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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etnam is becoming a leading country in the consumption of Korean wave. Many Vietnamese students have 
visited Korea due to a significant interest in the Korean wave. This study us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2 Vietnamese 
female students in order to examine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wave acceptance (RQ1), the experience of inter-
nalization toward ideal beauty (RQ2) and differences of internalization towards ideal beauty depending on the living period 
in Korea (RQ3). First, the results of RQ1 showed that Vietnamese students were accepting the Korean wave through 
media, Korean and social interaction in their daily lives. They also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Korean cosmetics and 
K-pop among various content of the Korean wave. Second, four focal meanings were composed through RQ2. They were 
the standards of ideal beauty, the causes of ideal beauty internalization and the results of ideal beauty internalization. The 
results of ideal beauty internalization were separated into the perception dimension and behavior dimension. Last, the 
results of RQ3 found that the strength of internalization of ideal beauty can very depending on the living period in Korea. 
This study has academic implications in that it understands Vietnamese female students who become a member of Korean 
society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useful to establish practical implications for young 
Vietnamese consumers to build desirable aesthetic values.

Key words: Vietnamese female student in Korea (베트남 여성 유학생), Korean wave culture (한류 문화), inter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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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남아시아를 향한 한국 정재계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은 새       

로운 경제 발전의 협력체로 동남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으며,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을 통해 경제  ·  통상을 넘어 정치  ·  사                  

회  ·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           

과 낮은 부채 그리고 젊은 세대가 기반인 동남아시아 또한 한         

국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 문화적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은 한국의 수출과 수입       

대상국 순위에서 각각 3위와 7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        

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함을 유지하고 있다(Yeo, 2019).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교류의 중심에는 한류(韓流)가 있다.      

‘한류’는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 및 확산되어 인기리에 소     

비되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Choi & Lee, 2014), 동남아시아는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한류 문화 소비의 주요국으로 부상하였다(Cho et al., 2017).     

한국의 연예인이나 한국인의 아름다운 용모는 한류 콘텐츠의     

개발과 세계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며(Kim, 2012;     

Moon & Park, 2012), 드라마나 뮤직비디오 등 시각적 콘텐츠     

를 통해서 전달되는 한국 사회의 이상적 미는 한류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미적 기준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Yu,     

2016). 이상적 미는 그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미와 자신의 신체를 비     

교 및 평가한다(Strelan et al., 2003). 특히 한국 이주 여성들     

의 경우 아름다운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이상적 미 내면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oo     

et al., 2019; Lee et al., 2001). 이러한 현상 속에서 베트남     

여성들의 한류 문화 수용과 이상적 미 내면화 경험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와 관심이 요구된다.

한류와 베트남을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한국의 국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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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가 베트남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혹은 한국 브        

랜드 이미지에 따른 현지 소비자 행동을 연구한 것으로 대부분        

베트남 내 한류상품 확산을 위한 마케팅적 관점에서 수행되었       

다(Lee & Kim, 2019; Park et al., 2016; Yu, 2016). 그러나          

한류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       

으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베트남        

의 경우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Cho, 2017), 그들이 한국      

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회문화적 경험을 다룬 실증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을 통해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의 한류 문화 수용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 문화 적응의 한 현상으로서 이상적 미 내면화        

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그에 따른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수 집단의 정체감 발달 모델        

(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MID)에 따르면 한 국가의      

거주 기간에 따라 문화 적응에 있어서 태도 및 행동의 차이가         

나타났으므로(Atkinson et al., 1998 as cited in Lee, 2014),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이상적 미 내면         

화 경험의 차이를 탐색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이 한류 문화를 수용하는 과        

정 및 한국에 거주하면서 경험하는 이상적 미 내면화 과정을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베트남 유학생의 건전한 한      

류 문화 소비 및 한국 문화 적응을 돕는 방안들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베트남 유학생의 한류 문화 수용 경험

한류는 1990년대 후반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한국의 대중문화 붐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용어였다(Lee, 2002).      

드라마와 가요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한류는 다양한 영역으       

로 확대되어 한류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유        

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류의 확산과 콘텐츠 재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Jang, 2019; Lee, 2015; Lee       

& Chung, 2017; Yoon et al., 2013). 

한류의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베트남은 한국 드라마, K-pop,      

화장품, 패션, 스포츠 등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의 문화를 접하        

게 되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        

국으로의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Cho,      

2017; Yun, 2019). 실제로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베트남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기준 4%에       

서 시작하여 2017년에는 15%에 이르게 되었고,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Cho, 2017). 이처럼 한류의 새로운       

소비 계층인 유학생들은 한류를 소비하는 외국인 소비자 가운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Lee, 2019). 특히 유학생 집단은        

한류를 중심으로 파생된 다양한 콘텐츠에 큰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국에 한류를 전파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Cho & Lee, 2019; Min, 2017).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 문화에 대     

해 이해도가 높아진 베트남 유학생들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     

양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한류를 베트남에 전파할 것으로 기     

대되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적인 한류 문화 수용 경험을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의     

한류 수용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로 한류 문화의 수용 경     

로, 경험도, 소비량, 관심 분야, 한류에 대한 평가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었다(Chae & Yoon, 2006; Lee & Oh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이 한류 문     

화를 수용하는 경로가 어떠한지, 어떠한 한류 문화에 관심을 가     

지고 소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들의 한류 문     

화 수용 경험을 전반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2.2. 한류 수용에 따른 이상적 미 내면화

