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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음식 실천은 국외 이주 커뮤니티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음식 및 커뮤니티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

던 대상인 유학생, 특히 국내에서 중국 출신 다음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유학생 중에서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커뮤니

티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음식 실천이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비교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 세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경우에는 종교적 요인에 따라 

음식 실천에 제한이 있었지만 베트남 유학생은 한국음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인도네시아 유학생은 음식 모임을 외부인과 새

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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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들어가며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람과 사물의 초국적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흐름은 국제 이주의 증가로 이어졌다. 국제 이주 현상

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 경험의 하나로 자리 잡았

다. 디아스포라나 초국가주의와 같은 이주 관련 연구에서 다뤄지는 다

양한 주제들 가운데 음식은 이주자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드러

내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Gabaccia 1998). 좀 더 구체적

으로 말하자면, 음식은 인간 생존의 필수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특정 집

단의 유대와 결속을 돕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드러내는데 유용한 

도구로도 활용되어 왔다. 이주 연구에서 특정 이주 집단의 음식을 둘러

싼 다양한 실천을 탐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해당 집단의 거주국 생활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을 이해하

유학생의 음식 모임은 기존에 구축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의의가 소속감과 서로간의 유대 및 결속을 (재)확인하는 데 있다

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음식 실천은 각 커뮤니티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유학생 커뮤니티

는 재학생 위주로 운영되는 단절성을 보인 반면, 베트남 유학생 커뮤니티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지속성과 확장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특정 국가의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음식의 실천이 이주 커뮤니티의 형성뿐만 아니라 지속 및 정

착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인도

네시아 유학생의 음식 실천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이주와 음식, 동남아 관련 연구

를 확장하는데 그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유학생, 커뮤니티, 음식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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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까지 연결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주자와 음식을 둘러싼 연구들

은 거주국의 음식 문화로부터 겪는 어려움 및 갈등, 그리고 출신국의 음

식 문화 유지 활동이나 양국의 음식이 뒤섞이며 나타나는 문화 접변 현

상 등에 주목해 왔다. 

음식과 이주 관련 연구에서 주 대상은 가족 단위 집단이나 이주노동

자들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현재 한국의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외국 유학생은 국내외 이주와 음식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주 집단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보았을 때 이는 이주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

으로 보인다. 국내 정착 외국인은 2018년 기준 2,367,607명이며(법무부 

2018), 이 중 유학생은 160,670명이다.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이 차

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2010년 87,480명이던 유학생 수는 8년 후인 

2018년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유학생 증

가에서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 특히 그 중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수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19년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37,418명으로 중국 출신 유학생의 뒤를 이어 국내 유학생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며,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은 1,613명으로 동남아시아 국

가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수가 많다(교육부 2019)1).

이처럼 국내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 수의 빠른 증가는 제도의 변

화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및 투자 증가, 문화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한국 인지도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1

년부터 도입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2016년부

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로 변경하여 인증을 받고 불법 체류율이 낮은 교육기관에는 

1) 교육부. 2019.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 
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
=N&boardSeq=7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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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및 발급 과정 간소화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등 대학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 투자와 생산기지 이전 역시 2000년대 초반의 의류, 경공업 중

심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기, 전자산업으로 확장되었다(구

양미 2017). 이러한 기업 투자 및 이전과 맞물려 지역 내 현지 대학의 

한국어 교육 강좌와 한국어 학과 모집 인원이 증가되었음 역시 확인

되며(응웬 티 레나 2014) 국내 유학생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보인다. 

<그림 1> 2019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나타난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출처: 교육부.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Ⅱ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위와 같이 한국으로의 유학생 러시

가 나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자 연

구는 결혼이주여성, 혹은 다문화 가정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송채수 

2018; 최승은 2019; 오세경․김영순 2019). 그러나 외국 유학생이 

국내 전체 이주자 수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국

내 유입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외국 유학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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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이들 역시 다른 이주자 집

단과 마찬가지로 거주국 사회의 특정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자신들만의 특수한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는 이주자들이기 때문

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국내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국내 유학

생 중 수적으로 가장 우세한 중국 유학생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반

면, 최근 급증한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대상인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에 주목하고자 한

다. 

본 논문의 저자 두 명은 현재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연구 장소로 삼고, 현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

생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에 주목하고자 하

였다. 2019년도 서울대학교 통계연보에 따르면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합친 전체 유학생의 수는 2,276명이며 그 중에서 베트남 출

신 유학생은 65명,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수는 52명이다. 

<표 1> 2019 서울 학교 유학생 통계

순 국가명 총 유학생 수 학 과정 비학 과정

1 중국 645 438 207

2 미국 147 79 68

3 캐나다 74 53 21

4 프랑스 70 9 61

5 독일 69 19 50

6
러시아 65 10 45

베트남 65 48 17

7 몽골 63 44 19

8 대만 61 19 42

9
일본 56 20 36

말레이시아 56 18 38

10 인도네시아 52 41 11

출처: 2019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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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학생 수만으로 보았을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

생의 순위는 각각 6위와 10위에 자리하고 있어 유의미한 수치라 볼 

수 없지만,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세분화 했을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위과정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과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비율은 각각 73.8%와 78.8%로 이는 전체 유학

생 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67.9%)이나 미국(53.7%) 또는 

캐나다(71.6%)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학위과정은 대학과 대학원

을, 비학위과정은 교환/방문/어학연수/기타연수를 포함하는데 평균 

체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가량의 비학위과정에 비해 학위과정은 

최소 2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한국 유학생활

에서 다양한 문화적 적응과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진들은 서울대학교 내 유학생 중에서도 학위

과정 비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들에 주목하

였는데, 상대적으로 체류 기간이 짧은 비학위과정 유학생 보다는 장

기간 한국에 머물며 생활하는 비학위과정 비율이 높은 유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음식 실천 양상과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관찰하고 추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되었

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

는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한국 내의 이주자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

외되어 왔지만 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유학생 연구의 지평

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중

에서도 서울대학교 내에서 학위과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동

남아시아의 두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유학생에 주목함으로 

이들의 음식 실천이 유학생 커뮤니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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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유

학생 개인 및 단체이며,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의 대표 방식인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활용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5개월이며 해당 기간 동안 연구진은 총 15명의 

유학생(인도네시아 8명, 베트남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표 1> 참고). 

인도네시아 학생들과의 인터뷰는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장

소는 주로 교내 식당이나 외국인 기숙사에서 진행하였다. 인도네시

아 학생들의 경우 심층 인터뷰 이외에도 음식 관련 모임에 연구자가 

직접 참석하는 등 참여관찰을 통한 연구도 진행할 수 있었다(<표 2> 

참고). 베트남 유학생들과의 인터뷰는 전체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섞어가면서 진행하였는데 몇몇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어 구

사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터뷰를 한국어로 진행하기도 하

였다. 베트남 학생들과의 인터뷰 역시 교내 식당이나 유학생 기숙사

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녹취 후 전사하는 방법으로 기록되

었으며 인터뷰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특정한 정보가 필

요한 경우에는 인터뷰를 진행했던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의 이름

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하였으며 편의를 위해 A~O까지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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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참여자 명단

이름 성별 나이 학과 종교
한국

거주기간

인터뷰 

날짜
비고

인도네시아 유학생

A 남 20 재료공학과 이슬람 2년 19/10/18
현 서울대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회장

B 여 25 인지과학 이슬람 2년 5개월 19/11/15

C 여 26
보건정책

관리학과
이슬람 1년 4개월 19/11/18

D 여 20 식품영양학과 이슬람 3개월 19/11/19 교환학생

E 여 31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슬람 4개월 19/12/29

F 남 37
기술경영

경제정책(협동)
힌두 4개월 20/01/05

G 남 30
국제IT정책 

프로그램(ITPP)
이슬람 4개월 20/01/05

H 남 39
기술경영

경제정책(협동)
이슬람 3년 20/01/05

베트남 유학생

I 여 28 행정학과 3년 19/10/26

J 여 29
국제대학원

국제통상
3년 19/11/14

K 여 20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5개월 19/11/14 학부생

L 여 25 국어국문학과 3개월 19/12/11

M 남 20 경영대학 3개월 19/12/11 학부생

N 남 31 지구환경과학부 2년 19/12/11

O 남 34 환경대학원 6년 19/12/11
현 서울대 

베트남 유학생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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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참여 찰

순서 제목 날짜 성격 참여 인원 장소

1
기숙사 축제(한울제)
국제 음식전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부스 관람

2019/
10/01

소모임 약 7명 서울대학교 기숙사

2
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전체 모임

2019/
11/09

전체 

모임
약 30명 서울대학교 기숙사

3
서울(명동) 인도네시아

식당 식사 

2019/
12/29

소모임 6명
Bakso Bejo 

Korea(서울 명동 위치)

