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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Key Words : Korean Society, Cultural contents, film, Stereotypes, Arabs, 

Muslims. 

Most researches on Arabs and Muslims  in Korean society are through looking 

at migrant workers, interethnic marriages, studies of the Arabic language and 

the Halal food market. While the Interest in Arabic culture in Korean society 

has been increasingly growing yet their portrayal in Korean media and popular 

culture demonstrates a little knowledge as generalizations and stereotypes 

appear routinely within cultural contents, particularly in films.  

This study centers around films that feature Arab and Muslim characters.A 

qualitative analysis of five films from five different genres such as drama, 

indie, comedy, action, and historical fantasy can reflect Koreans' various 

perceptions of Arabs and Muslims. The study focuses on three themes.  

The first is(Homogenization) of Arabs, Muslims and Middle Easterns. The 

second is Orientalism, an image of an erotic and uncontrollable Arabs, and the 

third is Immigration. The study used literary analysis and qualitative research, 

including content analysis of films released  between 1997 and 2017 and th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gender, color, nationality of the actor, language 

and intonation, the use of traditional attire, association with terrorism , hostility 

and aggression , and whether the characters are depicted as criminals and /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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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ims. The results have shown a typical and shamelessly typical depiction of 

Arab and Muslim figures that match the theme of homogenization and 

Orientalism. Two other movies; provide strong commentary on immigration, 

and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clusions suggest that stereotypes are evident 

in Korean films and contribute to the prominent perception of Korean society 

in consuming such negativ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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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랍인이 한국 대중문화, 특히 영화에 묘사된 

방법을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아랍인들의 한국 이미지 

동양인으로서 아랍인과 무슬림의 고정 관념 (예 : 공격적, 통일적, 보수적, 

억압 적)의 이미지가 대중 문화,보다 구체적으로는 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침투 하는지를 보여준다.  

드라마, 인디, 코미디, 액션, 역사 판타지 등 5 가지 장르의 한국 영화 5 

편을 분석하면 아랍인과 이슬람교도에 대한 한국인의 다양한 인식이 

반영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 춘다. 첫 번째는 

(Homogonization) 아랍인, 이슬람교 도와 중동의 균질화.이다. 두 번째는 

(Orientalism) 동양주의이며 에로틱하고 통제 할 수없는 아랍인의 

이미지이며, 세 번째 주제는 (Immigration) 이민이다.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아랍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한국 사회, 특히 한국대중문화와 

영화에서 어느 정도로 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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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영화에 따르면 '아랍인 은 누구인가? 이 캐릭터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 2 절 기존 연구 검토 

선행 연구에서 미디어 분석을 통한 한국영화에 나타난 아랍인 또는 

무슬림에 

관한 인식 연구는 지금까지 별로 없다. 단 그 중에 200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진행된 “한국 매스 미디어에 나타난 아랍의 이미지” 

이인섭 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인섭의 연구는 아랍의 초상과 주제와 관련된 영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인섭이 편의 영화 리뷰를 조사했으며 "아랍"스토리 라인, 설정 및 

캐릭터 캐스트를 검색했다. 이인섭은 아랍 문자의 대다수가 기본적인 

아랍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슬람 권에서는 일부다처가 

허용되는 것은 잘 알려진 바다. 이러한 이슬람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 아랍 

세계이기 때문에 아랍인들은 한 사람에게 여러 명의 부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영화의 대사를 접할 수 있다. 2009년에 개봉된 ‘걸 프렌즈’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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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 주인공이 동시에 3명의 애인과 사귀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여자 애인들이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 씩이나… 지가 무슨 아랍왕자야?”라는 표현을 썼다. 이러한 

표현이 아랍 왕자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이라고 확신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셈이다.” "표현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이슬람의 일부다처제를 일반화하는 대사는 한국사회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고 말했다.Lee, In Seop, 2011, 

The Image of Arabs Represented in the Korean Media,Arabic Language and 

Literature, Vol. 15, No.1, pp. 197-219. 

