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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provide basic data to study the life and cultur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by taking a look at the clothing behaviors and attitudes toward traditional 
dresses. To this end,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on Korea-Vietnam multicultural families 
and Korean families. The surveys of the Korean families were completed by 250 married women 
in Seoul, and those of Korea-Vietnam multicultural families by 104 married Vietnamese women 
living in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fac-
tor analysis, t-test, crosstabs and χ2-tes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arison of 
clothing behaviors of the Korean families and the Korea-Vietnam multicultural families found that 
the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lues towards clothes, clothes shopping orientation 
and clothes purchasing behaviors. The Korean women were more involved in clothes and fash-
ion-oriented than their Vietnamese counterparts. However, the Vietnamese women in their 20s 
were likely to rely more on social trends than their own needs when purchasing clothes com-
pared to their Korean counterparts. Korean families preferred to shop in department stores, 
while the multicultural families relied more on discount stores and outlets. Second, the compar-
ison of the Korean families and the Korea-Vietnam families in attitudes toward their own tradi-
tional dresses and how often to wear them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The 
Korean group had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Hanbok, the Korean traditional dresses than 
the Vietnamese group. The Vietnamese women showed more interest in information on Hanbok 
than their Korean counterparts. They also were wearing the Korean traditional dresses more of-
ten than the Korean families. In addition, the Vietnamese women showed a stronger tendency 
than the Korean women that they took pride in their country’s traditional dresses and believed 
that they were beautiful.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다문화생활교육센터(Multicultural Human Ecology Center(MHEC))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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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민자의 증가는

우리사회가 갖고 있던 단일민족의 개념을 변화시키

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 구성원 간 고유의 문화가 어

우러지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

로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하여 현재까지 사용

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법1)에 의하면 여기에는

국제결혼에 의한 이민자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이 해당한다. 이 중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주목할 만한데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2)에 의하면 총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

지하는 비율이 1994년에는 1.7%이던 것이 1995년에

는 3.4%로 증가하였고,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1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그 숫자뿐 아니라 현상에서도 큰 변화

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국제결혼은 한국여성과 선

진국 남성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한국

남성이 후진국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더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3) 특히 국제결혼의 유형 중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전체 국제결혼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결

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도 다양해져서 90년까지 중국

동포, 일본, 필리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

대 이후에는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

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여성과의 결혼

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국제결혼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지

만 베트남전쟁 등의 이유로 한동안 단절된 상태였으

나 1992년 국교가 재개된 이후 국제결혼도 재개되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5)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과 외모나 문화

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친숙감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며6) 최

근 베트남의 높은 실업률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또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한 원인

으로 파악된다.7)

이와 같이 결혼 이민자 여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다문화 가정 내 언어문제8)9), 결혼

이민자들의 생활실태와 적응10)11)12), 다문화 가정 자

녀들의 교육13)14), 다문화 가정 복지15)16) 등에 국한되

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을

뜻하며 생활양식은 의식주를 근간으로 이뤄지므로,

여러 나라의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

고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문화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17) 특히 의생활은 인간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문화적 적응 수단

중 하나로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의 섬유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최인려19)의 연구와 다문화 가정 여성과 자녀들의 계

절별 착의 습관과 옷의 구매실태를 질적으로 살펴

본 이윤정20)의 연구 외에는 다문화 가정의 의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건강

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 다양한 다문화 가

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

성에 의해 실시되었다. 1차적으로 의생활문화 속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이민 여성 간 어떤 문화적 간극

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중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의 뚜렷한 증가에 주목하고 한국 남성과 베트

남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생활문화 중 의생활분야에

집중하여 한국가정과 베트남가정 각각의 입장에서

각국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여 현대 복식에

대한 의복 가치관과 의복행동을 비교하여 살펴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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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극복되어야할 문화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

다. 또한 이러한 의생활문화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사회통합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베트남의 사회문화 특성
베트남은 1990년대 이후 개혁정책을 통하여 지속