4
인도네시아 유학생 

기숙사 모임

2020/
01/05

소모임 4명 서울대학교 기숙사

Ⅱ. 선행 연구 검토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 커뮤니티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유학생 커

뮤니티 형성과 유지에 음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행연구 검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본 장에

서는 먼저 이주 이후 이주자 커뮤니티의 형성과 지속 및 유지에 영향

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으로 음식을 주목한 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

한 다음, 국내에서 이주 커뮤니티와 음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이주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의 학문적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이주 집단인 외국인 유학생의 음식 활동이 커뮤니티에 미치

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1. 음식과 커뮤니티의 상 계에 한 연구

음식은 인간의 ‘문화’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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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이다. 현대 사회에서 음식이란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를 넘어 개인 또는 집단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발전해 

왔다. 인간과 사물의 경계를 넘는 이동이 일상화된 글로벌하면서도 

초국가적인 작금의 세계에서는 다른 집단과 나를 구별해줄 수 있는 

분별적 요소로서 음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어쩌면 음식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와 줄곧 함께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주와 음식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국가의 사람들이 접촉, 교류,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특수한 음식이나 

음식과 관련된 규칙과 관습, 기술들이 전파나 확산되는 양상에 주목

하였으며 또한 서로 다른 음식들이 뒤섞이는 혼성화 혹은 혼종

(creolization or hybridization)의 사례들도 함께 이목을 끌었다

(Gabaccia 1998). 특정 문화의 음식이 주도적으로 여러 국가에 전파

되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맥도날드화(Ritzer 1993)’ 같은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경향은 약화되고 오히려 새로운 재료와 레시

피가 탄생하는 글로컬화(glocalized)된 음식들로 인해 다문화성이 증

가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와 음식문화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미국사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음식과 관련된 문화 현상에 대한 해

석,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다룬 논문 등 주로 적응에 대한 문제에 집

중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이 더욱 복잡해져감으로서 이후에는 음식 

문화의 변화와 세분화 또는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그 한 예로 더글라스(Mary Douglas 1984)는 그의 저

작 사회적 규범에 따른 음식(Food in the Social Order)에서 미국 

내 발생하고 있는 음식과 축제, 민족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후 다양한 미국 문화 속에서 소수 민족들이 그들만의 음식문화와 

정체성을 고수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에 대한 연구들이 뒤를 잇게 되

었다. 특히 브라운과 머셀(Linda Keller Brown & Kay Mussel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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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국에서의 민족적 지역적 음식습관(Ethnic and Regional 

Foodways in the United States이라는 저서는 민족 정체성과 음식이

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논문들을 소개함으로써 이주 연구에서 음식

과 정체성의 상관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다(서현

정 2001: 12-13에서 재인용).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음식문화

를 형성하며 이를 계속해서 지속 및 유지하는 행위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향수 또는 기억의 실천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외부 집단과 경

계를 유지하면서 차이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정치’의 한 양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체성과 ‘차이의 징표(a marker of difference)(Abbots 

2016: 115)’로서의 음식은 “우리는 곧 우리가 먹는 것(we are what 

we eat)(Gabaccia 1998)”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먹는 행

위를 넘어서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의미와 상징을 내

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주자 커뮤니티의 음식 관련 활동과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관심

을 가졌던 연구들은 초기의 ‘동화’와 ‘적응’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와 전통, 인종과 세계화, 로컬과 글로벌 세계가 

특정한 시점과 공간에서 음식을 둘러싸고 교차하는 양상에 주목하

였으며 이주자들을 단순히 음식에 적응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와 상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용하는 ‘주체’ 혹은 ‘행위

자’로 상정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실천과 행위가 만들어내는 창의성

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발전해 왔다. 

증가하는 이주와 음식,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은 이주자들의 음식 

공간에 관한 연구(Charon Cardona 2004; Diner 2001; Hage 1997; 

Saber and Posner 2013; Ray 2004), 음식을 통한 선주민과 이주자 

집단의 상호교류(Beyers 2008; Caplan et al 1997; Frost 2008; 

Hannerz 1987; Harbottle 2000; Jamal 1996; Tuomainen 2009),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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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별 또는 젠더에 관한 연구(Counihan and Kaplan 1998; Pilcher 

1998; Waeismantel 1988), 음식을 통한 초국가적인 공간 및 공동체의 

형성(Abbots 2011, 2012a, 2012b; Durand et al 1996; Starathenr 1988; 

Vasco 2011), 이주자들의 음식 활동과 몸(Abbots and Lavis 2013; 

Ben Ze’ev 2004; Carsten 1997; Sutton 2001) 등의 주제들로 세분화 

되었으며 그 외에도 전통,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주제와 음식의 상관

관계, 서로 다른 연령과 인종 집단 간의 비교연구 등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새로운 시각과 연구방법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비교연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까

지 이주 집단과 선주민 집단 간의 비교(Butterworth 1972; Wang et 

al 2011)와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서로 다른 인종집단 간의 비교(J 

Prescott et al 2002; Spindler and Schultz 1996) 등의 연구들이 이뤄졌

으나 이들의 관심은 이주자들의 음식 관련 공동체 활동이 아니라 단

순히 이주자들의 식생활 전반이나 특정 음식에 대한 인식(선호 또는 

거부)과 같은 선택의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 유학생의 음식 실천과 관련된 해외 연구들(Brown, 

Edwards and Hartwell 2010; Corcoran 2018; Wu, Garza and Guzman 

2015; Yan and Patrick 2016)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음식과 이주자 커뮤니티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간과되어왔던 측면, 즉 유학생 커뮤니티와 음식의 상관관계를 검토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 검토에서 나타난 이주연구에서 음식이 이주 

커뮤니티의 형성과 유지 및 존속 그리고 집단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끼친다는 전반적인 논지를 유지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국내의 

외국 유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들이 어떠한 음식 활동을 수

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활동이 유학생 집단 내에서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음식 활동이 유학생 집단의 유지와 존속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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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인 ‘유학생’

은 단순히 한국 음식에 적응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출신국의 음

식 문화와 관습을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와의 접촉

과 충돌을 통해 적응, 타협, 변화 등의 다양한 실천을 수행하는 ‘초국

가적 이주자2)’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국내 이주 커뮤니티와 음식 련 연구

앞 절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음식은 국외 이주자들에게 이주 

이후 낯선 환경을 가장 빈번하게 인식하게 하고 일상적인 갈등과 동

화를 경험하는 문화적 매개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절에서는 한국

의 국외 이주 현상에서 개인과 커뮤니티에 음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를 살펴본다. 한국의 국외 이주자들의 음식 문화 실천에 대한 

연구는 먼저 실천 주체(대상)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국외 이주자들에게 음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

구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이정숙(2017)과 정선옥․양숙자(2015)의 연구에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 문화적응 유형을 통

합, 주변화, 동화, 분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최병두(2017)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음식을 만들고 먹는 행위를 음식-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주 가정에서 음식 문화는 인간

과 비인간 행위자로 구성된 다중적이고 혼종적인 요소들의 집합체

이며,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아(장소성) 가정의 

2) 초국가적 이주자(transnational immigrant) 또는 초이주자(transmigrant)란 자신의 삶
이 국경을 넘어 형성되는 다수의 지속적인 상호 네트워크에 의지하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국민국가와 관련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Glick Schiller, 
Bach, and Blanc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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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간적 관계를 재구성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음식-네트워크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동화 

과정에 참여하는데, 긴장과 갈등, 타협과 조화가 교차하는 권력의 장

에서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한다. 