이상적 미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미를 인식하     

는 시선과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다(Kim,     

2016). Stice and Whitenton(2002)에 따르면 이상적 미의 내면     

화란 사회문화적 산물인 이상적 미의 기준을 수용하여 자신     

에게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한다. Thornton and Moore(1993)     

는 매력적인 타인을 통해 미의 내면화가 일어나고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의 외모를 평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Heinberg and     

Thompson(1995)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타인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     

하고, 결과적으로 외모에 대한 자기 평가는 신체이미지와 자아     

개념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인의 아름다운 외모는 한류의 주요한 인기 요인에     

해당한다(Moon & Park, 2012). 특히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과     

그들이 생산하는 패션 및 뷰티 정보는 한류를 수용하는 여성들     

에게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Yu, 2016). 또한 이들은     

단순히 한류를 선호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류를 통해 형     

성된 자신들의 이상적인 기준이 투영된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     

산 및 소비하고 있다(Han & Jo, 2019).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류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미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이     

상적 미 내면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례로 Choo et al.(2019)에 따르면 중국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한국 여성에 대해 지각한 이상적 미가 긍정적일수록 한국     

사회의 이상적 미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높아졌으며, 내면화 수     

준이 높을수록 외모 관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Hong     

(2013)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     

적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타인의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이상적 미의 내면화가     

더 깊게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외모 관리 행동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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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Liu and Nam(2018)의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이 한국 드       

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이상적 미 내면화        

태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계 유학생들의      

경우 외모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한국 문화를 자신도        

모르게 답습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일부는 한국 학생들처럼      

보이고 싶어서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          

감에 의해 한국 학생들처럼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된 것으로 나         

타났다(Nam et al., 2014).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베트남 여성 유학생       

들도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한국 여성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의해 이상적 미        

내면화를 경험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베        

트남 여성 유학생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        

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이상적 미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아보고, 그러한 미적 기준을 자기 삶의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        

하는 일련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3. 한국 문화 적응

문화 적응(Acculturation)은 한 개인이 어떠한 다른 문화를      

접할 때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 변화와 적응의 과정(Gibson,       

2001)을 의미한다. Choi(2007)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란 그 사회의 문화, 관습,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 자신을 통합         

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 사회        

및 문화에서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미적 가치관을 자신의      

미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가        

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로의 문화 적응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 적응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서 다양한 개인적 특성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Chung &       

Yang, 2004).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영어권 외국인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문화 적응 현상을 살펴본 Cho and Sung(2010)의 연        

구에 따르면 한국 거주 기간 및 교육 기간, 한국인과의 상호교         

류, 한국어 및 한국 미디어 사용이 한국의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Kim(2009)은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        

펴보았는데, 한국 거주 기간과 미디어 이용, 한국어 능력 등이 한         

국 문화 적응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한국 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도 한국 거주 기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Padilla        

(1980)는 해당 국가에서 오래 거주한 이민자일수록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에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이 문화 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 적응은 그 나        

라의 의식주 문화부터 소비 행동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데, Song and Kim(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주 기        

간이 짧은 유학생들에 비해 전통적인 한국 음식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Lee(2019)의 연     

구에서는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에 있어서 한국 거주 기간이 짧     

을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패션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베트     

남 여성 유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문화     

적응의 한 영역에 해당하는 이상적 미 내면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문화 적응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한국 거주 기간에 중점을     

두고,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한국 사회     

에서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미적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과정에 실제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한류 문화 수용 경험을 살펴본 후, 이상적 미 내면화     

경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 여성 유     

학생의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이상적 미 내면화 과정에서 차     

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 거주 기간과 이상적 미 내면화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거주 기간에 따     

라 크게 두 집단(거주 기간 1년 이하 vs. 거주 기간 3년 이상)     

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 간 이상적 미 내면화에 따른 인식 및     

행동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전반적인 한류 문화 수용     

경험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2.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이상적 미 내면화 경험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3.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이상적 미 내면화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3.2.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면담 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Z세대에 해당     

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25세 이하의 베트남 여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시행하였다. 초기 3명은 목적표집법     

(Purposive sampling)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이후 9명은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으로 모집하였다. 표적집단면접은   

2019년 10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2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카페나 학교 등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곳에 연     

구자가 방문하여 면접이 진행되었다. 총 12인이 표적집단면접     

에 참여하였으며, 면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통역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 시 한국어가 유창한 베트남 국적의 통역가가 면접     

에 함께 참석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면접을 위한 하나의 집단이 최소     

2인에서 최대 4인으로 구성되었다. 표적집단면접에 참여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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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서울 소재의 대학교 및 어학당에 재학 중이었으며, 각 집         

단은 동일한 소속과 한국 거주 기간이 비슷한 유학생들로 구성        

되었다. 본 연구는 네 집단과의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문제 3을 알아보       

기 위하여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은 집단인 집단 1과 집단 3의          

면담 내용과 한국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집단인 집단 2         

와 집단 4의 면담 내용을 비교하였다.

