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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간은 누구나 하나의 문화에만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의

중첩 속에서 저마다의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즉, 우리는 늘 다문화

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나의 문화는 독자적으로 생성되지 않고 다

른 이의 문화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주민의 출신국 문화에 대해 다루는

교육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다문화교육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우리” 안

의 다양성이 아닌 나와 다른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다문화를

분리하는 데 주목해왔다.

한편 이주여성자조단체 한울림의 회원들은 “너도나도 다문화”라고 말

한다. 한울림 활동은 출신국에 주목한 구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

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출신국을 배경으로 하

는 이주여성 회원들과 선주민 회원들은 한울림이라는 단체의 활동을 공

유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움을 생성해간다. 한 단체에서 공동의 성

원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은 다문화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

른 문화 속에서 함께 상생해나가는 과정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주여성자조단체 한울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활동의 양상과 그것에 내재된 구조를 밝히고, 그

것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나는 한울림을 연구

현장으로, 한울림의 이주여성 회원 세 명과 선주민 회원 세 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나 역시 회원의 한 사람이자 연구자로서 2

년 동안 활동하며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울림 활동의 양상은 어떠한가? 한울림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은

다양하며, 그중에는 새롭게 추진되는 활동도 있고, 중단되는 활동도 있

다. 그 중에서 한울림의 문화가 충분히 반영된 활동을 통해 한울림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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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위해 나는 한울림에서 3년 이상 지속되어오고 있으며 한울림의

연간 계획에 꾸준히 반영되는 활동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활동의 내용과 취지, 활동에서 요구하는 자세를 중심으로 양상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활동에는 “모니카 인형 만들기”, “말하는 레시피 요

리교실”, “이모나라 나눔 여행”, “지역사회 나눔 활동”이 있으며, 각 활동

에는 서로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둘째, 한울림 활동의 구조는 무엇인가? 한울림 활동 네 가지는 제각기

다르지만, 각 활동의 양상에는 이를 관통하는 공통된 요인이 있다. 나는

이러한 요인을 ‘소통’, ‘신뢰’, ‘자발’, ‘환대’의 네 가지 요인으로 제시한

다음 각각의 요인을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주제화하여 하나의 요인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통’의 요인은 동등한 발언권

을 가진 회의를 통해 활동을 생성하고, 서로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인 지지를 얻으며, 각각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과 소통하

며 내 안의 다양성을 체험하는 과정이었다. ‘신뢰’의 요인은 내가 가진

가능성을 스스로 신뢰하는 것, 상대가 가진 능력을 신뢰하는 것, 차이들

에 대한 인정 속에서 다양성이 공존하게 하는 원천이었다. ‘자발’의 요인

은 차이를 향해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자발성, 이주민과 선주민이 공동

의 주체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발성, 자신에 대한 사회적 규

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고자 하는 자발성으로 나타났다. ‘환

대’의 요인은 이주민의 현재의 자리에 주목해 나와 같은 사회의 구성원

으로 바라보는 것, 약자의 상황에 책임 의식을 갖는 것, 차이와의 만남을

스스로를 더 나아지게 변화시키는 생성의 요인으로 환대하는 것으로 유

형화하였다.

셋째, 한울림 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각각의 회원들은 서로가 가진

능력을 존중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의 활동을 만들어간다. 그리

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가족과 같은 존재로 재개념화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한울림 활동은 다문화교육적, 공동체적, 자조적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다. 다문화교육은 이질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각각의 독특함과 개성

이 살아 있는 풍토 속에서 더 나은 문화를 만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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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체는 이질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질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융합의 문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자조 역시

폐쇄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규정과 경계를 넘어 이질성과 만나는 개

방적인 성격으로 이를 통해 종내에는 내가 놓인 현실의 변화를 촉구한

다. 나는 다문화교육적, 공동체적, 자조적 차원에서의 의미에 대한 해석

에서 더 나아가 각 차원이 가지는 관련성이 교육을 중심에 두고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질성을 나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 교

호하며 함께 더 나아지고자 하는 특성은 오늘날 교육의 현장에서도 지향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를 가정교육학의 방향에

적용할 때, 어떠한 방식의 실행이 필요한지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회원들이 유사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습을 발견하며, 가정교육의 방향에서 사회적 가족, 대안적 가

족을 중심으로 한 가정 개념의 확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문

화교육을 공동체성, 자조성과 연결 지어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교육의 궁

극적 목적이 서로 다름을 바탕으로 상호 성장을 촉구하며, 상생할 수 있

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교과 교육의

소단원이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중심의 다문화교육이 아닌 기관

밖에서 사람 대 사람의 관계 맺음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주목하

고, 그 안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과 요인의 유형을 규명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장에서 다문화교육의 의미를 모색하였다.