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연간 경제성장률은

2004년 이후 8%대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국가 중 중

국에 이은 두 번째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21) 2010

년 기준 베트남의 GDP는 약 1,000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대략 3,1000달러로 한국의 1/10 수준이다. 베

트남 일반사람들의 한 달 봉급은 평균 약 40만 동에

서 60만 동 사이이며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3~4만

원정도이다.22) 베트남은 총 노동인구의 60%이상이

아직 농림수산업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베

트남에서 시집온 여성들 대부분은 가난한 농가의 딸

들이고, 평균학력 수준이 중졸로 학력 수준이 낮으며,

대부분 직업이 없었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공장의 노동자들인 경우가 많다.23)

베트남 사회는 유교와 불교가 지배적인 가치관으

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전통적 문화생활에 있어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의무가 강하게 작용하여 부모

에게 순종하고 부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

다.24) 베트남의 혼인풍습은 ‘놉째오’라는 것을 따르도

록 명시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시골마을의 절대적

인 마을 내규로서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마을에 물

질을 기부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일부 사라지

고 있으나 예전에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상당 수

여자 집안에서 무리한 혼인품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25), 한국 내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이러한 문화

적 차이로 인해 한국인 남편들과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혼연령은 농촌에서는 고등학교나 대

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딸의 경우 16세부터 결혼시키

려는 부모들이 많으며 결혼상대자의 연령 차이는 크

게 문제 삼지 않는다.26)

이상과 같이 서로 다른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라나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으로 와서 가

정을 꾸린 베트남 다문화 가정 여성의 경우 가치관,

풍습과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혼란으로 가족생활

적응 문제가 생활전반에 나타나고 있다.27) 그러나 이

들에게 한국사회의 적응 방법으로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와 동일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문화상

호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주류문화로의 일방적인 동

화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강요하고 있어 국제결혼의

양적 증가추세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28)

2. 다문화가정의 의생활 특성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은 모국의 문화적 관습과 기

후 등에 의해 이미 형성된 의생활 양식과 착의습관

등이 있어 결혼이주 후 의생활 특성에 있어 한국여

성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29), 식생활 문화에 비해

서는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

복문화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베트남 남부에

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 베트남 남부에는 건기와 우기밖에 없고, 제일

추울 때가 영상 18도 정도 되므로 한국의 추운 날씨

에서 지내는 것은 많이 힘든 일이다. 그리고 베트남

에서는 날씨가 더워 얇은 옷을 입고 집 밖에 나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나 한국에서는 절대 불가하며, 스타

일에 있어서도 베트남에서 가져온 옷들을 모두 버리

고 일방적으로 한국 스타일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기

도 한다.30)

의류학 분야에서 국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의복행동 실태와 착의습

관 등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들이 진

행되어왔다. 다문화 가정의 의복 실태와 섬유 선호도

에 대해 조사한 최인려31)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은 자국에서 착의습관이 한국에서의 의복 소

유 개수나 선호 섬유 등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한국가

정보다 낮은 소득수준인 경우가 많아 외의류 구매

시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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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세탁은 가정에서 색상과 섬유의 구분 없이 세

탁하고 전문세탁소의 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 여성의 계절별 착의습관과

구매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에서의 의생활 문화 적응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이윤정32)의 연구를 살펴

보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자신의 국가에서 이미

형성된 내한․내열성에 의한 착의량과 모국의 문화

적 관습 등에 의한 착의습관이 한국에서도 지속되며,

이러한 특성은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가 가장

이용 빈도가 높았고, 의복에 대한 정보를 잘 얻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복비 비율은 소득의 10%

정도로 우리나라 피복비 비율 5%를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의류학 분야에서 이민자들의 문화적응과 의생활

특성 및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

구들은 미국 내 중국 노동 이민자 집단이나 소수민

족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Shim, Chen33)은 미

국 내 거주하는 중국가정의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미

국 문화 적응수준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의복쇼핑성향을

가진 집단이 낮은 수준의 의복쇼핑성향을 가진 집단

에 비해 사교, 언어적응, 라이프스타일 적응 등 전반

적인 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정도에 따른 의복관여도, 쇼핑동기, 패션 준거집단의