먼저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의 한류 문화 수용 경험을 알아        

보기 위해 한류 문화수용 경로, 관심 있는 한류 문화 및 선호          

도에 대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후 그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겪은 이상적 미 내면화 경험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 척도를 개        

발한 Heinberg et al.(1995)의 연구와 중국 이주 여성들을 대상        

으로 이상적 미 내면화를 연구한 Choo et al.(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면담 질문을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각자 생각하      

는 여성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상적인 미의 기        

준에 대한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여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지, 한국에 거주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외모에 대         

한 평가 및 외모 관리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와 같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질적 연구의 경우 자유롭게 흘러나       

오는 이야기가 더욱 신뢰성이 있으므로(Spradley, 1979) 각자의      

이상적 미 내면화 경험을 연구참여자들끼리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편안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다만 한        

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의사 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연구자가 다시       

질문하는 형식을 반복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달라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문화적 차이를 실제로 지각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현재 소속 기관과 전공,      

한국의 유학 목적 및 거주 기간 등과 같은 정보를 함께 파악          

하였다. 각 면접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면접 시간은 한 집단에 배정된 인원수에 따라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3.3.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Giorgi(1985)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4가     

지 단계를 바탕으로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인 분석     

방법은 Kim et al.(199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현상학적 연구     

는 인간의 체험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때 체험은 인간이 의식하는 수준에서 신체적 체험뿐만 아니     

라 인지적, 감정적 체험까지 모두 탐구의 대상이 된다(Kim &     

Jung, 2017).

먼저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전체 내용에 대한 충     

분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전사된 자료에 대해 반복적 읽기     

를 수행하였다. 이후 면담 내용에 내재된 의미를 도출하기 위     

해 연구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구성된 기술 자료들을 각 의미단     

위로 분류하고 병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     

는 반성(Reflection)과 자유변경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일상     

적 표현을 학문적 언어로 변형하였다. 이때 밝혀진 주제를 더     

욱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체험이 의미하는 중심 의미     

(Focal meaning)가 형상화될 수 있도록 연구자 전원이 동의하     

는 언어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변형된 의미단위     

를 구조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전체 연구에 맞게 통합하는 단     

계를 거쳤다.

본 연구는 Lincolin and Guba(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에 의거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를 밝히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에서     

정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절차를 거쳤다. 둘째, 연구     

결과의 적용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이상 새로     

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한 주에 2차례씩 총 3주에 걸     

쳐 정기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진 않았지     

만 유사한 환경에 있는 베트남 여성 유학생 3명에게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를 설명하며 자신의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확     

인하였다. 셋째, 결과의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시     

간 차이를 두고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였고 의류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넷째, 연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Table 1. Interviewees’ characteristics

Group No. Age Gender Status Months in Korea

1

A 21 Female Language school 6 months

B 19 Female Language school 3 months

C 20 Female Language school 7 months

2
D 23 Female Junior in university 42 months

E 23 Female Junior in university 42 months

3

F 20 Female Language school 2 months

G 23 Female Language school 12 months

H 23 Female Language school 9 months

I 20 Female Language school 1 month

4

J 23 Female Junior in university 46 months

K 23 Female Junior in university 42 months

L 23 Female Junior in university 48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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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였고 연구참여자     

의 경험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유의하며 그들       

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한류 문화 수용 경험

본 연구는 한류 문화의 수용 경로와 한류 문화에 대한 전반         

적인 태도를 중심으로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한류 수용 경험을        

살펴보았다. 먼저 그들이 베트남 및 한국에서 한류 문화를 수        

용하는 경로는 크게 미디어, 한국어,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로 나타났다. 미디어의 경우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SNS를 통해 한류 문화를       

접하고 있었다. 그들은 SNS를 이용하여 초기 한류 문화 열풍        

을 이끈 드라마, K-pop부터 한국의 메이크업 및 패션 트렌드를        

보여주는 유튜버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응답자 B, G). 또한 많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어에 대        

한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응답자 J의 경우 ‘고생하셨습니다’와 같        

이 한국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는 유튜브로 한국 영화랑 음악을 자        

주 봤어요. 한국에 와서는 한국 패션이나 메이크업 영상을 많        

이 봐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리뷰를 많이 봐요. 어떤 화장품         

이 피부에 좋지 이런 거 자주 봐요.” (응답자 B)

“저는 언어로 한국 문화를 배웠어요. ‘고생하셨어요.’라는 말      

은 베트남에는 없거든요, 이런 걸 사회적인 언어라고 하죠. 그        

래서 언어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어요.” (응답자 J)

이 외에도 베트남 유학생들은 캠퍼스 생활이나 아르바이트      

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D, K).

“학교 친구들이랑 메이크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립스틱      

정보도 물어보고 브러쉬 어떤 것 쓰는지도 서로 물어보면서 정        

보 공유해요.” (응답자 D)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그런지 영화나 드라마보다       

는 과외하거나 직장 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응답자 K) 

다음으로 한류 문화의 여러 소비 영역에 대한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전반적인 태도를 조사한 결과,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의 화장품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들은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 및 유행 제품에 대한 정         

보력이 매우 높았으며, 베트남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도 한국 화장품을 대리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 B, D). 

“친구들한테 보통 화장품 스킨하고 립 제품 사다줘요. 베트     

남에서 한국 화장품 가게 많이 있는데 상품의 품질이 달라요.     

같은 이니스프리여도 화장품 느낌이 한국이랑 달라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직접 와서 화장품을 사는 거에요.” (응     

답자 B) 

“(베트남은 날씨가 더워서) 마스크, 수분크림, 그리고 립스틱     

을 많이 보내주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는 화장품 사기가 어려     

워요. 도시에서만 살 수 있어요.” (응답자 D)

또한 한류 문화 확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유     

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동경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     

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한국에 유학 오기 전부터 현지에서 다양     

한 한국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자신이 시청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     

성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몇몇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에 가기 위해 고가의 표를 구입한다거나, 특정 연예인의 외모     

나 스타일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     

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G, I). 

