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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le causes of nutritional inadequacy in Vietnamese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husbands. Qualitativ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sample of 34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17 Korean spouses participating in or having experienced Nutrition Plus from four 

Community Health Centers in Seoul, Korea.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nutritional staus of the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was affected by the unfamiliar Korean food (cultural factor), low 

household income (economical factor), difficulty in purchasing Vietnamese food (environmental factor), and 

low accessibility to nutrition support systems (social factor). The Korean husbands’ nutritional status was af-

fected by the unfamiliar Vietnamese food (cultural factor), low household income (economic factor), and irreg-

ular working conditions (social factors). Nutritional interventions as a public service to the community needs 

to be developed and applied. Suggestions are presented regarding the future efforts to better understand and 

meet the nutrition needs of intermarried couples to respond to their heterogeneous needs and deliver adequate 

nutrition service to ever increasing intermarrie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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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제결혼 증가로 한국 사회는 전통적 단일민족 사회

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결혼이

민자는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약 

159,501명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82.0%(130,773명)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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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and Safety 2016). 그러나 보건정책의 근간이 

될 다문화 가정의 보건실태에 관한 근거자료 부족

으로 약 16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 국민에 대한 건

강정보는 취약한 실정이다. 기존의 이민자 및 이민

자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이민자들의 문화

충격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고가 이루

어져왔다(Imamura 1988; Ben-David & Lavee 1994; 

Hofstede 1996; Mellin-Olsen & Wandel 2005). 이 연구

들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들이 이민 초기에 직면하

는 문제는 이질적인 언어 및 생활환경에서 비롯되

는 부적응과 차별의 문제로, 이로 인해 우울증 및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하게 된다. 국내 

이주자들은 기존 미국 등 선진국의 이민자와는 달

리 이민자 개인이 결혼과 동시에 문화가 상이한 가

족의 한 구성원으로 영입되는 특이한 상황으로, 이

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Kim 등(2011)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겪는 가정 및 사회적 갈등 중 제일 처음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식문화 적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결혼이민여성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경우(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6)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평균 17세에 이

르며, 한국생활에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Hwang 등 2010). 이 시기에 겪는 산후

우울증 등의 스트레스 요인은 식생활 및 영양섭취 

문제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Lyu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중 88.1%

가 전업주부로 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 범위가 

대부분 가정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섭취의 문제는 한국인 배우자들에게서도 보고

되고 있는데(Kim 등 2009), 베트남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입맛에 

맞는 음식 부족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경우가 각각 

50% 정도까지 되며(Choi 등 2011), 이러한 문제가 

부부간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Kim 

등 2009; Hwang 등 2010; Kim 등 2010). 즉, 아내와 

남편 모두 영양섭취는 부족한데 아내인 결혼이민여

성은 저체중, 남편인 한국인 배우자는 과체중인 상

태가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저체중에서 복부비만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한국인 남성은 영양섭취 부족에

도 불구하고 과체중과 함께 몇몇 대사이상의 소견

을 보여(Lyu 등 2009) 이들의 영양불량 문제를 해결

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과 한

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만이 가진 영

양불량 요소의 복잡성과 특수성, 즉 낮은 사회ㆍ경

제적 지위, 가부장적 문화 및 한국문화로의 부적응, 

언어장벽, 식생활 적응 어려움 등의 요인 규명을 위

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다

문화 가정 내 영양불량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베트

남 결혼이민가정이 가진 특수성과 영양불량의 구조

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문화 

가정의 맞춤식 영양교육 프로그램 중재 방안에 대

한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으며, 

대상자 모집기관으로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이력이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 3개 

구 보건소 및 1개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선정하

였다. 최종 조사대상자로는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가 이력이 있는 다문화 가

정 부부 중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34명과 한국인 배

우자 17명을 선정하였으며,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

은 모두 한국 입국 후 임신 및 출산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전국에 거주하는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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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결혼이민여성 및 한국인 배우자들의 평균 연

령, 학력, 거주기간, 직업, 가구 소득 등(Kim 등 

2012)과 유사한 범주 내에 있으며, 다문화 가정 관

련 질적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Kim 등 2011; Joe 

& Hwang 2017a; Joe & Hwang 2017b)의 조사대상자 

인원과도 유사하다. 조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상명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BE 2011-2A).

2. 연구도구 및 자료수집 방법

1) 설문조사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한국 거주기간(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만) 및 결혼기간, 가족형태, 자녀

수, 학력, 직업, 가구소득 등의 내용을 설문지를 통해 조

사하였다. 설문조사는 훈련된 조사자에 의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대상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길고, 한국어 의사소

통이 용이한 베트남인 통역자의 도움을 받았다. 