영향을 살펴본 이윤정, 이재일34)은 문화적응 정도에

따라 소비자 집단별 의복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을 밝혀냈다. 또한 런던에 살고 있는 20명의 아프리

카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Gbada-

mosi35)는 의복적응이 기후상태, 사회적 요소, 종교,

개인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밝혀내었고 이

것이 전반적인 문화적응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Youn, Lee36)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

로 문화적응 수준에 따라 의복관여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한국 문화 채택 수준이 높고 자국문화

유지 수준이 낮은 집단이 의복관심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민자들의 전반적

인 문화적응 수준은 의생활문화 적응에도 영향을 미

치며 이는 의복행동의 차이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의생활

특성을 의복 쇼핑성향, 의복 구매행동, 의복 가치관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특성들이 한국 가정 여성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두 집단 간 의생활문화에 나타나는 문

화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3. 다문화가정의 전통복식 태도
전통복식이란 특정지역이나 국가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그들 고유의 복식을 말

한다. 이러한 전통복식은 특정문화 속에서 사회변천

에 따라 전승,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유

한 사회적, 자연적 환경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문화만이 가지는 사회적 관습은 물론 정신세

계까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7)

한복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으로 우리나라를 대

표하는 민족복식이다. 또한 전통적인 우리 삶을 이야

기 할 때 누구나 떠올리는 생활문화의 일부분이지만

현대 우리 생활 속에서는 과거의 민족문화유산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38)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다수가 한복을 일상복으로 착용하였으나39) 70년대

이후부터 명절복과 예복으로써의 용도가 높아졌고

외출복으로의 용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으며, 학

력 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복을 의례적인 예복

용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40)41)

베트남의 전통복식은 아오자이(Aodai)로 ‘긴 옷’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전통복을 베트남의

풍토와 민족성에 동화시켜 만든 것으로, 상의는 중국

복의 영향을 받아 옆이 길게 트여있고 깃은 차이니

스 칼라(chinese collar)로 되어 있다. 원래는 상류계

급의 의복이었으나 평상복과 예장복으로 일반화되었

다.42) 여러 디자인으로 변형되어 지금도 많이 착용되

어지고 있으며, 아오자이는 항공사승무원, 고급식당

종업원, 은행직원 등 다양한 기업의 유니폼으로 사용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

을 만나는 것이 그다지 흔치 않은 일이지만 베트남

에서는 아오자이를 입은 여성이 눈에 쉽게 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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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복식 및 비교문화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

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통

복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착용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일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와

구매 및 착용은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및 소득수

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희 외44)는 한복에 대한 태도를 ‘한복에 대한

자부심’ 요인과 ‘한복착용의사’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한복에 대한 자부심 요인이 한복착용의사 요

인보다 높은 값을 보여 비록 한복에 대한 인지적, 감

정적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더라도 그것이 한복착용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곽태

기, 남미우45)의 연구도 대학생의 경우 한복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나 전반적으로 한복의 구매 의

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형 외46)는 전통한복 소유량은 평균 1인당 2.49

벌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을 계기로 한복을 마련

하기 시작한다고 하였으며, 착용빈도는 연간 1회 내

지 3회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착용빈

도는 주성장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규모가 큰 지역에서 성장한 여성일수록 착용빈

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와 30대를 중심으

로 한복에 대한 태도와 착용행동을 살펴본 이주현

외47)는 이들이 한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황춘섭48)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한복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앞으로도 주로 입겠다는 응답이 많아 연령에 따라

한복에 대한 태도와 착용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차이

를 연구한 이희남, 한승희49)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은 일본 대학생보다 한복에 대한 자부심은 더

높았으나 전통복식에 대한 세부 지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대학생들은 전통복식인 기모노에 대

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나 착용에 있어 불

편함과 가격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

다. 즉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 모두 대체적으로 자국

의 전통복식은 아름답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

화상품이나 착용 및 구매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실용

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복식의 대한 태도는

경제, 문화, 산업화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

며, 일상생활에서도 민속복식 착용률이 비교적 높은

베트남의 경우50)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가 한국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한국가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베트

남 다문화가정의 의복행동에 대하여 살

펴본다.