그러나 할리우드는 의심의 여지없이 모든 연령, 인종, 젠더, 민족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연예인 중 한 명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그래서 잭 

샤힌 (Jack Shaheen), 최근의 책 "릴 나쁜 아랍인들 : 할리우드가 사람들을 

비방하는 방법", 샤힌 (Shaheen, 2001)은 아랍인 묘사가 담긴 900 편 

이상의 영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소수만이 긍정적으로 

아랍인을 묘사한다. “... Based on the study of more than 900 films, it shows 

how moviegoers are led to believe that all Arabs are Muslims and all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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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rabs. The moviemakers' distorted lenses have shown Arabs as heartless, 

brutal, uncivilized, religious fanatics through common depictions of Arabs 

kidnapping or raping a fair maiden; expressing hatred against the Jews and 

Christians; and demonstrating a love for wealth and power.” 라고 했다. “Reel 

Bad Arabs: How Hollywood Vilifies a People”, Shaheen (2001). 

 

제 3 절 자료와 연구 방법 

영화의 정보가 인터넷에 Asiawiki.com 하고 Hancinema.com와 같은 

웝사이트에서 찾았다. 정보를 인터넷에 모었고 한국연상자료권 " Korean 

Film Archive"에서 영화 확인됐다. 한 영화를 두 번에 봤다. Shahin의 

연구에 따르면, Yasmeen Elayan의 Stereotypes of Arab and Arab-Americans 

Presented in Hollywood Movies Released During 1994 to 2000 연구는 

아랍인 출연 한 장면 내에서 전시 된 행동과 특성에 중점을 둡니다,코딩 

된 아랍 캐릭터가 보여주는 특징은 악센트가있는 말투, 전통 / 원주민 

복장 사용, 침략과 적대감, 테러와의 연관성, 그리고 캐릭터가 범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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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희생자로 묘사되었는지 여부로 구성되어있다. 그 연구에서 

Yasmeen이 쓴 방법론 과 비슷한 방식을 본 연구를 진행됐다.  그 연구에 

영화를 분석의 위한 코딩질문은 만들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3 개의 

질문을 추가했다. 답은 바이너리다. 예 또는 아니오 등. 

코딩 문제가 다음와 같습니다  

캐릭터 남자인가 여자인가? 

아랍 / 무슬림은 눈에 띄는 악센트로 말하고 말하거나 말하는가? 

캐릭터가 전통복장을 입는가?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침략 행위를 저 지르는가?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행사하는가? 

아랍 / 무슬림은 테러와 관련이 있는가? 

캐릭터가 범죄자로 묘사되어 있는가? 

캐릭터가 피해자로 묘사되어? 

주인공이 아랍인 배우인가? 

캐릭터 피부색깔이 어두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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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숫자로 나타내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이면 1번을 상자 안에 

넣었다. 따라서 "아니오"는 0 번과 동일시되고 "모두"는 X 번과 

동일시된다. 

● 선택된 영화:  

인샬라 방가? 방가! 반두비 베를린 협녀, 칼의 

기억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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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샬라  : 1

<표 1> 

영화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인샬라 남 1 1 1 1 0 1 0 1 1 

 

이 영화는 1997 년에 발표되었으며, 한국 영화 데타 베스에 따르면 

모로코에서 촬영되었다. 그러나 알제리에서는 그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영화의 공식 개요에 설명 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미국 유학생 향은 사하라 여행도중 조난당해 밀수범으로 몰려 비수교국 

알제리에 남겨진다. 경찰에 불려간 향은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동양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경찰의 착각으로 잘못 불려온 북한 

1 (이슬람교)알라신이 허락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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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한승엽이다. 승엽은 북으로 넘겨질까봐 불안해 하는 향을 

안심시키고 경찰에게 뇌물을 써 프랑스행 비행기표를 부탁하고 자신의 

유일한 현지 친구인 모하멧을 소개시켜주고 떠난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비행기표를 넣지 못하고 향은 모하멧이 일하는 식당 주인 

마노의 딸에게 영어공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그 집에 머물게 되지만, 

마노가 강간하려 하자 도망쳐 나오고 만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토산품 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향에게 승엽이 찾아온다. 승엽은 모하멧과 의논한 끝에 

국경을 넘는 밀수차를 이용, 향을 탈출시키려 한다. 