2) 질적연구조사 방법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에게 1차로 전화 연락을 

하여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한 후 동의한 대상

자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원하

는 요일과 시간에 맞추어 보건소,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등을 방문하였고, 연구 참여 설명서와 동의서를 

배부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심층면접 및 

녹음을 진행하였다. 개인면접과 집단면접을 병행 실시

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부부의 면접이 동시에 진행될 경

우 각각 다른 장소에서 면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면담 시간은 각 연구 참여자에 따라 30분에서 8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접 종료 후 녹음된 자료를 통해 면접 

내용을 요약하고 필사를 진행하였다.

3) 면접 내용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민가정의 영양불균

형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베트남 결혼이민

부부의 결혼 후 한국생활 적응과정 및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여 질문의 범주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하위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문

화 가정 또는 다문화 관련 전문가 대상의 선행연구들

(Kim 등 2011; Kim 등 2012)을 참고하여 한국생활 적응

과정, 식생활 현황, 임신출산기의 식생활 실태, 지원 프

로그램 참여 실태, 영양지식의 항목 등 다섯 범주로 질

문을 구성하였다(Table 1, Table 2). 연구진은 면접 진행 

시 내적 타당성이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 질문의 내

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순서와 언어 사용에 있어 연

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SPSS 25.0(IBM, 

Armonk, New York, United State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비율을 구하였으며, 질적연구자료에 

대한 분석은 ATLAS.ti program(Scientific Software 

Development GmbH, Berlin, German)을 사용하였다. 

질적면접조사의 경우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녹

음된 내용을 필사한 후 녹음 자료는 파기하였다. 필

사한 원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적분석의 특성에 따

라 코딩을 하고 범주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질적 자

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자료에서 직설적, 해석적, 

반향적 판독 방식을 통해 의미를 추출한 후 이를 

속성과 차원을 고려하여 범주화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Corbin & Strauss(2014)이 제시한 개방코딩 과

정을 통해 자료를 부호화, 범주화하였으며, 녹음 내

용을 적어놓은 녹취록과 현장노트를 면밀히 검토하

여 원자료를 반복해 읽으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있는 단어와 문장을 구분하였다. 구분된 문장의 

해석 내용을 기록하면서 낮은 차원의 추상화를 통

해 개념화(소분류)하고, 생성된 개념들을 목록화하여 

연구주제 내에서의 의미로써 다른 개념들과 비교하

며 유사한 개념은 묶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범주화

하였다(중분류). 이들을 서로 비교, 대조하여 다시 

높은 차원의 추상화를 하여 범주화하였다(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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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FGI1) question list of dietary life status and educational needs for Vietnamese females.

Category Questions

Settling in Korea Daily life ∙ What was the most challenging when you were settling in Korea?

Cultural gap ∙ What i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Korean culture and Vietnamese culture?

Diet Daily meal ∙ What do you usually have for a meal?
∙ Do you have any difficulties in having Korean food consisting of rice, soup, stew, and side dish?
∙ What did you usually have for a meal in Vietnam?

Food culture gap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food and Vietnamese food?
∙ Is there any Korean food you like? What are they?
∙ When you make Vietnamese food at home, how do the other family members feel about it?
∙ Tell us about your difficulties in cooking Vietnamese food in Korea.

Purchasing food ∙ Where do you usually buy Vietnamese food?
∙ How often do you buy Vietnamese food?
∙ When you go grocery shopping, which family member’s preference for food most concerns you? Why?
∙ Is there any food which is too expensive to buy? If so, what is it?

Preparing a Meal ∙ Who usually prepare a meal at home?
∙ Is there any family member who helps you to prepare a meal?
∙ How did you learn to cook Korean food? (From mother-in-law? Or by participating in a cooking class?)
∙ What is the most challenging when you make Korean food?

Eating out ∙ How often do you eat out? Why do you eat out?
∙ When you eat out, what do you usually have?
∙ How often do you eat fast food?
∙ How often do you go to Vietnamese restaurant?
∙ If you hardly go out to eat, what is the reason? 

Prenatal and 
postnatal diet

Morning sickness 
and childbirth

∙ Have you had a hard time due to morning sickness when you were pregnant?
∙ Have you ever experienced weight loss due to morning sickness?
∙ In Vietnam, what do women eat while they have morning sickness?
∙ In Vietnam, what do women eat after their childbirth?

Baby food and 
baby care

∙ Do you have any difficulties in making baby food in Korea?
∙ What kind of baby food do you have in Vietnam?
∙ Have you ever learned about what infants should eat for a balanced diet?

Participating in 
support 
program

Nutrition plus 
program

∙ What made you to participate in Nutrition Plus Program?
∙ Do you eat the food provided by Nutrition Plus Program?
∙ Have you tried what you learned from cooking class at home? If not why?

Other program ∙ Have you ever participated in other program except Nutrition Plus Program? How did you know 
about the program?

∙ Do you need any other program or support other than the program you had participated?

Knowledge 
on nutrition

Balanced diet ∙ Do you know any healthy food or food considered to be beneficial to health?
∙ Do you know what you should eat for yourself and your fetus to be healthy during pregnancy?
∙ Do you know what infants should eat for a properly balanced diet?

