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여성의 곤란――베트남 인터뷰 조사로부터

장애학국제세미나 포스터 보고 2013년 11월 22일 장소: 리츠메이칸대학 기누가사 캠퍼스

일본의 선행연구로부터 → 장애여성 문제의 중층화（차별, 빈곤, 성차별
등)(DPI여성장애인 네트워크 멤버의 활동보고서）

베트남→일본과 동일하게, 장애여성은 「빈곤」「장애」여성」으로 몇 겹이나
중층된 곤란함이 있다.

⇩ ⇩ ⇩
「각각의 사람이 장애 유무나, 차별,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와 관례없이,

일정한 안정을 얻고, 존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사회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세야마(瀬山)2010）.」

리츠메이칸대학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공공영역 곤도 마유미(権藤 眞由美)

①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② 장애여성의 삶의 어려움
③ 장애여성이 안고 있는 곤란함 ⇒ 을 명확히 밝히다

선행연구

장애인 총수:약 670만명 중 하노이 시 장애인 수: 약 9만명
・장애별：운동장애29.41％(197만670명), 정신장애16.82％
(112만6000명), 시각장애13.84％(92만7280명), 청각장애9.33％
(62만5110명), 언어장애7.08％(47만4360명), 지적장애6.52％
(43명6840명), 기타17％(113만9000명)
・성별：여성58％, 남성42％
・장애인 현황：전체 수의 21％는 노동이 가능한 사람이며, 그 중 62％
는 노동을 하고 수입을 얻고 있다. 전체 장애인 670만명 중 16세
이하의 아동은 120만명, 31%가 중증장애아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42.7%.
・장애인 주거지 비율：농촌이 75%, 도시가 25%.
도시 장애인 25% 중, 80%는 가족의 수입에 의존하며 농촌의 75%중
70%는 가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의료면이나 그 진단으로
인해 다양한 곤란함을 안고 있는 장애인은 58.34%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급자 수(중증장애인 및 중병자): 약 50만명

현재, 베트남의 일부 장애인은 IL센터 활동보조 파견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활동보조 파견을 이용하는 장애여성은 취사, 빨래, 청소 등과 관련해서는 부담이
적으나, 이용할 수 없는 장애여성은 자신의 존재가 가족의 「부담」이라고 느끼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여성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것 같다. 또 장애연금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 라는 목소리가 특히 강
했다. 베트남 도심부에는 택시도 없으며 주요 이동수단이 오토바이이다. 이것은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나큰 장벽이며 이동범위가 한정된다. 도로 정비
나 저상버스의 정비, 장애인 연금의 증액, 활동보조비를 공적 자금으로 충당하는, 
차별에 대한 대응이나 계발활동 등, 다수의 과제를 들 수 있으나, 장애여성을 위
한 대응은 한층 더 의식계발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장애여성의 권리의식을 향상
시키고 함께 살아가는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회의 사람들의 의식 개혁으로 이어
질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堀場浩平（2013）「開発途上国における障害者のエンパワーメン
ト――ハノイ自立生活センターの事例分析」，日本福祉大学大学院国際社会開
発研究科．(=호리바 코헤이(2013) 「개발도상국의 장애인 엔파워먼트 –
하노이 자립생활센터 사례분석」일본복지대학대학원 국제사회개발연구과). ◆
瀬山紀子（2010）「障害女性と貧困」『障害学研究６』､障害学会．(=세야마
노리코(2010)「장애여성과 빈곤」『장애학연구6』장애학회.)

2013년4월26일～7월17일 베트남 하노이 시
・하노이IL센터 멤버(IL센터 여성이용자 6명★)및 DP하노이 여성 멤버
8명에 대한 반구조화 인터뷰 조사를 실시

연구방법

인터뷰 조사

インタビュー調査Ⅱ 介助派遣非利用者

고찰

【결혼에 관한 생각】・・・・★옛애인의 제안, 요구는 「지금은 보통 커플과
똑같지만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이를 가지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다면 결혼은 안한다」 는 말을 듣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나 자신도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러한 조건을 말했다. 남자는 언제나 머리좋은 여성을
좋아하지만 생활이 안정된 여성을 구하고 있다. 