주요어: 다문화교육, 유사가족, 공동체, 자조, 질적 연구, 가정교육

학요번: 2014-2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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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내가 처음 “다문화”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학부시절,

지역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습을 하게 되면서이다. 그 시기는 그 지

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서기 이전으로, 내가 실습하던 지역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하고 있었다. 센터의 프로그램에 종종 참여하던 그 지역 할머니들은 센

터에 오는 이주여성들을 보고 실습생이던 나에게 격양된 표정과 목소리

로 이야기하곤 했다. “저 사람들은 왜 자꾸 여기 오는 거야! 저 사람들은

다른 층 써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들의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겠지

만, 신기하게도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발족으로 그

지역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섰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공간이라고 믿던 센터에 이주여성이라는 낯선 존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고, 그 할머니들에게 이주여성들은 한 공간의 “우리”가 될

수 없는, 나와는 분리되어야 하는 “저 사람들”이었다. 결국, 할머니들의

뜻대로 “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분리 조치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의 발족은 어찌 보면 할머니들의 경계를 안전하게 지켜준 셈이다.

당시 할머니들에게 낯선 존재였던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가 다문화시대,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는 표어는 많은 이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것이다. 교통수단과 각종 매체의 발달은 다른 문

화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와 더불어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타문화들의 단순한 산술적 합이 반드시 다문화

인 것은 아니며, 늘어난 이주민의 수가 곧 다문화사회를 대변하지는 않

는다. 각각의 서로 다른 문화들 간에도 서로를 분리하는 벽이 있다면 그

것은 다문화가 아닌 각각의 개별문화일 것이며, 이주민이라는 특정 사람

이 곧 다문화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다문화는 다수의 문화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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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덩어리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생활양식의 총

체에 가깝다. 다문화는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이미 공존하고 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몸

짓,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사는 집…. 이 중 온전히

처음부터 한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찾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다른 문화권의 생활양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환경에 맞게 조금씩

융화되어 왔고 그 결과 우리의 생활 곳곳에는 다양한 문화의 흔적이 배

여 있다. 다문화적인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놓여 있는 것

이다. 다문화적 현상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각국에

서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문화교육’이란 용어는 다문화주의의 등장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Sleeter & Grant, 1987; May, 1994; Manning & Baruth, 2004), ‘다문화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다채로움을 뜻하는 ‘multi’와 문화와

관련된 것을 뜻하는 ‘cultural’, 그리고 특정한 지향과 이념을 뜻하는

‘ism’의 합성어이다. 즉, 다문화주의는 다채로운 문화를 지향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류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하였다.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캐나다의 경우, 1969

년 공용어법(Official Languages Act)을 통해 영어와 프랑스어가 캐나다

의 공식 언어가 되면서 영국계와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아닌 소수인종들

의 반발에 의해 1971년 다문화주의 정책을 발표하였다(김미령, 2012). 이

후 선주민1)과 이주민, 소수인종이 각자의 문화를 드러내며 공존할 수 있

1) 이주민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인, 이민자, 이주민이라는 단어가 비이주민과 관련해서는

정주민, 원주민, 선주민이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다. 이주민을 외국인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주민을 비이주민의 삶 바깥으로 분리시킨다. 이민자 역시 이주민과

달리 ‘살다’와 ‘거주하다’의 의미를 가진 ‘住’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의 거주

를 피상적인 체류로 인식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한편 정주민은 한 장소를 주거지

로 정해 정착한 사람을 뜻하며, 원주민은 대대로 그 지역에 거주해온 토착민의 성격

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완전한 정착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부단한 이주

를 통해 다층적인 의미의 거주지가 형성되는 오늘날의 사회에 적합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과 비이주민을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옮겨와

서 살고 있는 사람과 먼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을 뜻하는 ‘이주민(移住民)’과 ‘선

주민(先住民)’이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어원적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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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의 모자이크 이론을 배경으로, 이주민들이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