1) FGI: Focus Group Interview

결 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베트남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평

균 나이는 26±4세, 한국인 배우자의 평균 나이는 

43±5세였으며, 부부간 나이 차이는 평균 17±1년, 베

트남 결혼이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4.4±1.7년,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은 평균 4.1±1.6년인 것으

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세대

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11가정(32.4%)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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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FGI1) question list of dietary life status and educational needs for Korean spouses.

Category Questions

Settling in 
Korea

Lifestyle ∙ After you got married, what was the most challenging while your wife was settling in Korea?

Cultural gap ∙ Have you ever studied about Vietnamese culture before marriage?
∙ Tell us what you know about Vietnamese culture.
∙ After you got married, did you find any differences between your wife and Koreans in terms of 

lifestyle or way of thinking?

Diet Daily meal ∙ Where do you usually have a meal? 
∙ What kind of food do you usually have for a meal?
∙ Do you have a meal on a regular basis?
∙ After you got married, is there any change when you have a meal?
∙ Do you have any difficulties when you have a meal at home?

Preparing a meal ∙ Who usually prepare a meal at home?
∙ What did you do when your wife didn't know how to cook Korean food at first?
∙ How did your wife learn to cook Korean food when she didn't speak Korean? (participating in 

cooking class)

Food culture gap ∙ Have you ever disliked the food cooked by your wife? (preference for Vietnamese food, amount of 
food intake)

∙ What did you do in that case?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food and Vietnamese food?

Purchasing food ∙ Where do you usually go grocery shopping?
∙ Who goes grocery shopping? 
∙ Where do you usually buy Vietnamese food?
∙ How often do you buy Vietnamese food?
∙ Is there any food that is too expensive to buy? If so, what is it?

Eating out ∙ How often do you eat out? Why do you eat out?
∙ When you eat out, what do you usually have?
∙ How often do you go to Vietnamese restaurant?
∙ If you hardly go out to eat, what is the reason? 

Prenatal and 
postnatal diet

 Childbirth ∙ What did you do to help your wife when she was suffering from morning sickness?
∙ What did you do to help your wife with her postnatal care?

Baby food and 
baby care

∙ Where do you learn about baby food and baby care?
∙ Have you ever learned what infants should eat for a properly balance diet?

Participation 
In program

Nutrition plus 
program

∙ Have you informed your wife of Nutrition Plus Program so that your wife and baby can participate 
in that program?

∙ Do you eat the food provided by Nutrition Plus Program?
∙ How do you feel about Nutrition Plus Program? Was it useful for you?

Other program ∙ Have you ever participated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 with your wife (or by yourself)? 
What was it? 

∙ How did you know about the program?

Knowledge 
on nutrition

Balanced diet ∙ Do you know any healthy food or food considered to be beneficial to health?
∙ Do you know any food that is high in cholesterol?
∙ Do you know what pregnant women or infants should eat for a balanced diet?

1) FGI: Focus Group Interview

고, 자녀수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이 평균 1.7±0.6명, 

한국인 배우자는 평균 1.7±0.4명, 교육수준은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

업이 각각 16명(47.0%), 15명(44.1%)으로 가장 많았

고,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 13명

(76.4%)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베트남 결혼이민여

성의 경우 26명(76.5%)이 주부였고, 한국인 남편의 

경우 대부분이(16명, 94.1%)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는

데 직종은 운수업, 설비,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직이 

대부분이었다. 소득수준은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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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ese females and 
Korean spouses.

Classification
Vietnamese 

females
(N=34)

Korean 
spouses
(N=17)

Age (years)  26±41)  43±5

   20∼29 29 (85.3)2)  0 ( 0.0)

   30∼39  5 (14.7)  3 (17.6)

   ≥40  0 ( 0.0) 14 (82.4)

Length of residence in 
Korea/marriage (years)

 4.4±1.7  4.1±1.6

Family type

   Living with parents-in-law 11 (32.4)  8 (47.1)

   Living separately from 
parents-in-law

23 (67.6)3)  9 (52.9)

Number of children 1.7±0.6 1.7±0.4

Education levels

   Elementary school graduate  3 ( 8.8)  1 ( 5.9)

   Middle school graduate 15 (44.1)  3 (17.6)

   High school graduate 16 (47.0) 13 (76.4)

Job

   Yes  3 ( 8.8) 16 (94.1)

   No (housewife) 26 (76.5)  1 ( 5.9)

   Part-time  5 (14.7)  0 ( 0.0)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100  2 ( 5.9)  2 (11.8)

   100∼199 18 (52.9)  5 (29.4)

   200∼299 13 (38.2)  9 (52.9)

   ≥300  1 ( 2.9)  1 ( 5.9)
1) Mean±SD 
2) N (%)
3) Including divorced couple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18명(52.9%),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13명(38.2%)이었으

며,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9명(52.9%),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5명(29.4%)으로 조사되었다. 