1-1.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 가치

관 차이를 살펴본다.

1-2.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 쇼핑

성향의 차이를 살펴본다.

1-3.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 구매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2. 한국가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베트

남 다문화가정의 전통복식 태도에 대하

여 살펴본다.

2-1.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에 대

한 태도 차이를 살펴본다.

2-2.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 보유

및 착용실태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다.

2-3.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자국 전통

복식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본다.

2. 측정도구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가

정과 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

한 양적연구가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의복에 대한 가

치관, 의복 쇼핑성향, 의복 구매장소, 월평균 의복 구

입비, 각 국 전통복식(한복, 아오자이)에 대한 태도,

전통복식 착용 및 보유실태 및 응답자의 인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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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의복에 대한 가치관은 의복을 선택하거나 착용하

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의복에 대한 태도나 행동 방

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특성으로서51) 선행연구52)53)에

서 총 7문항을 추출하여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일반

적으로 리커트 척도는 홀수로 단계를 나누어 ‘보통이

다’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긍정과 부정을 대칭으로 구

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연구내용에 따라 중립적 응답

을 막고 긍정 혹은 부정의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

‘보통이다’를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짝수 단계를 사용

할 수도 있다.54)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 여

성들이 한국어가 미숙한 점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응

답에 치우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5점 리커트 척도에서 ‘보통이다’를

제외하고 짝수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의복쇼핑성향은

의복쇼핑에 대한 소비자 개인의 행동, 흥미와 의견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패턴화된 의복 쇼핑양상으로55)

선행연구56)57)에서 6문항을 추출하여 역시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의복 구매장소는 정장과 캐주얼 구매할

상황으로 나누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매처를 선다

형으로 측정하였다.

각 국 전통복식인 한복과 아오자이에 대한 태도는

정인희 외58), 권수애 외59), 조우현, 김문영60)의 연구

를 참조하여 심미성, 전통성, 실용성으로 분류하였으

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미성 3문항, 전통성 4문항, 실용성 5문항 총 12문

항을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전통복식 착용

실태는 일년 간 한복을 몇 번이나 착용하는지 선다

형으로 측정하였으며, 전통한복 보유실태는 성인여자

한복, 남자한복, 아동 한복, 두루마기, 부모님 한복

등으로 나누어 몇 벌이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

용을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성별, 결혼여부, 거주지, 연령, 학력, 직업, 경

제적 수준 등에 대한 내용을 선다형 및 자유기술형

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

는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여성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문헌조사를 통해

구성한 설문지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한 후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

였다. 설문조사는 전문 상담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

며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가정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내

거주 250가정의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베트

남다문화 가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서울(43가구, 41.3%), 경기(53가구, 51.0%), 인천 지

역(8가구, 7.7%)에 거주하고 있는 104가구의 베트남

출신 부인에게 수거한 설문지 104부가 통계처리에

이용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

가정 여성들의 학력은 고졸이 130명(52.2%)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졸이 76명(30.5%)이었다. 직

업은 전업주부가 136명(54.6%)이었고, 직업을 가진

여성이 106명(42.6%)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족 총

수입은 301~400만원이 78명(31.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201~300만원이 59명(23.7%),

401~500만원이 52명(20.9%)으로 그 다음이었다. 둘

째,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은

고졸이 57명(54.8%)이었고 중졸이 25명(24.0%), 대

졸이 6명(5.8%)이었다. 직업은 83명(79.8%)이 전업

주부로 나타났으며, 직업을 가진 여성이 21명(20.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족 총수입은 201~300

만원이 41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1~200만원 27명(26.0%), 301~400만원 18명(17.3%)