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각종 캠페

인과 다문화교육들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의 경우, 용광로 이론을 필두로 장기간 소수 인종

을 미국의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호레이스

칼렌(Horace Kallen)은 그의 저서 “<민주주의 대 용광로 Democracy

versus the Melting Pot>(1924)에서 도가니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강제

적으로 문화적 융화를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상반되는 것”

(김연권, 2009, p. 30)이라 지적했다. 호레이스 칼렌의 주장은 이후 1960

년대의 여성, 장애인 인권 문제와 맞물리며 인종에 있어서도 소수인종들

이 동화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샐

러드 볼 이론이 미국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1995년부터 다문화공생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며 ‘다문화공

생’이라는 용어가 확산되었다(최병두, 2011b). 다문화공생센터는 한신 아

와지대지진 당시, 선주민에 비해 피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이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언어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

작되었다. 다문화공생이라는 말은 “미국의 다문화주의의 다문화와 공생

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總務省, 2006, p. 2: 김윤정, 2010, p. 22에서

재인용)으로, “국적이나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

아가는 것”(總務省, 2006, p. 5: 최병두, 2011b, pp. 121-122에서 재인용)

으로 정의된다. 이후 다문화공생은 평생교육, 학교교육, 지역사회교육의

차원에서 다문화공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오민석, 2014).

캐나다, 미국, 일본의 사례 속에서 다문화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

면 다문화주의는 동일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소수인종과 이주민에 대

한 관심에서 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소수자들에 대한 관

심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세상에 놓여있는

기초하였을 때, 선주민이 이주민과 다른 것은 먼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뿐이

며, 두 주민이 현재 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음에 더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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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체라는 사실에 대한 관심일 수 있다. 문화는 나의 것, 한국적

인 것이 독자적으로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주의는 이주민

들을 선주민과 상호영향 속에 공통의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대등한

존재로 인식함에서 출발하였다. 다채로운 문화에 대한 지향인 다문화주

의는 나의 문화만이 아닌, 나의 문화와 타자의 문화가 공동의 주체로 우

리의 문화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 안의 다양성을 뜻하는 것

일 수 있다. 박경태(2007)는 다문화주의의 핵심을 한 사회나 한 국가 안

에 복수의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각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

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문화주의의 출현은 그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교육의 형성으로 이어지

게 되었다.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의 본질’을 이해해보면 다

문화교육은 소수인종, 이주민을 문화 형성의 공통 주체로 인식하게 하며,

함께 ‘더 나은 우리의 문화’를 창출해나가는 과정일 수 있다. 다문화주의

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모자이크 이론, 샐러드 볼 이론, 다문화공생이라는

개념을 구축하며 그들의 다문화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한편 우리의 다문

화교육이 지금과 같이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무엇이 그 기저에 있을까?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이

주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부상하게 되었

다. 이중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대부분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지원

사업에 집중”(최충옥, 2009, p. 54)하며 출발하였다. 이에 더불어 시민단

체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비교해서 힘들지 않고,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받고, 정부로부터 위탁사업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

주여성과 다문화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기존 활동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서 다문화주의가 민간영역에서도 확산되었다(이

선옥, 2007).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2011년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결혼

목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주민, 유학생 등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으로까지 확장하였지만, 한국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

책은 여전히 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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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한국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다문화”라는 개념을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

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

문화주의라는 개념이 차용되었다.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 중 결혼 이민자

와 다문화가정이 한국식 다문화주의의 수혜자가 되며 그 밖의 이민자들

은 다문화주의로부터 소외되게 되었다. 이는 이민자들 안에서도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것으로, 소수자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다문화주의의

본질과는 반대되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대상의 사업들을 일부 진행(장진경

외, 2006)하게 되었으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발족을 통해, 전

국 각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7년 1월 기준 전국 217개)가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주 접근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다문화교육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며, 가정관리 학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

과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김오남 외, 2008; 강기정·이

윤정, 2010; 김희정·김정민, 2015)을 살피는 데에 주목하였다. 이에 더불

어 가정교육 학계에서는 다문화교육을 가정교육학의 향후 기여 방향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음에도(김은정, 2006; 채정현 외, 2010; 김서현·진미

정, 2012), 지금까지의 가정교육 학계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들 대다

수가 가정 교과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김서현·윤

영, 2011a; 이명희 외, 2012; 황숙희 외, 2015)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가정