이주 노동자의 음식 실천에 관한 연구도 여럿 존재하는데 네팔 출

신 이주 노동자들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모국 문화 유지행

동을 분석한 윤영삼(2015)의 연구나 이태정(2019)은 안산에 거주하

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 분석은 노동자들의 음식 실천이 그들의 특수

한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구축하고 한국인들과 충돌하기보다 ‘한

국인이 떠나버린 틈새를 파고들어’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데 음식과 식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유학생의 음식 실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 유학생을 중심

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국내 유학생 중 중국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을 반영한다. 박혜진․허은실(2013)의 연구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의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전통음

식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및 섭취 빈도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했

다. 이 외에도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 적응도를 영양학 

관점에서 조사한 연구가 존재한다(하귀현 2009; 이찬 2010; 문상

정․송정선 2012). 중국 유학생 관련 연구 외에는 무슬림 유학생(황

병하 2010), 아랍 유학생(송경근 2018), 부산지역 거주 외국인 유학

생 전반(홍경희·이현숙 2019)의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외국 유학생들의 음식 활동이나 식습관을 대상으로 진행

된 연구들은 유학생들의 한국 음식 적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

국에서 적극적으로 출신국 음식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문화적 경계 넘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한 결혼이주여성이나 이

주노동자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유학생들을 단순히 동화의 ‘대상’ 

또는 한국 문화의 ‘수용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유학생의 음식 실천과 커뮤니티 양상 비교  195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주자 집단에서 결혼이주자 이주노

동자와 함께 주요 이주 집단인 유학생들에 집중한다. ‘2018년 행정

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유학생의 수는 

전체 외국인 수(205만 명)중 외국인근로자(52만 8천명)와 결혼이민

자(16만 6천명)의 뒤를 잇는 14만 2천명으로 집계 되었다. 수적으로 

보아도 외국 유학생들은 결혼이주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일 뿐 아니라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정착하거나 귀국 후에도 한국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지

속적으로 한국과의 초국가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해나가는 이주자 집

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이외에 최근 급증한 베트남과 같은 동남

아시아 출신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그나마 존재하

는 유학생 관련 연구도 한국 음식 적응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기존 연구들의 학문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본 연구는 ①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유학생 ② 단순히 한국 

문화 적응의 대상이 아닌 음식을 통해 정체성과 공동체의 지속 및 

유지를 실천하는 주체이자 행위자로서의 유학생 ③ 종교와 음식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무슬림 집단(인도네시아)과 비무슬림 집단

(베트남) 비교를 통한 커뮤니티의 지속성 고찰이라는 세 가지 부분

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진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대

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참여․관찰, 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식을 통해 이들이 거주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음식 관

련 활동과 해당 활동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

다. 또한, 두 국가의 이주 커뮤니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커뮤니

티 형성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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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 중 한 집단인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대부분

이 무슬림으로, 한국에서 경험하는 음식 문화 갈등의 주요 요인은 

종교와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소개한 국내 무슬림들의 

음식 문화 갈등 관련 선행연구들과 비교가 가능하며 국내 무슬림 중 

동남아시아 출신 무슬림 유학생으로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주 관련 선행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Ⅲ.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음식 활동  경험

이 연구의 대상인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수는 총 52명이다.3) 이는 학위과정생으로 학부과정생 6명, 대학원생 

35명과 비학위과정으로 어학연수생 7명, 교환학생 4명을 포함한 수

이다.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개인 및 소모임 단위의 활동

과 함께 인도네시아 유학생회에 소속되어 유학 생활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학생회는 현재(2019년 12월 

기준) 약 35명이 가입되어있으며, 신입생환영회, 졸업생 환송회 등의 

행사를 주최한다. 단체는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주로 소통

하며, 한국 생활 정보, 학교 행사, 안부 인사 및 근황 등이 소통 주제

이다. 소통은 음식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

교 주변 할랄 음식점에 대해 평가하고 할랄 식당에서 제대로 된 조리

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할랄 

식품 재료 판매처를 공유하거나 단체 주문한다. 서울대학교가 주최

하는 행사 중 유학생을 대상으로 음식을 각국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3)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2019, 2019년 4월 1일 집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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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음식을 만들어 팔 인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전체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단체도 있다. 단

체의 이름은 Perpika(Persatuan Pelajar Indonesia di Korea, 인도네시

아 학생 연합)이며, 한국에 있는 모든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자동으

로 가입되고 명단은 주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공유한다. 대

사관에 Perpika의 모임 장소가 있을 만큼 학생 자치회이자 관변단체

적 성격도 갖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Perpika 내부에 APIK(Asosiasi 

Peneliti Indonesia di Korea, 인도네시아 연구자 모임)이라는 단체도 

결성됐는데, 이 단체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 중 연

구자들을 위한 단체이다. 두 단체는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며, 

Perpika의 경우 현재 약 6,000여명이 가입되어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할인 항공권, 관련 행사 정보 등을 공유하며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루피아(Rupiah), 달러, 원 등의 환전을 하기도 한다. 유학생회에 소속

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연령은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다

양하며 대부분은 혼자 한국으로 유학을 왔지만, 가족 단위로 온 이들

도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국외 이주자로서 한국

과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경험한다. 일반

적으로 예상되는 갈등을 야기하는 문화․환경적 요인으로는 언어, 

기후, 학습 문화, 음식, 종교 등이 있다. 이 중 언어와 기후는 인도네

시아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극복하는 갈등 문화 요인이

다. 먼저 언어는 서울대학교에서 유학중인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경

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또한 한국 드라마, 대중가요 등을 통

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학당 등을 통해 한국어

를 배운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한국정부초청장학생(KGSP,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의 경우 입학 전 1년간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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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다. 능숙한 영어와 기본적 한국어 구사 능력 

덕분에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언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크지 않

았다. 그러나 간혹 수업에서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터뷰 

답변도 있었다.

연구가 진행된 시기였던 10월~12월은 한국의 기후가 가을에서 겨

울로 변하며 추워지는 시기였다(2019년 10월–2020년 1월). 인터뷰 

참여자들은 한국의 낯선 추운 날씨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추운 

날씨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있는 편이었다. 인터뷰의 첫 질문은 주로 

날씨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의 가을, 겨울 

날씨에 대한 질문에는 ‘옷을 두껍게 입어도 너무 춥다’, ‘날씨가 추워

서 주로 방에만 있는다’는 등으로 답변했지만, 스케이트나 스키를 

타러 가는 등 인도네시아에는 없는 겨울 날씨를 즐기고 있다는 답변

도 있었다.

또한 유학생으로서 학습 문화 차이도 경험했다. 이들이 낯설게 느

낀 한국의 학습 문화는 이른바 ‘면학 분위기’와 상대적으로 개인주

의적인 문화였다.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들의 학습 문

화에 대한 갈등은 ‘한국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한다’, ‘한국 학생

들은 방학에도 도서관에 다닌다’, ‘한국 학생들은 늦게까지 공부한

다’ 등의 인터뷰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학생들과

는 친하게 지내기 어려웠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처럼 한국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 혹은 외국인들에게 바로 친근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다. 일부는 한국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차별’이라 인식했고 이러한 인식 가운데 여러 

오해가 반복되며 한국 학생들과 친해지는데 더 어려운 요소로 작용

했다. 이처럼 다른 학습 문화는 기숙사에서 한국 학생들과 같은 방을 

쓰는 이들의 경우 언제 학교에 갔다 돌아오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에 더 자주 경험할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이러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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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 문화에 대해 ‘성실, 부지런한’ 등의 긍정적인 표현으

로 묘사했지만, 일부는 ‘지나치게 서두른다, 빨리 해내야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등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갈등이 예상되는 문화 요인 중 음식은 다른 요인에 

비해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

히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음식 문화 갈등은 종교적 요인

과 밀접하게 연동되어있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인도

네시아 유학생들의 활동과 경험을 소개한다. 이후 자세히 언급하겠

지만,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음식 활동 및 경험은 종교(주로 이슬람)

와 밀접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음식과 종교를 함께 논의한다. 먼저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음식 문화 관련 활동과 경험을 소

개하고 이를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함의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

다.

1. 음식 련 인도네시아 유학생 활동 소개

음식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활동은 크게 세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세 활동은 요리, 교내 식당 이용, 그리고 외식(교내 

식당 외)이다. 먼저 직접 요리하여 음식을 먹는 경우, 인도네시아 학

생들은 간단한 즉석 식품의 요리부터 채소, 고기 등 재료를 구입하여 

비교적 복잡한 종류의 요리까지 해먹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인

도네시아에서 처음 올 때와 방학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올 때 간편한 

음식과 향신료 등을 가져왔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삼발(Sambal, 붉

은 고추, 강판에 간 양파, 라임, 오일, 식초를 섞어 만든 인도네시아의 

양념)로 대표되는 향신료가 발달해있는데,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삼

발을 비롯한 향신료들을 미리 충분히 사두고 어느 음식에나 첨가하

여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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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학생 중 할랄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들은 이태원 등에서 할

랄 음식 재료를 주문․배송하여 요리했다. 요리를 즐겨 하는 이들은 

간혹 한국 음식 요리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주기적으로 한

국 음식을 요리하기보다 특별한 경우에 경험해보는 수준이었다. 인

도네시아 학생들은 혼자 먹기 위한 요리부터 소모임(5명 이하)을 위

한 요리, 그리고 여러 명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요리까지 다양한 양의 

요리를 했다. 소모임은 요리를 잘하거나 즐겨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으로 교내(서울대학교)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

우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이 장에서 소개하는 음식 활동의 세 방

식 중 자주 선택되는 활동 방식은 아니었다. 교내 식당을 자주 이용

하지 않는 이유에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교내 식당을 이용하는 데 

다양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불편함을 야기하는 대표적 요인

은 할랄이다. 교내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중 할랄이 아닌 재료(주

로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요리 종류는 드물었으며, 엄격하게 

할랄을 따르는 이들은 재료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조리 방식 등에

서 할랄에 위배되기 때문에 교내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는 한 교내 식당에서 할랄음식을 제공하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학생들에 따르면, 할랄 교내 식당의 메뉴가 너무 