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가정의

여성이 베트남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 여성에 비해

학력이 높았으며, 월평균 가족 총수입도 높은 수준이

었고 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의생활특성을 비

교함에 있어 여러 가지 영향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 중 연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출신국가

와 소속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이만을 살펴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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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가치관
20대 여성 30대 여성

한국 베트남 t 한국 베트남 t

나는 인지도 높은 고가 상표의 옷을 원한다 2.70 2.14 4.06*** 2.54 2.13 2.53*

의복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2.82 2.45 2.73** 2.80 2.57 1.36

나는 유행을 덜 타는 무난한 기본 스타일을

선호한다
2.72 2.78 -0.51 2.86 2.90 -0.28

나는 평범하지 않고 뭔가 남과는 다른 옷을 원한다 2.42 2.19 1.69 2.38 2.13 1.81

나는 남과 상관없이 내게 편하고 자유로운 옷을

원한다
2.82 2.88 -0.51 2.82 2.70 0.71

유행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초라하게 느껴진다 2.80 2.22 4.09*** 2.64 2.20 2.72

나는 옷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2.10 2.40 -2.23* 2.28 2.53 -1.78

*p<.05, **p<.01, ***p<.001

<표 1>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여성의 의복 가치관 차이

여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할당표본표집법에 따라 표본 추

출한 한국가정의 경우는 연령대별 50명씩 고루 분포

되었으나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연령대별 고

루 표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대(72명, 70.2%)와

30대(30명, 28.8%)에 집중되어 표집되었다. 베트남

농촌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 못하는 딸은 16

세부터 결혼시키기도 하며 결혼상대자와의 연령 차이

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일찍 결혼시키려는 부모가

많기 때문에61)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리라 추측된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여 빈

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독립표본 t-검정, 교

차분석 등의 통계기법이 이용되었다.

Ⅳ. 결과 및 논의
1. 한국가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의복행동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의복행동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의복에 대한 가치관, 의복쇼핑성향,

의복구매행동을 20대와 30대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1)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 가치관

차이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 가치관을 살

펴보기 위하여, 고가상표 추구, 사회적 지위 반영, 무

난한 스타일 추구, 개성추구, 편의성 추구, 유행추구,

의복 무관심의 총 7문항을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표 1>과 같다.

각 문항들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나는 유행을 덜

타는 무난한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문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항들에서 한국여성들이 베트남여성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한국여성이 20대 베트남 여성에 비해 고

가상표 지향, 사회적 지위 반영, 유행추구 등에 관심

을 많이 쓰고 있었으며 베트남 다문화 가정 여성들

은 의복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대 한국여성과 베트남 여성을 비교한 결과

30대 한국여성이 30대 베트남여성에 비해 고가상표

지향인 것으로 나타나 문화권에 따라 의복 가치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쇼핑성향의

차이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과 한국가정 여성들의 쇼

핑성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의복쇼핑성향을

계획구매, 저가지향 쇼핑, 쇼핑 고관여 쇼핑, 상표지

향 쇼핑, 동조적 쇼핑, 실용적 쇼핑 총 6문항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역시 20대와 30

대 여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의복 가치관 결과와 유사하게 20대 여성과 30대

여성 모두 한국여성들이 베트남여성들에 비해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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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쇼핑성향
20대 여성 30대 여성

한국 베트남 t 한국 베트남 t

나는 충동구매를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옷을 구매한다 3.00 3.10 -0.67 2.94 2.97 -0.154

나는 의복쇼핑을 할 때 더 싼 가격의 옷을 찾기 위해

여러 옷들을 비교해 본다
2.78 2.96 -1.27 2.92 3.03 -0.460

내가 좋아하는 옷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구매한다
2.98 2.38 3.94*** 2.76 2.27 2.95**

나는 유명상표나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구매하는 편이다 2.34 1.82 3.88*** 2.28 1.73 3.49***

가능한 한 내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구매한다
2.28 2.59 -2.40* 2.46 2.67 -1.15