과교사의 인식 조사(전미경·김성희, 2010; 시세인·이은희, 2014)에 초점을

두었다. 즉, 가정 학계에서는 다문화교육의 현장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의 가정 교과 수업으로 바라보는 담론이 이미 형

성되어 있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현장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 교

과 수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학습자를 센터의 이주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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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교의 학생들로 제한해 바라보게 한다. 이는 이주여성과 다

문화가정에 필요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기존 교과와 다문화교육을 연계해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학습자와 선주

민 학습자를 분리해 바라보는 관점으로 다른 사람, 다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다문화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가정교육 학계에서는 다문화교육의 여러 갈래 중 내용으로서의

다문화교육에 더 주목해왔다. 김서현과 윤영(2011b)의 연구에서는 가정

과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교과서 상의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김서현과 진미정(2012)의 연구에서는 가족생

활 문화 단원 중 ‘차이를 어떻게 어울림으로 만들어갈까요?’를 학습 단원

으로 선정하여, 다문화와 관련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단원과 관련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자료 및 활용 지침, 학습활동지를 제작하였다.

이명희 외(2012)의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해 다문화 교육

과 관련한 학습요소를 도출한 후 가정생활문화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단원에 적용할 수 있는 총 8차시의 가정교과 다문화

교육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였다. 황숙희 외(2015)는 가정교과에서 다

문화와 관련한 동영상 시청과 음식 만들기 활동을 중심으로 5차시의 수

업과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교육 학계에서의 다문화교육은 가정교과서에서 이미 포함

하고 있는 요소를 토대로 수업안을 구성하거나, 가정교과 내 다문화적

성격을 띄고 있는 단원에 한해 다문화교육을 다루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탐색되어 왔다. 또한 음식 만들기와, 영상 감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교육되어야 하는 하나의 내용으로서 다루어질 뿐, 보다 다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실제적인 방식을 통해 체화되는 양상으로서 다루어지진 못

했다.

한편 조용환(2011a)은 다문화교육은 “다문화를 교육한다.”, “다문화적

으로 교육한다.”, “다문화 상황에서 교육한다.”의 세 가지 갈래로 읽힐

수 있으며, 내용으로서의 다문화도 중요하지만, 방법과 상황으로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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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서덕희(2011)는 다문

화교육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서로 다른 ‘타자’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힘의 불균형한 관계, 즉 다수자와 소수자의 관

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주민과 이주

민이 분리되지 않으며, 그들이 맺어가는 관계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다문

화적 상황에서 다문화적 방식의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을 토대로 한 연구

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현장은 이주

여성자조단체 한울림2)이다. 한울림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일본, 중

국, 페루, 방글라데시 등의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들과 한국의 선주

민들이 서로의 재능을 지원하며 6년째 공동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

체이다. 한울림의 회원들은 출신국과 연령이 제각기 다르다. 또한 이주민

이 아닌 선주민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선주민에는 여성뿐만

이 아니라 남성도 있으며, 이 선주민 회원들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아니며 다문화가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서로 다른

배경을 바탕으로 한 회원들은 자조단체라는 특성에 맞게 개개인의 특성

과 서로의 주체됨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활동을 한다.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문제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수업 현

장에서 학생만을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이다. 가정교과의 목

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전 생애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원화된 생활과 일을

창조적으로 설계하고 자주적으로 대처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

를 배려할 수 있는 생활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있다(이연숙, 2005).

스스로 사는 삶과 더불어 사는 삶의 공존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교과의 지향은 이주민을 문화 형성의 공통 주

체로 인식하게 하며, 함께 ‘더 나은 우리의 문화’를 창출해나가기 위한

‘다문화교육의 본질’과도 관련성이 깊다. 나는 회원 각각의 자조와 회원

간 공동체적 관계를 강조하는 한울림을 통해 가정교육 분야에서 지향할

2) 이 논문에서의 단체 및 기관,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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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또 다른 방향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여성자조단체 한울림에서 참여관찰과

인터뷰, 현지자료 조사를 통해 활동의 양상을 보고 그 안에 내재하는 구

조를 찾아내어, 그것의 다문화교육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목적은 한울림의 활동 양상을 파

