2
(2.6)

1
(1.2)

7
(9.2)

0
(0.0)

2
(2.6)

151
(100.0)
67
84
(100.0) (100.0)

2
(1.7)
8
(6.7)
4
(3.4)

0
(0.0)
1
(2.4)

2
(4.9)
119
(100.0)
76
41
(100.0) (100.0)

4
(1.5)
9
(3.3)
4
(1.5)
270
(100.0)

주 1) 촌(thôn, 村), 사(xã, 社), 현(huyện, 縣), 성(tỉnh, 省)의 순서대로 보다
넓은 범위의 지방 행정 단위를 뜻함(자세한 내용은 <그림 3-2>(본 논문의 77
페이지)를 참고할 것).
한편, 계모임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왔는가에 대한 관찰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 간의 일정한 합의와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계모임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가는 그 구성원들 상호 간의 신
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5-15>는 월, 년으로
응답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모임 지속기간에 대한 남북
부의 평균을 비교분석한 것이다(t 분석). 그런데 앞서 <표 5-13> 그리고 <표
5-14>의 표본과는 차이가 있다. 북부에서는 24명 그리고 남부에서는 30명이
계모임의 정확한 기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측값(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표 5-15>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부에서 가구당 계모임을 지속해 온 평
균 기간은 약 58개월이고 남부는 약 35개월로서 북부가 남부에 비해 더 오랫
동안 계모임을 지속해오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계모임의 지속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남부에 비해 북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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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계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계
모임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오면서 복지적 자원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표 5-15. 계모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t 분석]
북부
남부
t
남또안 남러이
미호아 쯔엉쑤언
(127)
(89)
계모임_얼마나
57.95
>
35.47
오랫동안
(216)
[64.08]
[40.76]
지속해오고 48.69 (56)
(71)
(54)
(35) 2.920**
있는가
[56.65] 65.59 51.93
36.04 34.60
(단위: 개월)
[67.13] [61.37]
[32.03] [51.96]
평균
[표준편차]

전체

주 1) *<0.05, **p<0.01, ***p<0.001
2) 월/년으로 구분하여 수집된 자료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코딩변경한
후 분석하였음
3) 최소값: 3.00 최대값: 444.00
(북부: 최소값(5.00), 최대값(444.00), 남부: 최소값(3.00), 최대값(216.00))
이상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계모임은 남부에 비해 북부에
서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었다. 북부는 남부에 비해 더 많은 금액으로 촌락
내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 및 친척과 계모임을 오랫동안 운영해오면서 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주고받고 있었다. 반면 남부는 촌락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
고 그 범위를 넘어서 이웃, 회사동료, 자발적결사체회원, 친척들과 계모임을
하지만 그 운영 기간은 북부에 비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리고 이러한 결과는 심층 면접을 통한 주민들의 진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북부는 마을 주민들 간에 현금, 금, 쌀 등을 이용한 계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북부 마을에서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계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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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오고 있었는데, 계원들과 함께 1년에 두 차례 3백만동씩을 납부하고, 일
정 기간 동안 돈을 모은 후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순서를 정해 먼저 가져가
는 방식이었다. 이 남성은 계모임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빚을 갚은 경험이
있었다. 계모임의 구성원들은 같은 마을 내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이었다.
“여기서는 같은 마을 내 이웃 주민들끼리 계모임을 많이 해요. 저같
은 경우에는 한 해 두 번 3백만동씩을 내는데, 일정 기간 동안 모아
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져가요. 많으면 17~18명
까지 계를 같이 하고 보통은 10명 정도 해요. 계모임을 통해서 이웃
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더 자주 만나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우리 집 공사도 했고, 아이들 교육비나 아플 때
치료비로 썼어요. 그 돈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지. 어휴!” (Quang,
남성, 39세, 북부 거주)

북부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북부 마을에서는 자신보다 다른 주민들 또
는 마을 전체의 이익과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이 내부
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즉, 마을 주민들끼리는 응당 그러해야한다는 규범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마을 내에서 북부 주민들의 정서적 공동체성에 대한 강
조는 그 관계가 계산적이고 도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비
록 본 연구에서 비공식 복지의 개념으로 정의한 사례는 아니지만, 마을 내 공
동 시설이 필요한 경우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성공시킨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사례는 북부에서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결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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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 앞에 있는 길을 건설할 때 한 사람
이 먼저 돈을 기부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때 마을 주민들 모
두가 의견을 따랐어. 조금씩 기부를 해서 이 길을 만들었지. 길이 없
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 마을 사람들끼리 힘을 모은거지. 우리 마을
의 자랑거리야!” (Vinh, 여성, 59세, 북부 거주)

반면에, 남부 마을에 거주하는 여러 정보제공자들(Đừng, Trai, Hanh,
Phương)은 계모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위
험부담이 큰데 비해서 이자율이 낮기 때문이었다. 즉, 주기적으로 계비를 납부
하기 위해서는 계원들 간에 그만큼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계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율이 낮기 때문에 굳이 계모임을 계속할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한다고 했다. 남부 마을 주민들은 계를 대신하여 생명보험에 가입 중
이었다.
“이 곳에서 계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위험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
고, 이자도 별로 없으니까. 대신에 생명보험을 사요. 저도 동생을 위
해서 샀어요. 1년에 7백만동(약 US$350)씩 납입하는 10년 만기 상품
이에요. 만기 이후에 계속 놔둬도 되고, 해약해도 되는데, 내가 납입
한 돈의 80%는 찾을 수 있고, 나머지 20%는 동생이 나중에 병에 걸
릴 경우에 보험회사가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이에요. 은행에서 적
금 가입하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아요.” (Đừng, 남성, 31세, 남부 거
주)

물론, 남부 주민들도 계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한 여
성(Thanh, 48세)의 경우 납부 주기와 그 금액이 각각 다른 세 종류의 계모임
에 참여하고 있었다. 분기별로 5백만동(약 US$250), 매달 1백만동(약 U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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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40만동(약 US$20)을 각각 납부하고 있었는데,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는 점이 계모임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데 각 계모임마다 함께 참
여하는 구성원들의 관계가 서로 달랐다. 분기별 계모임의 경우 계주와 계원들
은 각각 친언니와 친척이고, 매달 그리고 일주일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하는
계모임은 시장 상인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즉, 주기적으로 납부해서
축적되는 금액이 큰 계모임의 경우에는 계원들이 가족이나 친척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반면에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해 있는 상인회 등의 결사
체 회원들과 계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관계적 속성에 대한 구분이
없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계모임을 해오고 있는 북부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
이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또 다른 여성(Thương, 71세, 남부 거주) 역시 친자
매들과 한 달에 총 1백만동(약 US$50) 정도를 모으는 계를 조직하여 참여하
고 있었다. 계를 하는 이유는 돈을 절약해서 쓸 수 있고 가족이 아플 때를 대
비할 수 있으며 손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약 10
년 전에 이웃 주민들과 함께 여성 저축회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에 계주가 계원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모두 잃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인 언니 동생들끼리
만 계모임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여성(Phương, 34세, 남부 거주) 역시 이웃
주민들을 신뢰하지 못한 채 계모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는데, 그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며 계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계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계
주가 돈을 가지고 도망칠까봐 걱정되서 단기간 동안 조금씩만 납부하
는 모임에만 참여했어요.” (Phương, 여성, 34세, 남부 거주)

남부 마을에서 주민들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은 마을 내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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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앞
서 북부 마을에서 길을 건설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됨과 동시에 남부 사회
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남부 마을에서 거주하는 한 남성은 학생들을 위
한 등굣길을 만드는 일에 대해 의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
고 갈등이 있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예전에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등굣길을 만든 적이 있었는
데 그 때 주민들이 돈을 기부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우리는 1십만
동(약 US$5) 정도를 기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니는 길도
아닌데 왜 기부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돈을 안낸 사람들도 있었고, 1만동(약 US$0.5) 정도만 낸 사람들도
많았어요.” (Đừng, 남성, 31세, 남부 거주)

이상과 같은 남북부의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 활동의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아래의 <표 5-16>과 같다.
표 5-16. 종합 정리: 북부와 남부의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 활동의 양상
경조사

자원 교환의 양
특징
자원 교환의 양

계모임

활동_관계
활동_지역
활동_지속기간

북부
가족 단위로 참석하는
경향이 강함
(마을 잔치, 의례)
북부
이웃, 친척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에 집중(폐쇄성)
남부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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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경향이 강함

>

남부
이웃, 회사 동료,
결사체 회원, 친척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범위를 벗어남(개방성)
북부에 비해

특징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
활동의 성과
원인: 마을 단위의 결속력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
가족, 친척, 마을 내
이웃 주민들과의
계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음
북부
북부

>
>

상대적으로 짧음
결사체 구성원들을
포함한 이웃주민들보다
가족(친척)으로 구성된
계모임에 납부하는
금액이 더 많음
남부
남부

5-3. 소결

사적소득이전과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상호 교환되고 있는 복지 자원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사적소득이전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는 물론이고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 활동을 통해 주고받는 자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자원의 순환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복지 자원이 가족의 범위를 넘
어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복지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소득이전과 경조사 및 계모임 활동의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
하면, 베트남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사적소득이전과 경조사 참석
그리고 계모임을 통해 비공식 복지 자원을 더 활발하게 그리고 더 많이 교환
하고 있었다. 즉, 비공식 복지 자원의 교환은 남부에 비해 북부가 더 나은 성
과를 보여주었다.
북부는 가족단위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마을 단위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
들 간에 상호 규범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복지 자원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반면에 남부는 마을 단위의 구분 없이 가족 개별성원의 개별성을 바탕
으로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및 자발적 결사체 구성원들과 복지 자원
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북부에서 각각 확인해본 사적소득이전과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 활동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5-17>과 같
- 183 -

다.
표 5-17. 북부와 남부의 비공식 복지의 양상에 대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북부

남부

마을별로 닫힌 연결망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
사적소득이전,
남부에 비해 결속력 있는 북부에 비해 확장적인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마을 공동체:
연결망:
통한
가족 단위의 개별성 → 가족구성원의 개별성 →
비공식 복지 자원의 순환 이웃 주민들 간 자원의 결사체 구성원 간 자원
순환
순환

앞서 선행 연구와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복지 혼합적 접근은 특정
국가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의 발전 과정, 특히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비공식
부문(가족, 친구, 이웃 등)의 다양한 제도적 영역이 상호의존적인 방식으로 혼
합된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Gough and Kim 2000; 신동면,
2001). 따라서 6장에서는 4장의 공식 복지(마을보건소)와 5장의 비공식 복지의
양상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져 남북부에서 각각 복지 혼합의 양상 및 그 성과
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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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자본과 공식-비공식 복지 혼합의 성과

공식 복지(마을보건소)의 성과와 비공식 복지(사적소득이전과 경조사 참
석 및 계모임 활동을 통한 경제적 지원)의 양상은 베트남 남북부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남북부에서 공식-비공식 복지 혼합
은 어떠한 조합으로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있을까. 비공식 복지의 양상은 공식
복지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근원의 맥락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래의 내용은 남북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연속성이 제
도적 성과의 차이를 낳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전통·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해당 사회에 거주하는 개개인들이 어떠한 주관적
인 감정과 정서적 동기를 바탕으로 상호 간에 비공식 복지 자원을 주고받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동기는 공동체의 수준 더 나아가 공식 복지 제
도의 성과에 어떠한 협력적 기제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의 메커니즘을
파악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6-1. 북부와 남부의 보호 장치: 사회·문화적 배태성

