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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결론 

I 서론 

외국인 110만 명 시대를 맞아한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고 였다 새터민， 이주 노통재 결흔 이주민 퉁 다ÒJ한 이주 

민이 ̂ ~71연서 이들 인종적 극가적 종교적 t:j른 배경의 존재들파 어떻 

게 공존 상호 존중할 것인가라는 도전적 파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파제 

는 사회 통합01라는 국가적 파제이기도 하지만 구성왼들에게는 새로운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와 중앙민족대 조선 한국학연구소 국제한국어」 
어문화학회， 서울대학교 BK21 국어능력겨1발 인재양성팀이 공통 주최한 잉10년 거1112 

회 한국어교육 국거]학술회의 다문화 시대의 문학과 대중문화’ 본회의(2010. 10 에)에 
서 발표한 내용을 수쟁， 보완한 것이다 

" 신라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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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파 삶의 방식 모색이라는 실존적 파제이다 

다문화 개념은 다인종， 다언어， 다종교 사회에서 출발힌 서구 사회가 

사회 문화적 갈퉁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다문화주의를 다 

양한문화와사회에 속한 개인， 집단국가가평퉁， 상호존중， 공존할수 

였다는 믿음의 보펀적 7}5<]로 정치철학자틀은 대략 합의승까도(박흥순， 

때r1) 한다 그러나 다문화 담론은 그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단히 변 

화해 왔다는 점에서 맥락적 유연성을 지니고 였다 국가를 세우는 사기부 

터 시작했던 미국을 비롯힌 서구의 다문화 담론파 자본시장의 유연성어1 

힘입어 이제야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한 한국의 상횡을 통 

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담론은 그 사회의 문제점파 당 

연 파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담론으로 접근할 펼요가 였다 이를 위해 

서는 다문호}주의가 표방하는 보펀작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사회 고 

유의 사회적 문제로 구체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런 문제의식 

에서 이 글도 ‘한국적 다문호}주의’란 개념이 질문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한국어1서 ‘다문화 담론’은 문제작 개념이연서도 통사에 문제 해결작 개 

념이라 할 수 였다 한국의 다문화 담론은 관 주도로 이루어져(김희정， 

때7: 57-3)),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계봉작 담론이라는 특성이 었고， 

이주 노통자를 정착시카려는 정잭적 배려로서의 통회주의작 연모가 강했 

다 다인종 다민족 문화 간의 상생파 공존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 

변에는 문화 통합의 의도가 강하게 살아갔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지닌 문 

제성은 무엿보다 한국어써의 다문화 담론이 일반 사람들의 삶파 현실에 

는 착근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관념적이며 정잭적인 담론으로서의 삼 

리적 거리를 넓히고 였다는 점이다1)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한국의 다문화 담론이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정 

1)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공강하고 있는 상횡이다 대표작인 연구울로서는 융여 
톤l(2üllI ， 오〉영석(aYJ7 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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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철학적 지호벼1 대한 고찰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적 당위로 

만 존재한다는 비판S)에는 공김승}기 어렵다 다문화 담론이 정부 주도하 

의 정잭적 담론이자 철학적， 。1념적 지향의 학술적 담론으로 사회 현상 

이자 교육적 지향으로 계속 경쟁중이고 아직 뚜렷한 합의3)에 이르고 았 

지는 않지만 이 시대 현실 문제를 제기승F는 핵삼어로 부단히 모색을 거듭 

하고 였다고 생각송}71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잭적 담론이나 학술적 

담론 뿐 아니라 대중매체나 예술 작품 퉁 다양한 맥락파 영역， 다양한 주 

체들이 생산하는 당대적인 다문화 담론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작겁이 우 

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춰지에서 이 글은 대중 영상 서사울 역 

사 다문화 현싱에1 대한 이해와 전망 모색을 위한 다문화 담론을 생산하고 

였다고 보고 이를 파딴}기 위한 해석학적 접근을 한다 

U 다문화 시대의 정체성과 소통 윤리· 차이의 윤리를 념어서 

기존 문학， 예술에서 다문화 담론을 분석하는 주요 벙주는 타자의 정커1 

성이 재현되는 이미지였다4) ‘우리’의 관점에서 ‘그들’(이주 노통재 결흔 

이주xt 탈북7})이 재현되는 파정에 어떠한 권력 관계나 펀건 선업견이 

작동하고 었는가를 비판적으로 살피는 이와 같은 작겹은， 다문화적 공존 

2) 이러한 견해는 학문작 다문화 당론조차도 자얘생보다는 쟁책작 벅략이 크다고 본다 
(오갱석，?!JJ7:J7) 

3) ‘다문화’란 용 어 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우한용 교4=는 복합 문화’란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우한용， 때) 다문화 개녕이 문화작 다양생의 내열이라는 뉘영스가 있다는 

점에서 다매체 개념이 복합 대처1 개념으로 바뀐 것과 유사하게 복합 문화 개념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주로 외국인 노통재 결혼 이민자가 어떤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 
의되었다 류진열(:roJ)， 강예란 • 유단비 • 강지용(?!JJ7)， 박긴(:mDl 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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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상호존중을 위종H서는 타자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제대로 이해할 펼요 

가 였다는 차이의 융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타자의 ‘재현’이라 

는 인식론적 범주 가 이미 정체성에 대한 본질론적， 실체론적 71'쟁을 바 

탕으로 하고 었어， 정체성의 관계적， 수행적 구성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힘든 부운0] 였다는 점이다 

다문화 시대의 정체성은 우리와 그들， 나와 타자를 가르는 본질주의적 

시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암려져 였다 복합적이고 다차완적이며， 부 

단히 변화해 나가는특성 때문까다 스.if01투홀{Stuart 뻐Jl)의 말대로、 정 

체성은 “완성되지 않고 항상 진행 중0]며 외부에서가 아닌 재현되는 순 

간에 구성되는 산물’인 것이다5) 이는 ‘정체성의 차이와 인정’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담론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였다 ‘다양한 문화의 

인정은 표연적으로는 ‘상생파 공존 이해’ 퉁을 유도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는 달리 아연적으로는 또 다른 문화 상대주의를 낳으며， l-]D}가 ‘내와 ‘그 