한정적이며, 가끔 나오는 인도네시아 요리는 ‘진짜 인도네시아 음식’

의 맛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할랄 음식 수요자들이 인도네시

아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오기 때문에 중동 음식이 나온다면, 인도네

시아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음식일 뿐이었다. 또한 할랄음식을 

제공하는 교내 식당과 거리가 먼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이동하기 불편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교내식당보다는 직

접 요리하여 도시락을 싸서 다니던가, 식사시간에 맞춰 귀가하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등의 방식으로 식사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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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주요 음식 문화 활동은 외식이

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 오기 전, 드라마, 소셜 미디

어 등을 통해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있었다. 외식을 위한 음식 종류 

선택에는 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었던 다양한 

수단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학생

들은 한국의 요리를 소개하거나 먹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소개하는 식당에 찾아다니기도 했다. 인도네시

아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외식 음식 종류는 치킨 등 닭을 이용한 

요리와 떡볶이 등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한국 음식의 ‘매운 맛’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

하지만,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경우 한국 음식의 매운 맛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음식도 매운 음식이 많기 때문인데, 한 인

터뷰 참여자는 “한국 음식이 전체적으로 싱거워서(맵지 않아서) 처

음 3개월 정도 음식을 먹을 때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아 힘들었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또한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기 위한 외식도 

했다. 인도네시아 음식점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 지역과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 신촌 등에 

위치해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기 위해 안

산을 자주 방문했다. 또한 안산에는 인도네시아 식료품을 판매하는 

가게도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식재료를 구

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함께 안산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관광객과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인도네시아 음식점에는 

상대적으로 자주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개인, 혹은 소모임 단위로 경험하는 

음식 활동은 단체의 음식 활동으로도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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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유학생회는 전체 모임에서 인도네시아 음식을 한 가지 이상 준

비한다고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온라인 단체 소통 창구(카

카오톡)을 통해 교내, 혹은 교외에서 개최되는 음식 요리 대회 등에 

참여 인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연구 기간 중 있었던 2019년 11월 9일 

열린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전체모임(참여관찰 2)에서는 피자와 박소

(Bakso, 완자 모양의 어묵 류 인도네시아 음식), 기타 주전부리 등이 

준비되었다. 피자는 할랄 피자를 주문했는데, 서울대학교 근처에는 

할랄 피자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 명동에 위치한 할랄 피자점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위치한 모임 장소까지 배달

시켰다. 박소는 가족생활관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구성원

이 직접 요리하여 준비해왔으며, 모임 장소인 다목적실의 주방 기구

를 활용하여 데워먹었다. 

이 모임에서 음식을 준비해온 구성원은 본인과 다른 구성원들의 

말에 따르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며 전체 모임에서 주

로 인도네시아 음식을 요리해오는 역할을 맡는다고 했다. 또한 주방 

시설이 있는 가족생활관에서 살기 때문에 자주 인도네시아 음식을 

하여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초대한다고 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가족

생활관 냉장고에 ‘인도네시아 음식 재료가 가득 차있다’고 자랑스럽

게 말하기도 했다. 이 모임에서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구성원들이 음

식을 먹는 방식에서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4~5가지의 인도네시아 향

신료(Sambal, Saus Manis, Bumbu 등)를 피자와 박소에 첨가하여 먹

는 점이었다. 한 구성원은 피자를 삼발에 찍어먹으며 ‘이것이 인도네

시아 사람들이 피자를 먹는 방식’이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

다. 이날 요리해먹은 인도네시아 음식인 박소에 관해서는 ‘진짜 박소 

맛’이 나지 않았다며 아쉬워하는 구성원들이 많았다. 한국인인 참여

관찰자에게 ‘다음 기회에 제대로 된 박소를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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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한국 인도네시아 학생 유학생회 Perpika에서는 1년에 

1-2회 전체 학생 및 외부 초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데, 행사 개최 시기는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8월 17일) 혹은 르바란

(이슬람력 10월인 샤왈[Syawa] 1일부터 시작되는 이슬람의 명절)기

간 이다. 이 행사는 주로 주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개최되

며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만들어 뷔페식으로 대접한다. 인도네시

아 유학생들은 이 행사에 외국인(한국인 포함) 친구들을 초대하여 

인도네시아 음식을 소개하기도 한다.

2. 음식 련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경험 

(1) 이슬람과 음식

이번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음식 문화 활

동 중에 인터뷰 및 참여관찰을 통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지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음식 문화 활동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교(이슬람)였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대다수인 약 87%가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으며,4) 이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모두 무슬림(Muslim, 이슬람 신자)이었다. 11월 

9일 열린 인도네시아 학생회 모임에서도 대부분이 무슬림이었으며, 

발리 출신의 힌두교 신자 한 명과 개신교 신자인 중국계 인도네시아

인 한 명, 총 두 명만이 비(非)무슬림 신자였다. 반면, 한국에는 외국

인 포함 무슬림 수가 약 20만 명이 있으며, 이 중 한국인 신자는 약 

3만 5천명으로, 이슬람교는 한국 사회에서 소수 종교이다.5)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슬람 문화는 낯선 문화일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4)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2010년 발표 자료
https://sp2010.bps.go.id/index.php/site/tabel?tid=321&wid=0 (검색일: 2019/12/30)

5) 한국일보. 불편한 시선, 불안한 공존… 한국에 무슬림 20만. 2015/01/2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1240466748419(검색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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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김민경 2012). 

대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종교로 인한 갈등과 차

별이 일상화되어있었다. 이슬람 사원, 할랄 음식점, 기도실 등의 부

족과 같이 신앙  생활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뿐

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여성 학생들이 더 빈번하게 경험하

는데, 이는 무슬림 여성들 중 일부가 착용하는 질밥(Jilbab,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상반신을 가리기 위해 쓰는 쓰개 ‘히잡’[Hijab]이라 

부르기도 한다)으로 인해 외관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드러

나기 때문이다.

친구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한국말로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슬람'

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아마 친구가 쓰고 있던 질밥을 보고 화

가 난 것 같아요. (B, 2019/11/15).

기독교 동아리에서 저에게 전도용 홍보지를 나눠주더라고요. 제

가 질밥을 쓰고 있는데도요. 함께 나눠준 물티슈는 유용하게 사

용하고 있지만, 질밥을 쓴 사람에게도 전도를 시도하는 건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참여관찰 1, 2019/10/01).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문화

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에게 익숙한 문제였다. 위 사례처럼 직접적

으로 경험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적 문화

는 무슬림 유학생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있어 소극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작용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이 주

요 종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국의 문화는 처음 경험하는 낯선 

문화이다. 위 인터뷰 답변에서 나타나듯이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이

슬람에 대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변칙적으로 적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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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음식 문화(할랄)를 포함하여 

이슬람 종교 활동에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일상에서 할랄 실천 방식에

서 잘 드러나는데, 이 방식 역시 개인 신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

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할

랄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할랄이 뭔지 배웠어요. 여전히 

잘 몰라요. ... 저는 그냥 돼지고기만 아니면 다 먹는 편이예요. 

제가 먹는 음식 중에 할랄이 아닌 음식도 있겠지만, 이게 이슬람 

율법을 크게 위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무슬림 

학생들은 저와 비슷할 거예요. (D, 2019/11/19).

한국에서 할랄 음식점 중에 몇 군데는 할랄을 제대로 지키지 않

아요. 저는 다른 친구들과 할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할랄 음식

점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어요. ... 기숙사에 사는 다른 

무슬림들과 이태원 할랄 식료품점에 정기적으로 재료를 구매해

서 배달시키고 있어요. (불편하지 않나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

요. 그리고 저는 불편한 것보다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편하기 위해서 지금 저를 있게 해준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고 생각해요. (B, 2019/11/15).

이처럼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음식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주

로 종교적 요인(할랄)에서 비롯된다. 한국에서 무슬림이 할랄을 지키

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할랄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황에 맞춰 타협적으로 할랄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수준의 할랄은 지키

고 있었다. 할랄을 비교적 엄격하게 지키는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랄을 지키고 있었는데, 직접 요리하여 도시락을 싸서 다니던가, 다

른 무슬림과 할랄 식재료, 음식 등을 주기적으로 단체 구입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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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었다. 앞 장에서 언급한대로, 서울대학교에는 할랄 음식점이 

한 군데 있지만, 낯선 음식 종류와 음식의 질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

아 유학생들의 종교적 요인으로 인해 겪는 음식 문화 활동 어려움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했다.