공식 복지 영역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비공식 영역에서 공동
체 구성원들 간에 상호 교환되는 복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북부와 남부
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보호 장치들은 보건소,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결사
체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들 사이의 상호 연계성, 즉 공식-비
공식 복지 혼합은 북부와 남부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국가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보건소의 본래의 기능인 기초적이고 예방적
인 의료서비스는 남부에 비해 북부에서 잘 실천되고 있었다. 그리고 공동체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주민들 사이에 상호 교환되는 복지 자원이 남부에 비해
북부에서 더 많았고 효과적으로 순환되고 있었다. 하지만, 북부와 남부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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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여준 복지 혼합의 메커니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하고 더 나은가를
따질 수 있을까. 적절성은 규범의 문제이고, 규범은 사회적 다양성을 가지기
마련이다(Ringmar, 2005). 즉, 북부와 남부의 보호 장치들은 각 사회가 지닌
규범에 따라 나름의 조합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부의 복지 메
커니즘의 양상이 그 나름대로의 규범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풀어보는
작업과 그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그 성과에 대한 논의 역시 가능하다.
그렇다면, 남북부가 동일한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부와
남부에서 공식 복지와 비공식 복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보건
소 그리고 가족, 친척, 이웃, 결사체라는 보호 장치들이 서로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혼합의 특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오고 있는
해당 사회의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맥락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
고 검토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사회가 지닌 사회적 힘들, 즉 역
사와 문화야말로 그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Putnam, 1993).
6-1-1. 북부: 보건소, 가족 단위의 개별성, 마을 공동체(딘), 닫힌 연결망

앞서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 농촌 마을에서는 성(tỉnh, province,
省) - 현(huyện, district, 縣) - 사(xã, commune, 社)로 이어지는 행정 단위
가운데 ‘사’를 기준으로 하나씩의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다. 북부 두 ‘사’, 즉 남
또안과 남러이에서 보건소는 공식적인 행정 단위는 아니지만 ‘사’ 내에 존재하
는 여러 개의 마을(촌, thôn, 村) 별로 기초적이고 예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부에서 두 보건소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민들과의 연계 및 협력 덕분이었다. 즉, 북부 지방에서
보건소는 주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촌, thôn, 村) 단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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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마을주민들만으로 구성된 자발적 사회조직과 함께 보건소의 사업 및 프
로그램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나가고 있었다.
북부 지방에서 마을 단위의 결속력은 앞서 5장에서 주민들이 비공식 공동
체 복지 자원을 어떻게 상호 교환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북
부는 가족 단위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마을 단위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
에 도덕적 규범과 그에 따른 결속을 바탕으로 복지 자원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마을 단위로 그 내부에 존재하는 가족 공동체와 이웃 주민들
로 맺어진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사회자본, 즉
마을 내부의 닫힌 연결망과 일반화된 호혜성을 바탕으로 복지 자원을 상호 교
환하고 있었다.
앞서 비공식 복지의 사례에서 보여주었듯이, 북부에서 강한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주고받는 사적이전은 마을 내 이웃한 주민들의
경조사나 계모임을 통해 보다 더 큰 공동체 단위로 확장되기도 했고 반대로
주민들 간의 경조사나 계모임을 통해 상호 교환되는 경제적 지원은 가족들이
아픈 경우에 치료비나 자녀들의 교육비 등으로 이용되면서 복지 자원이 순환
되고 있었다.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마을 내 각종
경조사에 참석함으로써 그것은 마을 주민들 모두의 잔치나 의례가 되었다. 즉,
북부에서는 개인-가족-마을 내 이웃 공동체 간에 자원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
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 간의 연결망은 더욱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으
며 신뢰는 더욱 축적되어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이 마을 단위로 그 내부에서
잘 실천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북부 지방에서 이상과 같은 가족 단위의 개별성과 마을 단위의
결속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족 단위의 개별성에 대해서는 북부의 전
통 가족 체계에 대한 연구를 다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북부 사회는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자연환경적인 조건상 대가족 제도로 살아가는 것이 생
활에 유리했다. 북부에서 가족은 장자상속에 의한 직계 가족을 기본으로 한다.
앞서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롱(Long)씨의 진술에서도 드러났듯이 북부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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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와 장자가 수직으로 연결되는 2인 체제를 기초로 하고 부와 자는 각각
상과 하의 구조를 가진다. 이 때문에 북부에서 가족의 특징은 장자를 통한 가
계 계승이다. 차남과 삼남은 각자 일정한 재산의 몫을 가지고 분가하여 독립
된 가구를 형성하면서 단독의 가장권을 갖게 된다. 즉, 부와 장자로 연결되는
하나의 줄기에 차남과 삼남은 가지로 이어져있으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뭉치”로서 의식하며 살아간다(하순, 1994).
이러한 북베트남의 가족 체계에서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의식은 모든 권
리 위에 우선한다. 제사는 조상과 후손의 연결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Nguyen Tu Chi, 1991: 61), 조상이 물려준 가문의 전통을 존속시
키고 가문의 평판과 위신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Jamieson, 1981:
269-273; 하순, 1994 재인용).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단위 속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비독립적 행위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가족의 결속력이 강하다. 즉,
북베트남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사회관계의 기본 단위이다(하순, 1994).
북부는 가족의 강한 결속력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로 폐쇄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도 응집된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원동력에는 바로 ‘딘’(Đinh, 亭)의 존재와 그 역할이 작용하고 있었다. 딘은 앞
서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마을 내 보호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인
데, 그 자체의 공간적 장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하나로 결
속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하순, 2000). 앞서 언급했듯이, 공식적인
행정 단위 가운데 가장 하부에 해당하는 사(xã)는 그 아래에 여러 개의 자연
촌인 마을(thôn)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마을(thôn(村), 순수 베트남어로는
làng)별로 하나씩의 딘이 존재한다. 북부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딘129)은 마
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는 회의 장소이자 의례와 축제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129) 특히, 남러이에서 딘은 일부를 보수해서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Quang, 남성, 39세).
이러한 모습은 과거 어른들만을 위한 모임과 축제의 장소였던 곳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함
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임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점은 마을 내 거주하는 전세대 모두가 하
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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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에는 마을 공동의 신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딘(dinh,
亭)이 있어. 제사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 꼭 돈으로 안해도 되고 찹
쌀밥이나 음식을 준비하면 돼. 그게.. 그러니까.. 음, 1년에 세 번 마
을 제사가 있는데 2월, 8월, 12월이야.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마을 주
민들이 모두 다같이 모이는 것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남자들은
주로 마을 경제의 발전 문제라던가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해.” (Vinh, 여성, 59세, 북부 거주)
“딘에서는 제사와 함께 축제가 8월 13일, 14일에 열려요. 저는 주로
수영시합에 참가하는데, 수영 시합은 10월부터 2월까지 연습을 해서
동네 간에 시합을 해요. 시합 전에 제사를 지내고 그 후에 식사도 같
이 하기 때문에 기부를 해요. 개별적으로 기부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돼요. 이 축제는 전통적으로 개최된 의미가 있는 축제에요. 수영 시
합의 의미는 옛날에 침략군과 전쟁을 했을 때 찌에우꽝푹(Trieu
Quang Phuc) 영웅이 여기에서 배를 놓았다는 전설과 관련이 있어
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거죠.” (Sâm, 남성, 43세, 북부 거주)

딘에서의 의례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딘 의례에의 참여는 개인의 배경이나 경제적인 상황 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능했다. 딘은 마을 공동의 신을 위하여
제사를 올리는 하나의 공간적 장소라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축
제를 열고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등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임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딘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면서 과거의 마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
새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의 발전을 계획하는 토대를 제
공하고 있었다. 즉,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딘을 통해서 하나의 마을 집단 공동
체라는 결속력을 다지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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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두 마을 가운데 남러이130)에서는 1년에 한 두 차례 마을 주민들이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주로 땅, 선거, 동네 편의 시설 그리고 가난퇴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가난퇴치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매달 납
부해서 모아둔 기금으로 생활이 지극히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보
조금을 지원해주고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주고 있었다. 예를 들면, 언어 장애가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신 집에 모기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직접 설치해
준 경우가 있었다(Sâm, 남성, 43세). 현재 마을 주민들과의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한 남성(Quang, 39세)에 따르면, 기금은 도로 공사, 청소, 마을 내
편의시설 등에도 사용되고 있었다.131)
“모임은 주로 딘(dinh, 亭)에서 해요. 주민들 약 70% 정도가 참석하
죠. 야외 조명은 우리 동네 주민들이 모은 기금으로 설치를 했고요.
주민들이 같이 토론을 해서 조명 설치에 대한 의견을 냈어요. 아이들
이 뱀이나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집집마다 5만동씩 기부를 해서 장례 등 경조사를 위한 기금으
로 쓰고 있어요. 보통 연 초에 기부를 하고 연말에 결산을 해요. 기
금을 모은지는 약 4년 정도 됐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웃들 간에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고 생각해요.” (Quang, 남성, 39세, 북부 거주)

