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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investigate Korean food acculturation by married immigrant women and how it

affects their children’s eating habits. Using an in-depth interview method, 26 domestically residing married immigrant

Chinese, Vietnamese, and Indonesian women in Korea were surveyed to investigate adaption to Korean food at the time

of their immigration, their current dietary life, their preferred Korean food, major factors in managing their children’s eating

habits, etc. The results reveal that depending on the married immigrant women’s country of birth,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a family’s dietary life and health, acculturation phenomena occurred in which the specific eating habits of each

country were grafted into Korean food. Furthermore, due to their school-age children’s display of acceptance of both their

homeland’s and Korea’s food culture, we believe that this can become a pivot point for non-governmental diplomacy where

Korean food can be understood along with the mothers’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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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내수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

히 진화하는 한류에 편승하여 한류기반 소비재(K-Products)

의 수출이 주목받고 있다. Kim(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류기반 소비재라 함은 한류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이 한국

의 삶의 양식을 선호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한 소비재의 집

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류국이라 함은 한류의 영향을 많

이 받는 나라로 중국, 베트남, 태국 등 한류기반 소비재의 주

요 수출국을 일컫는다. 한류기반 소비재의 한류국으로의 수

출 증가율은 2014년 17.8%, 2015년 1분기 33.3%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Kim 2015).

따라서 한식 관련 외식업이나 소비재를 해외로 확산하고

자 한다면 한식을 한류문화의 콘텐츠로서 세계에 전파하고

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비빔밥이나 떡

볶이, 치킨 같은 대중적인 한식이 세계인들의 큰 호응을 얻

고 있는데 이러한 한식교류는 국가적 차원보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2015).

이와 같이 한식세계화에 있어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식한류의 소통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한류국으

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신흥 한류국

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한식 기반의

외식업이나 소비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식문

화를 접목한 제품개발과 마케팅방안을 통해 현지화하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대한민국은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외

국인의 국내이주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14년 1

월 기준으로 약 29만5천명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이 중 83.5%가 여성이다. 또한 약 20

만 명의 다문화 자녀를 포함하여 총 79만 명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존재하고 있다(Danuri 2014). 이와 같은 통계적 수

치는 물론이고, 각종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음식

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화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 가족을 위해 식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주부로서 결

혼이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식생활 적응과 역할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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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Lee 2012).

이런 이유로 결혼이민여성들의 한식에 대한 적응(Park et

al. 2010; Lee 2012),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영양 및 한식문

화 교육방안(Kim et al. 2011; Kang et al. 2013), 결혼이민

여성들의 식생활실태조사(Kim et al. 2012; Kana et al.

2014) 등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들

이 진행되었다. 또한 해항도시인 부산과 인천의 음식문화 변

동 분석을 실시한 Lee(2014)의 연구도 음식의 문화변용 현

상을 이해하는데 본 연구결과와의 연관성이 있으나, 다문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의 형태와 한국음식의 문화변

용 현상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식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변용(acculturation)이란 서로 다른 문화가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원래 지니고 있

는 문화와는 다른 형태의 문화가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어느

한쪽이 호스트 문화(host culture)에 맞추는 과정인 동화

(assimilation)와는 다른 개념이다(Berry 1997). Choi(2013)는

이중문화적(bicultural) 또는 다문화적인(multicultural) 사람이

되는 것은 적응(adaptation)의 결과라 하였으며, Bennett의 문

화 간 감수성 발전 모형으로 그 적응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즉, 호스트 문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문화변용(accultura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음식은 인류역사상 가장 활발한 문화변용 현

상이 일어나는 분야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에 이주해 와

서 한국음식, 한국의 식생활에 적응하며 자국의 음식문화와

어떻게 융합하고, 그 결과 한국음식의 문화변용 현상이 자녀

들의 식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문화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음식의 문화변용 현

상이 향후 한식문화에 끼칠 영향은 물론이고,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체득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미래 식생활과 한

국음식 선호도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

각된다. 더 나아가 한국음식 문화변용의 수용자인 다문화 가

정 자녀들은 한식한류를 어머니의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민

간 외교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경기권 및 강원도에 위치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Jaime 2014)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여

성 26명을 선정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국내 이민 전 출신국

가는 중국(10명), 베트남(9명), 인도네시아(7명)의 3국으로 모

두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한 명 이상의 학동기 자녀를 두

고 있었으며, 학동기 자녀들은 모두 국내 초등학교에 다니고

아침과 저녁식사는 가정에서, 점심식사는 학교급식을 이용하

고 있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국내 거주기간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7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취식 가능한 한국음식의 종류도 다양했다. 출신국가