악하여 생생하게 기술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나는 한울림의 선주민

회원 중 한 명이 되어 한울림의 모임과 활동을 참여관찰 하였다. 반 마

넨(van Manen, 1990)은 생활세계, 즉 체험의 세계는 현상학적 탐구의 원

천인 동시에 대상이며, 어떤 사람의 생활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

법은 그 속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울림의 선주민 회원으로 참

여하는 과정은 회원들의 삶 가까이에서 그들 간의 상호작용과 활동 양상

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목적은 한울림의 활동 양상에 공

통으로 작용하는 독특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한울림의 활동에 내

재된 구조를 밝히며, 선행연구의 이론들과 한울림의 사례와의 연결을 통

해 한울림 활동 속 구조가 가지는 관련성을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 목

적으로는 한울림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다문화교육의 차원으로 해석하기

위함이다. 즉, 한울림 활동에의 참여라는 특수한 체험이 한울림 회원들에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며, 이러한 의미가 다문화교육에 제안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론에서는 가정교육 분

야에서 재구축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이념형을 탐색할 것이다. 이 같

은 목적에 기초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상정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이주여성자조단체 한울림 회원들의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

는 독특한 활동 양상을 그들의 문화를 통해 발견하고 그 문화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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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울림 활동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 질문은 한울림 회원들이 체험하는 활동의 양상은 어떠한지 기술하

기 위함이다. 한울림의 회원들은 각기 다른 연령, 출신국, 이주배경, 가정

배경, 한국어 능력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한울림의 회원들은 매달 열리는

정기모임에서 회의를 통해 활동의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구상

한다. 회의를 통해 정해진 활동들에는 함께 참여하며, 활동 이후 다시 회

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한울림에서 3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는 활동에는 모니카 인형 만들

기,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 이모나라 나눔 여행, 지역사회 나눔 활동이

있다. 따라서 이 질문에서는 이 네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한울림 회원들

이 활동을 어떻게 구상하고,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며, 이 과정에서 회

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울림

활동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네 가지 활동 안의 양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각각의 활동에 대한 체험이 회원들 간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관찰하며 활동 이후의 양상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기술할 것이다.

둘째, 한울림 활동의 구조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한울림 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는 무엇인지 분석

하기 위함이다. 분석은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나 변수를 확인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추론이나 검증의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다(조

용환, 1999a). 각각의 한울림 활동 안에는 공통적으로 이주민 회원과 선

주민 회원이 서로의 문화를 학습하게 되는 요인이 있다. 이 질문을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한울림 안의 독특한 요인

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한울림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드러

나게 할 것이다. 한울림 활동의 구조는 활동 계획 단계에서 의도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것이 체험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일 수도 있

다. 이를 위해 활동의 계획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참여 관찰과 면담,

현지자료조사를 병행하며 한울림 활동을 관통하는 요인들과 이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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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는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아보는 작업은 한울

림이라는 독특한 단체의 문화를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

리로 환원하게 해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셋째, 한울림 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한울림 활동의 양상을 기술하고,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 활동을 관통하는 구조를 분석해내었다면, 이 질문은 이와 같은

한울림 활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하기 위함이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회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이주여성자조단체

공동의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은 회원들의 삶에 다문화교육적, 공동체적,

자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울림 활동이 연구 참여자 회

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다문화교육, 공동체, 자조의 틀로 나누

어, 각각에 시사하는 바를 해석할 것이다. 이 세 가지 틀로 한울림 활동

의 의미를 조망하는 과정은 한울림 활동이 지향하는 삶의 형식으로의 다

문화교육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연구의 현장과 참여자

1) 연구 현장

내가 이주여성자조단체 한울림을 연구 현장으로 선정한 일차적인 이유

는 한울림이 지금까지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진 현장들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들

의 현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육기관,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중등

학교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이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현장으로 하는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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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순, 2010; 한광훈 김금희, 2011; 최권진 송경옥, 2014)와, 센터의 종

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와 서비스에 초점을 둔 연구(황미경, 2012; 조영아,

2013; 강성애 박정윤, 2015)들이 진행되어왔다. 또한 보육기관과 유아교

육기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해 살핀 연구는 교사 대

상의 인식 연구(박순호, 2011; 서정아 엄정애, 2011; 류방란 김경애,

2014)와 예비교사 대상의 인식 연구(최지연, 2009; 이현지 김재춘, 2012;

고은영 외, 2013)들이 주축이 되어 왔다. 즉,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 관

련 연구들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선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다문

화교육을 바라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어

울림이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이주여성자조단체

한울림을 다문화교육의 현장을 선정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이다.