공산주의 집단화의 혁명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북부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 내재해 있는 사회자본의 근원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다시 주동적으로
회복하여 현재까지 지속해오고 있었다(Vu Tuan Anh et al., 2000). 계모임과
130) 남러이는 당씨 성을 가진 문중 조직이 강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같은 마을 공
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이 더 강했다. 즉, 마을 내에서 당씨 성의 연고 관계로 맺어진
친족들과 그 이외의 성을 가진 마을 주민들이라는 집단 간의 대립이나 분열은 드러나지 않
았고, 오히려 촌락이라는 테두리 하에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131) 남러이에서 촌락 내의 친족 집단은 내집단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촌락이라는 더욱 강하고 폐쇄적인 영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서로 연계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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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공식 신용 조직은 아무리 이웃에 살고 있더라고 구성원들 사이에 암묵
적인 동의나 신뢰가 없이는 그 활동이 성립될 수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다. 북부의 경우 같은 마을 내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은 경조사 참석
이나 계모임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인 자원을 교환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주 만나고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며 더욱 결속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북부 마을 주민들은 그들이 축적해오고 있는 공동체성과 사회자본
덕분에 굳이 남부 사람들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명보험 상
품을 알아보고 투자하는 등의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이 계모임을 통해 복지
자원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 사회구조가 시장화
등으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영향이 있을지라도 마을을 안정적으로 유지
해나갈 수 있는 보호 장치로 작용하고 있었다.
북부 남또안와 남러이 두 지방은 모두 마을이라는 공간적 범위 안에서 가
족은 물론이고 이웃 주민들 간에 강한 연결망을 통해서 그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비공식 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주고받으면
서 상호 간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공식 영역에서
마을 주민들로만 구성된 청년회나 여성회 등의 자발적 사회조직132)은 보건소
의 교육 및 선전 등과 같은 운영 활동과 주민들을 서로 매개시켜주는 역할을
132)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농민회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농민
회는 농사일에 대한 소개, 방법, 그리고 훈련까지 도와주며 농업 생산에 실용적인 이익을 제
공해주는 조직으로 기능했다. 인터뷰 당시 큰 밭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한창 바빴는
데, 완성이 되면 농업의 기계화, 양수장이 생기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수출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생산품을 이송하기 위하여 도로 확장까지 계획하고 있었다(Nam, 남성,
51세).
여성회는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어린이날 행사, HIV 방지 캠페인, 매춘 금지 캠페인 등
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Hương, 여성, 49세).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촌락 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촌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각 촌락에
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의논하여 상호 간에 도움을 제
공하고 있었다. 즉, 각 촌락마다 개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회는 촌락 내부의 자발적 사회
조직으로서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촌락과 연계되어 상호 간에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었다(Tám, 여성, 71세).
노인회는 매년 75, 80, 90, 100세인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고, 아프신 분들을 방문해서
보조금을 드리며, 돌아가신 경우에는 장례식에 참석하고 조문을 읽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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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자발적 사회조직의 그 본질은 바로 누구나 구성원
이 될 수 있는 모임이 아니라 같은 마을 구성원이라는 인식 하에 함께 거주하
고 생활하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나눔을 공유하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결속해 있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결사체였다.
이러한 북부의 상황에서 분절된 촌락 간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회
적 관계의 속성은 친척이었다. 친척은 촌락 내부의 통합성을 제공하면서 동시
에 서로 분절된 촌락 사이를 매개시켜주는 약한 연대의 기능을 하며 상호 간
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북부의 경우 지리적 환
경으로부터 말미암아 형성된 촌락 단위의 생활 방식은 역사적 궤적에 따라 더
욱 강화되어 아주 강력하고 폐쇄적인 공동체적 집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촌락이 워낙 강하게 발달해 있는 북부에서 자발적결사체와 같은 사회 조직들
은 사라지거나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친척 간의
강한 유대 관계는 촌락 내에서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통합시켜주는
기능을, 그리고 촌락 단위에서는 촌락을 서로 연계시켜주는 매개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북부의 사회구조를 가족과 마을 단위의 수준에서 시각적
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의 <그림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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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북부의 사회구조(닫힌 연결망): 가족 단위의 개별성 + 마을 공동체(딘)133)

북부 지방의 복지 혼합의 메커니즘을 종합하면, 비공식 영역에서 보호 장
치로서 기능을 하며 복지적 자원을 상호 교환하는 주체는 바로 마을별로 그
내부에 존재하는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사체 역시
북부에서 존재했지만, 그 모임의 성격은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로
만 구성된 사회 조직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 간의 연계는 친척을 통해
가능했다.
친척의 연계성은 공식 복지에 해당하는 보건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해서
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의 배태성에서 정보가 어떻게 확보되고
널리 유통되는지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사람들
이 인적 접촉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Granovetter,
1974; Geertz, 1978; Baker, 1992; Burt, 1992; 왕혜숙 외, 2011). 정보가 부족하
거나 높은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자신이 믿는 사람들과 경제
적 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분명히 존재한다(Ringmar,
133) 그림에서 “◆”는 가족 개별구성원을 의미한다. 그림을 살펴보면, 촌락 내에서 강한 유대를
통해 복지 자원을 주고받고 있는 이웃이나 친척의 관계는 실선으로, 그리고 그러한 가구들
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행동가능하게 만드는 촌락의 범주는 더 진한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 193 -

2005). 이러한 관심을 복지 영역에도 적용해보면, 보건소가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흐름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을 통해서 유통되고 확보되는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촌락 내에서 친척 및 이웃들 간의 강한 유대는 서로 유사한 사회적 환경
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는 중첩된 정보를 공유할 확
률이 높아 신뢰를 기반으로 조직 내에서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
리고 서로 다른 촌락에 거주하는 친척들 간의 강한 유대는 - 하지만 같은 촌
락에 거주하는 친척들 간의 관계보다는 약한 유대는 -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통제하는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도록 해준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북부에서는 친척의 역할이 중요했다. 서로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친척들은 구조적 공백, 즉 정보를 매개하는 중간자적인 역할
의 위치에 있으면서 상호 중복되지 않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친척들 간의 정보는 다시 마을 내에 거주하는 이
웃 주민들 사이의 강한 연대를 통해 정보가 공유될 수 있었고 이러한 구조는
마을 단위의 보건소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앞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도 확인하였듯이, 북부, 특히 남러이 마을은 같은 성씨를 가진 동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중의 집단 범위를 넘어서 같
은 마을 내 및 마을 간의 이웃들과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위의 <그림 6-2>에서 A 마을이 보건소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도움을 제공받았다면, A 마을에 살고 있는 가구c가 B 마을에 거
주하는 친척 관계인 가구e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는 다시 B 마을
이웃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실제로 북부 보건소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
으로 마을 간의 경쟁을 통해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다. A 마을이 보
건소와의 협력을 통해서 산모를 위한 예방 진료를 실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B 마을 역시 보건소에 요청을 한 사례가 있었다(북부 남러이보건소장(인터뷰
날짜: 2014년 2월 8일)). 따라서 북부에서 친척의 역할은 강력하고 폐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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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의 통합성을 서로 연계해주면서 동시에 공식적인 제도의 성과, 즉 보건소
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었다.
북부는 마을이라는 지역적 범위의 공간 속에서 가족 및 친척은 물론이고
이웃 주민들 간에 강한 유대 관계를 맺으며 그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비공식 영역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사적소득이전과 마을 주민들 간에 경조
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자원이 계속적으로 순환되면서 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주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인 특징들로 말미암은
주민들의 참여 의식은 보건소가 마을 단위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예
방적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 따라
서 북부의 보호 장치는 보건소, 가족 단위의 개별성, 마을 공동체(딘), 그리고
닫힌 연결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부 지방의 복지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의 <그림 6-2>와 같다.
그림 6-2. 북부의 공식 + 비공식 복지 혼합 메커니즘: 보건소, 가족 단위의 개
별성, 마을 공동체(딘), 닫힌 연결망
[공식(보건소 운영 메커니즘) + 비공식(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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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남부: 보건소, 가족 개별성원의 개별성, 결사체(회), 열린 연결망

앞서 4장에서 확인했듯이 남부 두 ‘사’, 즉 미호아와 쯔엉쑤언에서 주민들
은 자신이 아프거나 필요한 경우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보건소
를 이용하고 있었다. 남부에서 보건소는 외부 기관과 협력 하에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부 역시 북부처럼 가족 구성원들은 친밀
했고 부모님에 대한 효 또한 강했다. 하지만, 북부처럼 가족 단위의 결속은 보
여주지 않았다. 남부의 사회구조는 북부에 비해 개방적이었다. 그것은 가구 단
위와 마을 단위 모두에서 나타났다. 남부는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및
자발적 결사체 구성원들과 복지 자원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자발적 결사체는 북부와 그 성격이 달랐는데, 북부처럼 구성원들이 해당 마을
주민들로 제한되지 않고 그 범위를 벗어나 다른 마을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하에 남부는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
여 이웃 주민들 간에 복지 자원을 교환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관계 유지를 위
한 도구적인 역할로서 기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마을 내 이웃 주민
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채 북부에 비해서는 느슨한 공동체적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이 남부 지방에서 가족 개별성원의 개별성과 마을
단위의 느슨한 결속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선 가족 체계부터 살펴보면, 남부에서 가족은 북부와 달리 말자상속에
의한 직계가족을 기본으로 하고 재산상속은 균분주의를 전제로 한다. 장남과
차, 삼남은 차례대로 균등한 재산을 분배 받아 독립을 하고 막내 아들 또는
딸이 부모의 노후를 돌보며 제사권까지 우선적으로 소유한다. 이러한 가족 체
계는 장자에 대해서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으므로 형제들 간에 위계질서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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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재산 균등분배의 원칙으로 인하여 각
아들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의 권한 역시 북부에 비해 약하다.
이러한 점은 부와 자의 결속의 정도가 약하고, 각 아들은 개별적인 행위의 성
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북부에 비해 남부의 가족은 부와 자의 관
계가 느슨하고 “가족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하다(하순, 1994).
남부의 경우 북부와 마찬가지로 경조사 참석이나 계모임을 통해서 마을
내에 함께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 간에 교류를 하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 주민
들이 서로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다. 북부와 비교해보면, 남부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적 결속보다는 개인중심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경조사의 경우
가족 단위보다는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참석하였고, 계
모임 역시 이웃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 북부에 비해 덜 활성화되어
있었다.
남부에서는 상인회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 구성원들과 함께 계모임을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가족과 친척들이 계원들로 구성된 모임에 비해서
는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적은 수준이었다. 즉, 가족과 친척들과의 계모
임은 비공식 신용 조직으로서 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
지만, 결사체 회원들과의 계모임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적
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또한, 결사체의 기능과 그 구성원들은 북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
다. 남부 마을에서 농민회와 상인회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는 같은 마을 주민
들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었다(Trai, 여성, 77세, 남부 거
주; Hanh, 여성, 41세, 남부 거주).134) 이들은 북부처럼 마을 단위의 구분 없이
구성원들의 경조사에도 참석하고 그들과의 연결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남부와 같은 전형적인 자발적
134) 북부의 사례에서도 농업회, 제사회, 상인회 등과 같은 자발적 결사체가 존재했는데, 그 구
성원들은 모두 같은 마을 주민들이었다(Bac, 남성, 67세, 북부 거주; Hoa, 여성, 60세, 북부
거주). 즉, 가입과 원칙이 자발성에 기초를 둔 결사체 역시 북부에서는 같은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다른 마을 주민들에 대한 참여의 제약과 폐쇄적인
운영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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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s)의 회원들은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가진 사람들
로 구성될 수 있다. 즉, 북부와 달리 남부 결사체는 개방적 특성으로 인하여
구성원들 간에 언제나 의견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
다. 이러한 점은 결사체 구성원들 간의 경조사 참석시 지원하는 금액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웃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맺는데 있어서 회(hội)의 역할이 중요해.
회(hội)는 지도자의 능력, 활동 방식, 다양한 주제 등의 요건을 갖추
고 운영이 되는데,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기금을 만들어
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곤해. 회를 함께 하는 사람들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그러지. 회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면 자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액이 참 애매해.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
고 말이야. 회의 경우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도
만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의논할 수 있
으니 그런건 좋아. 농사일에 대해서도 다른 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서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말이야” (Nam, 남성, 51세, 남부 거
주)

따라서 이상과 같은 남부의 사회구조는 결국 시장화에 따른 외부의 영향
을 쉽게 흡수하여 계모임과 같은 비공식 신용 조직들보다는 현대적인 금융 기
법 하에 계약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생명보험과 같은 복지 상품에 관심을 돌리
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베트남 남부 메콩강델타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개방적인 성격의 사회
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풍부한 산림과 토지 덕분에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농토를 개척하는 방식이 유리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역을 옮겨 다니며
농사를 통해 생활이 가능했고, 이 때문에 대규모의 밀집된 촌락 형성이 불필
요했다(하순, 2000: 88). 이처럼 자연환경에 따른 분산된 정착 유형과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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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더불어 이후 다양한 이민족들이 수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특징이 계속해서 유지된다(유인선, 1999).
이와 같이 생태적 환경, 전통 및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조직되고 강화되
어온 남부는 가족, 친족 등 1차 집단의 협소한 범위를 넘어서는 개방적인 형
태의 약한 연대가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로 자리잡게 되었다. 남부에서는 마을
주민으로서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나 주민들 간에 형성된 결속감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남부 주민들은 끊임없이 집합행동의 딜레마나 신뢰의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남부 사회가 불신이 높고 일반화된 신뢰가 낮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왕혜숙 외, 2011; 백용훈, 2011).
한편, 북중부가 고향이지만 현재 남부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135)의 진
술은 서로 상반된 남북부의 마을 분위기를 잘 묘사해주고 있다. 이 남성의 경
우 남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 주민들과 성향이 달라서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여기 사람들은 정이 많이 없어요. 내 고향에 가면 그렇게 친한 사이
가 아니더라도 이웃에 살고 있으면 자주 만나고 밥도 같이 먹는데 여
기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에 북부 사람들이 확실히 이웃들 간에
정이 많아요. 띤깜(tình cảm, 情感)이라고 하죠.” (Khang, 남성, 46
세, 북중부 출신, 남부 거주)