“K-pop에 관심 많아요. 제 남동생 친구는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됐는데 블랙핑크 콘서트 가려고 6만원 주고 티켓을 샀     

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면 경제적 문제가 너무 심할텐     

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그래요.” (응     

답자 G)

“베트남 친구들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한국인들     

을 알게 돼요. 특히 런닝맨 지금도 인기 많아요. 저는 유재석     

존경해요.” (응답자 I) 

4.2. 이상적 미 내면화 경험

이상적 미 내면화 경험에 대한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중심 의미가 도출되었다. 4개의 중심 의미는 외모에 대     

한 이상적 기준 형성, 이상적 미 내면화의 영향 요인, 이상적     

미 내면화에 따른 인식 변화, 이상적 미 내면화에 따른 행동     

변화로 구분되었으며, 크게 이상적 미 내면화를 이끄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4.2.1.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 형성

첫 번째 중심 의미인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 형성’은 베     

트남 여성 유학생들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에 대해     

응답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하얗고 깨끗한 피부’, ‘갸름한 얼굴     

형과 오똑한 코’, ‘서구적 체형 추구’라는 세 가지 보조 의미로     

구성되었다. 

① 하얗고 깨끗한 피부에 대한 열망

면담 결과,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의 대다수가 하얗고 깨끗한     

피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지     

역별로 기후의 차이는 있는 편이나 대체적으로 열대몬순기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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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열대 국가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그        

을려진 자신의 피부색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워 보이려면 깨       

끗하고 매끄러운 피부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얀 피부는 베트남 여자들이 거의 좋아해요. 왜냐하면 베       

트남은 더운 나라니까 피부가 하얗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        

람 보면 얼굴이 하얗다고 느끼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답자 E)

“얼굴이 귀엽고 피부가 깨끗하고 하얀 것. 피부가 제일 중요        

해요. 왜냐하면 베트남 날씨 너무 더워서 한국 여성처럼 피부        

가 하얗지 않잖아요.” (응답자 L) 

② 갸름한 얼굴형과 오똑한 코 선호

이상적인 이목구비의 경우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브이라      

인(v-line) 얼굴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였으며, 광대뼈를 깎거나       

얼굴을 축소하는 수술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G와 응답자 H는 자신들과 같은 어학당에 다        

니는 친구들이 최근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현재까지 베트남의 메콩 강 유역에 코 평        

수가 넓고 코가 눌린 캄보디아 혈통의 크메르계 사람들이 거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오똑한         

코에 대한 선호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쁜 여자가 되려면 하얀 피부, 높은 코, 작은 얼굴, 브이라         

인 얼굴 가져야해요. 제 생각에 베트남 사람의 특징인 것 같은         

데 턱이 되게 커요. 수술하지 않으면 예쁜 브이라인이 될 수         

없어요.” (응답자 D)

“어학당에 다니면 시간이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제 어학당     

친구들 요즘에 성형 많이 받으려고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코.” (응답자 G)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들보다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코 수술 해보고 싶고 주변 친구들     

정말 많이 하니까 더 하고 싶어요.” (응답자 H) 

③ 서구적 체형 추구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이 이상적으로 지각하는 신체이미지는     

큰 키와 날씬한 몸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한국 여성들     

의 체형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느끼     

고 있었으며, 신장의 경우 얼굴이나 체중과 달리 수술로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키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성인의 신체 만족도가 중국과 필리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는 선행연구(Kim & Choi, 2011)의 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여성 유학생들은 심한 경우 작     

은 키에 대해 신체적 콤플렉스까지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응답자 J). 

“저는 얼굴보다 예쁜 몸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스     

포츠 과학을 전공해서 라인을 더 중요하게 봐요. 큰 키에 예쁜     

몸매. 제가 요즘 작게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할 때 요즘     

은 여자들 키가 160이 다 넘는 거에요. 그런데 베트남 여자     

평균 키는 많이 작아요. 그래서 부러워요.” (응답자 D)

“제가 보기에 예쁜 여자는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얗고 에스라     

인 몸매에요. 개인적으로 키가 작은 게 콤플렉스에요. 한국 사     

람들 보면 대부분 키가 크다고 생각해요. 베트남에서는 남자도     

170 cm만 넘으면 큰 편이라서..” (응답자 J)

4.2.2. 이상적 미 내면화의 영향 요인

본 연구의 두 번째 중심 의미인 ‘이상적 미 내면화의 영향     

요인’은 베트남 여성 유학생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형성하고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의     

미한다. 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한국 영상 시청의 증가’, ‘베     

트남 여성의 다이어트 및 성형 열풍’, ‘매일 매일 화장하는 한     

국 여성들의 삶’,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구매 성향’으     

로 나타났다.

