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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2학기동안 「상호문화주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다문화 및 선
주민 부부의 소통」인문강좌시간에 실행한 영화제작 활동에서 그 과정과 결과물을 통해 다문화부부의 경험을 탐색하
는데 있다. 본 연구는 활동 참여자 중 면담에 응한 4부부 8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3월 10일부
터 11월 3일까지 8개월이며, 면대면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을 통해 자료가 수집이 되었다. 강좌 참여자들을 통해 얻어
낸 다문화가정 부부의 인문학강좌 참여경험에 관한 본질적 주제 경험은 ‘좋은 관계’, ‘수용과 지지’, ‘긍정적인 마음’, 

‘성취감’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다문화부부, 인문학강좌, 영화제작, 의사소통, 자기표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uples who 
participated in the movie making educational activity within the program "Communication Development among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Couples Through Intercultural Praxis." This program was held for 8 months from 
March 10, 2012 to November 11, 2012. Among the participants, 4 couples agreed for both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and provided data for this paper. The interview result can b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four: quality relationship, acceptance and support, positive thinking, and accomp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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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실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국인 남편과 이주민여성의 국제결혼건수는 

2001년 9,684건에서 2011년 22,265건으로 2.3배 이상 늘어

났고, 한편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사례가 늘고 있

는데 2002년 1,744건에서 2008년 11,255건으로 10배 이상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4,12].  이혼건수의 증가 원인으

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 남편의 폭력, 

고부 계의 악화 등 가족 계 내의 소통의 단 로 인한 

갈등 표출이 제기되고 있다[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가정생활에서 겪

는 어려움으로 ‘외로움’, ‘문화  격차’, ‘자녀양육 문제’, 

‘경제권 박탈’, ‘언어소통의 문제’, ‘가족 계 내 갈등’ 이 

꼽혔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요구하는 사회통합 서비스 

1순 는 한국어 교육이며, 직업훈련과 한국 문화교육이 

각각 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

는 도시보다는 지방 소도시와 농 에서 더욱 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이러한 결과를 반 하듯이 지 까지 국내 여성 결혼

이민자에 한 사회통합교육은 한국어 교육, 한국음식과 

 교육이 큰 비 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재 시행되

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한 사회통합교육이 주로 

그들을 일방 으로 한국사회에 동화  편입시키는 것에 

지나치게 편 되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

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진

정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다문화 부부들이 서로

의 고유한 문화를 수용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수 이다[10].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건강한 소통을 해 언어와 

같은 사회  상징체계에 담긴 문화  특징을 알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문학 강좌 내 화제작 수업을 활용하

여 다문화부부를 상으로 용한 후, 그 경험을 질 으

로 분석 정리하 다. 다문화부부가 화제작 인문학강좌

를 통해 어떠한 경험들을 하 는지를 살펴 으로 다문화 

부부의 화제작 인문학강좌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부부

간  그리고 사회  소통의 기회와 방법이  공유되고 확산

되어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상학자들이 문학  원천들(시, 소설, 이야기, 희곡 

등)을 상학  쓰기를 한 사례자료로 그리고 텍스

트 원천으로 흔히 사용하지만, 비담론 인 술자료 역

시 상학  인간과학을 해 사용되며, 각 술매체(회

화, 조각, 음악, 화 등)는 나름의 표  언어를 갖고 있다

[7]. 

오늘날 ‘ 화’가 들에게 큰 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화가 사용하는 ‘ 상언어’의 

힘 때문이다. 꿈을 꾸거나 기억, 생각 등을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문자가 아닌 상이다. 이 게 

보면 우리의 사고 역시 상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

며, 상언어가 문자언어보다 훨씬 구체 이고 생동감 

있게 우리 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표  할 수 있다고 

본다[9].

다문화주의에서 말하는 문화  다양성은 언제나 ‘표

할 수 있는 자유’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자신의 목소리

와 시선으로 표 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1]. 한 자

신의 표  경험이 사회 속에서 상호간에 ‘소통’ 되어 질 

때 갈등과 소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8] 

계의 경험성에 새로운 계기로 작용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과 연결하여 볼 때 자기 고백 인 화제

작방식은 비주류 세 인 자신이 겪고 있는 문화 간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에 한 심리  경험을 자연스럽게 

표 하게 함으로써 다문화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러

내기 어려운 자신의 내면의 문제들을 극 으로 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2,3]. 