틀’의 :'\}O]를 지속시켜 문화 갈퉁을 연장사카는 데 기여하는 측연이 었는 

것이다6) 문화적 차이란 개념은 전적으로 폐쇄적인 경계를 갖는 상이한 

문화 집단틀을 설정하고 그 무한한 다%냉7) 중의 어느 한 가지에 소속되 

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써 문화 간의 경계를 강화할 수 였다{Marco， 

Martiniello 저， 융진 역， :ml: 115-1η) 나와 너， 우리와 그틀의 경계 속에 

서 위치지우는 순간 타자는 용인하든 하지 않든 언제나 기성의 타자로 

존재하기 때문까다 따라서 관용의 왼칙에 근거한 상정적 인정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파 비판을 괄호 친 채 특정 집단의 개인파 집단을 배제 

할 가갖도성을 내장하고 었는 것이다 

5) 이는 쟁처1캉에 대한 본질주의작 시각과 대비된다〈박흥순; 'iiJJi: 115 재인용) 
6) 미국과 유럽， 호주에 다문화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7) cPmliou 저， 이종C영 역， :JJJl: J7), 다%냉J}이란 이미 존재õ}C 것이고 진리란 존재 

하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에 차이의 인쟁만으로는 의미 없으며 진리를 어리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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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 대안적 관점으로 탈식민주의론 퉁에서는 정주민파 이주민이 

접촉파 상호 침투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었는 있는 그대로’ 

의 복잡다단한 연모1 곧， ‘정체성의 혼성성’파 ‘파정성’을 강조하고 었어 주 

목할 만하다 이는 우리와 그틀 사이에 가로놓여 았는 철통같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흔종성 속에서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둔다 이처럼 

정체성을 관계적， 상호적， 복합적인 것으로 접근할 때 ‘소통’의 문제가 중 

요해진다 정체성의 문제를 차이의 ‘인정’에서 나。}가 차이의 소통을 통한 

‘공유와 변화를 더 중시할 때 다문화 시대에서 요구승F는 정제성의 역통 

성파 수행성에 용답할 수 았을 것이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파 차이성의 

융리를 넘어 공유와 성찰파 대안을 모색하는 비판적 다문호}주앨)어써 중 

요시 되고 었는 범주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차이의 융리’에서 나。}가 ‘상호 존중파 변 

화’를 위한 ‘소통의 융리’로 이통하여 논의를 펼칠 것이다 ‘소통’은 자아와 

타자의 교섭파 상호작용을 두루 。뷰르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일반 

적으로 소통은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으로 제한되기도 하지만 소통 

융리에서 다루는 소통 개념은 차이나 불일치를 그대로 온존시카연서도 

가능한 소통 또 힘이 대칭을 이루는 존재 사이의 소통 뿐 아니라 비대칭 

의 존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9) 전반을 의미한다10) 그렇다고 

재현의 융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q7뻐1 대한 재현의 융리와 함께 주 

8) 물론 비판작 다문화주의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이 모두 똥일한 것은 아니대한건수， = 161-163) 
9) 비대칭의 소통은 다문화간 소통eμ1 핵심작이다 문화작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소통은， 이해할수없고잔캉할수없는타자와의 소통이71 때문이다 이 

문제는 공통체주의자의 논의에서 주로 다루어졌는매 온고도 자유주의의 압장보다 

는 공통커1주의의 시끽에서 논의한다 
10) 소통을 ‘의사소통’이라는 협의어써 벗겨나 ‘상호교섭’이라는 포괄작 의미로 사용한 

다면 매우 디땅한 사회 문화작 현상을 소통 개녕으로 사고할 수 있다 박인기 교수 

는 이를 안 보이는 소통’이라고 개녕화 하였다(박인기， 때7: 1없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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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타자의 상호작용의 윤리， 관계의 융리가 중충적으로 자리 김L아야 함 

을 강조하;고자 한다11) 다문화 담론을 개인파 집단이 이질적 문화와의 공 

존파 소통을 통하여 잠재되어 였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 새로운 정체성 

으로 나。}가는 방식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소통의 윤리는 다음파 같은 문제의식을 내포할 수 였다 차이나는 정커1 

성틀(타자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중 어떠한 것이 바림직하고 

좋은개 자。F는 타자와의 차이， 불엘치와 어떻게 소통하고 었는개 그 소 

통을 통해 어떠한 공유와 변화가 생성되고 었는개7 그 소통이 이루어지 

는 기제와 방법 지향은 무엣인가? 

이러한 접근은 때J5년 정부 발표 이후 붕을 이루고 었는 대중매체의 

q문화 담론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섬세하게 해석 평가할 수 였다는 장점 

이 였다 레비나스 E. Levinas 의 타자 융리나 더1리다 J 밟Tida 의 ‘환대 
의 개념 퉁을 활용하여 대중 매체의 ‘다문화 담론’에 작용하는 연구(황영 

미， 2따0)가 었는데 ‘환대’ 개념자체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념적 지향 

이라고 보연 타자 융리의 다양한 òJc상을 살피기 어렵다 또 좋은 삶파 올 

바른 행위를 실천지로 탐색하는 융리론의 감각은， 현실 경험파 유리된 채 

관료적이고 이론적인 형식적 담론으로 제한되는 기존 다문화 담론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았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이 다룰 텍스트는 〈반두비>GIDJ， 신통일 감독)， <로니를 찾아 

서시2lXB， 삼싱탁 감독)와 〈깜근이 염o}>(때J5， 융류해 연출)， <의형 

제>(2010， 장훈 감독)이다 이 세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이 작품은 유통 

방식어써도 각기 독립 영화， 대중 영화와1v 드라막 상업작 성공을 거둔 

11) λ써 올리를 다룬，1'0따m 싫뻐γ Newtm 역시 서사의 올리작 탐씩을 재현의 충위 
와 상호작용의 층위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재현 충위의 융리가 사회 쟁의와 연관 