별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

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면접 대상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제한 없이 조사하기 위

해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 형태로 심층면접(in-

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은

201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면접 대상자 한

명당 50~90분의 심층면접을 한국어로 시행하였다. 면접자의

대부분은 한국어로 면접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었고, 2명은

배우자 또는 다문화가정센터의 도움을 받아 심층면접을 진

행하였다.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면접 대상자(interviewee)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심층면접내용을 녹취하였고, 연구보조자가

별도로 서면 기록하여 녹취 자료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면접자들이 자국의 음식 또는 식품을 언급할 때 스마

트기기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검색, 이미지 확인절차를 거쳤다.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지 개발은 Krueger & Casey(2009)

<Table 1> Profiles of Interviewee

Name 

Initial
Nationality Age

Residence

period

Number of 

School aged 

children

Cohabit with

Parent-in-law

RJ Chinese 31 8 2 yes

WGB Chinese 37 16 1 no

JGG Chinese 38 5 1 no

HHO Chinese 34 12 2 no

BCH Chinese 37 15 2 no

SSJ Chinese 34 12 3 no

KC Chinese 42 17 1 no

WJH Chinese 36 4 1 no

YJH Chinese 38 11 1 no

SHH Chinese 39 10 1 no

DT Vietnam 29 23 1 yes

GT Vietnam 27 4 1 no

BT Vietnam 24 4 2 yes

YHW Vietnam 35 6 2 yes

LSY Vietnam 26 6 3 yes

KYB Vietnam 25 6 2 no

CEJ Vietnam 36 9 2 yes

HJE Vietnam 27 6 3 no

ETM Vietnam 29 6 1 no

SS Indonesia 38 13 1 no

BH Indonesia 37 10 1 no

AC Indonesia 47 12 2 yes

MS Indonesia 35 9 2 no

LM Indonesia 43 13 1 no

LR Indonesia 39 12 1 yes

AG Indonesia 32 10 2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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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과 이를 연구에 적용한 Chung(2010)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도입(opening question)-소개(introductory question)

-전환(transition question)-주요핵심(key question)-마무리

(ending question)의 5단계의 구조 하에 심층면접 질문지를

개발하였고, 각 단계별 유목을 분류하였다. 심층면접의 주요

질문내용은 <Table 2>와 같다.

III. 결과  및  고찰

1.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음식 적응과정

본 연구를 위해 면접에 참가한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으

로 이주했을 당시 한국음식의 적응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으

나 재래 된장과 간장, 청국장, 신 김치 같은 음식은 특유의

냄새와 맛으로 인해 이주 초기에는 적응하기 어려운 음식이

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강한 강도의 매운맛이나 장아찌, 젓

갈 같은 짠 음식도 처음에는 먹기 힘들었던 한국음식으로 기

억했고, 회나 냉면 같은 찬 음식이나 깻잎처럼 향이 강한 채

소로 만든 음식은 지금도 즐겨먹지 않은 비선호 음식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음식 고유의 맛과 향에서 오는 차이

점 외에도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마다 다른 조리법 차이로

인한 음식의 질감, 양국 간의 식문화차이 등이 한국에 이주

했을 당시 한국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요인으로 응답했다.

반면 선호하는 한국음식을 보면 불고기, 돼지갈비, 닭찜 등

과 같이 한국식 양념으로 조리한 고기요리와 떡볶이의 매콤

달콤한 고추장 맛을 선호하였으며, 특히 삼계탕(백숙)과 두

부요리, 미역국 등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한국음식으

로 인식하여 꾸준히 즐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 면접자로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은 중

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으로서 3국 모두 쌀을 주식으로

하고 채소나 육류를 부식으로 먹으며, 두장 또는 어장을 먹는

등 한국과 매우 유사한 식문화를 갖고 있어(EBS docuprime

2013) 서구인들에 비해 한국음식의 선호도는 높은 편으로 생

각된다(Yoon 2005). 아울러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결혼 전

에도 자국에서 한식을 한 두 번씩은 취식해 본 경험이 있어

한국음식이 낯설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면접자의 대부분은 시댁식구나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한국음식을 일상화 할 정도로 익

숙해져 있었으며, 더 나아가 자국음식과 융합한 형태의 한식

도 즐겨먹고 있었다. 한국음식에 적응하는 기간은 응답자마

다 달랐지만 보통 1~2년 정도로 응답했다. 국내 이주 당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경우는 식구들의 배려로 한국음식