(2) 개방성

앞서 서술했듯이, 인도네시아 유학생 대부분은 종교적 요인으로 

음식 활동에 수동적이고 위축되는 모습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유학

생들의 한국에서의 음식 활동은 전체적으로 폐쇄적일 수 있을 것이

라 예상할 수 있지만, 단체 단위(소모임, 유학생회 등)에서는 개방적

인 음식 문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은 외국인(한국인)인 

연구자를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단체의 음식 모임에 적극적이고 구

체적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중 일부가 성사되어 참여관

찰로 이어졌다. 단체 음식 모임의 참여관찰에서 가장 주목된 점은 

단체의 기존 구성원이 아니던 외부인이 다양하게 초대되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모임(참여관찰 1)에서는 본 연구자를 비롯하

여 다른 기관에서 인도네시아 유학생 생활 전반을 연구하는 다른 연

구자도 초대되었으며 유학생회 구성원들의 다른 국적 친구들도 함

께 참여했다. 또한 교환학생, 신입생 등 처음 유학생회 모임에 참여

한 구성원들도 있었다. 이 모임은 처음에 많은 시간을 들여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음식을 함께 먹으며 모든 참여자들

이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이 모임에서 준비된 음식의 대부분은 인도

네시아 음식이었는데 유학생회 구성원(인도네시아인)들이 다른 국

적의 참여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음식을 소개하고 먹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주로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다가오는 

방식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으며, 음식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화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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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과 출신 지역, 한국 생활 등으로 대화 주제가 확장되었다. 이처

럼 참여관찰을 통해 처음 참석한 구성원을 환대하는 분위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체모임에 참석한 다양한 구성원

이처럼 외부인과 처음 참여한 사람들이 음식을 매개로 단체 활동

에서 편하게 어울리는 개방적인 모습은 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유

학생회 전체 모임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유학

생들의 단체 활동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모임, 인터뷰 

등을 통해 만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음식 활동 모임에 

적극적으로 초청하였으며, 이러한 초청에 의해 실제로 몇 차례의 음

식 모임이 성사되었다. 그 중 하나의 모임이 2019년 12월 29일 명동

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식당에서 있었던 소모임(참여관찰 3)인데, 이 

모임에는 본 연구자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있는 한국 사람들

이 친해지길 바란다’며 다른 한국인도 초대됐다. 

이 모임에서도 처음 만난 구성원들이 어울리는 매개는 음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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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식 먹는 방법을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음식 관련 경험을 공유했

으며, 한국에 위치한 다른 인도네시아 음식점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

다. 음식 모임에 외부인 참석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문화에서는 이질

적인 외부인의 참석에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지

만, 기존 소모임 구성원들은 외부인의 참석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부인의 참석으로 새로운 대화 주제를 형성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전체 유학생회인 Perpika도 대사관에

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함께 주최하는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유학생을 비롯하여 한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초청되어 교

류한다.

Perpika는 매년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8월 17일)에 대사관에서 

행사를 여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폴란드에서 온 친구를 초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친구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스

스로 왔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음식이 먹고 싶어서 왔대요. 올해 

행사에는 당신(연구자)도 올 수 있어요. (H, 2020/01/05).

이 외에도 연구 진행 과정에서 종교 행사에 초대되거나 인도네시

아 음식을 요리해먹는 가정 모임에 초대되는 등 연구자는 인도네시

아 음식 관련 단체 활동의 개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도

네시아 음식 문화의 개방성은 한국의 유학생뿐만 아니라 인도네시

아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분석되기도 한다(김형

준 외 2017).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종교적 요인으로 

인한 음식 문화 활동의 제약과 개방적인 음식 문화 활동을 함께 고려

하면, 종교적 음식 제약을 지키면서 개방적인 음식 문화의 실천은 

출신국에서는 자연스럽고 모순되지 않는 특성이지만 한국에서는 동

시에 유지하기 어려운 이질적 특성으로 작용하며 서로가 충돌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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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인도네시아 유학생 커뮤니티의 단절성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적 요인으로 인한 강

제적인 음식 문화와 개방적 집단 음식 문화로 상징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 음식 활동이 인도네시아 유학생 커뮤니티의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유학생회는 서울대학

교의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회들에 비해 교내에서 주최하는 세계음

식축제, 전통문화 교류 행사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

는 단체 중 하나이다. 유학생회는 주로 온라인 공간(카카오톡 등)에

서 소통하는데, 온라인 소통을 통해 함께 음식을 먹는 소모임을 조직

하거나 음식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유학생

들은 학교 단위 유학생회나 전체 유학생회인 Perpika를 통해 인도네

시아 음식을 공수하기도 하는데,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가는 학생

들 중 수하물에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무게 단위로 판매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이동해주는 방식 등을 활용한다. 인도네시아 학

생들이 주로 요청하는 물건은 생필품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즉석

식품 등의 음식 등이었다. 이 때 배송을 요청하는 음식의 종류는 주

로 라면이나 할랄 스팸과 같은 즉석식품과 전통 향신료 등이었다.

한국에 인도네시아 식당이 새로 생기면 누군가 그 정보를 카카오

톡에 올려줘요. 아니면 한국 식당 중에 맛있는 식당을 추천하던

가. 그럼 시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가요. 또 카카오톡에서 

인도네시아 식당 음식 맛을 평가하기도해요. ... 어떤 사람은 한국

에 한 할랄 식당이 제대로 할랄을 지키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 

식당 명단을 만들어 올렸어요. (A, 2019/10/18). 

페이스북 게시물이나 카카오톡에 ‘짐 몇 키로 운송 가능’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와요. 제가 직접 인도네시아를 가지 못할 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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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 물건이 필요하면 이 서비스를 종종 활용해요. 저는 인도

네시아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주문해요. 이 서비스를 통해 용돈

벌이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H, 2020/01/05).

그러나 이처럼 음식을 매개로 한 인도네시아 유학생회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유학생회의 단절적 속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절성은 한국으로 유학 온 인도네시아 유학생들

이 졸업 이후 한국에 정착하기보다 다시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특성

으로부터 비롯된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 대부분은 졸업 이후 인

도네시아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로

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계약조건에 의해 돌아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대부분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고 싶어해

요.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인도네시아로 가면 취업 조건이 좋아

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해요. 

종교 생활(이슬람)로 인한 어려움이 크죠. (H, 2020/01/05).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졸업 이후 귀환에 따른 단체의 시기적 분

절 및 단절적 운영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제도적 측면(임금 수준, 

구직 등)이지만, 음식을 비롯한 문화적 요인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출신국으

로 돌아가며 재학생들은 졸업 이후 한국 정착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

기 어려워지며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으로 다시 작용한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졸업 이후 한국

에서 낮은 정착률로 인해 유학생회는 단절적으로 운영된다. 인도네

시아 당국과 대사관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졸업 이

후 출신국으로의 귀환을 장려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유학생 단체의 

단절적 운영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불안정한 정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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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려를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네시아 당국과 

대사관이 인도네시아 유학생 단체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유학생 단체인 Perpika와 연구 유학생 

단체인 APIK 등의 활성화를 위해 대사관 내 장소를 마련해주거나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상으로 언급한 세 가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자면 종교적 

요인에 의한 한국에서 음식 문화 실천의 제약은 이와는 대조적인 인

도네시아 유학생들의 개방적인 음식 문화로 어느 정도 보완되지만, 

이질적 특성의 보완이 졸업 이후 한국 정착으로까지 이어지는 수준

으로 극복하지 못하며 커뮤니티 운영의 단절성을 초래한다.

<그림 3> Joko Widodo 통령의 한국 방문  제안으로 조직된 APIK 

출처: APIK 페이스북6)

6) facebook.com/forumAPIK/photos/a.104834587660762/104834560994098/?type=3& 
theater, (검색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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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베트남 유학생의 음식 활동  경험

2019년 기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의 수는 총 

65명이며 학부생 2명, 대학원생 46명 (석사과정 31명, 박사과정 15

명), 연수과정생 17명으로 대학원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7). 베트남 유학생들의 성별과 나이는 매우 다양하지

만 대부분 2-30대의 젊은 층에 속한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 출신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한국에 오고 나서 베트남과는 다른 언어와 문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일정한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한국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단기간에 한국어를 매우 빠

르게 습득하였으며 한국 생활 기간이 2년 정도 되는 여학생들은 한

국어 수준이 매우 뛰어나 영어를 쓰지 않고 한국어로만 인터뷰를 진

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한류의 영향 덕분

인지 많은 젊은 학생들이 친근감을 표시했으며 한국 드라마나 K팝

과 같은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또한 한국과의 경제적,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베트남 현지에서도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베트남 유학생들 역시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거나, 

한국 마트에서 한국 화장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 많았다. 현지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이후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

국 생활 적응에 크고 작은 도움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해서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 학구열이 

높고, 많은 시간을 학업과 취직 관련된 활동에 할애하는 것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도 베트남과 문화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한국 학생들

7)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2019, 2019년 4월 1일 집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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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 자신들(베트남 유학생들)은 상대적