2. 심층면접 결과

1)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영양불량 원인 규명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영양불량 원인은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4가지 측면에서 파

악되었다.

(1) 환경적 요인

① 베트남 식재료 구입의 어려움

현재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는 

있으나 아직 타국 식재료 시장이 형성된 지역이 많

지 않고, 주로 일반 마트나 시장에서 일부 제한된 

외국 식재료만을 구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이 자국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안산의 베트

남 시장이었으나, 가격이 비싸고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 자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았다. 

예, 망고는 여기는 ○마트 가면 다 익은 것만 있

어. 노란 거만 나오는데 우린 생거 먹고 싶어요. 노

란색. 구아바는 여기 당연히 없고, 생선은 여기 더 

없고...

안산 말도 마세요. (웃으며) 안산, 인천 아주... 안 

가본데 없이 다 가봤소. 돈도 웬만히 비싸지라... 한

국... 거기서는 싸도 이상하게 한국에는 이상하게 비

싸부러라... 

진짜 그래요. 남자들 허리가 휜당깨라. 안산 한번 

갔다 오면...

② 도시생활 적응에 따른 식욕저하

한국으로 이주해온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은 대

부분 베트남에서 지방에 거주하던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생활 적응기간의 어려운 점으로 멀미 

때문에 외출이 힘들고 심지어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시생활로의 환경적 변화에 

대한 부적응이 초기 적응시기의 영양섭취에도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이 뭐...차도 못타니까요, 그래가지고 애기엄마

한테 임신하기, 갖기 전에도 버스를 거의 못타서, 

버스를 못타니깐. 예... 원래 멀미가. 거 베트남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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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심하진... 않... 차타면 저거 기대고 하긴 했

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거 같은데, 여기 오니깐... 

그 기름 냄새 그게 아마 저거 한가봐요.

네... 나가 다녔는데 자동차에... 자동차 냄새고 길

을 막 걸었는데 냄새, 냄새에다가 또 못 걸어고... 

만약에 지하철이나 버스, 자동차 타면 막 머리 막 

힘들고 또 멀미는 많이... 네... 생겨요.

(2) 문화적 요인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한국 음식문화를 접해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를 갖지 못한 채 한국인 가정에 편입되어 음식문화

의 차이로 인한 식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① 임신ㆍ출산기의 식생활 문제점

본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4.4±1.7년이었는데, 대상자들의 한

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적응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 처음 왔잖아요. 왔을 때 밥도 안 먹어요. 또 

반찬도, 반찬도 이상하고 김치도 이상하고요. 그래

도 아무도 안 먹어. 그냥 빵하고 우유만 먹어요. 그

리고 몇 개월 후에 3개월 후에 그 삽겹살하고 테이 

뭐지... 갈비 그런 거 먹어요. 6개월 후에는 되면 음

식 한국음식 그런거 다 다 먹어요. 베트남 베트남 

음식이 좀 안 먹고 그냥 참고 한국음식만 먹어요. 

(중략 ) 이제는 한국사람 똑같아요. 베트남 음식도 

안 보고 싶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주 초기에는 한국생활 적응 시 음식문

화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

히 한국으로 이주 후 첫 1∼2년 사이에 임신과 출

산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입덧 및 산후

조리 식품과 관련한 식품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

었다. 한국 음식문화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바로 입

덧과 출산을 겪게 되면서 고른 음식 섭취가 힘든 

점과 먹고 싶은 자국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정보 부족 및 한국의 식재료 시장에 보편화 

되어있지 못한 베트남 식재료의 구입 문제로 인해 

적절한 식품 섭취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음식 만약에 임신할 때 내가 먹고, 먹고 싶은 거 

생각 막 떠올라갖고요. 쌀국수와 월남쌈인데, 근데 

집에서 재료도 없고 여기 한국에서 베트남 그 재료

를 구하기 힘들고,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는데 (중

략) 그냥 참아요. 그냥. 배고프... 그냥 물. 그때 입덧

할 때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물 한 잔만 먹어요. 

하루 종일... 

지금 그거 생각 안 했는데 그 베트남에 뭐 있더

라... 그... 그 출산한 후에 그 저 베트남 여자들 임

산부들이 다 그 고기... 고기조림을 먹고 싶다구요. 

저도 마찬 가지거든요. (중략 ) 근데 여기는 미역국 

하... 미역국만 먹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미역

국 먹는데, 막 맨날 머리에 생각나고 나는 베트남 

음식 그 고기조림 먹고 싶다고...