반두비(Bandhobi) 

<표 2> 

영화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반두비 남 1 0 0 0 0 1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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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m (Mahbub Alam)은 산업용 세탁소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의 27 2

세다. 한국에서 학업 성취도가 인정받지 못한 지식인 인 카림의 취업 

허가는 만료되기 직전인데 자신의 전화를받지 않은 신 정동규 (Shin 

Dong-Gyu) 고용주가 1 년 임금을 지불해야한다. 한편, 그의 아내는 집에 

돈 문제에 대해 힘든 시간을주고 있다. 17 세의 고교생 민서 (백진희)는 

실업 중이며 살아있는 연인이있는 어머니의 은주 (이일화)와 확답이없는 

사회적 외톨이이다. 박혁권)과 결혼하기로했다. 민서의 친구들은 모두 

방과후 수업을 학업 기관에서 치르지 만, 혼자 사는 엄마는 방과후에 

수업료를 지불 할 여유가 없다. 그녀는 결국 영어 교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안마소에서 일하는 테이블 밑에서 일한다. 여름 방학 첫날, 민서는 

카림이 지갑을 떨어 뜨릴 때 버스를 타고있다. 그는 버스를 빠져 나오고 

민서는 지갑을 가져 간다. 그러나, 카림은 곧 일어나는 일을 깨닫고 

민서를 쫓아 다니며 옆길에 서 있다. "경찰서에 가자."그는 훌륭한 

한국어로 말하지만, 민서는 카림에게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제안함으로써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마지 못해 그의 전 보스를 

2 Karim (Arabic: کریم) is a common given name and surname of Arabic origin that 
means generous or n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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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동의한다. 가능성이없는 한 쌍이 대출 상어 

(loan shark)로 등장함에 따라,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변형시키고 있음을 알게됩니다. 그들은 천천히 상호 이해를 

형성한다. 소녀는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설교하는 무심한 질문과 

신사를 요구했다. 민서에게 카림은 처음에는 전쟁에서 자신이 보는 

사회에서 착용 할 수있는 편리한 배지다. 그러나 그녀가 그녀의 방위를 

낮추면서, 관계는 감동적으로 두 명의 외로운 영혼 사이의 우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카림의 비자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다. 

이 영화는 외국 캐릭터에 대한 공감대를 보여주는 몇 안되는 영화 중 

하나이지만,이 영화는 한국에서 불법 이민과 인종 차별과 같은 이슈를 

다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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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가? 방가! 

<표3> 

영화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

0 

방가? 

방가! 

남 1 1 0 1 0 1 1 0 1 

 

방 태식이란 남동생은 동남아시아 출신이고 취업이 어려워 보인다. 어느 

날, 방 태식 은 부탄 (Bhutan) 에서 '뱅가 (Bangga)'라는 남자로 변장하고 3

일자리를 찾는데 성공한다. 방 태식 은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직면하는 인종 차별을 목격한다.그러나이 문제는이 영화가 외국인에 

대한 육체적 인 외모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종종 외부인에 대해 혼란스런 결과를 낳고 그다지 할 일이 없으면 

3 Approximately two-thirds to three-quarters of the population practice Drukpa Kagyu 
or Nyingma Buddhism, both of which are disciplines of Mahayana Buddhism. 
Approximately one-quarter of the population are ethnic Nepalese and practice 
Hindu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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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황을 이용한다. 가짜 외계인 억양을 채택하고 아랍인도 아니고 

회교도 국가 인 부탄 출신 인 척하지만 아랍어 및 회교도 인사의 사용도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몇 안되는 영화 중 한국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이 문제와 아랍인과 이슬람교도의 이미지 사이의 명백한 차이는 

문제가 될 수있다. 이 영화는 신동일의 감동적인  드라마 " (Bandhobi)"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으로, 주제에 초점을 맞춘 막대한 다큐멘터리 

이외의 첫 번째 영화이며, 또한 코믹한 끝까지 활용함으로써 큰 도약을 

이룬다.이 영화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할뿐만 아니라 사회에 

침투하는 건강에 해로운 '겉 모습'을 풍자화하여 관객에게 분명히 

호소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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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The Berlin File) 

<표4> 

영화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베를린 남 1 0 1 1 1 1 0 0 1 

 