【가족과의 관계】・・★나는 자신을 가지고 있어서 강하다. 그것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도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여성상】・・베트남 여성은 잘 참는다. 매우 힘들어도 또 자신과
똑같은 장애가 있어도 육아, 매일의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베트남 남성도 그러한
여성을 좋아하는 듯 하다.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집을 지킨다는 낡은 사고방식이 남아 있다. 

【여성역할】・・베트남의 사고방식은 엄격하다. 여성의 역할이 많다. 

【차별】・・★가까운 양복점 주인에게 차별을 받았다. 가게에 들어가서「이것 좀
주세요」라 말해도「이건 못 입어요」라는 말을 듣고 옆 가게에서 500만
돈(약 25000엔)을 주고 샀다. 좀, 기분이 나빴다. 슈퍼마켓도… 

장애인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보통 사람은 장애인에 대해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정말 장애인은
보통의 사람과 비교되니까. 장애인의 가치는 낮게 평가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라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장애인을 차별할 때가 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을 내 탓으로 한다. 차별당하는 것에 대해 회사에 말한 적도
있으며, 공장 담당자에게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 담당자는 「나랑 관계없다.」고 말했다. 

【자립】・・★꽤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매일, 부모님이 신변 정리를
해주셔서. 내 역할은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
자립해왔지만 아직 부모님에 기대어 생활하고 있어서 100%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여 독립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 자립할 수 있었다. 거의 베트남 장애인은
자립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자립」해야 겠다고 생각한 것은 대학
시험을 보겠다고 결심한 이후. 

【고민 】 ・・★가족과 함께 외출할 수 없다. 어딘가에 가더라도 여러가지
물건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귀찮다. 

・・교통에 관해서, 장애인은 돈이 없지만 택시로 이동해야 한다. 버스는
저렴하지만 혼잡하여 탈 수 없다. 

・・출산후에는 내 신체도 약해진다. 내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없으며, 남편의
친가족을 돌보는 것도 할 수 없다.

・・시골에 사는 여성의 하루하루 생활은 힘들다. 시골여성의 권리는 낮다. 
・・독립된 생활, 요리, 이동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물가 상승으로 수입면이나 생활면에서 걱정이 든다. 

【일】・・결혼을 해도 농사 일을 해야 한다. 
・・내 일은 자영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대부분은 농사일이며 쌀, 야채를

기른다. 중증 장애인은 농사일이 아닌 보다 쉬운 일을 한다. 

베트남은 DP멤버가 장애여성 생활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터뷰 답변에서는 여성 역할, 결혼, 일, 물가상승 후의 생활 불안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성별과 무관한 장애인이 이동하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금
전적인 면 뿐만 아니라 가족에 의존해야 하며, 가족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 

베트남 장애인 현황

결과

자택 내 계단 주요 이동수단은 오토바이 집은 천정이 높다

DP 하노이：2006년１월 설립. 직원 9명 중 대표자를 포함 5명이 장애인. 
DP하노이 멤버 등록자수 : 약 6000명. 「덴마크 NGO인 PTU나 ILO, DPI/AP, 및
RI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다」（호리바(堀場)2013）. 하노이 시내 23 에리어,
시외 6에리어, 20개의 자조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리더양성, 특히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의식계발, 정책입안이나 직업훈련, 자영업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금대부 등을 진행하고 있다. DP 하노이의 중심 사항 중 하나로, 
「장애여성의 생활 향상」이 목표로 상정되어 있다. 장애여성이 곤란을 느끼고
있는 점은 ①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②전문직에
취업하기 위한 기술 습득이 어렵다 ③기본적 지식을(법률이나 정책)을 얻을
기회가 없다 ④가족 부부와 관련된 것을 들을 수 있는 「장」(場)이 없다
등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DP 하노이 활동

【연애】・・★연애는, 상대방으로부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만 상대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그런것은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가능한 한 독신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내 일이니까 , 힘든 것은
참아낼 수 있다. 상대는 (장애가 없는 파트너)라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혼】도시부에서는 결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시골은 정말 적다.
도회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엄격하다. 시골이라면 지역이라던가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게 되고 간섭받는다. 감시되고
있다는 느낌. 사회의 사고방식은 좋은 사고방식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고방식도 있다.

・・장애가 있는 여성도 행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족을
가지는 것은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배우자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고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번역: 임덕영(첨단종합학술연구과대학원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