나는 옷을 구매할 때 미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한다
2.72 2.44 2.08* 2.78 2.40 2.98**

*p<.05, **p<.01, ***p<.001

<표 2>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여성의 의복쇼핑성향의 차이

월평균 의복 구입비
20대 여성 30대 여성

한국 베트남 한국 베트남

10만원 미만 10(20.0%) 36(49.3%) 15(30.0%) 13(43.3%)

10~20만원 23(46.0%) 17(23.3%) 17(34.0%) 9(30.0%)

20~30만원 9(18.0%) 7(9.6%) 12(24.0%) 5(16.7%)

30~40만원 3(6.0%) 5(6.8%) 4(8.0%) 3(10.0%)

40~60만원 2(4.0%) 5(6.8%) 1(2.0%) 0(0.0%)

60만원 이상 3(6.0%) 3(4.2%) 1(2.0%) 0(0.0%)

합계 50(100.0%) 73(100%) 50(100%) 30(100%)

<표 3>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여성의 월평균 의복구입비 차이

고관여 성향, 상표지향 쇼핑성향, 실용적 쇼핑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한국여성들이 베트

남여성에 비해 훨씬 더 패션지향적인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20대 베트남 여성의 경우 동조적 쇼핑

성향이 한국 20대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유교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

는 베트남의 문화적 특성일 수도 있으나62), 하밍타잉
63)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외국 사람이라는 티가 나지 않도록 한국 스타일로

바꾸라는 남편의 요구를 받기도 한다고 하여 한국문

화에 적응하기 위해 동조성향이 더 나타날 수도 있

으리라고 판단된다.

3)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 구매행

동의 차이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가정

여성들의 의복 구매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의

복 구매 장소 및 월평균 의복 구입비를 비교해 보았다.

첫째, 의복 구매 장소는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

국가정의 정장과 캐주얼 주 구매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장(재킷) 주 구매처의 경우 한국가정의 여성

은 백화점이 많은 반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대형할

인점과 할인점의 비율이 높았다. 캐주얼(티셔츠) 주

구매처의 경우 한국가정의 여성은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의 비율이 높은 반면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

성은 대형할인점과 일반시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복 구매비용을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의

월평균 의복 구입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

과는 <표 3>과 같다. 한국가정의 여성들은 20대의 경

우 10만원에서 20만원이 46.0%(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30대 여성의 경우 10만원

미만이 30.0%(15명), 10만원에서 20만원이 34.0%(17

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



베트남 다문화가정 의생활 실태조사

- 135 -

한복에 대한 태도
20대 여성 30대 여성

한국 베트남 t 한국 베트남 t

한복은 아름다운 민속의상이다 3.26 3.38 -1.29 3.32 3.33 -0.97

나는 한복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2.88 2.79 0.72 2.88 2.97 -0.52

한복은 보기에는 좋으나 활동성 때문에 입기에는

망설여 진다
3.44 2.92 4.27*** 3.22 3.03 1.17

한복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므로 양장을 선호한다 2.92 2.34 4.13*** 3.06 2.30 4.23***

나의 다음 세대도 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2.64 2.82 -1.34 2.60 3.00 -2.01*

입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한복을 입지 못한다 2.20 2.45 -1.56 2.30 2.50 -1.18

시대극 같은 영상물에 나오는 한복은 아름답다 3.12 3.03 0.73 3.04 3.27 -1.54

한복관련 정보물(신문, 잡지)을 관심 있게 살펴본다 1.84 2.37 -3.75*** 1.90 2.47 -3.20**

*p<.05, **p<.01, ***p<.001

<표 4>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복에 대한 태도 차이

트남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은 20대와 30대 모두

10만원 미만이 49.3%, 43.3%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한국 가정 여성에 비해 월평균 의

복 구매비용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 가정보다 낮은

소득 수준으로 외의류 구매 시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

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최인려64)의 연구결과 및 다

문화가정 여성들의 의복 구매장소는 대형마트가 가장

많고 지하상가나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윤정65)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2. 한국가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각국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