이상과 같이 남부 주민들에게 마을이라는 지역적 범위의 공간적 개념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남부에서 주민들은 자발적 사회조직인 농민회나 여성
회 등을 통해 서로 연계하며 구성원들의 경조사나 계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사체는 마을 내 구성원들 간에 응집력보다는 마을 외부의 집
단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친척들 간의 관계 역시 마을

135) 베트남 북중부해안(North Central Coast)에 위치한 타인호아(Thanh Hóa) 지방이 고향인
이 남성은 1982년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남부 지방으로 내려왔고, 당시 동나이(Đồng Nai)
에서 살다가 부인을 만나 1990년부터 지금까지 남부 미호아에 거주중이다. 이 남성의 부모
님과 다른 가족들은 모두 고향에서 거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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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 서로 간의 연계를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남부의
사회구조를 가족과 마을 단위의 수준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의 <그
림 6-3>과 같다.
그림 6-3. 남부의 사회구조(열린 연결망): 가족 개별성원의 개별성 + 결사체(회)

남부 지방의 복지 혼합의 메커니즘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비공식 영역
에서 보호 장치로서 기능을 하며 복지적 자원을 상호 교환하는 주체는 가족
개별성원, 개인이 가입해 참여하고 있는 결사체(회)의 구성원들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부는 개인이 이웃이나 결사체 회원들과의 경조사 모임이나 계모임을
통해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을이라는 지역적 공간의 개념은 중
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부에 비해 마을 집단 내에서의 결속력이 없는 상태
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개방적인 특성의 사회구조 하에서 보건소는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웠고 그나마 결사체(회)가 주민
들과 보건소를 서로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결국 남부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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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기보다는 주민 개개인이 필요할 때 방문하여 진료나 치료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의료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남부는 가족 개별성원,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자발적 결사체(회), 그리고 보건소가 얇고 느슨한 상
태로 서로 얽혀 있었다. 즉, 남부의 보호 장치는 보건소, 가족 개별성원의 개
별성, 결사체(회), 그리고 개방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남부 지방
의 복지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의 <그림 6-4>과 같다.
그림 6-4. 남부의 공식 + 비공식 복지 혼합 메커니즘: 보건소, 가족 개별성원
의 개별성, 결사체(회), 열린 연결망
[공식(보건소 운영 메커니즘) + 비공식(사회구조)]

남부에서도 친척은 북부와 같이 마을 간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
다. 하지만, 이를 통해 보건소의 예방적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는 사례는 관찰되
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남부의 사회 구조는 북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남
부 마을은 북부 마을처럼 닫힌 구조도 아니고 집단 내부의 통합성도 찾아볼
수 없다. 행정 구역상 촌락이라는 단위는 존재했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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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느슨
한 남부의 사회 구조에서는 자발적 결사체인 회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었고, 남부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의 범위를 벗어나 의지할 곳이 필
요할 때 개별적으로 농민회, 여성회, 노인회, 동갑회 등에 가입하여 자신의 사
회적 안전장치로서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조차 신뢰하지 못하
는 남부의 분위기는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도구적으로만 활용
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부는 앞선 <그림 6-4>와 같이 다양한 결사체(회)에 의
해서 더욱 개방적이고 느슨한 사회구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6-2. 제도의 성취를 결정짓는 시민적 태도의 근원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식 + 비공식 복지 혼합의 양상은 남북부에서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비
공식 복지 자원 교환 및 보건소 본래의 운영 목적인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
및 프로그램의 실천은 남부에 비해 북부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
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1 은 채택할 수 있지만, 가설 2 는
완전히 기각한다. 가설 2 는 퍼트남을 비롯하여 서구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자
본에 대한 일반 이론, 즉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와 같은 조직이 수평적으로 구
조화되어 있을수록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연결망을 통해서 사회적 신뢰와 협력
을 촉진시켜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의 수준에서 제도적 성공을 촉진시킬 수 있
을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가설 2 와는 반대로 북부 보건소가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함으로써 제도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
데, 그 근원은 바로 마을 단위의 폐쇄적인 영역 내에서 가족, 친척, 그리고 이
웃이 주체가 되어 비공식 복지 자원을 활발하게 교환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
적 태도와 협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반면 남부는 마을 외부로 확장되는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와 같은 조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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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주민들의 참여적 태도와 협력이 북부에 비해 더 나은 수준을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남부 보건소는 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한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진
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진료나 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부와 남부의 서로 다른 역사적 과정과도 연결
된다. 자본주의 체제인 남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북베트남에 의
해 통일되면서 자본주의를 경험했던 당시 병원으로 기능하던 남부의 민간 병
원은 보건소로 재건되는 개혁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남부 주민들에게 보건소
는 병원의 역할을 하는 국가 의료 기관으로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빈도가 북부에 비해 훨
씬 많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즉, 보건소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북
부는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그리고 남부는 방문자를 위한 진료 및 치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양상의 차이는 동일한 국가에서 의료 정책 및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에서 발견되는 차이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맥락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북부와 남부의 사례는
자발적 결사체와 같은 조직을 통한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연결망이 반드시 보
다 광범위한 공동체의 수준에서 제도적 성공을 촉진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
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보건소장의 진술에서도 드러났듯이 남북부
보건소의 서로 다른 운영의 성과는 주민들의 참여 의식과 협력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가설 2 의 기각을 바탕으로 사회자본과 제도의 성공
에 대한 퍼트남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퍼트남의 이탈리아 사례와 본 연구의 베트남 사례는 모두 공식 복지 제도
의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공식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등의 시민적 태도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그렇다면, 그 시민적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퍼트남의 연구와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
먼저 퍼트남(Putnam, 1993)은 어떤 사회가 수평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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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수록 보다 넓은 범위의 협력을 촉진시켜 광범위한 공동체의 수준에서 제
도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 자발적 협력은 사회자본, 즉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와 호혜성의 규범에 의해 촉진되는데, 그는 이를 측정
하는 지표로서 비공식적 저축기구의 한 형태인 계(rotating credit association)
를 언급한다. 즉, 그는 계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가운데 잘 모르는 누군가
가 계비를 가지고 도망갈 위험을 알면서도 계모임을 하는 행위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남북부에서 계모임의 양상은 어떠할까. 계모임에 참여하는 구성
원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계모임 구성원들의 관계적 대상과 지역
적 배경 두 변수를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6-1>과 <표 6-2>에 각각 정리하였다. 먼저, <표 6-1>을 살펴보면 북부의 경
우에 계모임을 함께 하는 구성원들은 주로 같은 촌락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89.4%)이다. 그 중에서도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계모임(77.5%)이 가장 많았
다.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촌락의 범위를 넘어서 거주하는 이웃, 회사동료,
결사체 회원들과는 함께 계모임을 하지 않았다. 단, 친척은 거주 범위가 멀어
짐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 적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그림 6-1>과 <그림 6-2>에서 제시하였듯이 마
을 간 친척의 연계성은 계모임의 관계적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1. 북부 계모임: 구성원들의 관계 * 지역 [교차분석]
N 중 %)
(지역별_전체
계
모
임
북
구
성 부
원
들
의

친척
이웃
회사동료

같은村)
촌(
내
14
(9.3)
117
(77.5)

같은
사(社)
내
9
(6.0)
0
(0.0)

지역
같은縣)
현(
내
2
(1.3)
0
(0.0)

같은
성(省)
내
1
(0.7)
0
(0.0)

다른
성(省)

합계

0
(0.0)
0
(0.0)

26
(17.2)
117
(77.5)

1 (1.3)
2 (0.0)
0 (0.0)
0 (0.0)
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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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

3
2
0
0
0
5
자발적결사체회원 (2.0)
(1.3) (0.0) (0.0) (0.0) (3.3)
합계
135 (8.6)
13 (1.3)
2 (0.7)
1 (0.0)
0 (100.0)
151
(89.4)
(전체 중 %)

관
계

참고: 촌(thôn, 村), 사(xã, 社), 현(huyện, 縣), 성(tỉnh, 省)의 순서대로 보다
넓은 범위의 지방 행정 단위를 뜻함
*

그리고 아래의 <표 6-2>를 살펴보면, 남부의 경우에 계모임을 함께 하는
구성원들의 관계적 속성과 지역 범위는 주로 같은 촌락 내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58.0%)이 가장 많지만 북부에 비해서는 확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촌락의 범위를 넘어서 같은 사 내에 거주하는 이웃이나 자발적결사체 회
원들과의 계모임(30.3%)을 하고 있고 같은 성 내에 거주하는 회사동료나 결사
체회원들(6.7%) 그리고 심지어 다른 성에 거주하는 회사동료들(3.4%)과도 계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부 주민들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촌락의 범위 내에서 이웃 사람들과 계모임을 하지만 보다 넓은 지역 범위의
사, 현, 성에 거주하는 친척, 이웃, 회사 동료,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회원들과
도 계모임을 통해서 복지 자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2. 남부 계모임: 구성원들의 관계 * 지역 [교차분석]
N 중 %)
(지역별_전체
계
모
임
구
성 남
부
원
들
의

친척
이웃
회사동료

같은村)
촌(
내
8
(6.7)
58
(48.7)

같은
사(社)
내
3
(2.5)
13
(10.9)

지역
같은縣)
현(
내
1
(0.8)
0
(0.0)

같은
성(省)
내
0
(0.0)
0
(0.0)

다른
성(省)

합계

1
(0.8)
0
(0.0)

13
(10.9)
71
(59.7)

2
6
1
6
3
(1.7) (5.0) (0.8) (5.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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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5.1)

관
계

1 (11.8)
14 (0.0)
0 (1.7)
2 (0.0)
0 (14.3)
17
자발적결사체회원 (0.8)
69 (30.3)
36 (1.7)
2 (6.7)
8 (3.4)
4 (100.0)
119
(전체합계중 %)
(58.0)