화제작과정을 보면 각본을 구성하는 단계는 화제

작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인데 이 단계에서 화제작자

는 자기서사를 어떤 모습으로 표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연기  촬 으로 화제작의  핵심 인 

활동으로 연기를 통해서는 작품서사 속의 인물을 체험하

게 되고, 촬 을 통해서는 람자의 욕구를 체험하게 된

다. 편집과정은 촬  결과를 구조화하는 작업으로 화

의 특성을 가장 역동 으로 드러내는 일인데, 이 단계에

서 자기서사안에 흩어져 있던 각 장면들이 서로 련을 

맺으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된

다. 마지막으로 상 은 화제작의 최종 목표지 으로서 

이 단계에서는 화제작자의 자기서사를 객들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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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

신의 문제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9].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주여성이 만든 27편의 1인

칭 다큐멘터리를 분석하면, 연구결과 이주여성의 자기서

사는 각자가 처한 치에 따라 한국사회가 이들에게 요

구하는 한국형 모양처의 성역할에 순응하거나 타 하

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 주류미디어가 제시하는 피해

자나 수혜자, 가부장  가치의 실천자라는 제한된 정체

성과 다르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재 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성숙한 자기서사를 보여주고 있다[11].  

결혼이주여성인 당사자가 직  만들어 2009년부터 3

년 간 서울국제여성 화제에 출품된 단편작을 분석한 결

과, 남편과 시어머님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이방인으

로 하는 것에 한 자신의 느낌을 솔직한 고백으로 그

려낸 다큐형식의 화가 많았으며  낯선 한국에서 살아

가야 하는 이주여성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4].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시에 거주하고 H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부부 총 4 을 상으로 하 다. 한국에서의 결혼지속기

간은 평균 10년이었고, 남편의 평균연령은 45세, 결혼이

주여성의 평균연령은 33세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

의 국 은 카자흐스탄 3명(75%), 베트남 1명(25%)로 

앙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3.2 연구 강좌 구성

본 연구 강좌 구성은 다양한 인문학 역에 한 탐구

를 통해 참여부부들의 소통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문화  민감성과 자아존 감을 함양하도록 기

획하 다. 1학기는 2012년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14

주간 진행되었고, 2학기는 동년 8월 11일부터 11월 3일까

지 13주간 진행되었다. 

1학기 강좌는 인문학  탐구를 통해 가정과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자아정체성을 재인식하고 사회문화 반에 

한 이해를 확 하는 것을 목 으로 ‘나와 가족’ 는 

‘이웃’에 한 이야기들을 담은 UCC 상물을 완성하고, 

이를 천안 상미디어센터 비채의 상 에서 시사하면

서 참여자 간의 공유기회를 가졌다.

2학기 역시 부부 간 소통의 방법으로 상제작과정을 

통해 지나온 삶과 재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의 모습을 

구상하는 기회를 제공하 다. 이를 해서 화 이론  

기획, 촬 , 편집에 한 교육이 진행되고, 체 강좌를 

종료하는 시 에서는 각자 제작한 상을 천안 상미디

어센터 비채 상 에서 들과 함께 감상함으로써 강

좌에 참여한 체 다문화가족들과 들 간에 정서  

공유와 지지를 경험하게 하 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각자의 화를 만들어 

상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수업은 크게 세단

계로 진행을 하 다. 1단계는 최근 10년간 결혼이주여성

들이 만든 단편 화를 감상하 다. 2단계는 강좌시간에 

들었던 작품을 근거로 자유롭게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촬

본을 공유하는 단계, 3단계는 완성된 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상물을 완성하고 상 하는 단계로 진행하 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인문학강좌 참여경

험은 어떠한가?’에 한 주제  측면을 드러내기 해 세 

가지 근 방법인 체론   읽기, 선택 인  읽기, 

세분법을 택하 다. 각 근법을 통해 35개의 의미 있는 

진술, 18개의 주제 경험과 4개의 본질  주제 경험을 도

출해 내었다. 

구체 인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 “인문학강좌 참여( 화만들기)경험에 해 말 해

주시겠습니까?”

4. 연구결과

강좌 참여자들을 통해 얻어낸 다문화가정 부부의 인

문학강좌 참여경험에 한 본질  주제 경험은 ‘좋은 

계’, ‘수용과 지지’, ‘ 정 인 마음’, ‘성취감’으로 나타났

다.  