다른 이유는 이주여성자조단체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들의 상당수가 이

주여성자조단체가 가지는 속성 중 동일한 민족성에서 오는 요인들에 더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임안나(2005)의 연구는 통일교를 통해 결혼한 필

리핀 이주여성들의 모임에서 나타난 유사가족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김지은(2007)은 농촌지역 베트남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자조집단의 정서

적 유대, 물질적 교환, 정보교류 속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정성미(2010)

는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의 각 출신국가 별 이주여성 자조모

임의 정체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박현우 외(2013)는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 중 하나로 모국 여성자조모임을 주

목하였다. 또한, 김영순 외(2014)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동일 민족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타자’로서의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상당수의 이주여성자조 모임과 단체에 관한 연구들은 동일한 출신국,

동일한 민족 배경의 이주여성자조단체를 현장으로 선정하여 그 안에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살폈다. 그러나 다문화적 그룹(multicultural groups)이

동일한 민족 그룹(homogeneous groups)보다 더 창조적이며(Ling, 1990),

문제점에 대한 더 다양하고 나은 대안을 세울 수 있다는(McLe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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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e, 1992)는 연구들은 다양한 출신 배경과 다양한 민족 배경을 가진

단체 속 문화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선주민과 다

양한 출신국 배경의 이주민이 모인 한울림은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 연

구 현장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서로 다른 민족성을 바탕으로 하는 단

체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현장으로 선택하게 되었

다.

한울림은 2010년 이주여성 자조모임으로 시작된 단체로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직접 나서고

싶었습니다.”라는 말을 모토로 출발하였다. 한울림은 회원들 간 서로의

재능을 지원하며 취업을 돕고, 이주민 사회와 한국 사회, 자신의 모국 사

회 등 곳곳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조단체이다.

이주민 여성 세 명의 모임이었던 한울림의 현재 가입 회원은 이천 명이

넘는다. 한울림은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강릉에 지부를 두고 있

다. 나는 서울에 위치한 한울림 사무국을 중심으로 참여관찰할 수 있었

다. 한울림 사무국에 자주 방문하는 회원들의 수는 대략 20명 정도이며,

20명 중 8명 정도가 다문화가정과는 무관한 선주민 회원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은 한울림 회원들의 삶 가까이에서 그들 간의 상호작용

과 활동 양상을 관찰하며 그 안에 내재된 다문화교육을 탐색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나는 주참여자 한 명과 부참여자 다섯 명을 선정하였다.

주참여자인 산다는 한울림의 대표로 한울림에서 진행 중인 모든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 회원이기도 하다. 산다의 출신국은 스리랑카이

며 한국에 정착한지 15년이 되었다. 산다는 한울림에서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서로 다른 피부색의 인형을 만들어보는 모니

카 인형 만들기는 한울림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활동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

도록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이라는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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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은 이모나라 나눔 여행 활동을 통해 교실 부족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스리랑카 아동들을 위하여 한울림의 회원들과 함께 해당 학교를 방

문해 교실을 증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지역사회의 어

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5년째 해오고 있다. 산다는

개별적으로 한울림의 이념을 반영한 다문화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며, 지역 교육청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형의 다문화교육 방법을 발

표할 만큼 다문화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산다는 스프래들리

(Spradley, 1979)가 말하는 좋은 정보제공자를 선택하기 위한 요건(완전

한 문화화, 현재 참여, 생소한 문화현장, 적합한 시간, 비분석적)을 모두

충족하는 참여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산다를 주참여자로 선

정했다.

부참여자 다섯 명은 내가 참여 관찰하는 동안 한울림 사무국을 가장

빈번히 방문하였으며, 한울림이 주관하는 활동들에 가장 많이 참여한 회

원들이다. 또한 이들은 한울림 활동을 3년 이상 지속해오며 한울림의 활

동 양상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참여관찰과 면담에 있어서 개방적인 사

람이기에 부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스프래들리(Spradley, 1979)는 해당 문

화의 상황을 완벽하게 습득한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그들이 그 상황 속에 있어 왔던 시간의 길이로 결정할 수 있으며, 더 이