에 쉽게 적응했다는 경우도 있었지만, 타국에서 온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식생활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 한

국생활에 대한 적응마저도 힘들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존

재하였는데 이는 Kim(2009)과 Moon(2012)의 연구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음식의 적응정도는 한

국에서의 정착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국장 냄새 처음에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음

식이고요. 어머님이 청국장이 몸에 좋다고 해서 자주 해 주시

는데, 애들도 잘 먹어요” (BCH, Chinese)

“처음에 반찬에 기름기가 없어서 변비로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기름 많이 먹으면 배 나오고, 병에 잘 걸리는 거 알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한국식으로 먹어요. 고기도 기름 떼고 보쌈으로

해 먹고, 나물도 볶지 않고 무쳐서 먹고요.” (JGG, Chinese)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음식 적응과정을 부정단계-방어

단계-최소화단계-수용단계-적응단계-통합단계로 설명되는

Bennett의 문화 간 감수성모델(DMIS: The Development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Hammer et al. 2003)

로도 설명할 수 있다. 결혼 이민 초기 단계에 시부모나 시댁

식구의 적극적인 도움은 부정-방어-최소화단계를 줄이고, 한

<Table 2> Principal Questions of Interview

Step of Interview Classification Principal Questions

Opening question

Adaptation of Korean food and 

preferred & non-preferred

Korean food

Q1. What is your favorite Korean food, and what Korean food do you still 

can not eat well now? 

Q2. Compared to when you first emigrated, and now how it changed your 

dietary life is? 

Introductory question Type of Home Meal

Q3. How do you take meal? - daily menu, meal time, tablemate

Q4. Who do you plan a menu for?

Q5. Do you have primarily to the Korean food or your country's food? 

Transition question

Home Meal planning,

grocery purchase way, recipes,

acculturation of food

Q6. Which Korean food do you prepare usually at home? how to cook? 

Q7. Where do you usually buy groceries? 

Key question Recommendation of Korean food
Q8. Which Korean food do you recommend to your relatives that reside at 

hometown? 

Ending question
Overall perception about Korean food 

and Korean food based products
Q9. How is your overall feeling of Korea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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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음식의 수용과 적응단계로의 이행을 도왔다. 적응과 통합

단계에서는 능동적으로 한국음식을 취식하고, 자국의 음식문

화를 한국음식과 융합한 형태의 취식도 늘어났다.

“처음 시집와서 김치찌개 너무 매웠어요. 제가 잘 못 먹으니까

어머님이 덜 맵게 해주시더라고요. 조금씩 먹다보니까 맛있어

졌어요. 한국음식이 거의 다 맵잖아요. 김치를 먹다보니 다른

한국음식도 잘 먹게 됐어요.” (HJE, Vietnam)

“아이 낳고 몸보신 할 때 시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셨는데, 그

때 먹었던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자주 먹고, 아이들

도 해 줘요. 친정엄마 오셨을 때도 만들어드렸는데 맛있게 드

셔서 한국 미역 보내드렸어요. 미역국 끓일 때 한국 미역으로

끓여야 제 맛이 나요” (SHH, Chinese)

“오자마자 임신을 했는데, 그때(9년 전)엔 한국음식도 잘 못 먹

었고, 쌀국수도 지금처럼 쉽게 먹을 수 없었어요. 쌀국수 먹고

싶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가고 싶었는

데, 우리 음식까지 못 먹으니까 힘들었어요.” (YHW, Vietnam)

2. 다문화가정에서의 일상 가정식의 형태

면접자 전원은 1명 이상의 학동기 자녀를 두고, 한국 거주

기간이 평균 7-8년 이상으로 가정 내에서는 주로 한국식 식

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적인 다문화 가

정의 식사 형태는 가족 구성원이나 결혼이민여성의 국내 거

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Cha et al. 2012), 시부모

님을 모시지 않는 핵가족 다문화가족의 경우 남편의 회식으

로 아이들과만 식사할 때 종종 자국의 식문화를 한식에 적

용한 퓨전 한식이나 자국 음식을 취식한다고 응답하였다. 반

면 시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경우엔 자녀들도 모국의 음

식보다 한국음식을 더 선호하고, 시부모가 며느리 나라의 음

식을 잘 드시지 못해 같은 출신국의 지인들 모임에서만 가

끔 취식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어린 자녀들은 남편이나 시댁 식구

들에 비해 양국의 음식문화를 모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식사 계획 시 식재료의 선택, 조리방법, 음식의 맛

등은 대부분 자녀 위주로 계획되고 있었다. 특히 자녀의 성

장발육, 건강유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식생활까지 고려한 식

단 선정은 물론이고, 식재료 구매, 조리 방법 까지 까다롭게

계획하고 있는 점은 여느 한국의 가정과 다를 바가 없었다.