참고: 촌(thôn, 村), 사(xã, 社), 현(huyện, 縣), 성(tỉnh, 省)의 순서대로 보다
넓은 범위의 지방 행정 단위를 뜻함
*

앞서 퍼트남이 언급했듯이 이상과 같은 남북부의 차이는 구성원들이 과연
누구를 신뢰하면서 계모임과 같은 비공식적인 신용 거래를 통해 복지 자원을
주고받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준다. 즉, 북부는 주로 촌락 내에 거주하는 이웃들
간에, 그리고 남부는 촌락 내 이웃 주민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만 북부에 비해서는 촌락의 범위에 관계없이 학교 동창이나 자발적결사체 회
원들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한 구성원들 간에 계모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주민들의 진술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부 사람들은 결사
체 구성원들과 계모임을 하는 경우 그들을 믿지 못해서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거나 심지어는 이들과 계모임을 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계모임의 양상, 즉 계모임을 통해 주민들이 맺고 있는
관계적 측면에서는 남부가 수평적인 연대를 통한 보다 넓은 범위의 공동체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계모임이
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간에 자발적으로 조직되
고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남부에서 계모임은 도덕적 자원 교환을 대
표하는 사적 제도가 아닌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적이고 도구
적인 장치로 이용되고 있었다.
남부의 사례에 대해서 퍼트남은 남부가 자발적 결사체만 발달해 있을 뿐
그들 간에 내재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서 제
도적인 성취를 이룰 수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국 사
회자본의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간다. 수평적인 연대가 발달해 있는 남부에서
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의 부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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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북부의 사례가 그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다. 북부는 계모
임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것도 같은 촌락 내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 간의
계모임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들 이웃 중에는 자발적 결사체 회원들도 포
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부에서는 청년회, 재향군인회, 여성회, 노인
회 등과 같은 자발적 결사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북부에서 이러한
사회 조직의 구성원들은 같은 마을 내에서 함께 거주하며 상호 간에 면대면
접촉이 가능한 주민들이었다. 북부는 마을 단위 내에서 자발적 결사체가 조직
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웃이면서 동시에 결사체 회원들이다.
이 때문에 앞서 <표 6-1>에서 계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관계에 대해서
결사체 회원으로 인식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었다. 즉, 결사체 조직 내에는 가
족, 친척,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고 그 조직은 마을 내부의
조직으로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부는 마을이라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회의 주민들이 때로는 가족과 친
척으로, 때로는 이웃 주민으로, 그리고 때로는 각종 결사체의 구성원으로 만남
으로써 상호 간에 도덕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었다. 북부 주민들은 부와 자로
끈끈하게 맺어진 가족 체계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경
조사에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그러한 경조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은 이웃인 동시에 결사체 회원들이다. 즉, 마을 내에서 상호 간에 면대면으로
자주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하에 북부 주민
들은 개인-가족-마을로 확장되는 공동체의 수준에서 공식 제도인 보건소 사
업에 협력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일반적 신뢰는 상당한 기간 동
안 서로 알고 지낸 구체적인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축적된다(Offe, 1999; Yamagishi & Yamagishi, 1994; 왕혜숙 외, 2011 재인
용). 북부에서는 가족, 친척, 이웃들 간에 결속력이 있었고 여기에 결사체가 있
음으로 인해서 증폭될 수 있었다.
반면 남부의 상황은 북부와 전혀 달랐다. 남부에서는 여성회나 청년회와
같은 결사체 조직이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 운영되고 있었다. 즉, 남부의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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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북부에 비해 더 넓고 수평적으로 조직이 구조화되어 있었지만 그들 간의
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이 부재하여 제도적인 성공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신뢰
와 협력의 기제로 작용되지 않았다. 남부는 가족, 친척, 이웃들이 있었지만 이
들 사이의 결속은 북부에 비해 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사체는 그들 간의
관계를 더욱 느슨한 연결망으로 이어줄 뿐이었다.
남부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남부는 가족 구성원의 개별성이 강
했고 그러한 개인이 결사체에 가입함으로써 확장적인 연결망을 기반으로 다양
한 공동체의 범위를 보여주었지만 결사체 구성원들과 계모임을 하는 경우 1회
납부 금액을 낮게 하는 등 그들에게 내재해 있는 인식은 결코 신뢰를 보여주
지 않았다. 남부 주민들은 마을 단위의 구분 없이 개방적인 사회 구조를 지니
고 있었지만 가족 개별 구성원들 개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그리고 참
여하고 있는 자발적 결사체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접촉 및 그에 따른 친밀성
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남북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퍼트남이 말하는 시민적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하는 시민적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각종 모임이 활성화되고 멤버십이 중복된다. 즉, 그가 시민적 결
사의 모태로 평가하고 있는 자발적 결사체는 바로 스포츠 클럽, 협동조합, 상
호부조모임, 문화적 조직 등의 멤버십을 통한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를 강조
한다. 하지만, 퍼트남이 강조하는 결사체를 관찰해보면, 그 구성원들은 정말
모르는 일반 타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빈번한 면대면 접촉이 가능한 마을
주민들이다. 즉, 퍼트남의 시민적 결사는 특정한 면대면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
들인 것이다(왕혜숙 외, 2011).
바로 이러한 점에서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관찰된 자발적 결사체(회)의
성격과 보건소의 제도적인 성공에 대한 퍼즐이 맞춰진다. 남북부의 결사체는
그 조직의 목적과 운영 방식은 동일했지만 그 구성원들의 속성은 전혀 달랐
다. 북부의 결사체는 마을 내부의 조직이었고 남부의 결사체는 마을 간 조직
이었다. 결사체 구성원들의 속성과 그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본다면, 퍼트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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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이상적인 결사체는 바로 남부와 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구성원들 간
의 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을 바탕으로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적 협력의 기초
를 보여준 그리고 보건소와 같은 제도적인 운영의 성공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는 북부의 결사체였다. 그리고 북부의 결사체의 구성
원들은 바로 마을 내에서 항상 면대면으로 자주 접촉하고 친밀성을 유지하는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었다.
또한, 남북부의 사례는 사회자본의 폐쇄성과 연계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
해준다. 그동안 경제사회학에서 시장의 사회적 배태성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
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사회자본으로 정의하며 개인들 사
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관계의 속성에 주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개개인의 행위자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동원하는가
에 대해 주목해왔다.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이 어떠한 구조적 위치에 있고 해
당 위치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개인의 복지 혜택 혹은 복지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해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강한 유
대와 약한 유대의 사회적 관계가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여 경제적인 성과를 얻
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있다(Granovetter 1973; Coleman 1994; Burt
1992; Portes 1995).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속성에 주목한 수많은 연구들은 집단의 통합성
과 연계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논쟁을 끊임없이 진행해왔다. 그 핵심은 바
로 어떤 집단이 강한 가족이나 친척의 친밀감과 같은 강한 유대 관계로 맺어
진 경우 사회적 “통합성”은 제공하지만 “연계성”은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집단은 결국 공동체의 과도함으로 특징지어지는 비도덕적 가족
주의를 양산해내고, 그 결과 구성원의 경제적 발전은 물론이고 외부인과의 분
쟁 시 우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한다(Banfield, 1958; Woolcock, 1998).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연계성을 강조한다. 즉, 조직 내부의 통합
성이 그 공동체를 넘어서 확장적인 연계성으로 길을 터주어야 공동체의 발전
이 진전된다는 것이다(Woolcock, 1998). 그리고 이 때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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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시민적 참여 및 네트워크가 수평적으로 구조
화되어 있을수록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촉진시켜 경제 발전 및 제도적 성공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Putnam, 1993).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부의 사례를 확인해보면 남부는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마을 내부의 응집된 결속력이 없는 남부의 상황에
서 아무리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약한 연대의 연결망이 확장되더라도 사회적
신뢰와 협력이 촉진되기는 어려웠다. 그에 비해 북부는 통합성을 바탕으로 긍
정적인 성과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북부 마을 공동체는 사회적 연대와 일반화
된 호혜성의 규범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부에서 자발적 결사체는 마을 내부에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었지만, 마을 간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외부로 확장될 수는 없었다. 북부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구성원들은 곧 같은 마을 주민들이다. 이러한 북부의 상황에서 응집된 공동체
의 과도함으로 인하여 발전의 상향적 딜레마가 존재할 때 통합성에서 연계성
으로 이어지는 매개 역할로서 약한 연대는 분명히 중요하다(Woolcock, 1998).
그런데 북부에서 약한 연대의 기능을 하는 주체는 바로 친척이었다.
북부에서 친척은 마을 내에서 구성원들을 결속시켜주는 역할을, 마을 외
부로는 마을 간을 서로 연계해주는 역할을 제공하면서 계모임과 같은 비공식
복지는 물론이고 마을보건소의 운영과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
다. 즉, 마을 단위로 형성된 아주 강한 폐쇄성을 바탕으로 분절된 사회 구조에
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비난받아 온 가족과 친척과 같은 혈연으로 맺어진 공
동체가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남북부의 사례는
약한 연대의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이 반드시 옳은 명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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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연구의 함의