① 소셜 미디어를 통한 한국 영상 시청의 증가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모바일로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여     

한국의 드라마부터 예능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브이로그(v-log)     

나 메이크업 튜터링 같은 1인 제작 콘텐츠까지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K-pop은 베     

트남의 한류 문화 확산을 이끈 주역으로서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에 와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     

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Kleemans et al.(2018)이 신체나     

Table 2. Internalization of ideal beauty among Vietnamese women

Focal meaning Theme

The standard of 

ideal beauty

Strong desire for white and clean skin

Preference for slim face and sharp nose

Longing for tall and thin body

The causes of 

ideal beauty 

internalization

More video views via social media

Diet and plastic surgery fever among Vietnamese women

“Makeup everyday culture” among Korean women

Brand-oriented consumption tendency in Korea

The results of 

ideal beauty 

internalization: 

Perception

Negative evaluation of one’s appearance

Increase the desires for diet and plastic surgery

Social comparison with Korean women

Agreement on lookism society

The results of 

ideal beauty 

internalization: 

Behavior

Investments for one’s appearance management

Follow the Korean makeup and fashion style

Increase of ir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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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와 관련된 콘텐츠는 소셜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주요 콘텐       

츠 중 하나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         

는 이상화된 아름다움은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의 이상적 미 내        

면화에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유튜브를 매일 전체적으로 다 봐요. (생략) 설리처럼       

피부 하얗고 좋고 맨 얼굴 예쁘고 날씬하고 키 큰 것 부러워          

요. 인스타그램 보면 계속 꾸미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응답자 G) 

“페이스북에서 한국 드라마 봤는데 한국 여자 스타일 너무       

예뻐서 똑같은 것 샀어요. 베트남에서는 안 어울릴 수 있는데        

제 마음에는 들어요. 보통 한국 드라마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제 패션 보고 예쁘다고 해요.” (응답자 B) 

② 베트남 여성의 다이어트 및 성형 열풍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이상적 미 혹은 외모기준에 대한 사        

회적 메시지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자신과 동일        

한 유학생 친구들의 다이어트 경험이나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변에 체중을 많이 감량하거        

나 성형수술 후 외모가 크게 개선된 지인들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E). 응답자 K의 경우 성형        

외과 글로벌 부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유학생으로 실       

제 근무하면서 느끼는 베트남 여성의 성형 열풍에 대해 상세하        

게 설명해주었다.

“제 친한 친구 눈만 빼고 (성형) 다 했어요. 얘가 수술한 다          

음에 회복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보러 갔더니 눈물 날 정도로         

아파보였는데 회복 다한 다음에 친구 얼굴 보니까 할 만하다라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 끝에 미인이 되었어요. 저도 진짜        

하고 싶은데 아시는 분이 저는 교정하면 된다고 해서.. 근데 가         

장 하고 싶은 곳은 코.” (응답자 E) 

“제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 병원에 환자 진짜 많아요. 하루에        

시술이랑 수술 포함해서 한 800명? 저희 병원이 좀 큰 편이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베트남 사람       

들은 거의 코 많이 하고 아니면 광대 깎는 것. 아니면 윤곽 수           

술도 많이 받는데 그거 하면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처럼        

돼요. 사진 보여주면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외모에 대        

한 관심 진짜 많아요.” (응답자 K) 

③ 매일 매일 화장하는 한국 여성들의 삶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외모를 가꾸는 행동 중에서도 한국       

여성들이 아이쉐도우(eye-shadow), 블러셔(blusher), 립스틱   

(lipstick)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 색조 화장하는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베트남의 화장품 산업 발달        

로 인해 화장하는 여성들이 과거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베       

트남은 5월부터 10월까지 남서몬순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비       

가 내리며 남부 지역의 경우 일 년 내내 습도가 높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들은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외출 시에만 화장을 하     

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해 베트남 여     

성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에 거주한 초기에는 불편함을 많     

이 지각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외모를 중시하고 타인을 의     

식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 문화에 점차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여자들 매일 화장하는 것 보고 저도 화장해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생얼로 나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한국에 있으면     

매일 화장해야 해요. 베트남에서는 다들 생얼이라 생얼로 나가     

도 괜찮은데..” (응답자 G) 

“베트남 여자들은 기초제품 위주로 많이 써요. 토너, 로션.     

베트남에서 학교 다니면 기본 선크림까지만 바르거나 아니면     

립스틱까지만 해요. 한국 여자들이 매일 화장하는 건 본인 스     

스로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생각해요. 저     

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하려고 해요. 여자니까.” (응     

답자 K) 

④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구매 성향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화장품이나 의복을 구입할 때 브랜     

드를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구매 성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베트남에서는 브랜드를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한 경험     

이 없던 반면 한국에 거주하게 된 이후 화장품, 옷, 향수 등의     

제품을 살 때 브랜드를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는 등 유명한 상     

표를 추구하는 한국인의 구매 성향에 부분적으로 동화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은 브랜드 관심 없고 예쁘면 그냥 사는데 한국 사람     

들은 브랜드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는 브랜드에 관심     

없었는데 지금은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일부러 한 개씩이라도     

골라서 사요.” (응답자 G) 

4.2.3. 이상적 미 내면화에 따른 인식 변화

본 연구는 베트남 여성 유학생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형     

성된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     

함으로써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 관리를 위한 행동     

에 있어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상적 미 내면화에 따른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인식 변화는 ‘한     

국인 여성과 자신의 외모 비교’,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 ‘다이어트 및 성형에 대한 욕구 증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동조’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도출되었다.