으로 게으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

각과 한편으로 한국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경쟁심

과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외국 학생들 또는 베트남 학생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대학원과는 달리 주로 한국 학생들로 구성된 학부에서는 

베트남 유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인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

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9년 2학기에 학부에 입학한 한 베트남 여

학생은 학기가 시작된 지 3달 정도 된 시점에서 자신이 한국어를 

할 수 없고 영어로 교류를 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 학생들

이 자신과 영어로 이야기 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서울대학교의 베트남 유학생회(VSA_SNU, Vietnam Student 

Association in SNU)는 설립 된지 약 5년 된 단체로 베트남 유학생회 

페이스북8)에 따르면 약 400명가량의 가입자가 있다. 이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두 포함하며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가 

65명임을 감안할 때 설립 이후 매년 약 80명의 새로운 회원이 가입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유학생회 회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교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의 수는 약 70명가량 된다고 한

다. 서울대학교 베트남 유학생회는 매년 한국 베트남 유학생회와 함

께 베트남 유학생 운동회나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조직 및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베트남 유학생회는 정기적으로 매달 2-3회 가량

의 축구 시합을 개최한다. 음식 관련 행사는 매년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두 번째로 큰 명절인 추석에 총 2회 진행되는데, 이때는 유학

생회에서 학교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과 유학생들의 가족들을 초

청해서 함께 베트남 음식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한다. 

8) https://www.facebook.com/groups/15819023086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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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20년 설맞이 행사에 참여해 함께 음식을 먹는 베트남 유학생들

출처: 베트남 유학생회 페이스북

1. 음식 련 베트남 유학생 활동 소개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에게도 역시 음식은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은 각각 한국 음식

과 베트남 음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뿐만 아니라 스스로 음식과 

관련된 활동을 만들고 참여하는 등의 실천도 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

한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음식 활동의 경우 명절

이나 특별한 날을 맞아 1년에 1-2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연

구 기간에는 참여관찰이 불가능했다. 연중행사로 진행되는 이러한 

음식 활동은 물론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나 가끔 열

리는 공식 행사 보다는 일상에서 규칙적이고 자주 일어나는 소규모

의 음식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유학

생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네트워크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

고 있는 것은 후자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유학생들의 음식 실천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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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음식에 제약이 있는 인도네시아 학생

들과 다르게 한국 음식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대부분 기숙사나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은 주로 교내식당을 많이 이

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주말 보다는 평일에, 저녁 보다는 점심에 

교내식당에 많이 가는데 이는 평일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공부 또는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밥을 먹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학생들처럼 시험기간이나 시간

이 촉박할 때에는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사먹기도 한다. 

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가끔 

혼자서 베트남 음식을 해 먹거나 친구들과 외식을 하기도 한다. 베트

남 유학생들은 대부분 요리를 할 줄 알지만, 숙소에서 자주 요리를 

해먹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요리를 할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

료를 구하고 장을 보는 일들이 귀찮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국 음식

을 먹는 것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 유학생들은 대체로 혼자

서 직접 요리를 해먹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친구들과 외식

을 할 때의 메뉴 역시 매우 다양하지만 베트남 음식 보다는 삼겹살이

나 치킨 등 한국음식을 선호하는 듯 했다. 

개인적으로 음식을 해먹는 것 이외에, 베트남 유학생들은 주로 특

별한 날이나 음식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단체로 베트남 음식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 유학생들의 단체 음식 관련 활동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베트남 유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가 있고 두 번째로 서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음식을 해 먹는 자체 활동이 있다. 1년에 2회 진행되는 서울대학교 

베트남 유학생회의 활동 이외에도, 베트남 유학생들은 스스로 음식 

관련 행사에 참여하거나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여서 베

트남 음식을 해먹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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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관련 행사의 경우 서울대학교 외국인 학생회에서 1년에 한번 

진행하는 국제음식축제나 기숙사에서 진행하는 한울제가 있다. 해당 

행사들은 모두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심 있는 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형태로, 재료 구입 지원금과 텐트와 테이블, 

의자, 가스버너, 물, 일반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 등이 참

가팀에게 제공된다. 각 팀은 행사 기간 중 판매한 음식 수익의 일정 

부분(약 90%)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인기 음식 부스로 선정된 팀에게

는 10~15만원의 상금이 추가로 주어진다. 

2019년 10월 1일에 열린 관악사 한울제에서는 약 10개국 이상의 

팀이 글로벌 푸드 부스에 참여했으며 베트남도 그 중 한 부스를 차지

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유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이상의 행사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베트남 학생들은 베트남 음식을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시간 

자체를 즐기는 듯 보였으며 또한 자신들이 열심히 판 음식에 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음식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 이외에도 베

트남 유학생들은 삼삼오오 주변의 친구들과 주말이나 명절 기간에 

스스로 모임을 조직하여 베트남 음식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

었다. 이들이 음식을 해먹는 공간이 주로 기숙사나 교내 숙소에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임의 규모는 최소 3명에서 최대 12명 정도로 

제한된다. 기숙사에서는 공용 주방을 사용하며 외국인과 교원 전용 

숙소인 BK생활관이나 기혼자 전용숙소인 가족생활동에 거주하는 

베트남 유학생의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베트남 유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베트남 유학생들이 실제 

음식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

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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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 련 베트남 유학생의 경험

(1) 자율성

앞의 장에서 언급했듯이,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 음식에 거부감

을 느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베트남 유학

생들은 한국 음식을 먹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일부 

유학생들은 베트남 음식의 맛이 한국과 유사하다며 한국 음식에 대

한 친근감과 익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음식 진짜 잘 먹었어요. 

불편한 거 없었어요. 지금도 다른 베트남 사람들한테 아마 불편

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괜찮았어요. (베트남 친구들) 대부분 매운 

거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음식이 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한국음식 건강하고 영양이 많다고 생각해서 모든 거 잘 

먹어요. (I, 2019/10/26).

저에게는 한국 음식이 (먹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대체적으

로 먹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이)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다

른 학생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J, 2019/11/14).

나는 (한국음식에) 쉽게 적응했어요. 모든 한국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매운 음식만 빼면요. 제 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요. 그래도 제 생각에 한국 음식은 맛있어요. 제 말은 먹기 쉽다는 

뜻이에요. 한국음식이랑 베트남 음식은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짜고. 처음에 김치는 좀 먹기 힘들었어요. 맛이 너무 강해서요. 

(M, 2019/12/11).

한국 음식에 대한 베트남 유학생들의 의견은 상당히 긍정적이었

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음식을 접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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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었고 너무 매운 음식을 제외하면 대체로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교내 식당을 이용하는 데에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명석(2017)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대다수의 베트남 유학생들은 학생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에도 큰 불만을 지니고 있지 않은 듯 했

다. 또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바쁜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처럼 편의점

에서 한국의 인스턴트 식품을 사먹는 경우도 많았다.

근데 가끔씩만 베트남 음식 해먹어요. 대부분은 그냥 한국음식 

(먹어요). 학생 식당에 가서… 아니면 편의점에 인스턴트 있잖아

요. 그냥 김치찌개, 미역국 같은 거 사서 (먹어요). (I, 2019/10/26).

저는 대부분 학교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학교) 밖에서 파는 음식

이랑 비교했을 때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싸잖아요. 베트남 음

식을 먹고 싶을 때는 가끔 근처에 베트남 식당가서 사먹기도 해

요. (M, 2019/12/11).

혼자서 직접 베트남 음식을 해 먹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온

지 최소 2년 이상 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학생들은 한국 음식

을 너무 많이 먹다보니 한국 음식에 질리거나 베트남 음식이 그리워

져서 스스로 만들어 먹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베트남 음식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만들어 먹어요). 그리

우니까. 그리고 그냥 한국 음식 계속 먹으면 질려요. 그래서 가끔 

음식 반찬 좀 바꿔야지. (그래서) 베트남 음식 해먹어요. (I, 

2019/10/26).

베트남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거는 저는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은 

가끔씩 베트남 음식 먹어요. 걔네들은 베트남 음식이 그리워서 

그래요. 집도 그립고. 사실, 한국 음식만 너무 오래 먹다보면 좀 

재미없어요. 베트남 음식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음식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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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비해서 맛이 다양하지 않거든요. (한국 음식은) 짜거나 맵

거나 그렇죠. (J, 2019/11/14).

위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 음식에 대한 베트남 유학생

들의 경험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교

적인 이유로 한국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

들과는 달리 베트남 유학생들은 다양한 재료로 만든 한국 음식을 쉽

게 접할 수 있다. 한국 음식 중에서 매운맛은 학생들이 베트남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맛에 속하며 매운맛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

들은 한국 음식 중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러

나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 생활에 적응

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베트남 유학생

들은 매운맛을 제외한 다른 한국 음식에 대해 매우 친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스로 직접 요리를 해먹는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

에 온 지 일정 기간이 지난 학생들이 많았으며 이 학생들이 베트남 

음식을 먹는 이유는 강제적이라기보다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한국 음

식을 질릴 정도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베트남 음식을 찾

게 된 것이다. 