본 논문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복지 제도의 성과가 과연 사회적·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
여 본 연구는 복지 제도는 동일하지만 지역적 수준에서 서로 다른 사회·문화
적 변수, 즉 사회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남북부를 사례로 공식-비공식
복지 혼합의 성과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은 가족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들 사이에 비공식 복지
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비공식 영역에서 이행되고 있는
자원 교환의 양상들이 지역 내 마을보건소, 즉 공식 복지의 실행 및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통해 규명해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틀은 공식 복지-비공식 복지-사회자본으로
구성하였고, 세 부문의 상호작용을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공식 복지는 의료서비스 부문에 한정하였다. 특히, 베트남에
서 가장 기초적인 보건의료 체계에 해당하는 마을보건소가 주민들에게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가를 파악해보았다. 보건소의 운영 성과는
마을보건소의 운영 실태와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로 각각 구분하여
제도를 공급하는 입장(국가, 보건소)과 그것을 공급받는 입장(마을 주민들)의
양 측면을 면밀히 관찰해보았다.
비공식 복지의 양상은 가족 구성원 간의 사적소득이전과 마을 주민들 간
의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사적소
득이전은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주고받는 복지 자원으로서, 가족 구성원 중
타지방에서 가서 돈을 벌어 그 소득의 일부를 집으로 보내거나 결혼하여 분가
한 경우에 용돈 등의 명목으로 주고받는 현금과 현물로 개념을 정의했다. 그
리고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은 경조사 참석 시에 주고받
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그리고 은행과 같은 공식적인 신용제도가 없는 농촌에
서 주민들 간에 주고받는 현금 및 현물의 자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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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복지의 성과와 비공식 복지의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는 남북부에서
각각 서로 다른 차이를 보여주었다. 먼저 공식 복지의 경우 마을보건소의 운
영 방식은 남북부 간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북부 보건소는 예방적 의료서비스
에, 남부 보건소는 진료나 치료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
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보건소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주민들과의
연계 및 협력 수준이 중요한 것이었다. 북부 보건소는 마을 단위로 결속된 주
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을 바탕으로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에 남부 보건소는 외부 기관과 협력
하에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낮아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기가 어려웠다. 남부 주민들은 자
신이 아프거나 필요한 경우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보건소를 이
용하고 있었다.
남북부의 보건소의 운영 상황에 대해 탐구해본 결과 의료 설비나 진료 가
능한 항목과 약품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수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보건소와 주민들과의 협력, 즉 보건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의식,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보건소와 주민들 간의 상호 소통과
연계 등이 의료서비스의 제도적 성과를 보여주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변수
였다. 이를 통해서 보건소는 주민들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었고 보건소 본래의 기능인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효
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마을보건소의 운영 성과에 대한 탐구는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의료서비스 자체의 수준 이외에도 마을 주민들 및 사회조직들이 보건소와 상
호 협력하고자 하는 근원적 동기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비공식 영역으로 관심을 옮겨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와 규
범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았다. 이러한 특성은 비공식 복지 자원이 어
떠한 관계적 속성의 대상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교환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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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복지에 해당하는 사적소득이전과 경조사 및 계모임 활동의 양상은
남부에 비해 북부에서 더 많은 자원을 더 활발하게 교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부의 서로 다른 가족 체계와 마을 분위기의 차이로부
터 비롯된 것이었다. 즉, 북부의 가족 및 마을 단위의 결속력이 남부에 비해
훨씬 더 강했다. 북부는 가족과 마을 단위 내에서 자발적 결사체를 포함한 공
동체 구성원들 간에 상호 규범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복지 자원을 교환하는 모
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남부는 마을 단위의 구분 없이 가족 개별성원의 개별
성을 바탕으로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및 자발적 결사체 구성원들과
복지 자원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36)
이상과 같이 남북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공식 및 비공식적 보호 장치
들은 보건소,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였다. 하지만, 이들 간의
혼합적 양상은 남북부에서 각각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북부의 보호
장치는 보건소, 가족 단위의 개별성, 마을 공동체(딘, đình), 그리고 닫힌 연결
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부는 마을별로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서로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북부 주민들은 마을이라는 범위 내
에 한정된 닫힌 연결망의 사회 구조 속에서 때로는 가족과 친척으로, 때로는
이웃 주민으로, 때로는 결사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경조사나 계모임을 통해
면대면으로 자주 접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으며 도덕적 규범을 공유
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부의 상황은 마을 내 개인-가족-이웃 단위로 확장되는 공동체
의 수준에서 상호 간에 비공식 복지 자원을 순환적으로 교환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은 보건소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다. 즉, 북부 보건소는 마을 내
136) 북부에서 관찰된 마을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은 여러 문헌에서 강조된 바 있다. 대표적
인 예로, 역사적으로 강력한 공산주의 집단화 정책은 한 때 북부 주민들이 행하던 집단적인
마을 단위의 의례들을 금지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 머이 개혁개방 이후 주민들의
자발적인 욕구에 의해서 마을 축제 및 의례가 다시 부활하였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
고 있다. 반면에, 남부 지방은 집단화라는 것이 안착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문화전
통, 즉 개인의 성취동기가 농촌 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었다(전경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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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친밀성과 결속력에 기초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덕분에 예방적 의료서
비스에 대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남부의 보호 장치는 보건소, 가족 개별성원의 개별성, 자발적 결사체
(회, hội), 그리고 열린 연결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남부는 가족 및 공동체 구
성원들의 개별적인 성향이 강했고 마을 단위의 구분 없이 이웃이나 자발적 결
사체 구성원들과의 약한 유대를 통해 상호 간에 복지 자원을 교환하고 있었
다. 따라서 남부의 공동체적 수준의 범위는 북부에 비해 훨씬 넓었다. 하지만,
그들 간에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결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경조사 참석이나 계
모임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남부 주민들은 보건소가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이 필요시 보건
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
라 남부 보건소는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북부와 남부의 사례는 사회자본의 속성에 따라 공식 제도의
성패 여부가 결정된다는 선행된 논의들에 대해 일정한 함의를 제공해준다. 기
존의 일반 논의들은 어떤 사회에서 약한 연대의 네트워크가 수평적으로 구조
화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수준이 높아져서 제도적인 성
공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수준은
네트워크의 범위와 함께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친밀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규
범을 공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자신의 주변 사
람들에 해당하는 가족과 친척은 물론이고 이웃들로부터 신뢰와 규범이 점차
축적되고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 수준의 확장을 기반
으로 하는 사회적 협력이야말로 진정 제도적 성공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동체적 과도함으로 발전의 상향적 딜레마가 존재할 때 통합성에
서 연계성으로 이어지는 매개 역할로서 기능하는 약한 연대는 분명히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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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북부의 사례에서 이러한 약한 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주체는
바로 비도덕적 가족주의라고 비난받아온 친척이었다. 북부의 경우 친척은 마
을 내부의 통합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제공함과 동시에 서로 분절된 촌락
사이를 연계시켜주는 약한 연대의 기능을 하며 상호 간에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최근 남부 지방의 대규모 공업 지역으로 전국에서 특히, 북부에서 모여드
는 인구들은 공업지대 인근에서 쪽방촌을 형성하여 동향(同鄕) 사람들, 친척들
등 자신이 본래 거주하던 지역적 배경이나 혈연적 배경을 바탕으로 모여서 생
활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곳 쪽방촌에서는 북부 농
촌 마을에서 발견된 계모임 등의 공동체 복지 양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고
마치 마을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인상을 주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경험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습이 축적되어 체화된 규범으로서 그
메커니즘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137) 이러한 제도적인 조건들은 해당 사회의
환경, 가족 체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전통 및 문화적인 맥락과 절
대 무관하지 않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공식-비공식 복
지 혼합의 성과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태성을 통해서 규명해보고자 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함께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조사 대상 가구 가운데 해외 결혼이주여성 혹은 노동자가 있는 가구의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 최근 베트남 남부 농촌 지방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국내외에서의 영향으
로 인한 변화가 상호 균형적으로 관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조사의
대상 지방은 농촌 지방에만 국한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이 빠르게 전
개되는 도시 지역에서의 변화는 그 양상이 농촌 지방과는 서로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75년 베트남의 재통일 이후 바다를 통해 탈출한 보트
피플들이 미국 등에서 현재 성공하여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금액을 송금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유입 역시 사적소득이전에 해당하지만,
137)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Đồng Nai Province) 년짝(Nhơn Trạch) 공단 참여 관찰, 기간: 2013
년 10월 21일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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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촌지방에 한정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관찰 대상에 포함되지 못
했다. 따라서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비공식 복지에 대한 관찰 역
시 필요하다. 셋째, 남북부 마을 공동체가 각각 지닌 개방성과 폐쇄성에 대한
탐구는 베트남에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공간에 대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
기를 통해서 타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접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연결망의 외부 확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
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계는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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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_비공식 복지 및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
2013-2014 베트남 비공식 복지와 마을 보건소 이용 상황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저는 베트남인의 삶과 비공식 복지 그리고 보건소의 이용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귀하의 귀중한 응답은 이러한 사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 가구 코딩 번호:
◈ 조사 시점:

년

월

일

◈ 조사 지역(Thôn/Thị xã/Thị trấn/Huyện/Thành phố/Tỉnh):
◈ 조사원 성명:
주의: 응답자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가구주,
가구주의 남편(혹은 아내)이어야 합니다.
////////////////////////////////////////////////////////////////////////////////////////////////////
A. 가구의 기본 정보
Q1. 응답자는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가구주
가구주의 부인(남편)
가구주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자손, 사위 등 포함)

1
2
3
4

Q2. 지난 1년 동안에, 귀하의 가족은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오
Q2.1

1 (⇒ Q2.1번으로)
2
사(xã, commune, 社) 내에서 이사
다른 사(xã)로부터 이사
다른 현(huyện, district, 縣)으로부터 이사
다른 성(tỉnh, province, 省)으로부터 이사

Q3. 앞으로, 귀하의 가족은 이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아니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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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Q4. 지난 1년 동안에, 귀하의 가족은 가구주가 바뀌었습니까?
네
아니오

1 (⇒ Q4.1번으로)
2

Q4.1
구체적인 이유:
Q5. 귀하의 가구 구성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______________ 명

Q6.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말씀해주세요.
1

가구

2

3

4

5

6

가구주와의 관계

생년

성별

출생지

출생
지역

현재

7

8

종족

혼인 상태

비엣족 1

미혼 1

구성원

함께

가구주 1

남 1

동북부 1

농촌1

이름

거주중

가구주의

여 2

홍강델타 2

도시2

인가

아내/남편 2

서북부 3

*기타

사별 3

가구주의 부모 3

북중부 4

종족인

이혼 4

네 1

가구주의 자녀 4

서부고원 5

경우

별거 5

아니오

친척 5

남중부연해 6

종족

15세이하 6

2

기타 6

동남부 7

이름을

메콩델타 8

기재

순
서

기혼 2

...
...

9

12

최종

현재

가입

학력

학업중?

강제적 의료보험 1

네 1

학력없음 1

네 1

자발적 의료보험 2

아니오 2

초등학교 2

아니오2

학생 의료보험 3

모름 3

기초중학 3

어린이 의료보험 4
(6세 이하)
서

11

사회보험

건강보험의 종류

순

10

정책 의료보험 5
(가난한 사람 등)
없음 6

13
현재 주수입원인 직업

학생 1
농, 어업 2
공업 3
판매, 서비스업 4

보통중학 4

기업, 큰 대리점 5

직업학교 5

사회서비스 6

중급 6

(의료, 교육, 우체국 등)

대학 7

노동자 7

석사이상 8

자유노동 8

모름 7

군대, 공안 9
각 기관, 단체,
정권급의 간부 10
내조 11
실업 12
퇴직 13
6세이하 어린이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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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매달

매달평균

수입이

수입

있는가

(단위:
백만동)

네 1
아니오 2

B. 사적소득이전
Q7-1. (응답 가구가 받은 경우) 지난 1년 동안에 가족구성원들이 받은 모든 사적소득
이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만약에 현물로 받았다면, 교환 당시의 시가로 환산해서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Q7-1. 응답 가구로 보낸 사람에 대한 정보
관계

성별

가구주 1

남 1

가구주의

여 2

생년

거주지역

학업정도

받
은
가
구
구
성

받은
금액
(동,
VNĐ)

원

국내 1
국외 2
모름 9

부인(남편) 2

연평균
수입

지방명

학력없음 1

(동,

국가명

초등학교 2

VNĐ)

기초중학 3

가구주의 부모 3

보통중학 4

가구주의 자녀 4

기술학교 5

친척 5

중급 6

기타 6

대학교 7
석사이상 8
모름9

...
...

Q7-2. (응답 가구가 보낸 경우) 지난 1년 동안에 가족구성원들이 보낸 모든 사적소득
이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만약에 현물로 받았다면, 교환 당시의 시가로 환산해서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Q7-2. 응답 가구로부터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
관계

성별

생년

거주지역

학업정도

보
낸
가
구
구
성
원

보낸
금액
(동,
VNĐ)

가구주 1

남 1

가구주의

여 2

국내 1
국외 2
모름 9

부인(남편) 2

수입
지방명

학력없음 1

(동,

국가명

초등학교 2

VNĐ)

기초중학 3

가구주의 부모 3

보통중학 4

가구주의 자녀 4

기술학교 5

친척 5

중급 6

기타 6

대학교 7
석사이상 8
모름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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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C.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
Q8. (가구구성원이 지불한 경우) 지난 1년 동안에 주변 사람들의 결혼식, 장례식, 환갑
연(고희연 등), 돌잔치, 제사 등을 위해 돈이나 현물을 지급한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현물로 지불했다, 교환 당시의 시가로 환산해서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가
구
구
성
원

누구에게 (복수 선택 가능)

이유 (복수 선택 가능)

친척 1 // 친구, 이웃 2 // 회사동료 3 //
고향사람 4 // 학교동창생 5 //
자발적결사체 회원 6 // 친한친구 7 //
잘모르는 외국인 8

결혼식 1 // 장례식 2 //
환갑연, 고희연 등 3 //
돌잔치 4 // 제사 5 //
기타 6(구체적으로 기입)

총금액/년/명
(동, VNĐ)

...
...