② 베트남 음식문화에 대한 가족들의 낮은 호응도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 대부분은 식사준비를 직

접 하고 있었는데, 주로 한식 위주의 음식을 조리하

여 가족들과 함께 섭취하고 있었고, 베트남 음식은 

아예 조리하지 않거나 월 1∼2회 정도로 그 섭취빈

도가 낮았다. 식재료 구입이 용이하지 못하고, 한국 

가족들이 잘 먹지 않아 베트남 음식 조리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자국의 

음식을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선택이 아닌 상

황에 의해 식습관을 변화시키게 되는 과정을 겪고 

있어, 베트남 결혼이민가족들의 베트남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 남편, 우리 남편 절대 안 먹어요. 그냥 입 

안 맞아요. 그냥 우리나라 향이 있어요... 잘 안 먹

어요. 한국사람들 잘 안(먹어요 )... 

신랑이요? 안 먹어요. 좀 냄새 나요. 냄새 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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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땐 집에서 친구 왔, 놀러왔, 놀러왔잖아요. 만

두를 하는데 냄새나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저

기 화장지 있잖아요. 코 막아요. 냄새 난다고 창문 

좀 열어라∼ 그래서 다음에 집에서 안 만들어요. 친

구네 집이 만들어요.

③ 식재료 보관 및 조리법에 관련한 문제점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은 베트남에서 냉장고를 

잘 사용하지 않고 하루에 1∼2회 식재료를 구입하

여 신선한 식품을 조리해 먹는 식습관을 갖고 있었

다. 그러나 시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3∼4일에 

한 번씩 장을 보고 냉동실에 식재료를 장기간 보관

한 후 해동하여 조리해 먹는 식재료 보관법 때문에 

냉장ㆍ냉동식품에 대한 기호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베트남에서 음식 있잖아요. 금방 고기, 생선 그런

거 금방 잡아서 파는데 여기는 냉동 시 냉장 냉장

고 놔요. 그게 좀 신기해요. 신기해요.

저... 음식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근데 많이 한 

게 아닌데... 상에다 놓고 상에다 놓을 정도하고 그

렇게... 많이 한다고 막 짜증을 내고... 저기 제사 그

렇게 지내고 또 아버지 제사도 있고 그러니까 설, 

추석, 아버지 제사 세 번 그 다음에 근데 음식 곧 

잘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요... 많이 상

한다고... 냉장고에 음식 저기 근데. 조금 해야 되는

데 많이 남는다고 처리하기 곤란한...

④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부적절한 영양섭취 

식이섭취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베트남 여성들은 

아침식사를 가볍게 하거나 쌀국수 등을 사먹는 경

우가 많아 한국으로 이주 후에도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식습관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부적절한 영양섭취가 이들의 영양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조사자 : 아까 아침을 거의 매일 잘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 번도 안 드시나요?) 

음...있어요... 어디 나갈 때 배고플까봐 먹어요... 집

에 있으면 안 먹어요.

저도 잘 몰라요. 아침은 잘 밥도 잘 안 먹어 . 밥도 

안 들어가고... 그랬어요. 

(조사자 : 그러면 일주일에 아침을 먹는 날이 몇 번 

정도 있으세요?) 어... 두 번? 두 번, 세 번? 정도... 

아침으로 밥... 밥 아니면 라면 먹어요.

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및 갈등상황으로 인한 부적

절한 영양섭취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은 시부모 및 시댁 식구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관계로 인해 식품 섭취에까지 영향을 받는 경

우도 있었다. 시댁 식구와의 갈등 및 임신과 입덧으

로 인한 심리적 상황까지 결합되어 이주 초창기에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저 과일을 많이 먹는 편이예요. 수박만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되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 같이 사니

까 먹고 싶은 음식도 같이 못 먹어... 돈도 안주고. 

고기 먹고 싶어 근데 고기 먹고 싶어? 그 다음에 

수박 겨울에 수박이 얼만지 아냐? (중략 ) 할머니 

갑자기 베트남 가면은 당연히 자기 나라 음식 먹고 

싶지... 

형님 같이 살아요. 밥... 밥 뜨거운 물 같이 먹으

니까 소금도 같이. 반찬 하나도 없어요. 형님 아무

거나 반찬 하나 안 사왔어. (중략 ) 임신됐는데 먹고 

싶어서 형님 하나 안 사줬어요. 형님이 닭 한 마리 

샀어요. 집에서 요리 혼자 먹어요. 나 안 불러서.

(3) 경제적 요인

① 낮은 가계소득으로 인한 식품 구매의 어려움

본 연구의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은 대부분 아이

를 키우는 전업주부로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유롭지 못한 생활비로 생계를 걱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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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생활비는 좀 힘들어요. 그게, 좀 많이 힘들

어요. 왜냐면 저기... 제 남편이 일 많이 없고, 또 애

기 둘째 생겼고, 좀 걱정 있어요.

따라서 식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제약 상황으로 

양질의 식품 섭취가 힘든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식이

섭취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하루 세끼를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등 단조로운 식품 섭취 양상을 

보이면서 불균형한 영양섭취의 원인으로 파악되었

다. 