유학생들 개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자율성’은 음식 관련 단체 활동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서 음식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주로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 먹자는 제

의를 해 오면 즉흥적으로 계획을 잡고 활동을 진행하는 편이었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주로 주말과 같이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생일이

나 명절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음식

을 먹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가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모여서 베트남 

음식 만들어요. 규칙적으로 만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아무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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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요). 그냥 시간이 편할 때. 주말에. 평일에는 다들 수업 들어

야 돼서 시간이 없잖아요. 대부분 주말에 시간이 편해서 (모여요). 

베트남 음식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만들기도 조금 힘들어요. 보

통 다섯 명이나 일곱 명 정도 모이고 넴(튀긴 스프링롤)이랑 국수 

같은 거. 쌀국수도 만들어요. (I, 2019/10/26).

명절이나 누군가의 생일날, 크리스마스… 아니면 한국 공휴일 같

은 때에 같이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한국 공휴일에 우리

도 쉬는데 할일이 없으니까. (J, 2019/11/14).

이와 같이 베트남 유학생들은 음식에 대한 제약이 있는 인도네시아 

학생들과는 달리 음식 선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

다.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음식 관련 모임 역시도 규칙적이라기보다

는 즉흥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만일 음식이 한국 

사회에서 초기에 적응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을 

때,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 음식에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고 

해서 이들이 본인들만의 음식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할랄’ 음식이라는 제약을 받는 인도네시아 학생들과는 다르게 베트

남 유학생들의 음식 관련 활동은 오히려 다른 관점으로 해당 문화적 

실천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즉 ‘베트남 유학

생들이 한국 음식에 잘 적응함에도 불구하고 왜 음식 활동을 조직하

고 진행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음

식 활동을 하는 이유와 이들의 음식 활동이 지니고 있는 성격에 대해

서 알아본다.

(2) ‘닫힌’ 공동체성

자율성 다음으로 베트남 음식 관련 단체 활동이 지닌 두 번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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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닫힌 공동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음식 특정 집단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시키는 현상은 이미 많은 연구들로부터 소개되어 왔다. 베트남

인들에게도 음식을 만들고 같이 나누어 먹는 행위는 사회적 관계뿐

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재확인시키

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유학생들은 음식 활동에서 함께 

베트남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의 구성

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같은 베트남 출신 선후배 및 동기

들과 모국어인 베트남어로 교류하면서 유학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

과 개인적인 고충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베트남 유학생은 베트남인이라

는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다른 베트남인과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

는 경험을 하게 된다. 

베트남 친구들이랑 학교에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국 친구 

있으면 한국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냥 사생활? 요즘 어

떤 문제 있는지 그냥 스트레스 받는지 안 받는지, 고민이 뭔지 

그런 이야기해요. 다 베트남어로 대화하면서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저는 친한 한국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대화할 때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없어요. 아무튼 다른 언

어 때문에 그 친구가 나중에 베트남어 너무너무 잘해도 베트남 

친구한테 제대로 100% 이야기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좀 어렵

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어로 

이야기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다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해요. 

(I, 2019/10/26).

밖에서 먹는 거랑은 달라요. 음식 같이 만들고 먹으면 좀 뭔가 

더 친한 느낌 들어요. 그냥 가족처럼?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먹으면 당연히 그냥 앉아서 먹잖아요. 그래도 그 분

위기 좀 달라요. (I,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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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그거는 베트남 문화에요. 우리는 항상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은 저녁이나 점

심을 항상 모여서 나누고 그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아요. 단지 음식 

때문은 아니에요. (M, 2019/12/11).

왜냐하면 사실 식사할 때 목적은 먹는 거 아니고 저희의 이야기, 

지났던 거, 슬픈 거, 재미있는 거, 기쁜 거 다 나눠주고 싶은데 

그런 거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L, 

2019/12/11).

사실 음식을 나눠먹는 문화는 베트남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많

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흥미로

운 것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어 먹는 행위를 

‘베트남 문화’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과 그 행위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베트남인들에게 함께 음

식을 먹는 행위가 개인과 집단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도 함께 밥을 먹는다

는 것은 곧 한 ‘식구’가 된다는 의미로 인식하지만 그것은 한국 사람

에 의해서 한국어를 통해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로 인해 

베트남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 된다. 즉, 베트남 학생들에게는 베트남 

사람들과 베트남어를 하며 베트남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행위는 ‘가

족’과 같은 친밀함을 느끼는 경험이며 이러한 경험이 곧 지극히 ‘베

트남’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유학생의 단체 음식 활동이 지닌 ‘자율성’과 ‘공동

체성’이 반드시 ‘개방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베트남 유학생 수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음

식 관련 활동은 주로 이미 서로 어느 정도 잘 아는 사이, 즉 일정한 

라포를 쌓은 학생들끼리 진행된다. 인터뷰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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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아는 단체 음식 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밝혔다. 

음식 모임에서는 장소의 크기에 따라서 11명에서 12명 정도 모여

요. 그때그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같은 사람들이에요. (새

로운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해요?) 아무나는 아니에요. 어떻게 말

해야 하나, 그들은 이미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건 다른 사람

들에 비해서 그들이 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른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은 항상 같이 모이고, 저 그룹은 항상 

같이 모이고… 이 모임(사람들)은 저 모임(사람들)을 절대 부르지 

않아요. (J, 2019/11/14).

연구자: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I: 가끔요. 근데 딱 한번 (웃음). 

연구자: 그럼 일종의 폐쇄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I: 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색하고. 근데 성격이 안 맞고 어울리

지 못하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I. 2019/10/26).

이상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자발

적으로 진행하는 음식 관련 모임 및 활동이 ‘공동체성’이라는 특징

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새로운 구성원을 자유롭게 받아

들이는 ‘열린’ 형태가 아니라 이미 서로 친밀성을 다소간 구축한 사

회적 관계의 기초 위에서 이를 더욱 두텁게 쌓아가는 ‘닫힌’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음식의 역할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이어주는 촉매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늠하게 해주는 척도, 즉 “함께 음식을 먹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으로 사용된

다는 점이다. 즉, 베트남 음식 모임에서 각 구성원들은 상대방이 자

신에게 있어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과 자신 역시 상대방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 및 재확인 하는 경험을 하며 음식 모임이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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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모임 내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폐쇄성은 더욱 짙어진다는 것

을 추측할 수 있다.

베트남 음식 관련 모임이 지닌 ‘폐쇄성’은 한편으로 연구자가 이

들의 모임에 참여하는데 있어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것이 개

인적인 의견이다. 총 7명의 베트남 유학생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매번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이들의 음식 관련 모임이나 행

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이들 역시 인터뷰 이후 모임 

기회가 생기면 연구자에게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인

터뷰 이후 이들 중 연구자에게 음식 모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학생

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상의 인터뷰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인

이자 외부인인 연구자가 해당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면 마땅히 ‘친밀

함과 편안해야 할’ 이들의 모임에 어색함과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본다. 

(3) 베트남 유학생 커뮤니티의 지속성

이상에서 보았듯이 베트남 유학생들의 음식 활동은 ‘자율성’과 

‘닫힌 공동체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음식 활동과는 대조되는 베트남 유학생들만의 특수한 성격인데 그 

특수성은 베트남 유학생 커뮤니티의 지속성과 연결된다. 베트남 유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베트남 유학생회 

활동이 단순히 대학교 내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였다. 

공간적인 접근으로 보았을 때 유학생 커뮤니티의 네트워크와 이들

의 활동은 학교 밖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까지 뻗어나간 상태에서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베트남 유학생

은 베트남 현지에서 자신이 서울대 입학 통지와 장학금 합격 소식을 

받았을 당시 한국에 있는 서울대 유학생회에서 연락을 받았던 상황

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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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있었을 때부터 회장님이 연락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홈페이지에 그런 이름을 적어놓고, 여기저기 

그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회장님이. 회장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대사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연락해가지고 이런 홈페이

지, 이런 그룹이 있다. 알려주고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예를 들면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힘들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가입해서 같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저희도 그

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학생이 이번에는 장학금 

받아서 올 거라고 (하면) 먼저 컨택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

움을 주고 그런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L, 2019/12/11).