된다면 상호작용의 융리는 인물피 인물， 화자와 인물이 자아와 타자의 관계로 모썩 

뺨 가치의 생성을 중시한다{Newtα1， 1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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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영화로서의 특정을 지니며， 나。까 관점 연어써도 비판작， 자유주의 

작， 보수적 입장을 반영힌다고 보고 었기 때문이다 

m 대중 영상 서λ뿜어1 나타난 다문화 담론의 소통 윤리 양상 

l 자발적 책임으로 타자와의 연대를 지향하는 우정의 윤리 

<반두비> 

영화 〈반두비〉는 ‘친구 써의 우정’을 내세워 q문화 사회에서의 자 

아와 타자의 소통을 탐색하고 었는 작품이다 다문화에서 ‘친구’란 개념은 

상식적이고 흔한 말이다 흔히， 친구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서로 

간에 사생 없는 마음으로， 타자의 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정(메피al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파 같 

은 감정이 아니라 대상얀 친구와의 상호성을 유지하기 위해 숙고하고 실 

천하는 활통파 파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윤리’의 문제에 해당된다12) 폴 

리꾀르에 따른다면， ‘우정’어써 추구하는 관계 윤리는 타자를 위한 7}71도 

자기를 위한 타자도 아년 타자 속에서 자기를 자기 속에서 타자를 발견함 

으로써， 자기 존중파 타자 존중의 정의 속에서 배려의 삶을 사는 모습이 

라 할 수 였다 이 개념은 〈반두비〉어써 말승F는 다문화적 배경의 주체들 

이 서로 소통할 수 었는 기제로서의 ‘우정’의 문제를 판단하는데 도옴이 

된다 

。1 영화에서 주인공 ‘민서’는 가난한 집얀의 여고생이다 그녀 역사 다 

12) 이는 폴 리꾀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쟁론을 새로올 주처1론의 시ζ써써 재개녕화 

한 것이[뻐1= 저， 강용권 역， 었:B 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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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여학생틀처럼 영어 왼어민 강사가 나오는 학왼에 다니고 싶어 하고 

이주 노통자라고 하연 버스 안에서조차 가까이 하기를 꺼려힌다는 점에 

서 평범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른 남성틀의 육체적 가쉽거리의 대상이 되 

는 ‘성적 약재라는 점에서 독특하기도 하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학 

교와 가정을 떠나연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며， 스포츠 마사지의 ‘성적 노 

통’으로 영어 학왼비를 버는 그녀는 미성년이라는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사회적 주변인이자 약지아며， 일종의 내부 타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까럼’은 결혼한 남성이며， 이슬람교도이고.， 0]주 노통자라는 인종적 문제 

를 지니고 었는 외부 타자이다 그는 매우 정태적이고 고정된 이미지로 

퉁장하는데， 이는 이후 살펴볼 우리 사회의 복제 오리엔탈리즘으로 볼 수 

였다 하여튼 이 영호}는 인종적 코드와 성적 코드1 종교적 코드 퉁을 복합 

배치하여 타자와 자。}가 맺는 상호 관계의 망을 넓히고 였다 

이들의 우정에서 주목할 것 중의 하냐는 ‘연약파 그것에 따른 ‘자발적 

잭엄’의 문제이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된 데에는 

‘연약이 큰 역할을 한다 왼래 ‘연약은 주처1]7} 타자와의 약속에 잭임을 

지고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승R특 자가 정체성 속에 

포함되어 었는 타자성13)파 관련된다 까림과 옆에 었는 걸 창피스럽게 

생각한 그녀였지만， 소왼하나 들어주겠다고 한 자신의 약속 때문에， 그녀 

는 ‘까링’의 사장집으로 통행하게 되었다 이후 그녀의 ‘독특힌’ 행통은 ‘까 

링’에 대한 자발적 잭임으로 설명될 수 였다 체불 임긍을 받지 못한 안타 

η낸 그의 처지에 함께 항의하고 롤봐주며， 삼지어 힌국에 체류할 수 았 

도록 결흔승}자고 제안하는 행통은， 타자의 고통파 요청에 대한 용답으로 

서의 잭임(resrmsibψty)14)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 잭임이 레비 

13) 연약 흑은 약속은 타자와의 지속작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유지， 확쟁할 수 있다 

는 점어써 타자로서의 자기 새의 모습을 보여준다(강선랴 2007; Ricoo.끄 저， 강용 
권 역， :ros: 244• 245) 



대중 영상 서사울에 나타난 한국적 다문화 당론 %탱 95 

나스가 말한 것처럼 타끼까 명령하는 타자 우위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민서 자신이 사회의 주변인으로서 느끼는 기득권충에 대한 반감의 공유 

에서 기인힌다고 보면， 이는 주체 자신이 타자에 대한 잭임에서 자반을 

발견하는 엘종의 자발적 잭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민서는 자신의 현실 세계에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의문을 제기하며 

자기 삶을 변화시켜 나긴다 그녀는 임긍 체불 사장을 통하여 우리 사회 

기득권충의 역압파 폭력성을 인식하며， 자신이 그토록 다니고 싶어 했던 

왼어민 미국인이 한국 여성을 평하하는 시각이 었음을 알게 된다 왼래 

이방년1은 전혀 다른 세계 해석의 도식을 지니고 었어 한 토박이 집단에 

서 당연시되는 통상적인 생각의 타당성을 뒤흔드는 ‘울융을 딘지는 지J 

(김애령， ðJJ7)라 할 수 였다 까럼’의 “한국인틀아 너희들도 모두 노예 

t:fi ’라는 외침은 우리 λ}회 전체에 울음을 던지는 압축된 장연이라 할 수 
었다 

‘민서’는 이 울융을 던지는 존재로서의 ‘까링’을 받。F들이며 변화한다 

정상 가족에서 벗어난 염마의 욕망을 수용하고 의붓 아빠와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하며 제도권 학교에서 스스로 나와 자기의 길을 선택한다 그 