상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의 문화에 대해 잘 아며 매년 지속적으

로 행하는 참여자는 훌륭한 정보제공자의 조건이라고 하였다. 부참여자

다섯 명의 조건은 한울림의 다른 회원들보다 활동 참여 빈도가 높으며

장기간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회원들의 어울림 속에 활동이 이루어지

는 한울림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부참여자 두 명은 이주민 회

원, 나머지 세 명은 선주민 회원으로 선정하였다. 주참여자를 포함하여

연구 참여자 여섯 명의 주요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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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 름
(가 명)

특 성

이
주
민 
회
원

산다

- 42세 (여)
- 스리랑카 출신
- 한국에 온 지 15년 됨
- 기존에 속해 있던 모 다문화단체가 정치, 연예 활동의 입

문 수단으로 변질되자, 단체를 빠져나와 라임과 함께 현재
의 한울림 활동을 시작함

- 지역교육청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다문화교육의 이념형을 
발표하기도 하며 다문화강사로 활동 중

라임

- 44세 (여)
- 태국 출신
- 한국에 온 지 13년 됨
- 산다의 뜻에 동참하여 함께 모니카 인형 초안을 만들고, 

이를 홍보하며 한울림 활동을 시작함
- 태국 관광객 대상 투어 가이드로 일한 경험이 있음

신비엔

- 37세 (여)
- 베트남 출신
- 한국에 온 지 10년 됨
- 라임과의 인연으로 한울림 활동의 취지와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한울림 활동을 시작함
- 출입국 관리소에서 5년 이상 번역 봉사 활동을 해옴. 현재 

한국에서 대학에 재학 중

선
주
민    
회
원

문미연

- 60세 (여)
- 한울림의 5년 차 회원
- 30대 초반부터 해외 각국에서 이주여성으로서 거주해왔으

며 현재에도 사이판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 중
- 이주여성으로 살아온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한국의 이주여

성들에 관심을 갖게 되며 한울림 활동을 시작함
- 한울림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한울림의 “어머님”으로 통

함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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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혜

- 64세 (여)
- 한울림의 5년 차 회원
- 남편의 직장 업무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25년 이상 거주

한 경험이 있음
- 문미연의 소개로 한울림을 알게 된 후, 1년 간 격주 주말

마다 이주여성들에게 재봉틀 사용법과 바느질을 알려주며 
활동을 시작함

- 한울림의 또 다른 “어머님”

오중석

- 57세 (남)
- 한울림의 3년 차 회원
- 직장 내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봉사 활동 경

험을 가지고 있음
- 봉사단체로 한울림을 처음 접하며 활동을 시작함
- 회원들 각각의 생일을 매달 챙기며, 활동의 일손이 부족할 

때 반차를 내고 올 정도로 한울림에 대한 애착이 강함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이주여성자조단체 한울림의 활동을 통한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도출되는 다문화교육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울림의 활동 양상을 살펴

보고, 활동에 녹아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분석해 볼 것이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목적은 양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성

질의 것이다. 양적 연구가 수, 양, 강도 또는 빈도의 관점에서 변수 사이

의 인과관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질적 연구는 경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주목하여 의미와 과정을 강조한다(Denzin &

Lincoln, 1994). 또한 질적 연구가 “생활환경이 자리잡고 있는 맥락 안에

서 묻어나오는 해석과 의미를 추구”(고미영, 2013, p. 17)한다는 점, 존재

와 존재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관심(조용환, 2012a)이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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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울림 사무국이라는 현장 안에서 회원들 간의 공동 활동에 대한 관

찰을 필요로 하는 본 연구에는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질적 연구에는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

술지 연구, 사례연구 등 스무 가지가 넘는 접근 방식이 있다. 단일한 개

인의 인생 이야기에 대한 전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러티브 연구가 더

적합하며, 현상에 대한 보편적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현상

학적 연구가 유용하다(Creswell, 2007). 문화기술지 연구가 구체적인 “사

례를 사용하여 이슈나 문제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해당 문화가 어떻게 작

동하는지”(Creswell, 2007, p. 111)와 연관이 깊다면, 사례연구는 “단일

사례의 독특성과 복잡성에 대한 연구이며, 중요한 상황들 속에서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Stake, 1995 p. 13)이다. 본

연구는 한울림이라는 단일 사례 안에서 활동이 전개되는 양상에 대해 그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례연구의 방식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사례연구에서 사례란 “어떤 체계, 사건, 인물, 과정, 기관, 단체 등의

특정 현상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두드러져 나온 탓에 그 주변과는 확연히

구분이 될 때”(고미영, 2013, p. 21)로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울림