다문화부부의 인문학강좌 참여경험 : 영화만들기를 중심으로

308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Jul; 11(7): 305-312

<Table 1> Essential Results from Humanities 
Cours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uples

Experience Theme Essential Experience Theme

① prejudice reduction

② establishment of new 

   relationships

③ attachment

positive relationship 

experience

① empathetic 

② understanding

③ being respected

④ being assertive

⑤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

⑥ recognizing genuine intention

⑦ self-reflection

feeling of acceptance and 

support

① openness

② thankfulness and joy

③ happiness

④ appreciation

⑤ affective emotion

positive thoughts and 

practices

① feeling of learning something

② accomplishment

③ unforgettable memories

④ self expression

feeling of accomplishment

4.1 좋은 관계

본 인문학 강좌를 참여하는 동안 결혼이주여성 가정 

에 남편이 몸이 불편하고 아이가 어려서 화 만들기

가 어려운 가정이 있었는데, 다른 결혼이주여성 가정이 

그 가정을 도와 화 만들기를 함께 하기도 하면서 새로

운 좋은 계를 형성하고 경험하기도 하 다. 한 달에 두 

번을 1년 가까이 하다 보니 수업이 있는 토요일을 자녀들

이 기다리기도 하고 교육이 끝난다는 말에 섭섭해 하기

도 하 다.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짐

한국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없어졌어요. 뭔가.... 늘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생각이 변했어요(결혼이주여성4).

저도 한국사람들이 우리같은 사람들에 대해 차별을 한다고 생각

을 했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결혼이주

여성남편4).

⦁새로운 좋은 관계가 형성됨

다른 팀의 영화 찍기를 도와주면서 하루를 같이 지내고 보니 많

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기회가 

되면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좋다고 했어요. 

같이 영상에 관한 공부도 더 해보고 하면 의지도 되고 좋을 것 같습

니다(결혼이주여성남편1).

제가 몸이 아파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할거라고 생각

했는데, 김○○님(결혼이주여성 남편)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고, 앞

으로도 자주 만나면서 형님, 아우하고 지내려고 해요(결혼이주여성 

남편4).

⦁정이 들었음

한 달에 두 번 만나서 배우고 하다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 섭섭해요(결혼이주여성남편2)

애들이 토요일에 오는 것을 기다렸는데 이제 안한다고 하니까 

계속하면 안 되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결혼이주여성4).

4.2 수용과 지지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 하 다고 하 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소통이 되었음을 느

끼고 있었다. 이러한 자신에 한 수용과 지지를 통한 소

통의 경험은 타인에 한 배려와 공감을 만들어 내었고, 

화 만들기와 같은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줌

나의 마음을 그냥 받아주었던 것 같아요(결혼이주여성1).

교수님들 오셔서 수업 받으면 내가 궁금한 것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교수님들이 들어주고 대답도 해주셔서 좋았어요(결혼

이주여성2).

아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내가 만든 영화를 보면

서 아내 마음을 알수가 있었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결혼

이주여성남편3)

⦁나를 존중해주는 느낌을 경험함

무엇인가를 잘하지 않아도 나를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서 좋았

어요(결혼이주여성1)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여기 선생님들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서 자꾸 얘기가 하고 싶어지고요(결혼이주여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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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음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못하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교수님들 하시는 얘기도 듣고 내가 하

고 싶은 말을 교수님이 받아주고 하니까 마음이 시원하다고해야 하

나요?(결혼이주여성2)

영화 만들면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했어요. 다른 것 다 좋은

데 애들 봐주고 내 행동에 대해 잘한다고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이

야기 했어요(결혼이주여성3).

⦁다른 나라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됨

여기 와서 몽골, 베트남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른 나라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아이도 집에서 세계지도를 

보면서 몽골을 찾아보고 베트남도 찾아보고 해서 정말 기뻐요(결혼이

주여성 4). 

한국에 옛날 집에 가서 보니까 신기했고, 사람이 죽었을 때 하

는 장면은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몽골)하고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해서 좋았어요(결혼이주여성2).

⦁따뜻한 진심

우리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관심을 가져주고, 진심으로 대해주었

어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했어요(결혼이주여성3)

여기 오면 다들 우리를 위해 열심히 해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하

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무뚝뚝한 편인데 아내가 여기 다니

면서 행복해 하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진심이 느껴지고 감사한 마

음이 큽니다(결혼이주여성남편2)

⦁나를 돌아봄

여기 와서 영화 만들면서 가족사진을 결혼 초부터 다시 보게 되

었는데, 좋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결혼이주여성2).

영화 만들면서 러시아에서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전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건 나는 여기 가족들과 행복

하게 살거라는 거예요(결혼이주여성3).