① 한국인 여성과 자신의 외모 비교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드라마나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한     

국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반 여성에 대해서도 이상화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의 특성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G, H). 흥미로운 점은 면담에 참     

여한 모든 응답자들이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에 있어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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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한 또래 유학생 친구들은 의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        

면 학교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한국인 여학생들의 외모에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학교 친구들은 신경 안 쓰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꾸          

며요.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신경이 쓰여요. 지금도 계속 ‘어,        

저 사람 예뻐서 나도 따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국 여자들 다 화장하고 패셔너블하니까 한국 여자들 신경 쓰게        

돼요.” (응답자 G) 

“드라마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이랑 실제 한국 여자들이랑 똑      

같아서 놀랐어요. 한국 여자들 대부분 피부 하얗고 키 크고 날         

씬해요. 저는 피부도 안 좋고 다 평범해요. 그런데 한국 여자         

는 한 명 한 명 다 예뻐서 부러워요.” (응답자 H) 

②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전반적       

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앞서 언급한 이        

상적 미의 기준에 해당하는 깨끗한 피부 및 큰 키와 관련하여         

큰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K, E). 이는        

타인과의 지나친 비교를 통해 자신의 외모를 인식하는 경우 객        

관성을 상실하게 되어 신체 불만족을 느끼며, 그 결과로서 성        

형수술과 같은 중독적인 외모관리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de Vries et al.,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저는 제 외모에 대해 불만만 있어요. 특히 피부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모공이 없었는데 한국에 온 이후로 나이 먹어서        

그런지 블랙헤드가 많아졌어요. 10만원 들여서 없앴는데도 다      

시 금방 생겼어요.” (응답자 K) 

“저는 제 외모에 만족하지 않아요. 키도 작고 얼굴도 평범한        

느낌.. 너무 평범해요. 돈만 있으면 성형수술하고 싶어요. 여자       

면 누구나 예뻐지고 싶으니까..” (응답자 E) 

③ 다이어트 및 성형에 대한 욕구 증가

면담이 진행되는 시점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체       

중을 감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일부 확인되었다(응답자      

F, J). 또한 면담에 참여한 12명의 연구참여자 중 실제로 성형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없었으나, 응답자 D의 경        

우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향후 꾸준한 피부 관리나 성형        

수술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제 몸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런데 한국에 와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원래 50 kg였는데 지        

금 42 kg 됐어요. 한국에 오면서 저도 모르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응답자 J)

“저 성형수술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여        

유만 있으면 하고 싶어요.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피부. 그런데         

여유가 없으니까..” (응답자 D) 

④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동조

면담 결과, 일부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모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외모를     

사회적 성공을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생각하는 한     

국 사회에 동조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응답자 D와     

K는 베트남어 과외나 번역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외     

모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한국의 사     

회적 분위기를 체험하였고, 이러한 현상에 반발하기보다는 한     

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 한국 와서 과외 많이 해봤는데 과외하고 나서 학생들이     

하는 말이 과외 선생님 모집할 때 신청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게 능력도 있어야하지만 얼굴이 예뻐야 뽑는 거라고 하더라고     

요. 그때부터 외모가 중요하구나 인정하게 됐어요. 지금 시대에     

는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베트남은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닌데 한국은 심한 편이죠.”     

(응답자 K) 

“저는 외모가 스펙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몸을 관리하는 사     

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외모도 자기 계발의 한 부분이에요.     

(생략) 저도 되게 예쁜 선생님이 들어오면 잘 챙겨주고 싶고 웃     

어주고 싶고.. 사람의 심리인가봐요. 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한     

명은 예쁘고 한 명은 보통이라면 저라도 예쁜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응답자 D) 

4.2.4. 이상적 미 내면화에 따른 행동 변화

본 연구는 이상적 미 내면화에 따른 행동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게 된 이후 외모에 대해 형성된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외모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행동에 미치는 양상을 중     

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상적 미 내     

면화에 따른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행동 변화는 ‘외모 관리를     

위한 시간적, 물리적 투자’, ‘한국 여성들의 메이크업 및 패션     

스타일 답습’, ‘비합리적 소비 행동의 증가’라는 세 가지 관점     

에서 도출되었다.

① 외모 관리를 위한 시간적, 물질적 투자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외모향상추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K     

의 경우 피부 관리를 위해 2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응답자 L은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     

음으로써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체중 감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나,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후 외모 관리의 차원에서 다     

이어트를 하는 연구참여자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응답자 B, F).

“저 최근에 돈을 많이 주고 화장품을 바꿨어요. 진짜 비싸     

게 주고 샀는데 이것 때문에 요즘 피부 관리 열심히 하고 있     

어요. 이게 한 세트에 총 7개가 들어있어서 바르기만 해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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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1시간은 걸려요. 제가 아는 분이 이걸 썼는데 피부가 촉촉         

해지고 짱짱해진 거에요. 그래서 그때는 돈이 없었는데 회원이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200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응답자 K)

“한국에 처음에 와서 화장을 많이 하다보니 피부가 안 좋아        

져서 관리하기 위해 돈 많이 들더라도 피부과 다니면서 피부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응답자 L)

“한국 와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베트남은 외모보다       

성격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외모가 더 중요해요. 예쁘면 다른 사        

람한테서 호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 와서 다이어트를 시작        

하게 됐어요. 매일 매일 학교에서 걷기 운동해요.” (응답자 F)

② 한국 여성들의 메이크업 및 패션 스타일 답습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모 및       

신체이미지를 가꾸기 위하여 그들의 외모 비교 대상이 되는 한        

국 여성의 메이크업 방식이나 패션 스타일을 답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웅답자 E, F, J).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한국 여성이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유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베트남 여성 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는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등으로 확인되었다.