이것은 아랍어 인물을 특징으로하는 가장 스릴 넘치는 한국 영화 중 

하나이지만 할리우드에서 영감을 얻은 영화다. 어두운 피부의 아랍 

테러리스트, 주 배우는 터키사람이다.그리고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 경찰과 중동의 테러범 Pyo Jong-seong (하정우)이 알려지지 않은 

가해자에 의해 혼란에 빠졌을 때, Pyo는 간신히 도피하지만 상충되는 

모레에 직면한다. 그가 왜 설립되었는지 밝힐 수있는 증거 또한 무기 

판매의 실패를 조사하면서 한국의 정보원 정진수 (한석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핑 (Pyo)을 간다. 그러나 정보를 찾을 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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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유령 요원 어떤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에서든) 이중 

요원이거나 더 교활한 음모를 꾸미는 가을입니다. 정 회장은 광대 한 국제 

음모에 휘말린 자신을 발견하고 CIA, 이스라엘 모사드,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 및 베를린의 여러 국적 주민들에 숨어있는 비밀스런 수사관들의 

잠재적 개입뿐만 아니라 거래에서 북한의 역할을 결정해야한다.평양 

보안 당국은 부인 류정희 (Jun Ji-hyun)가 통역 인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내에서 이중 대리인의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평양 보안 당국이 무자비한 

해결사 동명수 (류승범)를 파견하여 영사관에서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충성을 분류합니다. 당선자의 조사 결과 조속히 Ryun이 연구되고  Pyo는 

평양 당국이 관리하는 수십억 달러짜리 비밀 은행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남한 요원과 무기 거래에 관한 정보가 누설 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내를 

괴롭히기 위해 Pyo에게 단지 48 시간을 준다. 명백하게 사랑이없는 

결혼에도 불구하고, Pyo는 Ryun을 배신하는 것을 꺼린다. 특히 그녀가 

임신했다고 밝힌 후에. 그는 김정은 국방 위원장과 그의 아버지가 김정일 

국방 위원장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세워졌다 고 느낀다. 그러나 북한 

대사가 서방에 결점을 뚫 으려 할 때도 Pyo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 동,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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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파견 한 암살단을 간신히 피해 도주하고있는 한국의 정보 기관은 

빠르게 문을 닫는다. 

Pyo는 정동영의 길로 떨어지고, 두 사람은 동 및 그 계열사의 공격으로 

납치 된 후 Ryun을 구하기 위해 마지 못해 동맹을 맺는다. 갈등이 

심화되고 동과 쿄가 얼굴을 맞대고 Pyo 살인에서 절정에 달하는 최후의 

대결을한다. 불행히도, 그의 아내 Ryun은 일제 공격에서 붙잡고 상처에서 

죽는다. 

정씨는 본부에보고하면서 동씨의 아버지가 표를 희생양으로 사용하여 

스캔들을 은폐했다는 것을 알게된다. 정 부장은 내부 부패에 좌절했지만 

손을 묶었습니다. 그는 Pyo를 만났고 남과 북 군대가 그를 반역자이자 

도망자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이 숨어 살면서 남은 생을 살도록 경고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Pyo는 공항의 내부에서 불특정 한 시간 후에 볼 수 

있는데, Dong의 아버지에게 그가오고 있다고 말할 것을 요구했다. Pyo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티켓을 북미와 한국 사이의 새로운 가스 라인 

거래 사이트에 책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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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의 아랍인 캐릭터는 마치 할리우드 영화처럼 보인다. 그 방법으로 

감독되고 큰 예산과 큰 성공을 거둔이 영화는 터키 배우가 연기 한 저명한 

아랍인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영화의 간첩과 간첩 주제 속에서 지키기 

위해 아랍 테러리스트는 섬세하게 보인 한국인 간첩과 달리 어둡고 

거칠며 폭력적으로 보인다. 

협녀, 칼의 기억 

<표5> 

영화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협녀, 

칼의 

기억 

남 1 1 0 0 0 0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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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seller)라는 웹 사이트에 따르면이 영화가 한국 영화에 대한 희귀 한 

일을한다. 이 영화는 고려에서 중동 무역상의 존재를 보여줄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들에 관여하지 않는 소수의 성격으로서 그들 중 하나를 

포함하지만, 몇몇 성격의 친구이다. 그들은 아랍어로 2번에 걸쳐 그에게 

말을하고, 그는 그에게 말할 때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캐릭터는 영화의 주요 스토리가 아니다. 