본 절에서는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각

국 전통복식, 즉 한복과 아오자이에 대한 태도를 비

교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에 대한 일반적 태도차이를 살펴보

았으며, 둘째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

의 보유와 착용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

로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아오자이에 대한 태도와 한

국가정의 한복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각

국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1)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에 대한

일반적 태도차이

한복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복은 아

름다운 민속의상이다.', ‘나는 한복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등 8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복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8문항에 베트남 다문화

가정과 한국가정의 여성 20대, 30대의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한복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한국여성과 베트남 결

혼이주 여성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고, 오히려 부정적 태도인 ‘한복은 보기에는 좋으

나 활동성 때문에 입기에는 망설여 진다’와 ‘한복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므로 양장을 선호한다’라는 의

견이 베트남 여성에 비해 한국 여성의 평균이 유의

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베트남 여

성과 30대 베트남 여성 모두 한국 20대, 30대 여성들

에 비해 한복관련 정보물을 더 관심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전통복식에 대한 관심이 더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 보유

및 착용실태에 대한 차이

첫째,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보유

실태는 상하 한벌, 두루마기, 남아한복, 여아한복, 부

모님한복 보유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본 결과는 측정항목수도 많고 각 항목별로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

정의 전통한복 보유실태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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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복 보유 없음 1벌 2벌 3벌 4벌 5벌 합계

성인여자한복
46

(18.5%)

128

(51.4%)

49

(19.7%)

18

(7.2%)

5

(2.0%)

3

(1.2%)

249

(100.0%)

성인남자한복
110

(44.2%)

115

(46.2%)

16

(6.4%)

2

(0.8%)

5

(2.0%)

1

(0.4%)

249

(100.0%)

여성 두루마기
178

(71.5%)

68

(27.3%)

2

(0.8%)

1

(0.4%)

249

(100.0%)

남성 두루마기
201

(80.7%)

45

(18.1%)

2

(0.8%)

1

(0.4%)

249

(100.0%)

여자아이 한복
217

(87.1%)

27

(10.8%)

4

(1.6%)

1

(0.4%)

249

(100.0%)

남자아이 한복
231

(92.8%)

14

(5.6%)

2

(0.8%)

1

(0.4%)

1

(0.4%)

249

(100.0%)

부모님한복
248

(99.6%)

1

(0.4%)

249

(100.0%)

<표 6>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전통한복 보유실태

전통한복 보유 없음 1벌 2벌 3벌 4벌 5벌 합계

성인여자한복
21

(20.2%)

83

(79.8%)
- - - -

104

(100.0%)

성인남자한복
34

(32.7%)

70

(67.3%)
- - - -

104

(100.0%)

여성 두루마기
78

(75.0%)
-

26

(25.1%)
- - -

104

(100.0%)

남성 두루마기
81

(77.9%)
-

23

(22.1%)
- - -

104

(100.0%)

여자아이 한복
86

(82.7%)
- -

18

(17.3%)
- -

104

(100.0%)

남자아이 한복
79

(76.0%)
- - -

25

(24.0%)
-

104

(100.0%)

부모님한복
103

(99.0%)

1

(1.0%)
- - - -

104

(100.0%)

<표 7>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한복착용실태

전통한복착용 안입는다 1~2번 3~4번 5~10번 10번이상 합계

20대

여성

한국
20

(40.0%)

30

(60.0%)
- - - 50

베트남
21

(28.8%)

45

(61.6%)

7

(9.6%)
- - 73

30대

여성

한국
28

(56.0%)

21

(42.0%)

1

(2.0%)
- - 50

베트남
8

(26.7%)

21

(70.0%)

1

(3.3%)
- - 30

<표 5> 한국가정의 전통한복 보유실태

로 판단되어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분리

하여 정리하였다.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전통한복 보유실

태를 비교해본 결과 두 집단의 한복 보유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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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에 대한 태도
20대 여성 30대 여성