녀가 선택한 길이 무엣인지 이 영화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었지 않다 

그러나 영화 마지막 장연은 한우 장조림만 좋。}하던 ‘민서’가 이제는 방 

글라데시 융식을 행복하게 먹고 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적 흔혈 

을 긍정한다 이와 같은 쩨 속의 *]-는 이 영화어써는 영화식 자유 간 

접 화법으로도 표현된다 화연상으로는 ‘민서’를 보여주연서도 융향은 ‘까 

링’이 존재하고 었는 공간에서의 이슬람 융악을 통사적으로 표현함으로 

써 민서의 내연 의식파 까링의 실제 공간성을 통사적으로 결합15)하여 보 

14) 변순용(2007: 33-27) 책임에는 다른 사람의 울음과요청을 듣고 판단빼， 대답함 
파쟁이있다 

15) 영화의 이미지와 사운드 트랙의 cj땅한 결합은， 서사직 공간의 디땅한 편집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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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한국인 여학생파 방글라데시인 이주 노통자가 

인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며， 친구의 고통에 대한 자발적 잭임 

을 통해 자가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파쟁을 보 

여주고 였다 특히， 이틀을 국적 차이보다는 사회적 주변부작 존재로서의 

유대감을 강조하여， 우정의 상호성이 사회의 주변부 존재틀이 제기하는 

사회 정의와 연대의 문제로 확장될 수 었음을 보여주고 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힌펀유로 이들의 우정파 유대는 반대급부의 배타사를 수 

반한다 이 영뼈써 ‘민서는 까림’을 또 다른 자기로 받-óf들이고 변호봐 

지만 ‘까림’은 정태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인물로 퉁장한다 그는 한국의 

자본주의적 욕망에 대립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로 한국인의 이기주의 

대신에 친구를 환대하는 전통을 가진 존재로 선한 희생자로만 구현함으 

로써 민서 가족파 학교 선생님파의 대립선을 강화하는 것이다 

2 타자의 발견과 ‘인간적인 것’을 지향하는 진정성의 윤리 

<로니를 찾아서>， <깜근이 염마> 

우리가 담론으로 만나는 소수객 약자들은 추상적 구체적인 인간이 아 

니다 구체적 감상으로서의 인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타자를 이 

해하고 환대할 수 었는개 〈로니를 찾-ó}서〉라는 영화는 똥1글라데시 이 

주 노통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타자성을 용언하고 소통하기까지의 주체 

의 갈퉁파 변화 파정을 중삼 서사 축으로 삼고 였다 그러나 〈반두비〉처 

럼 이방인인 타자와의 마주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카지는 않는다 

가져 온다 특히 디에게시스걱 사운드는 음완이 쇼트의 프레임밖에 있을 갱우에도 

공간의 헝존성을 담보õ}는 역할을 한대서쟁냥， :m4: Z70• 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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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의 배경은 이주민 노통자가 많은 한국의 안산시이다 태권도장 

을 하고 었는 주인공은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해 방범대왼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주 노통자틀을 관리하는 역할을 맞게 된다 이틀 주민틀 

(마을 공통쩨은 이주 노통자를 공포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 

니까 그틀은 낯선 ‘이방안’인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실제로는 만난 경험 

도 없지만， 으레 범죄자와 통엘시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타자의 정체 

성에 대한 벙벙은 우리 자신의 정체감을 투사하는 것이라 할 때， 그들의 

존재만유로도 위힘을 느끼는 이들의 의식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권력적 

위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였다 

마을 주민들이 이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태권도로 

상정되는 ‘힘’이다 이 영화에서 태권도’는 자존감의 상정이연서도 한국 

인 자신을 지켜 주는 ‘완력’으로 퉁장한다 곧 태권도는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연서 자기중심적 권력파 위압파 한국적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한국 남성 한국인 가부장의 폭력적 이미지를 효파적으로 드러내고 였다 

이 영화의 미덕은， 주체에게는 타자의 타자성이 얼마나 낯설고， 피울 

같은 존재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로니’의 타Âr성은 ‘김관창에게는 고 

통이며 피로융이며 올략이다 그는 생각지도 않게 ‘로니’의 복수를 받았 

고 그 때문에 태판도장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고 모두 그를 창피 

스컵게 생각승뻐 내부 타자로 전락하게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그가 선 

택한 대용 방식은， 주체의 강호}이다 자신을 무너뜨린 ‘로니’를 다시 추방 

하고 힘이 우위를 보여줌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로 생각승F는 것이 

다 그는 “로니가 도대체 누구내’라고 묻고 었지만 정작 관삼이 었는 것 

은 그의 정체성이나 그의 모습이 아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만족시킬 수 

었는 대상화된 타자로서의 ‘그’인 것이다 

그러나 힘의 우위를 통해 타지를 제압하려는 그의 복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감독은 타자를 권력적으로 제압승}려는 한계를 주인공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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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배리되는 。}이라니로， 또 일종의 ‘실천의 상호성’16)으로 보여준다 

그의 삶은 。}이라니적이다 안정적으로 잘 살기 위해 선택한 방범대왼의 

엘 때문에， 역으로 쫓겨나고， 빼앗기고 몰락힌다 그가 ‘로니’를 폭행한 사 

건은， 다시 자기 자신에의 폭행으로 되롤아오고， 이웃파 가족파 함께 하 

기 위한 선택이 결파적으로는 가족도1 이웃도1 일자리도 모두 잃는 。}이 

라니적 결파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카려는 노력은， 

곧장 자신의 와해로 이어진다 로니라는 。1름의 타자는 피물적인 것， 。1

해할 수 없는 존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존째I없mey 저， 이지영 

역， 때4)인 것이다 

그러한 이울적인 타자와의 소통은 어떻게 가능한개7 이 영화가 제시하 

는 답은 ‘인간적인 것’ ‘인권1이라는 느슨한 보편성 아래 다ÒJ한 문화적 

재1들이 공존하는 일종의 ‘중첩적 합의’(overlawing 띠l영lSUS)이다 도저 

허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어도1 그 역사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인 한에서는 그와 친구가 될 수 였다는 것 

이다 영화는 ‘뜨윈’이라고 하는 로니의 친구로 한국어를 완벽히 구λ봐 

는 멍1글라데시언을 ‘친밀한 타재로 삼아 타자와의 거리감을 좁혀 간다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엄마"(깅관장) 

←←←(뜨윈j 

“그리고 암매 좌판 벌려 놓고 게임이나 하러 가는 새끼가 어디 있니? 어， 

너 도대거1 뭐가 되려고 그래? 어， 뭐가 되려고 그래?" 