Q9. 지난 1년 동안에, 귀하의 가구 구성원들은 계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가
구
구
성
원

(1)
지역범위

(2)
구체적 관계

(3)
역할

같은 thôn,
xóm 1
같은 xã 2 같은
huyện 3 같은
tỉnh 4 다른
tỉnh 5

친척1
이웃2
회사동료3
고향사람4
학교동창5
자발적 결사체
회원6
친한친구7
잘모르는
외국인8

계주1
회원2

(4)
참가방
식

(5)
납부
주기

(6)
1회에
얼마?

돈1
금2
쌀3
기타4

일1
주2
월3
기타4

(현물인
경우
시가로
환산)

(7)
계모임
지속
기간
(개월)

(8)
이윤

있음1
없음2

모름9

...
...

D. 마을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상황
Q10. 지난 1년 동안 가구 구성원들이 마을보건소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네

1

아니오

2

Q11. 지난 1년 동안 가구 구성원 중에서 마을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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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가구주의 부인(남편)
가구주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
친척
기타

1
2
3
4
5
6

Q12. 마을보건소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1년에 몇 번
6개월에 몇 번
1개월에 몇 번
1주일에 몇 번
거의 매일

1
2
3
4
5

Q13. 마을보건소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Q14. 마을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1
2
3
4
5

Q15. 치료받았을 때의 비용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저렴
대체로 저렴
보통
대체로 비쌈
매우 비쌈

1
2
3
4
5

Q16. 의료 장비와 약품은 만족할만한 수준입니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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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가족 구성원들이 마을보건소에 도움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Q17-1>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제공했습니까?
Q18. 가족 구성원들이 마을보건소의 활동이나 일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Q18-1>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활동을 했습니까?
Q19. 가족 구성원들이 마을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Q19-1>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Q20. 마을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네

1

아니오

2

Q20-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21. 주민들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마을보건소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22. 현재 더 보강해야할 마을보건소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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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_마을보건소 운영 실태
2013-2014 베트남 마을보건소 운영 상황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저는 마을보건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귀하의 귀중한 응답은 마을보건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 보건소 코딩 번호:
◈ 조사 지역 (Thôn/Thị xã/Thị trấn/Huyện/Thành phố/Tỉnh):
◈ 보건소명:
◈ 보건소 설립 시기: _________년
◈ 조사 시기:

년

월

일

◈ 조사자 성명:
◈ 응답자 성명:
◈ 업무시간:
◈ 응답자 직무: 보건소장..............1
의사...................................2
의사보조..........................3
간호사..............................4
산파...................................5
약사....................................6
다른 직원........................7 (구체적으로:

)

◈참고사항:

A_서비스 공급
Q1. 이 마을보건소는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운영합니까? ________시간
Q2. 지난달에 이 마을보건소에는 몇 명의 외래진료환자가 있었습니까?________명
Q3. 지난달에 이 마을보건소에는 몇 명의 입원환자가 있었습니까? ________명
Q4. 이 마을보건소에는 몇 개의 병상이 있습니까? ________개
Q5. 이 마을보건소에는 몇 개의 출산용 침대가 있습니까? ________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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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이 마을보건소에는 어린이를 위한 면역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네
아니오

1 (Q6-1번으로)
2 (Q7번으로)

Q6-1> 면역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난 달에 몇 명의 어린이들이 그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________명의 어린이
Q7. 이 마을보건소는 아래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네 1

/

아니오 2

산부인과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출산 전 관리
낙태수술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 및 자문
불임, 난임 치료
가족계획
백신접종
어린이 건강진료
영양 교육
말라리아 치료
HIV/AIDS 관리
정기 검진
간단한 수술
안과
치과
동양의학

Q8. 이 보건소에는 의료 분야 직원(행정 직원 제외)이 총 몇 명입니까? __________명

Q9. 이 보건소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직원은 각각 몇 명입니까?
항목
1

의사

2

의사보조

3

간호사

4

간호사보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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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파

6

약사

7

자발적 자원봉사자

8

전통 의학 직원

9

가족계획 상담사

10

말라리아 진단

11

응급 요원

Q10. 아래와 같은 약품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네 1

1) 베트남 제품, Ampicillin 250mg 알약
2) 베트남 제품, Penicillin 400000UI 알약
3) 베트남 제품, Paracetamol이 10알

들어있는 1묶음

4) 결핵 치료용, Rifampicin 450mg 알약
5) 결핵 치료용, Rimifon(lonazaid) 약, 베트남 산, 150mg
100병
6) ORESOL(탈수 치료제 소금)
7) 인슐린 주사 (당뇨병 치료) 국제 단위 400
8) 한 병에 250 알이 있는 0.05g 철분

알약(빈혈 치료)

9) 비타민 A 50,000 알약, 국제 단위
10) 항생제 주사
11) 먹는 항생제
12) 먹는 피임약
13) 피임 주사
14) 홍역 백신
15) 말라리아 제1 예방 백신(Chloroquine,

Artenunat,

CV8, Primaquin)
16) 말라리아 제2 예방 백신(Artemisin, Artesunat

IM,

Quinin IM)
17) 항 고혈압 약물
18) 콘돔
19) 팜플렛, 브로셔, 포스터, 또는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기
타 자료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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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2

B_재정
Q11. 지난해 재정 상황
항목

총금액(VNĐ)

예산
지방 단체, 기관으로부터 원조

구체적으로:
국외:

기금

국내:
기타:

C_협력, 네트워크, 의료 조직
Q12. 이 보건소는 전문가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마을 주민들) 사이를 연결
하는 조직형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니오

1
2

Q13. 이 보건소는 의료서비스 사용자들(마을 주민들)로부터 요구 혹은 건의사항을 잘
수용하는 편입니까?
전혀 안함
거의 안함
때때로
거의 자주
자주

1
2
3
4
5

Q14. 이 마을보건소는 의료서비스 책임자(보건소장)과 사용자(마을 주민들) 사이에 정
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니오

1 (Q13-1번으로)
2 (Q14번으로)

Q14-1> 얼마나 정기적으로 만납니까?
1년에 몇 번
6개월에 몇 번
1개월에 몇 번
1주일에 몇 번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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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이 마을보건소는 마을 주민들과 활동 망(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니오

1 (Q14-1번으로)
2 (Q15번으로)

Q15-1> 어떠한 방식으로?
Q16. 자원봉사자 및 마을 주민들의 의료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의료 조직명
...
...

설립 시기

자원봉사자 수

구체적인 활동

구체적인 성과

D_ 보건소 사업
Q17. 이 보건소는 마을 주민들에게 의료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오

1 (Q16-1번으로)
2 (Q17번으로)

Q17-1> 제공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제공하십니까?
제공한 적 없음
1년에 몇 번
6개월에 몇 번
1개월에 몇 번
1주일에 몇 번

1
2
3
4
5

Q18. 이 보건소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실과 같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
영한 적이 있습니까?
제공한 적 없음
1년에 몇 번
6개월에 몇 번
1개월에 몇 번
1주일에 몇 번

1
2
3
4
5

Q18-1> 구체적인 성과:
시점
(일/월/년)
...
...

건강 검진
프로그램

구체적인 조직
이유

- 248 -

대상

몇 명

Q19.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확
보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시작 시기, 사업 내
용, 사업의 성과, 사업수행상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사업명:
사업 시작 시기:
사업 예산:
사업 내용:
사업 성과:
문제점:
Q20. 이 마을의 특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우선순위별로 세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1)
2)
3)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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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심층 면접 질문지_비공식 복지 및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
태
심층 면접
(비공식 복지 및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실태)
■ 인터뷰 목적과 소개
안녕하세요. 비공식 복지의 상황에 대해 인터뷰하고자 합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귀
하의 삶, 경제 상황, 그리고 마을 내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
망에 대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 인터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3세대 이상 가구………. / 2 세대 가구……….
일 ……………….. 월 ……………….. 년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장소 …………………………………………………………………………………………………….
응답자의 성명 ………………………………….…………………………………………..……………….
인터뷰를 실시한 조사원의 성명……………………………………………………………….……………….
나이………………..... / 생년월일 일………..….월…..……….년…………...
성별: 남………. 녀……….
고향(태어난 지방): 동북………. / 홍강델타………. / 서북………. 북중부………. /
서부고원………. / 남중부연해………. /
동남부………. / 메콩델타……….
태어난 지역: 농촌………. / 도시……….
종족: 비엣족………. / 기타 종족……….(구체적으로 기입:
최종학력: 학력없음…….... / 초등학교………. /
기초중학Trung học cơ sở………. / 보통중학Trung học phổ thông………. /
기술학교Học nghề………. / 중급Trung cấp………. /
대학Đại học, CĐ………. / 석사 및 박사Sau đại học……….
현재 직업:
매달 평균 수입……………………………..동(VNĐ)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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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내용

1_귀하의 어린 시절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린 시절에 어느 지방에 살았고,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이었으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
로 말씀해주세요.

2_현재 귀하의 가족 구성원은 총 몇 명이고, 그 중에서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생
활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떨어져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이고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떨어져서 지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학
업, 일자리 등의 이유)

3_귀하의 가족의 추억이나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족끼
리 화목했던 추억 혹은 갈등을 겪었던 사례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추억이나 경험담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언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편
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4_현재, 귀하의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마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가족 구
성원 중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생계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상/중/하)? 지난 1년 동안 가족 구성원의 수입은 대략 얼마였습니까? (가족
구성원별로 각각 말씀해주세요) 수입 중에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저축하고 있습니까?

5_현재 귀하의 가족 구성원의 소득 중에서 매달 노동을 통해 받는 월급 이외에 국가
혹은 사회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소득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이유)
으로 받고 있고, 얼마나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난 1년 동
안 받았던 금액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_귀하는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
까? 있다면,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국내/
국외, 구체적인 지방명/국가명), 지난 1년 동안 송금을 받은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
지, 얼마나 주기적으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_반대로, 귀하는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국내/국외, 구체적인 지방/국가명), 지난 1년 동안 송금한 금액은 얼마인지, 얼마나 주
기적으로 돈을 송금해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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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귀하는 가족 구성원간에 주고 받는 돈이 가족의 생계나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
과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족의 복지로서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9_귀하는 효 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집안 내에
조상을 모시는 건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사를 모시는 경우에 그 대상은 본인으로
부터 몇 세대(부모, 증조부, 고조부)까지 해당합니까? 앞으로 자손들 역시 제사를 계속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_마을 내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마을 모임은 얼마나 자주 열리며, 참
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모임의 성격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을 주민들과의
연대감(띤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 주민들과의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
까? 마을 주민들과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가 본인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십니까? 도움이 된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11_귀하가 계모임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누구와 하고
있고, 금액은 얼마이며, 계모임의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모임은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12_마을 내 향약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향약의 기능과 활동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13_마을 내 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마을 내 조상을 모시는 딘이 있습니까? 딘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모이고,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14_마을 내 결혼식과 장례식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석
할 경우에 부조금을 내십니까? 부조금은 친척/이웃주민/친구/자발적 결사체(스포츠 모
임 등)의 회원과 같은 그룹별로 각각에 대해서 그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를 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본인의 사회적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5_귀하는 마을 구성원과의 공동체적 생활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복지로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마을에서 공동의 행사가 있
는 경우에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애기를 돌봐주거나 어르신에게 도움을 주는 등의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것이 마을 내에서 복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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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_불우이웃 돕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을 주민들 사이의 결속력(협동심)은 어떻습
니까?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입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_마을 주민들 중 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달 월급 정도되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경우에, 빌려주시겠습니까? 빌려줄
경우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빌려주시겠습니까? 혹은 꼭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혹은 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빌려줄 경우에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혹은 예전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돈을 빌려주십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의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18_마을의 새농촌건설 사업(참여/성과의 정도)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 마을 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마을 사람들
의 참여의 정도는 적극적입니까? 그 성과는 어느 수준입니까?