“거의 한국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식하고 오는 날에

는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가 먹을 우리나라 음식 만들어서 아

이한테도 먹어보라고 하면 곧잘 먹어서 기뻐요.” (WGB,

Chinese)

다만 종교적 이유로 엄격히 식재료를 제한하고 금식을 실

시하는 경우(예시. 이슬람교, 힌두교)가 있었고 3국 모두 냉

장식품보다는 끼니마다 즉석에서 조리하여 먹는 식문화로 인

해 냉장, 냉동으로 유통되는 편의식품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여 한식 메뉴 및 한식 기반 소비재

개발 시 현지화 전략에 참고할 수 있겠다.

“우리 집은 남편도 저도 모두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는 먹지 않아요.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머님한테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함께 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단백질 보충을 위해 주로 두부나 닭고기를 먹는데 한

국에서도 두부 많이 먹으니까 어머님도 별로 불만은 없으신 것

같아요.” (AC, Indonesia)

3. 다문화 가정 내에서의 한국음식의 문화변용 현상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여성은 가정 내에서 한식 고기 요리

를 할 때 중국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팔각(star anise)을 고기

누린내를 없애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팔각 고유의 강

한 향 때문에 배우자나 시댁식구들은 팔각으로 조리한 고기

요리를 선호하지 않는 반면, 자녀들은 큰 거부감 없이 섭취

한다고 응답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은 한식을 조리

할 때 베트남 어장(Nuoc Mam)을 조금씩 넣어 맛을 조정하

기도 했는데, 베트남 어장은 한국의 액젓과 유사하여 김치를

담그거나 겉절이를 할 때, 음식의 간을 맞출 때 등 다양한

한국요리에 응용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출신 결혼이민여성

들은 케첩마니스(Kecap Manis), 강황(tumeric), 고수(coriander),

코코넛우유(coconut milk)같은 인도네시아 특유의 양념류를

한식에 응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는 볶

음밥이나 닭고기 요리 시 자국의 식문화를 적극적으로 접목

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 요리할 때 팔각을 꼭 쓰거든요. 그런데

향이 강해서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끼리

먹는 날(엄마와 자녀) 돼지고기요리 하면 팔각을 넣는데, 우리

애들은 잘 먹어요” (RJ, Chinese)

자국 음식을 취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념류(condiments)

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조달은 자국에 거주하는 친정식구

가 보내오거나 지역사회에 형성된 동남아시아 식료품점을 통

해 구입하고 최소한의 양념은 가정 내 구비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세 나라 결혼이민여성들 모두 자국의 음식문화를 자

녀들에게 체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자국음식에

대한 향수와 함께 자녀들에게 자국의 음식문화를 알리기 위

한 노력으로 일 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자국 음식을 취식한

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자녀들과 함께 자국

을 방문했을 때 자국의 음식을 잘 먹고, 친정식구들과도 화

목하게 지내는 매개체로서 음식을 주목하였고, 그러기 위해

서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나라의 음식문화에도 익숙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현상은 핵가족 형태의 다

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Cha et al.(2012)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음식의 경험확

대를 위한 교육보다는 자녀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심화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한 가정의 건강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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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책임지고, 특히 자녀들의 식생활지도에 지속적인 영

향을 끼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일방적인 한식 교육

콘텐츠보다는 양국의 우수한 식문화를 비교, 융합한 콘텐츠

를 개발하여 교육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제가 먹고 싶은 날 우리 음식 해 먹어요. 그럴 때 우리 아들

도 먹어보라고 하면 곧잘 먹어서 가끔 해주고 싶어요. 친정 갔

을 때 데리고 간적이 있는데 외가 친척들과 잘 어울리려면 엄

마 나라 음식도 잘 먹어야 하잖아요. 나중에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LM, Indonesia)

결혼이민여성들이 각 출신국의 대표적인 양념을 섞어 융

합된 한식을 취식하는 경향은 3국의 모든 면접자에게서 나

타난 공통적인 한국음식의 문화변용(acculturation) 현상이었

다. 한국음식에 적응하면서 선호하는 한식 메뉴가 생겨났고,

자주 해 먹다보니 조리법 상으로 자국 음식과 융합할 방법

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이는 Caroline & Gemma(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한 가정의 식생활과 관련 있는 micro (family)-

meso (community)-macro (market place)의 전 환경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작게는 가족 구성원의 한식 선호도,

더 나아가서는 한식 기반 소비재 구매나 외식메뉴 선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4. 결혼이민여성이 자국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식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학동기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메뉴는

채소보다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한식 메뉴였으며, 특히 달콤

한 한국식 고기양념 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 당시 거부감 없이 받아들

였던, 선호하는 한식 메뉴로서 자국의 지인들에게도 소개하

고 싶은 음식으로 손꼽았다.