4.3 긍정적인 마음

강좌 기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참여자 간에 서로 어

색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가 아니더라도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도 소통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

다. 한 자녀들이 수업이 있는 토요일을 기다리고, 집

하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어려웠던 아이가 변

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여자들은 고마움, 감사함, 행복

함 등의 정 인 마음을 경험하 다.

⦁마음을 열게 됨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어색할 때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

나면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그냥 웃기도 하고 점점 마음이 통한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결혼이주여성4).

⦁고맙고 기쁨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여기 수업 다니고 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과도 잘 

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결혼이주여성3).

⦁행복함

영화 만든 것 시누이가 보고 칭찬해줘서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시누이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었어? 잘 만들었

네!”(결혼이주여성4)

여기 와서 2주에 한번 씩 애들과도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기도 

하고, 이야기도 전보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결혼

이주여성남편3).

⦁감사함

애들이 토요일이 되면 여기 언제 가냐고 그래요. 애들 때문에 더 

일찍 오게 돼요. 우리는 좋아요. 애들이 여기 오면 용기도 생기고 잘 

노니까 감사해요(결혼이주여성4).

⦁ 마음이 뭉클함

영화를 같이 찍으러 나갔는데 촬영을 도와주러 나온 카자흐스탄 

친구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마음이 뭉클했어요(결혼이주여성4). 

4.4 성취감

참여자들은 강좌를 통해 한국의 역사에 해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 으며, 자신이 잊고 있었

던 꿈을 다시 찾고 구체 인 도 을 하게 되었다고 하

다. 한 자신을 표 할 수 있는 정 인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들을 실행하기 한 구체 인 다음 

단계의 일들도 구상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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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을 배우고 느낌

처음에는 인문학이 뭔가 했어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경

제도 배우고, 경복궁도 가고 영화도 만들고... 정말 재미있고 많이 배

웠어요. 나는 경제공부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남편한테 참 고마

웠어요.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잘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결

혼이주여성4). 

⦁무언가를 해낸 자신을 발견함

원래 음악이랑 영상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느

라 잊고 있었는데...이번에 영화 만들기 하면서 다시 마음이 설레

기 시작했어요. 잊고 있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주여성남편1).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듦

이주민 친구 영화 만드는 것 같이하면서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

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결혼이주여성2).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움

여기 살면서 내 얘기를 잘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해도 

자꾸 힘들다는 얘기만 했는데.... 여기 공부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 얘기를 하는 데 다르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나 노

래 같은 것으로 내 마음을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영화로 만들려고 벌써 생각했어요(결혼이주여성4).

5.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가 화제작을 통한 강좌참여의 

경험을 심층 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질  인터뷰를 시도하고 분석하 다.  

본 연구 참여자의 출신국 이 앙아시아계(카자흐스

탄) 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H센터의 러시아 공

동체가 주도 인 참여를 하 고, 실제 인터뷰 참여의 

극성 한 출신국의 문화  표 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으로 사료된다. 

강좌 참여자들을 통해 얻어낸 다문화가정 부부의 인

문학강좌 참여경험에 한 본질  주제 경험은 ‘좋은 

계’, ‘수용과 지지’, ‘ 정 인 마음’, ‘성취감’으로 나타났다.

본 인문학 강좌 참여자들은 강좌에 참여하는 동안 새

로운 좋은 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하 는데, 이는 타문

화권 응과정에서 느끼는 고립감 등이 심각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야기한다[4, 재인용]는 기존 연구결과에 

비되는 정 인 경험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즉 결

혼이주여성 가정  남편이 몸이 불편하고 아이가 어려

서 화 만들기가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과정이 자연

스럽게 자발 으로 일어나기도 하 다. 

한 계 속에서 집 하지 못하고 어울리기 어려웠

던 자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여자들은 고마움, 

감사함, 행복함 등의 정 인 마음을 경험하 다. 이는 

국내거주기간이 길수록 사회  갈등과 자녀양육과 련

된 문제가 정신  건강에 부정  향을 미친다[4, 재인

용]는 결과에 비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강좌를 통해 자신이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찾고 구체

인 도 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표 할 수 있는 정

인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들을 실행하기 한 

구체 인 다음 단계의 일들도 구상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한국에서의 응 주에서 보다 

인문학 인 요소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문학 인 

내용을 통해  자아 성찰을 가능하게 하며 문화  민성

을 강화하여 한국에서의 진정한 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다문화 부부의 화제작 경험

에 한 반복 연구 실시를 통해 그 경험을 축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부부의 문화  특수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제

작된 화를 다문화 활동가를 상으로 공유하여 다문화 

교육활동에의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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