한복 아오자이 t 한복 아오자이 t

OOO은 아름다운 민속의상 3.26 3.58 -2.69** 3.32 3.73 -3.18**

나는 OOO에 대해 자부심 2.88 3.58 -5.61*** 2.88 3.60 -4.83***

보기엔 좋으나 활동성 때문에 입기에는 망설임 3.44 2.77 4.71*** 3.22 2.83 2.67**

OOO은 시대에 뒤떨어져 보임 양장차림 선호 2.92 2.23 3.95*** 3.06 2.30 3.66***

다음 세대도 OOO을 입었으면 좋겠음 2.64 3.05 -2.69** 2.60 3.27 -3.41***

경제적인 이유로 OOO 입지 못함 2.20 2.41 -1.25 2.30 2.27 0.23

시대극에 나오는 OOO은 아름다움 3.12 3.18 -0.49 3.04 3.30 -1.94

OOO관련 정보물을 관심 있게 살펴봄 1.84 2.95 -8.12*** 1.90 2.90 -6.11***

*p<.05, **p<.01, ***p<.001

<표 8>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 여성의 자국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차이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보유 벌

수를 살펴보면 베트남 다문화가정에 비해서는 한국

가정의 보유벌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일년 중

한복착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년 중 한복착용

회수를 선다형으로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았다. 20대와 30대 모두 한국여성이 베트

남 여성에 비해 일년에 한 번도 안입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복착용비율은 한국가정

에 비해 오히려 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자국 전통복

식에 대한 태도차이

자국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

여 한국의 전통복식인 한복과 베트남의 전통복식인

아오자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한복에 대한 태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여성의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자국 전통의상에 대한 자부심

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한국여성에 비해 베

트남 여성이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 세대에 계속해서 입었으면 하는 바램과 자국전통

복식에 대한 정보물을 관심있게 살펴보는 것도 한국

여성에 비해 베트남 여성이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전통복식인 아오

자이의 경우 현재 베트남 여성의 예복 뿐 아니라 근

무복, 여학생 교복으로까지 폭넓게 입혀지고 있는 반

면 한복은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착

용하였으나 이제는 거의 일상복으로 착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국전통복식에 대한 부정

적인 생각은 베트남 여성에 비해 한국여성이 더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고유복식인 한복에

대한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의생활실

태를 파악하여 한국 가정의 여성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의생활 문화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가

정 250가구와 베트남 다문화가정 104가구를 대상으

로 설문지를 이용한 의생활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의복행

동을 의복 가치관, 의복 쇼핑성향, 의복 구매행동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가정 여성들에

비해 유행추구, 사회적 지위 반영, 고가상표지향적인

가치관은 낮게 나타났으며, 패션에 상대적으로 신경

을 쓰지 않고, 동조적 쇼핑성향이 한국여성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베트남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의복 구매를 대형마트와 일반 시장을 중심

으로 하고 있었으며, 의복 구매에 낮은 비용을 지출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의복행동을 보여주

고 있었다.



服飾 第63卷 6號

- 138 -

둘째, 베트남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전통복

식에 대한 태도를 한복에 대한 태도, 아오자이에 대

한 태도, 한복 보유 및 착용실태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그 결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해

한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복에 대

해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해

자국 전통복식에 대해 가지는 자긍심, 차세대 전수의

지, 관심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한복 보유정도는 비슷했으나 한국여성에 비해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 한복 착용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대

상으로 의복 가치관과 의복행동 및 각 국 전통복식

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서로 극복되어야 할

문화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향후 사회통합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

의를 가지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의생

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연

구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한 개인의 의복 행동은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다문화가정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좀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베트남 다문화가정만

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미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한족 및 조선족), 일본 그리

고 필리핀 등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

하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출신국별

문화권간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 문화적응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성공적인 다문화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과

한국가정의 사회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이 농촌지역

을 중심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어, 도심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한국가정 여성들과 비교하는 것이 부적합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같은 지

역에 거주하면서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으

로 통제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더 정확한 연구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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