“그만해 왜 그래 갑자기 ” 

“왔으연 임마 부지런히 돈 벌어서 니네 나라 돌아갈 생각을 해야할 것 아 

냐 새끼야 ” 

“내가 미안하고 했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 새끼얘 넌 왜 그렇게 살어? 

16) 이는 행위 역시 상호작임이라는 점에 주목õ}C 개념이대강선랴 :ro7 거1110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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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이란 새끼가 게육관은 신경도 안 쓰고 누굴 그렇게 찾아 다녀? 어디 

한 변 물어나 보자 로니를 찾아서 뭐 할려구? 죽여 버리기도 할꺼야?" 

“이 새끼개?" 

(중략) 

“이거 유리사 일급 자격증 이거 엔사 회원중” 

“잘 났다 이 새끼야 그런 놈이 왜 이렇게 사냐? 

“그러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네” 

“얘 엔사 회완중은 뭐얘”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F 

‘뜨윈’와‘검관장의 대화이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사는 방식에 통의 

하기는 힘들다 ‘김관창이 보기에 김현식의 노래에 매료되어 힌국에 오}서 

뚜렷한 직업도 없이 빈둥거리는 ‘뜨윈’이 이해되지 않으며， ‘뜨윈’ 역사 파 

거 일에 연연하여 복수를 다짐하고 었는 ‘김관창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 

러나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좋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것 

으로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기에 그들은 화해한다 

이러한 소통에 자리 갑고 았는 것은 ‘진정성’의 융리이다 진정성의 윤 

리는 자신을 솔직하게 이。r71하는 것을 넘어서 타자에게 자신을 해명하 

고 검중받는 관계적 융리이다 그러나 이것이 뚜렷한 합의로 이어지는 것 

은 아니다 각 개인의 문화적 특수성파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통사에 인 

간에게 작용되어야 하는 ‘인권’에서는 합의를 쉽게 깨지 않음으로써 공존 

을 유지하는 것이다17) 

또) 타자와의 소통을 가능케 해 준 것으로 고통 받는 타자의 얼굴파의 

마주침의 장면이 었다 의식연에서는 타자를 적대시하고 았더라도 ‘눈암 

17) 진쟁쌍의 올리가 주처1 자신의 문게를 넘어서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작， 소통직 문 

제임을 지작한 논의로는 최인재:rr6， 때끼 등이 있다 



100 국어교육연구 저1126 집 

에 보이는 타인의 열굴， 그 별거벗은 열굴을 직접 바라보는 감상’은 주체 

가 지닌 。1성파 의식의 분노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힌다 ‘김관창이 자신에게 복수한 방1글라더1시인들에게 다시 복수 

하기 위해 불법 커듀주자 신고를 한 뒤 발견한， 공포에 떨며 신문지 아래에 

서 점송처럼 울고 었는 뜨윈의 열굴이다 。1 얼굴은 의식 이전에 현상하 

며， ‘직접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것(강영안， 2뼈 l얘 1밍)이다 두려융파 

공포에 질린 그의 열굴은 타자에 대한 온갖 펀견을 넘어 고통을 가진 인 

간에 대한 부펀작 예우를 앞세우게 된다 때문에 ‘김관장은 。F무도 받아 

주지 않는 병왼을 폴。따니며 “이 사람도 인간임”을 외친다 

이멍엔파의 갈퉁에서 소통으로 전환하게 된 주인공은 이제 자기 자신 

에게도 새로운 변호}를 가져온다 완력을 행사하는 태권도장 아내의 일을 

반대하는 가부장적 남편， 이주 노통지를 쫓아 버리려 했던 한국인의 ‘권 

력적 자아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이제는 태권도장을 스스로 결단하여 

그만두고 반대했던 아내에게로 되롤아오며 친구를 찾아 외국 땅으로 나 

선 것이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로 되동。않아요 자기의 회복이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야 할 것이 였다 이 영화는 〈반두비〉와 달 

리， 타자는 또 다른 자기가 아니라 나오뜯 다른 존재로서의 타자결 뿐이 

다 ‘김관창은 강제로 추방된 ‘로니’ 친구에서 우리 사회 혹은 자기 자신 

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방달라더1시와 한국이라는 공간 

의 거리는 여행으로 극복되지만 자아와 타자는 여전히 흔종적 일체가 아 

니라 또 t:j른 존재로 거리를 두고 였다 그런 점어써 이 영화가 다루는 소 

통은 염밀한 의미의 ‘환대’라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허울지 않고 타자의 

재1를 수용하는 일종의 ‘관용’이 적합하다 하겠다 

이와 유사한 작품으로 1v 드라마 〈깜근이 염마〉가 였다 이 드라마 

역사 흔혈아 ‘깜근01’라는 소년파 가족을 꾸려야 하는 여성의 내적 갈퉁 

파 극복을 통해 타자의 차이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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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흔혈애 ‘깜근이’는 인종적 차이를 지닌 타자로， 주인공에게는 이울 

스컵고1 받。F틀이기 싫은 존재로 그려진다 가족에 대한 순혈통주의 관념 

이 소년의 인종적 차이가 전면 배치되어 었는 것이다 이러한 ‘도순이가 

소년을 받，，}'들이게 된 것은， 무시 받는 인간의 삶에 대한 공감 때문이다 

“나는 너의 친엄마가 될 수 없어 그렇지만 네 펀이 되어 줄게”라는 말은， 

자신이 무시와 멸시를 받았던 어린 시절의 경힘을 통해 ‘인간직 차원’에 

서 그를 이해하여， 그의 낯선 피부를 받6뜯인다 그러나 이 역사 ‘관용’의 

융리인 것이다18) 