19_귀하는 마을 내 보건소를 자주 방문하는 편입니까? 최근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였고 왜 방문하셨습니가?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습니까? 집과 마을 보건소, 그리고
집과 병원의 거리는 어느 정도이며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병원과 비교해볼 때 마을
보건소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20_귀하는 마을보건소가 마을 내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
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은 도움이 안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_마을보건소의 역할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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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심층 면접 질문지_마을보건소 운영 실태
심층 면접
(마을 보건소의 운영 실태)
■ 인터뷰 목적 및 소개
안녕하세요. 마을 보건소의 실상에 대해서 인터뷰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마
을 주민들의 활동, 마을 보건소의 구조, 재정, 운영상의 어려운 점, 어려움을 극복
하는 방법, 마을 보건소의 발전, 유지와 관련된 요소들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 인터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일……………….. 월 ……………….. 년………………..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
보건소명……………………………………………………………………………………………..
보건소 설립 시점………………………………………………………….
응답자의 성명………………………………………………………………..……………….
인터뷰를 실시한 조사원의 성명………………………………………………….……………….
현재 직무…………………………….. 업무 시간……………….…………….
업무 단위…………………………………………………………………………………………….
참고사항………………………………………………………………………………………..

■ 질문 내용

1_마을보건소의 존재가 마을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2_마을 주민들의 협동이나 참여활동이 보건소의 활성화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마을주민들의 역할이나 참여의 중
요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
해서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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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마을보건소에 대한 정부의 제도 및 정책 중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4_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있습니까? 즉, 지역 내에서 마을 사
람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활동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중
앙 계획에 의해 보건부가 실행하는 제도 이외에, 지방 및 마을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계획명, 시기, 예산,
내용, 성과, 문제점)

5_1986년 도이 머이 이후 악화된 재정 상황 때문에, 1989년부터는 마을보건소에 대
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감소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마을보건
소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제공받는 재정적 지원은 얼마이고,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얼마입니까? 마을보건소는 재정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습니까? 마을 주민들로부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6_중앙 계획에 의해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건 의료 제도 및 정책들이 마을보건
소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잘되고 있다면(혹은 잘 안되고 있다면) 그 이
유를 말씀해주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7_마을보건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마을 주민들로
부터의 협동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
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을주민들 혹은 단체로부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8_마을보건소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혹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마을주민들 혹
은 마을 내 공동체와 힘을 모아 협력한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9_도이머이 이후에 베트남은 의료 부문의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가장 낮은 단위, 즉
마을보건소를 기반으로 제도를 확립시켜 나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
를 이야기해주세요.

10_마을주민들은 보통 어떠한 치료를 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진료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11_마을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병원과 비교하여 보건소를 찾는
마을사람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_성(Tỉnh, province, 省) 내에서, 민간병원과 보건소와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치료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환자들의 선호도는 어디가 높은 편입니까?

13_환자는 치료 수준에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 편입니까? (매우 만족/만족/보통/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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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불만족),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_마을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잘 관리 및 체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체크하
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_마을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향후 계획중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계
획명, 시기, 예산, 내용, 성과, 문제점)

16_이 보건소에는 새농촌건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혹은, 마을에서 의료
수준과 마을보건소에 영향을 주는 새농촌건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전개 상황
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17_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마을보건소의 현재 상황, 어려움 등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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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정보 제공자_심층 면접(비공식 복지 및 마을 주민들의 보건소 이
용 실태 조사)

지
역 순
서
1
2
3
북 4
부 5
남 6
또
안 7
8
9
10
1
2
3
4
북 5
부 6
남 7
러
이 8
9
10
11
12

이름
Vinh(빈)
Giang(장)
Thảo(타오)
Thủy(투이)
Sâm(섬)
Phùng(풍)
Long(롱)
Bắc(박)
Hải(하이)
Tốt(똩)
Hoa(호아)
Loan(로안)
Bá(바)
Đào(다오)
Quang(꽝)
Tâm(떰)
Lãng(랑)
Tỵ(띠)
Hùng(훙)
Nguyệt(응윁)
Thùy(투이)
Kho(코)

성별 나이
여
남
남
여
남
여
남
남
여
여
여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남
여
남

1956
1979
1983
1983
1972
1954
1974
1948
1983
1983
1955
1952
1960
1950
1976
1965
1930
1961
1980
1965
1934
1942

출생지(지역)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Nam Định(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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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동, VND
(1$=약21,000동)
농업
2,500,000
농업
1,500,000
농업
4,000,000
농업
2,000,000
임업
5,000,000
사무직
4,000,000
소매상
3,500,000
농업
3,000,000
농업
2,500,000
농업
2,000,000
농업
3,000,000
농업
5,000,000
농업
3,000,000
농업
2,600,000
농업
3,500,000
농업
2,000,000
무직
0
농업
2,000,000
농업
4,200,000
소매상
3,000,000
무직
0
무직
0
직업

지 순
이름
성별
역 서
1
Loan(로안) 여
2
Diễm(지엠) 여
3
Đừng(등) 남
4
Hanh(하인) 여
남 5
Tiên(띠엔) 여
부
6 Phương(프엉) 여
미 7 Hương(흐엉) 여
호
아 8
Trai(짜이) 남
9
Khang(캉) 남
10
Một(뫁) 남
11
An(안) 남
12 Thương(트엉) 남
1 Thương(트엉) 여
2 Hương(흐엉) 여
3 Thanh(타인) 여
Tám(땀) 여
남 4
부 5 Huyền(후웬) 여
Vẹn(벤) 여
쯔 6
엉
Bàn(반) 남
쑤 7
언
8 Hiếu(히에우) 여
9
Linh(린) 남
10
Nam(남) 남
11
Giao(자오) 남

나이

출생지

1968
1988
1984
1974
1981
1981
1983
1938
1969
1971
1981
1991
1944
1966
1967
1944
1968
1973
1943
1952
1955
1964
1978

Tiền Giang(남부)
Đồng Tháp(남부)
Đồng Tháp(남부)
Đồng Tháp(남부)
Đồng Tháp(남부)
Đồng Tháp(남부)
Đồng Tháp(남부)
Tiền Giang(남부)
Thanh Hóa(북중부)
Tiền Giang(남부)
Đồng Tháp(남부)
Đồng Tháp(남부)
Đồng Tháp(남부)
Tiền Giang(남부)
Đồng Tháp(남부)
Đồng Tháp(남부)
Đồng Tháp(남부)
Đồng Tháp(남부)
Huế(중부)
Đồng Tháp(남부)
Đồng Tháp(남부)
Tiền Giang(남부)
Đồng Tháp(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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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직업
동, VND
(1$=약21,000동)
자영업
(사진관) 5,000,000
자영업
(소매상) 1,500,000
자영업
(세차장) 4,000,000
회계
4,500,000
여성회
무응답
간부
노동자
2,000,000
농업
2,000,000
무직
0
농업
3,000,000
노동자
5,000,000
노동자
4,000,000
농업
1,700,000
상인
2,000,000
노동자
4,000,000
자영업
(소매상) 3,000,000
수공예
1,200,000
노동자
1,500,000
자영업
(소매상) 2,000,000
자영업
(꽃판매) 1,000,000
자영업
(소매상) 3,500,000
농업
2,000,000
농업
2,000,000
임대업
2,000,000

Abstract
Making the Welfare State Work:
Social and Cultural Embeddedness of Welfare Mix
in Post-Socialist Vietnam
Beak, Yong-Hun
Dep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performance of
welfare institutions. How is the performance of welfare institutions
relevant to it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focuses on how reforms of the healthcare sector have
led to the current situation in Vietnam by comparing Northern and
Southern region of the country where different level of "social capital" and
"welfare mix" exist within the same welfare system. For example, it
explor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and cultural arrangements
affect the exchange of social welfare resource between community
members in the informal sector and the performance of welfare institutions,
especially in the formal healthcare service sector. Informal welfare in this
paper refers to financial support of private income transfers by family
members and rotating credit systems with village residents whereas formal
welfare defines the achievement of preventive healthcare service system by
commune health stations.
- 259 -

The protective arrangements, the outcome of traditional and cultural
concerns, of commune health stations, families(relatives), neighbors and
voluntary associations are commonly witnessed in both regions. However,
welfare mix is developed differently according to each region’s traditional
and cultural norms. The research proves that the type of protective
arrangements in North can be summarized as commune health stations,
individuality of family unit, village communities (dinh), and closed network
that is formed from solidarity of family, relatives, and neighbors. The
people in North who are under the social network structure of face-to-face
contact share their moral norms by sharing family events and rotating
credit associations as informal welfare institutions and resources within the
village community. They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preventive health care
services by commune health stations and it enables the stations to provide
better and effective protective medical service.
On the other hand, protective arrangements in South can be
categorized as commune health stations, individuality of family members,
voluntary associations (hoi), and open network. Unlike the people in
North, they have a high tendency of individualism of community members
and the resource exchange has been conducted based on less strong ties.
So, the range of community is much wider than the one in North and
sharing family events and rotating credit associations function as
maintaining their contact. They also react differently to health care
services by commune health stations and visit the stations only when
necessary. Therefore, it hinders the stations to plan and implement
protective medical services persistently.
Understanding the mixture of welfare in North and South Vietnam
agrees that the formal system can be determined based on differ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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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ocial capital. The previous research argues that weak ties with
horizontal social structure can facilitate the success of system because the
level of social trust and cooperation can be enhanced. However, the
example of Vietnam does not correspond to it and thus voluntary
associations in North and South need to be highlighted.
Voluntary associations in North and South have the same way to
operate the system with the same goal but th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the one in South is inter-village system and North shows intra-village
system. The previous studies on social capital in general consider the one
in South as the ideal case. However, it is confirmed protective
arrangements in North where the associations demonstrates intimate
relationships of family, relatives, and neighbors promote systematic
management of commune health stations better. When the social network
gets expended through voluntary associations like South, the social trust
and cooperation cannot be advanced without strong ties. To sum up, the
level of social cooperation can be differentiated by the types of ties and
the degree of intimacy.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relationships and
intimacy built by the trust and norms from the social network of
face-to-face contact. The case of North and South Vietnam illustrates
that expansion of social cooperation at the community level can expedite
the success of the system.
Key Words: Vietnam, Hong River Delta, Mekong River Delta, welfare mix,
embeddedness, healthcare service, commune health station,
community, private income transfers, voluntary rotating
systems, social capital,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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