고려 시대의 반란을 주도한 풍천, 설렁, 덕기 3 명의 이야기. 자유와 

정의에 대한 그들의 욕망이 성취 되려고 할 때, 덕기는 그들을 배반하여 

풍천의 죽음으로 이끈다. 그리고 풍문의 딸 홍이와 함께 사라지는 설현에 

빠진다. Se륜이 떠날 때 덕기는 "너 아니, 내가 아니라 네가 너와 나는 둘 

다 홍제에게 살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 준다. 18 년 후, 지금 

Wallso라고 불리는 설 rang은 Byukran 항구에서 차 집을 관리하는 두 명의 

자녀가있는 장님입니다. 덕기를 복수하기로 결심 한 월서는 홍제에게 

검을달라고 가르치 려하지만 홍계는 설리에게 이름을 바꾸었다. 과거에 

그녀의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 어느 날, 강력한 군사 통치자 덕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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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백으로 알려짐)가 주최 한 큰 검 일치가 시장에서 열린다. 울희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설희는 경기에 참가한다.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녀는 칼의 주인 인 Yullee과 싸운다.유희는 설희의 칼 기술이 예전에 

사랑했던 설렁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 벡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설희를 붙잡아달라고 명령하지만 도망 갈 수있다. 그날 밤, 

설희는 아버지 인 풍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된다. Wallso는 

그녀에게 설희가 정복 할 운명의 적 두 명, 유백과 월소 자신이 있음을 

말해 준다. 충격적이고 절박한 서희는 집을 떠난다. 긴 여정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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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표 6>  

영화  Q1 Q2 Q3 Q

4 

Q5 Q6 Q7 Q8 Q9 Q1

0 

인샬라 남 1 1 1 1 0 1 0 1 1 

방가? 

방가! 

남 1 1 0 1 0 1 1 0 1 

반두비 남 1 0 0 0 0 1 1 0 1 

베를린 남 1 0 1 1 1 1 0 0 1 

협녀, 칼의 

기억 

남 1 1 0 0 0 0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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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100% 100% 60% 40% 60% 20% 80% 40% 40% 100% 

 

결과에 따르면,이 영화들은 아랍인과 무슬림의 지속적인 진부한 

이미지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한다. 이 영화들에서 발견되는 내용의 

대부분은 균형 잡힌 견해 나 아랍인 유산과 민족 집단에 대해보다 긍정적 

인 표현을 제시 할 수있는 다른 인물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는 남성 캐릭터를 주로 묘사한다. 이것은 

대중이 아랍인, 무슬림, 이슬람교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형성하게 할 수도있다. 슬프게도, 이로 인해이 민족성과 유산의 사람들이 

문화적 "다른 사람들"로 간주 될 수도 있다. 

한국의 영화와 영화 제작자들은 아랍인이 아닌 무슬림 배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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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하여 고정 관념과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다섯 개의 분석 된 영화 내의 자료가 피부색, 연설 패턴, 전통 

의상 및 희생과 관련하여 아랍인과 이슬람교도의 진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질적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이 연구의 일부가 아닌 이주와 관련된 몇 가지 예외가있었다. 

제 5절 연구 결과 요약 

연구는 1997 년에서 2017 년 사이에 발표 된 다섯 편의 영화의 내용 

분석을 포함하는 문학 분석과 질적 연구를 사용했다.아랍인과 무슬림이 

출품 한 영화 내에서 보여준 행동과 특성. 아랍인 및 / 또는 무슬림이 전시 

한 성격은 성별, 피부색, 배우의 국적, 언어 및 억양, 전통적 복장의 사용, 

침략과 적대감, 테러와의 관련성, 그리고 그 인물들이 범죄자 및 / 또는 

희생자로 묘사되어 있는지 여부.결과 (인샬라, 베를린, 협녀, 칼의 기억'') 

같은 영화는 동질화와 동양주의의 주제에 맞는 아랍과 무슬림 인물들의 

전형적이고 뻔뻔 스러울 정도로 전형적인 묘사를 보여 주었다. 다른 두 

개의 영화; (방가! 방가!  그리고 반두비) 는 이민, 차별, 인종 차별에 관한 

26 



강력한 논평을 제공한다. 결과에 따르면; 그 영화에 묘사 된 아랍인과 

무슬림 인물의 100 %는 남성이었다. 2011년11월30일 과 12월15일 사이에 

“Daye Jeon and published in Situations Vol. 5 (Winter 2011)  by Yonsei 

University” 실시 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어떤면에서 아랍인의 한국 대중 

이미지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이해와 다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랍인의 평범한 이미지는 여성보다는 남성이다. 