위의 학생은 서울대의 국어국문학과 입학과 동시에 장학금도 받

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학생의 이름은 해당 장학금을 주는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대사관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다. 서울대 유학생회는 

직접 이상과 같은 장학금 홈페이지나 대사관을 통해서 입학하게 될 

유학생들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유학생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미

리 사전 연락을 취해 서울대 유학생회의 존재를 알린다. 해당 학생은 

유학생회를 통해서 한국 유학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으며 낮선 환경에서 도움을 받고 최소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위 학생의 인터뷰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유학생회의 혜택을 입은 베트남 유학생들은 대학

교 입학 후 유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또 다른 예비 유학생

을 물색하고 접촉하는 일을 돕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신입생-재학생 간의 네트워크가 유학생회를 매개로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베트남 유학생회의 활동은 학교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일조한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베트남 유학생들 중 상

당수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연구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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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은 졸업 이후에도 유학생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때로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 연결고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서 한 학생은 베트남 유학생회의 선후배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베트남 유학생회에서 우리는 보통 일 년에 두 번 정도 만나요. 

보통 설날이랑 추석, 그리고 개강할 때 모이는데 한번 모이면 보

통 50명이 넘어요. 그리고 졸업했던 사람들도 와서 같이 밥 먹어

요. 술 마시고. 우리 학교에는 선배들한테서 도움 많이 받아요. 

그냥 지원도. 대부분 서울대를 졸업한 후 다 좋은 직업 찾을 수 

있어요. 월급 좀 좋아요. 그래서 여기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지난번 어느 분 500달러? 지원해줬어요 (선배

들이랑) 친해요. 우리는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이 있으

면 선배들한테 이야기 하고 선배들이 잘 도와줘요. 그래서 친해

요. (I, 2019/10/26).

위 학생의 인터뷰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후배들의 유학생회 활동

에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한국 유학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유학생회

의 활동은 한국을 벗어나 베트남까지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간적 접근으로 보았을 때 대학 입학 전, 학업 수행 기간, 그리고 졸업 

이후로 이어지는 신입생-재학생-졸업생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유학생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이상과 같이 오래 지속되고 

또 유지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커뮤니티의 형성과 유지를 가

능하게 하는 데 있어 물론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베트남 유학생회

의 매우 체계적이고 뛰어난 운영 방식은 그 중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유학생회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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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AIEJ)과 서울 학교 베트남 총 유학생회 

후원 약식 

  출처: 베트남 유학생회 페이스북

때 베트남 유학생의 개인적 또는 단체적 음식 활동이 이러한 지속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베

트남 유학생은 인도네시아 학생에 비해 한국 음식에 대한 적응력이 높

기 때문에 해외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식(食)’의 부분

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졸업 이후에도 귀국보다는 한국에 머무

르는 것을 선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연구자가 인터뷰

를 진행했던 학생들 역시도 졸업 후의 계획을 물었을 때 베트남에 돌아

가기보다는 한국에 남아서 직업을 구하고 싶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

다. 

한편으로 단체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본인과 잘 맞는 제한된 인원

의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는 폐쇄적인 성격의 음식 활동은 이들이 진

지하고 두터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두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베트남 유학생 네트워크는 이렇게 소규모 인원

의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자발적인 음식 활동과 일 년에 한

두 번 대규모 인원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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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지 및 재구축됨으

로써 그 지속 및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유학생 개인의 음식 실천의 특수한 성격과 유학

생 집단의 특수한 음식 실천은 인도네시아 학생들과는 구별되는 네

트워크의 속성을 갖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Ⅴ.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유학생들의 음식 관련 활동

을 중심으로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두 국가의 유학

생들의 음식 관련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이런 활동이 

유학생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

사하였다. 나아가 두 국가의 유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비

교․분석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우선 유학생들이 거주

국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요인이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미치

는 영향과의 비교를 통해 음식 문화가 거주국에서 적응과 갈등의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국제 이주에서 출신국

과 거주국의 음식 문화가 적응과 갈등의 주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의 주장과 일치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한국 생활에서 

음식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음식 문화

가 이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양상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차이점들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이 베트남 출신 

유학생에 비해 한국 음식을 먹는데 있어 종교적 요인(할랄)과 관련

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유학생들

은 이에 따라 한국 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어려움을 겪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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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할랄 음식에 대한 인식 재고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개인 및 단체

의 차원에서 수정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접하는데 있어서 인도네시아 유학

생들에 비해 음식 선택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같은 베트남 유

학생들끼리 음식을 공유하는 행위는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서

로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음식 문화 관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차이점은 개방성이다.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베트남 출신 유

학생들에 비해 음식 문화를 매개로 외부와 연결되는 측면에서 더 개

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음식을 매개로 형성된 모임에 외부인

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수용하는 문화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이슬람 음식 문화의 개방성은 기존의 이슬람 문화 

또는 할랄 관련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 커뮤니티의 개방적인 음식 

활동 특성은 이슬람 문화를 생소하고 이질적인 문화로 바라보는 한

국의 시선이 무슬림 내부의 결속력을 강조하고 더욱 폐쇄적으로 만

드는 방식으로 이슬람 이주자 커뮤니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

반적 인식 및 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발견이다(이희수․조영주 

2013; 안정국 2012). 

반면, 베트남 유학생들의 음식 관련 활동은 이미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먹는 목적이 단순

히 음식 자체의 ‘맛’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에 

담겨있는 사회적 의미,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서로간

의 유대와 결속을 (재)확인 하는데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베트남 유

학생 커뮤니티의 형성에 음식이 하나의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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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과 이들의 음식 실천에서 나타나는 폐쇄적인 성격은 베트

남 유학생 관련 국내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지점이다.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 관련 연구에서 음식은 유의미한 지표로 인

식되지 않거나 베트남 유학생들은 타 국가 학생들에 비해 음식에 대

한 적응력이 높다는 점 때문에 이들의 음식 관련 실천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김미영 외 2018; 안진우 2019; 응구엔띠

란 2017). 

마지막으로 두 국가의 유학생들의 음식 활동은 커뮤니티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도 두 집단의 차이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커뮤니티는 새로

운 구성원에 대한 환대의 문화를 갖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반면, 

음식 문화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졸업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특성으로 인한 단절

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은 졸업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과 '닫힌' 공동체성이 일정 부분 커뮤니티의 지속 

및 결속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상에

서 서술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의 음식 문화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식화하면 아래(<표 3>)와 같다. 

<표 3>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 유학생 음식 문화 활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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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 집단

의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음식 관련 활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

로 기존 관련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

구들이 이주자들의 ‘음식’ 관련 활동이 이주자들의 정체성 강화와 

외국 생활 적응 및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서 음식이 

이주자 집단의 ‘정체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확인

하였다. 음식과 정체성의 상관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본 연구 결과는 

이들의 음식 관련 활동이 단순히 출신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

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생활 적응과 커뮤니티 유지를 위한 매개로 작

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음식 실천이 이들의 커

뮤니티 형성 및 지속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와 같이 본 연구가 갖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정된 

집단(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라는 점에서 비롯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음식 문화 실천이 이들의 

커뮤니티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어

느 수준에서 작용하고 있는지에 비교는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 아니

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상이한 이주 집단을 대상으로 음식이

라는 요소와 더불어 이들이 거주국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매

개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한된 자원과 시간으로 인해 베트남과 인

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졸업 이후 계획과 활동에 대해서는 미처 추적

하지 못했다. 졸업 이후 이들이 자신의 거취를 선택하고, 그것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커뮤니티와 어떤 연결과 단절

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역시 초국가적 이주자로서 유학생의 

실천을 검토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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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는 최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주 양상과 그에 따라 발생

하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이주 현상을 더욱 총체적으로 드러냄으

로써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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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Food Practice and 

Community formation of Southeast Asian 

Students:
Focused on Indonesian and Vietnamese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Kyung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Jun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Food practice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overseas migrants communities. This 

study is focused on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relatively 

marginalized in previous food and migration studies, especially those 

from Vietnam and Indonesia,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are 

growing rapidly in Korea. This study confirms that food practi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munity of international student, as 

previously claimed by relevant prior studies, and the conclusion 

obtained from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from Indonesia and Vietnam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in the case of Indonesian students, there are restrictions on food 

practice due to the religious factors, while Vietnamese students 

showed a relatively autonomous attitude toward Korean food.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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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Indonesian students have an open mind to use food gatherings 

as an opportunity to form new relationships with outsiders, 

Vietnamese students' food gatherings differ in that they are based on 

existing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significance of it lies in the 

identification of belonging, bond and solidarity with each other. 

Finally, the food practices mentioned above have also been found to 

affect the sustainability of each community. While the Indonesian 

students community shows the discontinuity of operation focused on 

'students in a campus', the Vietnamese students community shows 

continuity and expandability beyond time and spa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actice of food that reflects the socio-cultural 

aspects of a particular country can have a different effect on the 

formation of a migration community as well as on their sustainability 

and settlement, and through the study of food practice by Vietnamese 

and Indonesian students, it has its significance in expanding existing 

migration, food and Southeast Asian-related research.

Key Words: Indonesia, Vietnam, Students studying abroad, community, 

food 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