“길거리에서 어떤 한국인 여자 페이스나 메이크업 괜찮으면      

자세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해요. 가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봤던 스타일을 생각하고        

정리해서 저도 따라해 볼 때가 있어요.” (응답자 E)

“제가 유튜브에서 메이크업 영상 챙겨보는 한국 채널 있어       

요. 포니, 겟잇뷰티, 챙잇뷰티 이런 거 보면서 화장품이나 패션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주 구독하는 사람들은 인       

스타그램에서도 팔로우 해놓고 같이 보는 편이에요.” (응답자 F)

“패션 같은 경우는 한국 여자들 스타일 많이 참고해요.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치마가 예쁘네.’ 생각이 들면 제 방에 돌아         

가서 인터넷으로 비슷한 거 찾아보고 마음에 들면 사요.” (응        

답자 J)

③ 비합리적 소비행동의 증가

면담 결과, 일부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한국에 거주한 이        

후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복이나 화장품을       

사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종종 자신의 재정 상태        

를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소비나 상품의 상징적인 의        

미를 중시하여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은 모두 비        

합리적 소비행동에 속하는 것으로(Kim & Yoon, 2019), 베트       

남 여성 유학생들은 오프라인 쇼핑과 온라인 쇼핑의 구분 없이        

비합리적 소비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응답자 C, H).

“제가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브랜드 알고 있어        

요. 친구들이랑 쇼핑 가서 생각보다 많이 산 적 있어요. 그냥         

좋으니까 사다 보면 낭비하게 돼요.” (응답자 C)

“페이스북으로 닥터 자르트 영상 보다가 피부에 좋을 것 같     

아서 크림하고 세럼 구입했어요. 사실 제가 살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비싼 제품이었는데 사버렸어요.” (응답자 H)

4.3.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이상적 미 내면화 차이

본 연구는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한     

국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미적 가치를 스스로 내     

면화하는 과정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연구문제 3을 통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이     

하인 집단(집단 1, 집단 3)과 한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집     

단(집단 2, 집단 4)의 면담 내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외     

모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 형성 및 이상적 미 내면화의 영향     

요인에 있어서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으     

나 이상적 미 내면화에 따른 인식 및 행동 변화에는 일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은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의 연예     

인 및 한국인 여성의 외모를 이상화하며, 그들과 자신의 외모     

를 비교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현재 어학당     

을 다니는 유학생들의 경우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보다     

여가시간이 많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한국의 드라마나 뮤직비     

디오 등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은 한국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드라     

마나 K-pop으로 대표시되는 한류 문화 콘텐츠에서 나타난 한     

국인의 이미지를 실제 모습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응답자 G, I). 또한 응답자 B의 경우 길거     

리나 쇼핑 매장에서 한국 여성들을 자주 접하고 이들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나 외     

모 개선의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사람들은 미디어에 자주 노출될수록 미디어가 보여주는     

매력적인 신체상을 더 쉽게 내면화하고, 내면화의 정도가 높을     

수록 이상적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를 상향 비교함으로써 신체     

에 대한 불만족을 지각한다는 선행연구(Melioli et al., 2015)와     

일치한다.

“저는 평소에 유튜브로 다비치나 티아라 영상을 많이 봐요.     

얼굴도 예쁘지만 영상에 나오는 패션이나 메이크업 이런 게 다     

좋아서 계속 보게 돼요.” (응답자 G, 12개월 거주) 

“한국 드라마 보면 여자들 키도 크고 몸매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화장을 정말 잘해요. 길거리에 있는 여자들도 연예인 같     

이 예쁘다는 생각 많이 해요.” (응답자 I, 1개월 거주) 

“한국 여성 보고 예뻐지고 싶어요. 베트남에 있을 때는 다이     

어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이후로 하고 싶어     

요. 저 동대문이랑 명동에 쇼핑갈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     

는 한국 여자 너무 날씬한 것 같아서 부담받아요. 다들 키 크     

고 날씬해요.” (응답자 B, 3개월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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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며 대학교를 다니고 아르바       

이트나 과외와 같은 사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됨에 따라 한국인의 외모에 대한 인식이 다소 변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들은 한국 여성의 외모를 무조건적으로 이       

상화하기보다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판      

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D, K). 

“일단 베트남 사람들은 K-pop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다 잘        

생기고 예쁜 줄 알아요. 그리고 한국이 베트남보다 발전된 나        

라기 때문에 한국을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에       

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생략)         

한국 여자라서 예쁜 여자라기보다는 인상이 예뻐야 예쁜 여자       

라고 생각해요.” (응답자 D, 3년 6개월 거주) 

“저는 눈에 보이는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예쁘냐, 안        

예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외모보다는 마음이 먼저. 저        

는 성형외과에서 일하니까 보면 얼굴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마음은 바꿀 수 없거든요.” (응답자 K, 3         

년 6개월 거주)

 
다음으로 이상적 미 내면화에 따른 행동 변화 관점에서 한        

국 거주 기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및 제품구매행동의 양상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한국 거주 기간이 짧         

은 유학생들은 또래의 한국 여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화장품       

에 대한 정보를 자주 공유할 뿐 아니라, 유행하는 제품들을 즐         

겨 구매하고 자신을 꾸미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A, C). 이러한 결과는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을     

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Lee(2019)의 연구와 일치한다.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친구들이랑 쇼     

핑해요. 인터넷에서 홍대랑 이태원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거기     

로 쇼핑하러 자주 가요. (생략) 저희는 한국의 모든 화장품에     

대해서 서로 어디에서 샀고 무엇을 샀는지 공유해요.” (응답자     

A, 6개월 거주) 

“주변에 한국말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베트남 사람     

이 한국 제품 공유해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 여자들이 자     

주 사용하는 제품 성분 이런 거 찾아봐요. (생략) 친구들한테     

너 이거 사봤냐고 물어보고..” (응답자 C, 7개월 거주) 

그러나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 거주 기간이 긴 유     

학생들의 경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의 장기간 거주를 통해 베트남과     

한국의 물가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욕구는 비슷하게 지각할지라도 화장품이나 의복을 구입할     

때 계획적으로 구매하려는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응답자 J, L). 