"아랍"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성별에 대해 질문 할 때, 

"남성"이라고 대답 한 응답자는 82 명 (66 %)이었다. 마지막으로 두 단어 

중 어느 단어를 선택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 "여성"또는 "남성"은 

"아랍"이라는 용어를 더 잘 설명하며, 97 %는 "남성"을 선택했다. 

1997 년에서 2017 년 사이에 발표 된 영화는 아랍인과 이슬람교도의 

지속적인 진부한 이미지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한다. 그만큼 이 영화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내용은 균형 잡힌 견해 나 아랍인 유산과 민족 집단에 

대해보다 긍정적 인 표현을 제시 할 수있는 다른 인물을 제공하는 데 

실패한다. 이슬람을 그들의 대량 살상 행위에 대한 정당화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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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는 계속적으로 폭력적인 인물을 묘사 할 때, 대중이 판단력을 

갖게하고아랍인, 무슬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슬프게도,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 민족성과 유산은 문화적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한다. 한국 영화 및 영화 제작자아랍인과 이슬람교도가있을 때 고정 

관념과 이데올로기 형성의 주요 요인 인 것 같다.우려하고있다. 이 악순환 

사이클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 연구는 5 개 

항목의 재료가분석 된 영화에는 아랍인과 이슬람교도의 연결 고리가 

진부하게 묘사 되었다.적대감, 침략, 언어 패턴, 전통 / 원주민 복장 및 

희생과 함께 하나,이 연구에서 경험 한 몇 가지 한계가있었다. 

이 연구의 일부 제한 사항은 오직 하나의 주 코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상이 있었다면 코더를 사용하면 필요한 경우 동점을 

깰 수 있다. 이 연구에는 특정 특징과 특정 기간이 사용되었지만 새로운 

연구와 진전이 계속 될 수 있다.고정 관념에 관한 이전 연구의 일부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연장은 많은 한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으로 중동에 파견 된 1970 

년대에 공개 된 영화의 분석 일 것이다. 이 이벤트의 막대한 영향으로 

28 



인해 이것이 아랍인들의 부정적인 묘사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발견하는 

데 흥미 롭다. 한국의 대중 문화, 특히 영화와 대중 매체 내의 이슬람교도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사건뿐만 아니라 영화에 나타난 균형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묘사는 사실로 간주되어야한다는 결론 이 연구의 중요성은 

일관되게 부정적 고정 관념이 불쾌감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한다는 

개념으로 이 소수 민족에 대한 아랍인과 이슬람교도의 인식. 약간 이 

연구에서 발생할 수있는 실용적 함의는 잠재적으로 고정 관념이 

과도하게 피해를주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다.  

이 적절한 문제에 더 큰 목소리가 주어지면 개인이 생각하게된다.영화, 

TV, 또는에서 보는 것에 만 기반한 의견에 대해 두 번 신문 이 연구는 

이러한 비열한 이미지를 확인했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의 유행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에 걸쳐 균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연구 

내에서. 다른 한편, 이러한 묘사에 대해 토론하면 그들의 부정확성, 

아랍인과 회교도에 관한 영화 고정 관념의 반복을 막음 그러나 한국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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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암시가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이것이 대중, 영화 제작자 및 영화 산업에서아랍인들과 

이슬람교도들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함의가 계속 발생할 수있다. 