그러나 동일 식재료라 할지라도 국가나 지역별 산지에 따

라 재료의 품질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지 식재료나 현

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한식 소스류에 대한 니즈가 파악되었

으며, 어린이용 메뉴이기 때문에 한국 전통의 간장을 기본으

로 한 고기양념이나 어린이 입맛에 맞춰 순화된 매운 맛에

과일의 달콤함이 가미된 고추장 소스의 개발도 한국음식을

자국에 소개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애들은 아무래도 고기 좋아하고 달콤한 거 좋아하니까 외식

할 때 (양념)돼지갈비 잘 먹거든요. 불고기나 닭찜 같은 것도

자주 해주고, 우리 애들이 잘 먹는 음식은 동생네 애들한테도

소개하고 싶어요.” (SSJ, Chinese)

이 외에 김밥, 떡볶이, 어묵, 라면, 치킨처럼 한국의 전통

음식은 아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대중적 한식의 선호도나

인지도도 높아, 이를 자국에 소개하고 싶어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모국을 방문했을 때 라면이나 김, 건미역 등을 갖고

가 선물하거나 한국음식을 요리해서 선보이는 등 한국음식

을 전파하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애들이 떡볶이, 어묵 이런 간식 좋아하고, 라면도 잘 먹

어요. 우리나라도 라면 있지만 한국라면이 더 맛있어서 친정에

몇 번 보내준 적 있어요.” (YJH, Chinese)

5. 한국음식 및 한국 식품류에 대한 전반적 인식

한국음식 및 한국식품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긍정적

인 편이었다. 특히 다양한 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균형 잡힌

영양,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조리법,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

및 위생 등을 한국음식에 대한 우수한 요인으로 뽑았다.

그러나 배달음식, 야식섭취, 서구화된 음식문화의 빠른 유

입 등은 한국음식이 갖는 우수성을 상실시키는 요인이라 지

적 하였으며,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자국의 우수한

식문화와도 융합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결혼이민여성의 한식에 대한 가치인식은 생활만족은 물론

이고, 국가 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hoi et al. 2014) 한식의 우수한 가치인식 요인들을 발굴

및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식의 문화변용 현상을 인정하고 현지화전략에 적극

활용한다면, 한식 세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

라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면접에 참가한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고, 학동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로서 한국의 음식문화

에 잘 적응하고 있었으며, 특히 핵가족 형태의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여성은 자국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향신료, 조미료

등의 특징적 식재료와 한식을 접목하여 취식하는 등 한국음

식의 문화변용 현상을 주도하고 있었다.

또한 출신국을 막론하고 자녀의 성장발육과 건강한 식습

관 형성을 위한 식사계획은 공통적인 현상이며 대부분 학동

기 자녀들은 채소류보다 육류 음식을 선호하였는데 육류의

종류도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신국가나 출신지역 또는 종교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있었다.

자국에 소개하고 싶은 아동용 한식 메뉴로는 불고기, 갈비,

닭찜 같은 고기 요리가 주를 이루었고, 떡볶이나 김밥 같은

대중적 한식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처음

한국음식을 먹었을 때 선호하는 음식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

었다. 그리고 한식 고기양념의 맛은 나라나 연령에 상관없이

선호하는 맛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음식은 믿고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영양가가 높고, 건강한 조리법을 이용하므로 전반적으로 건

강에 좋은 이미지이나 너무 맵거나 짠 반찬과 늦은 저녁식

사나 야식의 문화는 고쳐져야 할 식문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음식의 문화변용 현상

들은 다양한 형태로 한식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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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한식 문화변용의 수용자인 다문화 자녀들이 한식 세

계화의 민간 외교 사절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다문화 주의적 관점에서 각 국의 식문화와 선호 맛 방

향을 고려한 한식메뉴나 한식 기반 소비재를 개발한다면 한

식 소비층을 확산시키고 한식한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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