3 타자 목소리의 거세와 연민 <의형제> 

다문화 담론을 만들어내는 영화의 또 다른 흐름 중의 하나는 새터민파 

북한 사람들이 퉁장하는 영화이다 1995년 이후， 새터민은 ηr 드라마와 

영화 퉁에 폭발적으로 대거 퉁장인물로 퉁장하고 였다 〈의형제〉는 국정 

왼 요왼파 탈북자가 된 남파 공작왼 사이의 대치와 전격적인 화해 고}정을 

중삼 플롯에 두연서， 새터민， 다문화 가정， 결흔 이주자의 문제를 엮고 였 

다 특히， 이 영화는 '7]"즉’ 서사의 프레임을 통해 이틀 문화적 차이의 존 

재들의 공존파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였다 

먼저， 。1 영화의 특정은 퉁징엔물들이 냥한파 북한의 차이 이전에 가족 

을 사랑하는 가장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영화의 첫 장연부터가 그러하다 

남파 간첩 ‘송지왼’은 간첩 이전에 북에 었는 아내와 통화하며 태담을 들 

려주는 존재로 ‘이한규’ 역사 국정왼 직왼이 아닌 육아 문제를 고민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두 사람 모두 국가적 업무 때문에 가족파 

18) 황영미는 이 드라마를 주체가 ‘환디Hõ}c 과캉으로 보았다 그러나 ‘깜근이 엉애는 

타자의 일방작 요구를 수용õ}c 성강의 주처1라기보다는， À}'J이 깝근이처럼 무시 

당했던 인간작 갱헝을 상기해} 그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디(황영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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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으며， 그렁에도 가족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었는 가장틀’이라 

는 공통점을 지니고 였다 따라서 이후， 국정왼파 북한 공작왼의 이념적 

차이， 쫓고 쫓기는 서사적 역할은 표연적인 것이고 서사의 。1면에는 가 

족에 대한 잭임파 욕망이 통질적으로 자리갑고 였다고 할 수 였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7]"족’의 코드에 의해， 이틀 타자틀파의 관계와 

소통이라는 문제는 삭제되어 버린다 이 영화에는 여러 유형의 다문화 가 

족이 선보인다 탈북끼빡 냥한 여성 가족， 통남아 결흔 이주자와 힌국인 

남성 가족， 외국인 남싱파 힌국인 여성 가족 퉁은 우리 사회의 가족의 。1

완된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틀 이방인은 더 이상 차이를 지닌 문제 

작 존재일 수 없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보펀작 규범파 준칙이 요구하는 

것만 말하고 었기 때문이다 이방인이 아닌 것이다 。}이와 여자의 안전 

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을 먼저 암세우는 ‘송지왼’ 아니 배우 ‘강통 

왼’의 얼굴은 그 어느 누구보다 친숙하며 매력적이다 결국 이 영화는 다 

문화 가족파 이주 노통자 탈북자 퉁 체제 주변인들의 문화적 차이를 ‘가 

족’파 ‘인간적인 것’의 명목으로 봉합한다고 할 수 였다 

특히 이 영화에서 7쁨’은 ‘돈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였다는 점어써 

자본주의적이다 인력 관리 회사 사장으로서 ‘이한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하는 일에 자부삼을 느끼고 살。}가는 사람이야 왜L봐연 나는 

대한민국 가정을 지킨 사림이거든’ 그에게 다문화 가정에서의 인권 문제 

는 이융을 생산하는 사업 거리일 뿐이다 물론 ‘송지왼’은 ‘이한규’오운 달 

리 ‘인간적인 것’을 암서1워 ‘다문화 7쁨’의 구성왼을 인권 속어써 보호하 

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역사 북에 두고 온 아내와 딸을 배려하는 가족애의 

변형으로 볼 수 었는 여지가 더 많다 왜냐하연 그 역사 가족을 탈출시카 

기 위한 자긍 마련을 위해， 여전히 결흔 이주자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 

이다 게다가 저항자였던 펼리핀 이주 노통자개 사업의 통업자가 되어 

여전히 이탈 결흔 이주자들을 집"f들이게 한다는 발상은 이 영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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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적 통화주의를 옹호하고 었음을 분명히 한다 

한 걸음 더 나。}개 이 영화는 한국인파 북한인을 ‘형’파 ‘。뷰J라는 또 

다른 가족의 틀 속에 묶음으로써， 가족의 위계 구조로， 7}아와 타자의 관 

계를 위계화 힌다 의형제가 전제하는 ‘혈연 코드’는 생래적인 통질성이며， 

타자에 대한 융리적 모색이나 자기 변화， 혹은 소통의 노력 없이도 의당 

툴。}7]Dþ 하는 선험적인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이미 당연한 것으로 고정 

되어 었기에 고민파 선택， 노력이 펼요한 융리와 무관하다 실제로 영화 

에서 ‘이한규’는 타자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퉁승F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다 윤리 대신에 그에게 었는 것은 연민이다 ‘송지왼’을 간첩이라 오언하 

면서 ‘로또’로만 생각하던 그개 ‘송지왼’에게 마음을 연 것은 '7륨을 잃 

어버린 가창이라는 같은 차지에 연민을 느꼈기 때문까다 이 연민은 자 

기 자신의 투시에 다름 아년 것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인 것 

이다 이러한 연민에게 타자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이 영호}는 연민의 영화적 형식을 잘 보여주고 였다 영화어써도 ‘송지 

왼’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대목은 없다 결흔 이주지들이 7}7]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파는 상반되는데 그는 ‘이한규’의 요청에 대한 제 

한된 용답으로만 퉁장할 따름인 것이다 숨겨진 그의 가족 이야기 역사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 대하며 직접 。]óþ기를 나누지 않는다 그의 이야 

기는 목λ까 대신 이야기해 준 내용을 ‘이한규가 머릿속에서 재매개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였다 영화는 ‘이한규’의 열굴파 그에게 이야기를 틀려준 

목사의 목소리가 겹치는 자유 간접 화법 형식을 취하고 였다 송지왼은 

타;<}가 아니라 일종의 ‘7}기화된 타자J인 셈이다 ‘이한규’에게 ‘송지왼’은 

한 번도‘타재였던 적이 없다 ‘작’(간첩)이었다가‘로또’(신고 대상;<})였다 

가 ‘Y'(。뷰)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업종의 타Â}를 통일호}의 기제로 소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였다 