제 6 절 연구의 한계 

오늘날의 큰 예산 영화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지만영화 제작자가없이 영화를 제작할 시간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쉽게 존재하는 고정 관념을 사용할 필요성 아마도 영화 제작자들은 

그들의 개별 프로젝트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을지지하는 전체 관점을 알지 

못합니다. 이기는 하지만이러한 고정 관념 중 일부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영화 관객의 이해로 인해 

아랍인과 무슬림의 대안적인 묘사를 청중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영화에서 긍정적 인 묘사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영화 제작자들은 아랍 및 / 또는 무슬림을 배치함으로써 부정적인 묘사에 

일관되게 대처할 수있다. 오히려 적대적인 역할이 아니라 주인공의 

역할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오히려 아랍 /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꾸준히 바라보고 있으며 왜 아랍인 / 무슬림을 묘사하지 않는가?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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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들을 물리 치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데 도움을줍니다. 영화의 

길항근이 발생하면아랍인 / 이슬람교 인이라면, 모든 아랍인 / 무슬림을 

악당? 영화는 모든 소수 민족을 악당으로 묘사 할 수 있으며 여전히 균형 

감각을 제공합니다. 음모를 파괴하지 않으면 서 그 인종 그룹의 시청자와 

회원에게 그 영화 내에서. 이들긍정적 인 캐릭터는 테러 / 액션 영화에만 

등장 할 필요는 없지만 

의사, 교사, 학자 등 다른 긍정적 인 인물로 아랍 /탐험가 등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많은 영화에서,제시된 가상의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객들이 그 (것)들을 또는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믿게 

될 수도 있다. 

영화 제작자는 음모가 순서대로 가짜임을 나타내는 진술을 필름 앞에 

붙일 수 있다. 스토리가 오락 목적을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 내기 위해 

아마도 아랍인과 이슬람교도를 같이 대우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평합니다. 그 밖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랍과 무슬림들의 묘사 한국 영화의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때 심지어는 손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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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다른 한편으로는,이 문제점에 빛을 비추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항상있을 것이다스테레오 타입을 묘사하기로 결심 한 사람들이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해할 수있다.매스 미디어와 할리우드 산업에서 "시간은 

돈이다". 초당, 특수 효과, 

장면을 제작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기회가 생겼을 

때 그러한 지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다.더 높은 길을 

가져 가라. 소수 민족을 악당으로 꾸준히 배치함으로써대중들에게 

그들이 항상 묘사되어있는 것 이상으로 쉽게 인식 될 수있다.존재로서. 

이것은 또한 영화 제작자들이 악당을 세우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줍니다.그 (것)들은 영화 내의 다른 작의에 집중하는 것을 허용한다. 

영화 제작자가 아랍인 / 무슬림들이 영화 안의 길항제로 등장한다면 또 

다른 제안이 될 수도있다. 

아랍 문화와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들과 함께 이것은 영화 제작자들이 

그들의 영화는 가능한 한 사실적이지만, 또한 붕괴에 대한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언급하고있다.자신의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서 공정한 방식으로 고정 관념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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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는 모든 인종과 문화의 인물을 묘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정 관념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그러나 고정 관념을 상쇄 할 수도 

있다다른 행동들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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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researches on Arabs and Muslims  in Korean society are through looking 

at migrant workers, interethnic marriages, studies of the Arabic language and 

the Halal food market. While the Interest in Arabic culture in Korean society 

has been increasingly growing yet their portrayal in Korean media and popular 

culture demonstrates a little knowledge as generalizations and stereotypes 

appear routinely within cultural contents, particularly in films.  

This study centers around films that feature Arab and Muslim characters.A 

qualitative analysis of five films from five different genres such as drama, 

indie, comedy, action, and historical fantasy can reflect Koreans' various 

perceptions of Arabs and Muslims. The study focuses on three themes.  

The first is(Homogenization) of Arabs, Muslims and Middle Easterns. The 

second is Orientalism, an image of an erotic and uncontrollable Arabs, and the 

third is Immigration. The study used literary analysis and qualitative research, 

including content analysis of films released  between 1997 and 2017 and th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gender, color, nationality of the actor, language 

and intonation, the use of traditional attire, association with terrorism , hostility 

and aggression , and whether the characters are depicted as criminals and / or 

victims. The results have shown a typical and shamelessly typical depiction of 

Arab and Muslim figures that match the theme of homogenization and 

Orientalism. Two other movies; provide strong commentary on immigration, 

and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clusions suggest that stereotypes are evident 

in Korean films and contribute to the prominent perception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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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suming such negative image.  

Key Words : Korean Society, Cultural contents, film, Stereotypes, Arabs, 

Mus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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