네. 좀 비싸요. 그래도 생각 모... 아기 아기 때문

에도 사요. 비싸요. (중략 ) 고기 그냥 닭고기 일주

일 한 번. 생선도 일주일에 한 번? 소고기 그냥 아

이 이유식 만들어요. 미역국도 만들어요. 소고기 

잘...

저는 비싸서 잘 못사요. (조사자 : 어떤 것을?) 

네. 고기 아니면... 그냥... 과일같은거는 비싸서 잘 

못사요. 싼거 사는거 아니면 조금만 드시게...

(4) 사회적 요인 

① 영양지원제도 정보 및 홍보 부족

본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34명 중 

영양지원제도 - 영양플러스 - 에 참여하지 못한 여성

들은 모두 17명이었는데, 소득수준이 대상자 선정 

기준 이상이거나, 영양플러스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임신ㆍ출산기를 겪었거나, 영양플러스에 대한 정보

를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조사되었다. 영양

플러스 프로그램 대상자 기준에 부합되나 정보 부

족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는 

보충식품으로 더 많은 영양섭취를 할 수 있는 기회

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영양플러스에 참

여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이 제도에 편입된 계기가 대

부분 지인을 통해서였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접

하지 못해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네, 그때는 여기 왔었는데, 영양플러스 있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아기... 어... 돌 지나서. 돌 지나고 

그때 알았어요.

아∼ 친구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이야기 해 줬어

요. 그냥 우리 남편한테...

베트남 친구 알려주셨어요. 

2) 한국인 배우자의 영양불량 원인 규명

한국인 배우자의 영양불량 원인은 문화적, 경제

적, 사회적 요인의 3가지 측면에서 파악되었다. 

(1) 문화적 요인

① 배우자와의 음식문화 차이로 인한 식욕저하

한국인 배우자들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자국 음식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기보다는 그들이 한국 음

식문화에 맞추기를 원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식문화 

차이로 인한 조리법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생

소한 식품 섭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 초

반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이 부인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해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부인

의 조리법이 식성에 계속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식

사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걔네는 좀 튀기는 편이

야. 열대지방이라 기름을 많이 써요. 다 튀기거나 

삶거나 둘 중에 하나야... 나물은 무침 이런 건 없어

요. 튀기거나 삶거나 둘 중에 하나...

어머님이 (음식을 ) 하시지만 와이프가 어쩌다가 

꺼내놓는데 어떨 때는 손이 안 갈 때도 있어요. 와

이프가 했는데... 주로 많죠. 그냥... 그러니까 편식이 

되는 거죠. 그 전보다 양이 주는 거에요. 밥 먹는 

것도... 집에 오면은 어떤 때는 먹고 났는데도 허전

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조사자 : 부인께서 베트남 음식 만드시면 아버님

은 드시기가...) 저는 거의 뭐 안 먹었어요. 네. 지금

도 못 먹어요. 그 향 때문에 그래요. 그 향 그 고

수? (조사자 : 그거 혹시 빼고 안 하세요?) 아니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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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도 그 뭐 그 뭐라 그럴까? 국물 자체가 저하

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2) 경제적 요인

①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불충분한 영양섭취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인 배우자들은 기초생활수

급자 두 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우 월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94.1%)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본인의 올바른 식품 구입 및 

섭취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생계를 이어나가는 상

황에 급급한 경우가 많았으며, 자녀들의 먹을거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자신의 식사에는 질적인 투자

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야채... 모... 쌈싸먹는 정도, 생선 같은 거 일주

일에 한 번 정도 먹을까... 애들은 자주 먹어요. 내

가... 나는 그냥 아무거나 있으면 먹고... 저거하니깐. 

라면... 국수종류를 좋아해요. 국수를. 일주일이면 다

섯 개는... 다섯 개, 여섯 개는 먹을껄요.

아무래도 소고기죠. 소고기나 뭐 그런 거죠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 빵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은 이제 좀 자제 하고 애기 애기들 위주로 많이 사

죠, 아무래도...

(3) 사회적 요인

① 불규칙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부적절한 식습관 형성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 및 야간 또는 새벽시간 대에 근무해야 하

는 여건의 종사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야식을 많이 섭취하고, 낮에 수면을 

취하는 등 정상적인 대사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식이

섭취조사 시 드러난 문제점과 같이 비정상적 근무

시간 때문에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믹스를 하루에 3잔 

이상씩 마시는 경우가 많았고(최대 6잔/일), 아침 결

식 비율이 높아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상당히 부정

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네, 네... 그까... 이게 24시간 교대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생활로 갈라 그랬는데, 이쪽 계통

이 일, 저... 원래 맞교대에요. (중략 ) 점심 저녁은 

점심 도시락 해서 먹고요. 사먹기가 좀 그래서... 돈

도 나가지만,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쪼금 점심시간 쫌 빨리 먹고 좀 쉴

라하는 것도 있어요.