탈북자의 개별성 :'\}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가 아니라 폭력적 통일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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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를 취하고 였다 송지왼을 통 3으로 삼기로 결정하고 ‘이한규’는 추 

석날 차례를 함께 지낸다 결국 혈통적 공감대로 가는 것이다 。1 때， 형 

님파 통 3이라는 가부장적 위계 구도는， 탈북자와 힌국인의 정체성에 대 

한 위계적 구도를 재생산하며 나。}가 그 위계적 시선으로 북한파 남한， 

힌국파 다문화의 구도를 재차별화힌다 

W‘ 대중매체에 나타난 한국 다문화 담론의 특정 

이저l까지 살펴본 세 펀의 영화는 생산파 배급 방식 자체에서 차이가 

였다 〈반두비〉가 독립영화로서 상업적 맥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 

운 점이 었다연，<로니를 찾6써〉와 〈의형제〉는 상업 영화로서 시장상 

의 문제를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차지에 었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 

는 이들이 생산하는 다문화 담론어써도 미세한 차이를 나타나고 었기도 

하다 이 차이까지 종합승벼， 한국의 대중 영상울에서 모색하고 있는 한 

국 다문화 담론 양상을 살펴본다연 다융파 같다 

첫째 이제 대중 서사울의 다문화 담론운 이주민 뿐 아니라 정주민까지 

포함승F는 힌국 사회 구성왼의 ‘정체성 변화’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 

고 었다 ‘타자는 누구인개’라는 질문파 。F울러 ‘타7、}를 바라보는 나는 누 

구인개?’라는 관계적 자。뻐1 초점을 둔 이러한 질문은 다문화 사회의 정 

체성의 특정인， 흔성적 정체성을 제안하고 였다 。1 끼}ó}'는 이주민파 정 

주민， 주변파 중심， XF}와 타끼까 일방적인 영헝아 아니라 상호 침투하 

고 있융을 수용하며， 양7、1를 가르는 경계 허물기를 시도하는 대화적 존재 

상이다 그러나 사회적 정체성보다는 주로 개인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 

여 자아의 변형， 확장， 이완을 성찰하고 였다 작품에 나타난 양상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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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반두비〉는 ‘소수자의 고통’을 매개로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며 문 

화적 혼성의 자。f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였다 상정적이지만 정주 

민의 문화적 이주를 다루고 였다 〈로니를 찾아서〉는 이주민파의 문화적 

차이를 ‘인간적인 것’， ‘좋은 삶이라는 보편성을 매개로 자아의 전이와 확 

장을 보여주다 그러나 정주민의 중삼성은 여전하며 관용을 통한 영역 

확장 정도라 할 수 었겠다 〈의형제〉는 일종의 ‘느슨한 7략의 형태로 타 

자와의 열린 관계를 모색하는 자아 모습을 보여주고 였으나 자아 중삼성 

은 요히려 강화되는 측연이 었다 그라나 이 세 펀 모두， 다른 인종， 국개 

종교와의 공존。1， 자。뻐1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 그 가능싱 

은 자아의 또 다른 잠재력임을 호소함으로써 혼성적 정체성을 긍정한다 

대중매체에서는 힌국 다문화주의가 이미 차이의 융리학에서 벗어나 소통 

의 윤리로 나。}가고 었는 것이다 

다만， 주목할 점은 이 자아의 모습이 정주민의 사회 내 정체성의 위치 

와 연관되어 였다는 것이다 특히 변화를 요청받는 자。}가 주로 미성년 

여성으로 ‘확창파 ‘이완은 남싱 시민의 몫으로 맡겨져 였다는 점이 특정 

적이다 이를 다른 식으로 말하연， 성적 내부 타자라고 할 수 었는 여성만 

이， 외부 타자를 환대하고 스스로 전이하는 존재로 퉁장하고 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더1리다의 ‘환대’나 레비나스의 ‘타자의 고통에 용답승운 

타자 융리’가 ‘여성’에만 국힌되어 였다는 점이 페미니즘 진영에서의 문제 

제기였융을 상기한다연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정체성， 혹은 ‘흔성적 주 

체’란 시민권 일반의 차원어써 본격적으로 사유되고 었지는 않고 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둘째 타자의 재현에서 복제 오리엔탈리즘의 òJc상이 여전하다 이 서사 

울에서 자。}와 타7、t 정주민파 이주민의 힘은 균퉁하다 자。}가 정주민으 

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였다연， 타지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었기 때문 

이다 이 우월감은 자본주의적 가치를 넘어선 행위와 특성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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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럼’의 타자에 대한 배려와 이슬람교도적인 청빈함， ‘뜨윈’의 순수항은 

그러나 살아 었는 현실적 존재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변화하 

지도 복합적이지도 않은 것이다 또) 이틀은 살아 었는 인물로， 분명한 정 

체성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로니’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은 채 신비감을 

유지하며， 힌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뜨윈’은 일종의 ‘친멸한 타재일 뿐이 

다 이는 한국이， 자신보다 경제적 후진국인 방달라더1시， 북한에 대해 서 

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대신 투영한 결파라 하겠다 

그 결파 영상 서사물이 제기하는 다문화 담론의 문제의식은 현저히 순 

치된다 이방인이란 물융을 제기하는 자라고 할 때 ‘순수한’ 그틀이 저끼 

하는 문제란 도덕적 성찰 정도로 한정될 뿐 문제의 왼인이 되는 한국 내 

부의 폭력이나 자본주의작 모순 퉁에 대한 탐색은 부차적으로 다루어질 

뿐이다 그리하여 〈의형제〉에서 보듯이 현실적인 면에서는 자본주의적 

힘의 파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다문화 담론이 자본 

이통파 다국적 기업의 상품 전략 퉁 자본주의작 운통을 강화한다는 비판 

적 시각이 었는데 대형 싱볍 영화 〈의형제〉는 노골적으로 이를 드러낸 

다 

또한 새터민’의 재현에는 타자의 차이에 대한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다 문제는 새터민’의 얼굴이다 인종적 타자의 경우 이미 ‘얼굴에서 그 