“저는 쇼핑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혼자 하는 편이에요.     

제 마음에 들면 언니한테도 링크 보내서 물어보고 둘 다 마음     

Fig. 1. The conceptual model of ideal beauty inter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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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 하면 그때 사는 거에요. 나만 좋아하면 돈도 그렇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 찾는 거는 많이 찾고 진짜 사는 건 한 달           

에 한 두벌.” (응답자 J, 3년 10개월 거주)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화장품 많이 구매하고 샀어요. 처음에        

는 예뻐지고 싶어서 화장품 많이 사고 한국 여자도 밖에 나갈         

때 화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          

서 따라했어요. 그런데 화장 많이 하면서 피부 망가져서 지금        

은 화장 안 하고 그냥 제가 편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옷          

도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직접 매장에 가서 샀어요. 그런데 지          

금은 온라인으로 사요. 가격도 싸고 지금은 내 스타일에 잘 맞         

는 제품 사는 게 중요해요.” (응답자 L, 4년 거주)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이        

상적 미 내면화 경험에 대한 내용을 Fig. 1과 같이 구조화하였         

다. 종합적으로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피부색, 얼굴형, 신체       

이미지를 중심으로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있       

었으며, 미디어를 통한 한류 문화 소비 및 외모 가꿈을 중시하         

는 한국의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이상적 미 내면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상적 미 내면화에 따        

른 결과로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        

라 한국 여성과 자신의 외모를 자주 비교하는 것과 같은 인식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동        

안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        

었으며, 한국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답습하는 등      

의 행동 변화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미적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는 문화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상적 미 내        

면화에 따른 인식 및 행동 변화는 한국 거주 기간이 상대적         

으로 짧은 유학생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베트남 여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의 한류 문화 수용 경험을 알아보고, 한국에 거        

주하면서 체험한 이상적 미 내면화 경험및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한류 문화 수용 경험의 경우 베         

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주로 SNS를 통해서 한류 문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수용하고 있었으며, 한국어와 한국 사람들과의 교      

류를 통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한류 문화 중에서도 K-        

pop과 화장품에 대한 높은 관여도 및 지식수준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이상적 미 내면화 경험은 총 4개의        

중심 의미와 14개의 보조 의미로 도출되었다. 4개의 중심 의미        

에는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 형성, 이상적 미 내면화의 영향         

요인, 이상적 미 내면화에 따른 인식 변화, 이상적 미 내면화         

에 따른 행동 변화가 포함되었다. 이상적 미 내면화 경험에 있     

어서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상적     

인 미적 기준은 하얗고 깨끗한 피부, 갸름한 얼굴형과 오똑한     

코, 서구적 체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이상적인 미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     

한 한국 영상의 잦은 시청과 주변의 베트남 친구들의 다이어트     

및 성형 유행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베트남 여성과 달리 매일 색조 화장하는 한국 여성들의 미용     

문화와 브랜드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구매 성향 등도 그들의 이     

상적 미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은 이상적 미 내면화의 결과로서 자신     

의 외모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여성이나 연예인과 자신의 외모를 자주 비교함에 따라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외모를 중요시하     

는 한국 문화에 대해 동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이상적 미 내면화에 따른 행동 변화의 경우 외모     

관리를 위해 고가의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충동적으로 의류 제     

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보였고, SNS     

에서 한국 여성들의 메이크업 영상 및 패션 스타일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한 후 이를 실제로 따라 하는 일종의 모방 행동을     

보였다. 

베트남 여성 유학생들의 이상적 미 내면화에 따른 인식 및     

행동 변화는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 여성에 대한 이상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의 미용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한국 문     

화에 동화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된 유학생들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한국 여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보다는 자신의 가     

치관과 신념을 우선순위로 하여 이상적인 미를 판단하고 수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디어 사용과 새로운 정보 습득에 능한 Z세대에     

속하는 베트남 여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류 문화 수용과 이상     

적 미 내면화 경험을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한류     

문화 소비 현상을 밝힌 의의가 있다. 나아가, 한국 문화 적응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적 미 내면화 현상에 주목하여 이     

상적 미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그     

에 따른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해 이상적 미 내면화에 따른 베트남 여성 유학     

생의 잦은 외모 비교 및 불만족, 다이어트 및 성형 욕구의 증     

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     

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그들이 한국 사회에 심리적, 문화적     

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학생을 수용하는 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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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국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학생들을 위해 어학         

당 차원에서부터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이 편향되지 않고 건        

강한 미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콘텐츠를 수용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한류를 소비하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의      

젊은 여성의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류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외모에 대한 다양       

한 관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 여성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이상적 미 내면화의 경우 연        

령이나 성별에 제약 없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사회적 현상이        

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남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령 확        

대 및 여러 국가를 비교하여 한류 문화 수용과 이상적 미 내          

면화 경험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표적집단면        

접을 통해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한류 문화 수용과 이상적 미         

내면화 경험을 살펴보았으나,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이상      

적 미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요인 및 후행요인들        

의 관계를 양적으로 검증하는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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