인제 이... 사출공장 다니기 전에는 좀 약간 규칙적으

로 생활했거든요. 그때는 좀 몸무게가 한 85∼90kg 됐

는데 불규칙적으로 자다가 인제 아침에 출근하고 

이렇게 하니깐... 좀 살이 찐 것 같아요. 피곤하고... 

(조사자 : 밤에 많이 드시게 되구요?) 네, 운동 할 

시간도 없어요.

조사대상자들은 이러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식생

활에 무관심해지거나, 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식습

관에 신경을 쓰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근

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실제로 식습관 변

화를 행동에 옮길 수 없음을 토로하였다.

(조사자 : 새벽에 나가셔서 밖에서 아침식사를 외

식을 주로 하시고...) 그렇죠. 아침에, 아침을 많이 

먹는 편이죠. 아침에... 9시부터 한 12시 1시 사이에 

많이 먹고 그 이후로는 거의 인제 많이 안 먹는 편

이에요 . (중략 ) 저는 먹는 거에 신경을 안 쓰는 타

입이어서 차려줘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안 차려줘요. (중략 ) 저는 인제 먹고 싶으면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는 안 먹고, 와이프도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알아서 먹는 타입이니까...

②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인 배우자들의 연령은 대

부분 40대로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만성질환 발병 전단계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 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자 하나 식습관 자체를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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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조사자 :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챙겨 드시는 음

식 있으세요?) 그런 건 전혀 없죠. 밥만 먹으면 장

땡이죠.

(조사자 : 고혈압이 가족력이 있으니까, 혹시 콜레

스테롤 높은 음식 주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신경을 전혀 안 쓰고 먹어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그런 거 신경쓰고 먹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높다고 들은 거... 지금은 

모르겠어요. (조사자 :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

은 음식들은 주로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몰

라요.

3. 베트남 결혼이민가정의 영양불량 원인 규명을 위한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 개발

영양불량의 원인을 심층적, 다각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이들의 영양상태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환경적(Environmental 

factors), 문화적(Cultural factors), 경제적(Economic fac-

tors), 사회적(Social factors) 요인의 4개 대분류로 분

석하였다.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은 

편향된 식이섭취(Unbalanced diet)와 불규칙한 식습관

(Irregular diet)이라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행

동적 요인은 베트남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 

모두에게 부적절한 영양섭취(Inadequate dietary in-

take)를 야기하여 영양불량 상태(Nutritional in-

adequacy)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질적면접내용을 효과적으로 기

술하기 위해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을 Fig. 1과 

같이 개발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34명과 한국

인 배우자 17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통해 다문

화 가정의 영양불량 원인과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의 영양불량 원인은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의 4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한국인 배

우자는 환경적 요인을 제외한 문화적, 경제적, 사회

적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잘못된 

식행동 즉, 편향된 식이섭취(Unbalanced diet)와 불규

칙한 식습관(Irregular diet)을 야기하며, 이는 불충분

한 식이섭취로 이어져 결국 영양불량이 야기되는 

구조임을 파악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베트남 결혼

이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의 영양불량 원인과 구조

에 대한 개념틀을 제시하였다. 

영양불량 원인 중 먼저 환경적 요인의 경우 생활

환경 변화로 식욕이 저하되고 자국 식재료는 구입

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불충분한 식이섭취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선행연구(Lee 

2012)에서도 나타났듯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은 대

부분 농촌이나 오지 출신으로 버스, 지하철 같은 교

통수단에 익숙하지 않다. 때문에 보건소,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등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점도 파악되었다. 영양플러스, 한

식조리교실과 같은 식생활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렵

다 보니 영양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 불충분

한 식이섭취의 패턴을 반복하는 양상이다. 이에 다

문화 가정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정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거나 공공시설(예: 주민센터, 마

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집단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

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요인에서는 한국 음식문화 부적응, 고부갈등

으로 인한 부적절한 영양섭취 등의 문제가 파악되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대부분 결혼이민 후 1∼2년 내에 임

신과 출산을 경험하는데(Kim 2009), 한국 음식에 완

전히 적응하기 전에 입덧을 경험하고, 자국 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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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or causes of nutritional inadequacy in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Korean spouses.