타자성을 호소하고 였다면 ‘새터민’은 국민적 인기 배우를 암세워 그 타 

자성을 제거한다 〈의형제〉의 ‘강통왼’ 〈태풍〉의 ‘장통건’ 〈나의 결흔 

왼정기〉의 ‘수애’ 〈크로상〉의 ‘차인표는 국민 배우로 대중에게는 친숙하 

고 호의적인 인물틀이기에 극중 새터민의 타자적 낯설융은 왼천적으로 

탈색하고 만다 특히 상업적 대중 영화엽수록 。1러한 경향은 강해진다 

물론 이를 ‘친밀한 타재를 내세워 관객들의 낯설융을 누그러뜨리고 였다 

고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었겠지만 이들 배우의 열굴은 배우 자체 

의 특성으로 하여 타자를 자아화하고 었는 측연이 더 강하다 이는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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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담론이 아직 고}묘드기적 상황임을 보여준다 

셋째 소통 면에서는 정주민의 융리적 잭임감을 강조하는 쪽이고 문화 

적 차이와의 소통 양상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타자를 수용하고 이해 

하기 위해 강조하는 자발적 잭임의 융리， 진정성， 연민 퉁의 덕목은 모두， 

자。}가 끼}신의 중삼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고 타자와의 불얼치， 이 

해할 수 없음， 차이 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아작 이주 

민의 문제가 힌국 정주민에게는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었음을 알 수 었다 또한 공적인 영역북다는 사직인 영역에서의 소 

통이 주를 이루고 였다 서사 공간 역사， 공장， 학교 사무실， 공적 공간은 

부차적으로가능한다 

V 결론 

이저l까지 분식한 세 작품은 각각， 친구， 인간， 형제임을 내세우며 타자 

와의 소통 혹은 상호작용을 시도힌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타자와 화해하 

고 상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작품은 각각 비판작， 자유주의작， 보수적 

관점을 대변하고 었다 〈반두비〉는 친구인 타자의 고통을 잭임지는 파정 

에서 타자로부터 자기를 발견하여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성 

세대의 폭력파 역압성을 비판하고 였으며，<로니를 찾6써〉는 타자의 타 

자성을 개인적 차원에서 발견하고 ‘인간직인 것이란 이름으로 진정성의 

윤리를 통하여 상호 교류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 

면，<의형제〉는 가족의 이름으로 타자적 차이를 거세하고 자신에 대한 

연민을 타자에게 투사하며， 자기로 통일화힌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한 

국적 다문화 주의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이해되었던 ‘차이의 윤리’ 이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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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다안f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었게 되었다 다문화 담론 

에서는 타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융리를 넘어서 그틀의 차이와 교류하고 

공유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었는 소통의 융리가 지속적으로 강조 

될펼요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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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문초록 

대중 영상 서사울에 나타난 한국적 다문화 담론 양상 

다문화 시대의 소통 윤리를 중심으로 

초[인자 

이 논운은 한국 영화와 1v 드라P에 나타난 다운화 당론의 OJ'상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다문화 당론이 주로 ‘차이의 윤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연 이 논문은 ‘소통의 윤리’라고 하여 타자와 주체가 소통해 나가눈 

상호작용 파정의 윤리를 중심으로 하였다 얘f두비〉는 ‘우정’을 소통 윤리로 삼 

아 타자의 고통에 자발적으로 응답6뜯 과정어써 연대 의식을 느끼게 되고 나 

。까 자산의 정체성 역시 변화하눈 양상을 보여주었다 반면 〈로니를 찾아서〉 

와 〈깜근이 영P}>는 타자를 안정하지 않는 꺼}아 중심적 주체가 여러 혼란을 거 

치면서 타자의 타자성을 발견하고 니.ö}7} 인간적인 것’을 중심으로 소통õ}는 

%νj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타자의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것’의 공통 

감으로 서로를 존중하눈 ‘진정성’이 중요한 윤리적 OJ'상으로 나다난다 〈의형 

제〉는 ‘형제’라는 혈통적 위계의 당론으로、 남파 북， 정주민과 새터민을 은유하 

여 타자의 타자성을 거λ1lõl눈 OJ'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다 

문화 당론은， 현 한국적 다문화주의가 ‘이주민’의 :'<)-0 1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타 

자와 소통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의 변화에 직변하고 있는 정주민의 문제에까지 

나아가고 있응을 보여준다 그라나 문화적 혼종의 문제는 주로 미성년 여성이 

라는 주변화된 존재의 정주민에 머물 뿐 남성 시민은 자아의 확장 정도에 머물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제어] 다문화 당론 소통 윤리 윤리로서의 우정 책임성의 윤리 진정성의 윤 

리， 타자의 목소리， 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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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ü띠y on the Discourse of Multiculture Represented Korean Mass 

Image Narrative 

Focuslng on the Comηunlcatlve Ethlcs 

Choi, In퍼 

The ta하( of the essay is to analyse 벼e disc애rse of multiculture r，며:resented 

kCl얹n mass image narrative. The focus of this study is the corrmmiιative ethic. 

The analysis showed three aspect of the 이scourse of n때ticulture. Firs~ in 

<Banduli>, the friendship is represented as corrmmicative 빼c. Second, in 

<Where is Ronny?>, the 뻐thenticity which a야없1 to human thing is r，매앉ented 

as 떼rrrrrurncatIve 앉hic. It lea:led to discover the human thing which could 

understand the 빼.E'11"'eSS、 and corrmmic따e with 야ffi mind Third, in <Blαd 

Brother >, s1Ì비ectcommuruca뼈 the otherness throu명1 the ccmmn of the family 

B미t it evirated the voiæ of 벼e other and w<퍼low in seJf-lity. Taken tog，해lff， a 

analysis 야10Wed that the discourse of multiculture in koæa to find w때 to 에;mge 

the 영]f-identity to 떼nmunicate with 따g 

[Key v，κπdsJ the discwrse of multiculture, corrmmicative 빼jζ the 빼ric of 

resp.JnS1버ity， frie띠해1p as 빼c，t1ε 빼c of authenticity, the v，αæ 

of the other, selh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