접하기 힘들다 보니 식욕저하 및 섭취 식품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국 식재료

나 식품을 구입하더라도 한국인 가족이 베트남 식

품 기호도가 낮아 조리 의욕이 상실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처럼 한국 음식문화 부적응 및 식이섭

취 부족은 단순히 영양불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가족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Kim 등

(2011)의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정 내 식

생활 책임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도 동일

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영양교

육 프로그램을 매우 필요로 하며(Jeong 등 2012), 가

족 구성원 식습관 형성에 주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Pyun & Lee 2010) 이들의 주부 역할 

수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영양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이민 초기부터 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

람직한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결혼이민가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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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스타트(Happy Start) 프로그램’에 한국 음식문

화 및 이민자들의 주요 출신국 음식문화를 소개하

거나, 직업교육 또는 한글교육 위주인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식생활ㆍ영양 관련 프로그

램을 신설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베트남과 한국 음식문화 차이로 인해 한국

인 배우자의 영양불량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는 사

례도 파악되었다. 아침식사를 중요시하는 한국 음식

문화와 달리 베트남은 아침식사를 잘 하지 않고(외

식 혹은 결식), 하루에 두 끼니만 먹는 식습관(So & 

Han 2012)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식습관이 한국

인 배우자들의 아침 결식과 불충분한 섭취로 이어

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대상

의 영양교육 시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

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인 배우자들의 

규칙적인 식습관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결

혼이민여성의 57.0%, Table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88.9%가 영양플러스 참여 가정으

로, 이들 가정은 영양플러스 소득기준인 가구별 최

저생계비 200%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다문화 가

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러 선행연구(Lee 2012; So 

& Han 2012)에서 보고되었으며, Kim 등(2011)의 연

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의 가정 내 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아 적은 돈으로 음식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영

양적 가치보다 경제적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한다고 

보고하였다. Choi 등(2011)의 연구에서 베트남 결혼

이민여성은 식품 불안정성(food insecurity)이 높고, 

식품 불안정을 겪는 대상자의 약 50%가 경제적 어

려움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을 겪고 있어 한정된 수입으로 식비 지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품 구매력이 낮고, 구입 

식품의 다양성 및 구입 식품의 질과 양에까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

자가 되면 임신ㆍ수유기간에 보충식품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주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어느 기관이든 결혼

이민여성 대상 영양교육 시에는 적은 식비로 균형 

잡힌 식재료를 구입하는 방법을 교육내용에 포함시

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이러한 

사업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한국인 가족들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Kim 등 2012) 해당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주관기관(보건소)과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하여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은 

영양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대상자 중 영양플러

스 수혜자 대부분이 주위 친구를 통해서 해당 사업 

정보를 접하였고, 관공서나 다문화기관 전문가를 통

해 접한 경우는 없어 영양지원제도에 대한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어문제로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단절되고, 한국인 가족들이 사회생활을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Kim 등 2012). 출신국별 커뮤니티를 더

욱 활성화하여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계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영앙지원제도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

회적 요인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들은 새벽ㆍ야

간ㆍ교대 근무직 종사자가 많아 불규칙적인 식습관

이 형성되고, 섭취 식품의 질까지 저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약계층이 많은 다문화 가정을 사회적

으로 배려하여 야간 및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과 한

국인 배우자들은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요

인들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편향된 식이섭

취 및 불규칙한 식습관)이 야기되며 이는 부적절하

고 불충분한 영양섭취로 이어져 결국 영양불량 상

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영양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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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발굴, 다문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연계, 야

간 및 주말 교육 활성화 등의 제도적, 정책적 차원

의 영양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식 개별교육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한국인 배우

자를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여 부부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의 영양불량 원인을 파악하였으며, 그 원인을 

각각 4가지, 3가지 요인으로 규명하여 이를 바탕으

로 영양불량 원인의 개념틀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가 서울지역에 국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참여 인원

이 적은데,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로 인터뷰 대

상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한국인 배우자들이 연구

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더 풍부하고,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결

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들에게 필요한 영양교

육 내용 및 적합한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34명과 한국인 

배우자 17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조사를 통해 영양

불량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심층면접 결과 영양불량 

원인은 환경적 요인(베트남 식재료 구입의 어려

움, 도시생활 적응에 따른 식욕저하), 문화적 요

인(임신ㆍ출산기의 식생활 문제점, 베트남 음식문

화에 대한 가족들의 낮은 호응도, 식재료 보관 

및 조리법에 관련한 문제점, 불규칙한 식습관으

로 인한 부적절한 영양섭취, 시댁 식구들과의 관

계 및 갈등상황으로 인한 부적절한 영양섭취), 경

제적 요인(낮은 가계소득으로 인한 식품 구매의 

어려움), 사회적 요인(영양지원제도 정보 및 홍보 

부족) 등의 네 가지 요인에서 규명되었다. 

2. 한국인 배우자의 심층면접 결과 영양불량 원인은 

문화적 요인(배우자와의 음식문화 차이로 인한 

식욕저하), 경제적 요인(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불충분한 영양섭취), 사회적 요인(불규칙한 근무

여건으로 인한 부적절한 식습관 형성,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 등의 세 가지 요

인에서 규명되었다.

3. 질적조사를 통해 파악된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은 편향된 식이섭취와 불규칙한 식

습관이라는 부정적 패턴을 야기하며, 이는 베트

남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를 영양불량 상

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문화 가정의 영양불량 원

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영양

중재 방안이 마련되면, 결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한

국인 배우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 전체의 

영양불량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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