이라는 이주여성자조단체의 현상을 보는 것으로 특정한 단체의 사례로서

사례연구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한울림 활동은 선주민, 이주민이 장기간

공동주체로 참여하며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다문화 프로그램, 사례

들과는 구별되게 작동하는 독특함이 있다. 이러한 성질은 기존의 다문화

센터나 다문화 관련 기관 등에서는 찾기 어려운 한울림만의 두드러진 성

질로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

사례연구에서는 관찰, 면접, 시청각 자료, 문서, 보고서 등의 다양한 정

보원천을 통해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한다(Creswell, 2007).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기법인 참

여관찰(Experiencing), 심층면담(Enquirying), 현지자료조사(Examining)

의 3Es(Wolcott, 1992)에 충실한 자료 수집을 통해 한울림의 사례가 가

지는 다문화교육의 의미를 발견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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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관 찰 지

속성코딩: 150405 관2(4월정모.5주년기념영상)
관찰일시: 2015년 4월 5일 14시 45분에서 19시
관찰상황: 한울림 회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4월 중순에 있을 5주년 기념

행사 진행과 관련한 회의와 기념 영상촬영을 진행한다.
관찰장소: 한울림 사무국

관 찰 기 록 (녹 취 파 일 전 사 자 료)

[2시 45분 경 사무국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입구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다. 15평 
남짓한 한울림 사무국의 공간에 어른들 열 댓 명과 아이들 다섯 명이 와있다. 

1) 참여관찰

본 연구의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한 명의 선주민 회원으로 참여하

며 이루어졌다. 2015년 3월 12일부터 한울림 측에 연구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인 동시에 한 명의 선주민 회원으로 한울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주 1회씩 한울림 사무국을 방문하며

회원들 간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또한 한울림에서 주관하는 회의와 활

동, 행사가 있는 날에는 회원으로 참석하여 회원들과 동일한 경험을 하

고자 하였다. 또한 한울림의 활동이 연구 참여자의 한울림 밖 모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주 참여자가 강사로 활동하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참여관찰 중에는 늘 녹음기를 켜두

고 활동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을 모두 녹취하였으며, 회원들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참여관찰 이후에는 나 자신

이 받은 느낌을 중심으로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녹취한 파일은 이후

전사하며, 현장노트를 대로 전사 자료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다.

한울림 사무국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는 매 달 열리는 정기모

임이 주요 관찰의 한 유형이 되었다. 다음은 정기모임 참여관찰 자료의

일부분이다.

<자료 1> 주요 관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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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는 노트북 테이블에 한국인 남성 두 명과 자리 잡고 5주년 행사의 일정과 
역할분담, 필요 물품을 한글 파일로 작성 중에 있다. 다른 여성들은 한국인 여
성들과 이주여성들이 함께 섞여 앉아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주
여성들의 출신국은 몽골, 방글라데시, 태국, 중국, 스리랑카, 일본, 베트남, 페루 
등으로 다양하다. 연구자는 앉아 있는 한울림 회원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회원들도 연구자를 향해 인사를 한다. 이후 한울림에서 3년 째 봉사를 하고 있
는 모 학원의 강사와 학생들, 학부모들이 도착한다. 어느새 열다섯 평 남짓의 
한울림 사무국에는 한국인 여성, 남성,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한국
인 가정 아이들 등 서른 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테이블 앞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의자를 바짝 붙어 모여 앉고 테이블 주위에 앉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주변의 의자에 앉는다.]

산안다: (한울림의 지난 3월의 단체 활동 내용과 지출 금액이 적힌 안내문과 5
주년 행사 안내문을 나누어 주며) 하나, 두 명 당 하면 될 거 같애. 

(회원들과 봉사자들은 산다가 나누어주는 안내문들을 나누어 갖는다)
문미연: (5주년 행사 안내문의 역할분담 표를 보며) 여기 어머님 3명은 누구야. 
산  다: 다 됐나? 뒤쪽에 못 받은 사람?
남정혜: 두 사람이 하나씩 보는 거에요? 그럼 다 받은 거에요. 
산안다: 아 그래요? 
오중석: 어머님들도 이름 있는데. 그치?

<자료 1>의 속성코딩 제목 중 “150405”는 자료를 수집한 날짜이며 그

뒤의 “관”은 참여관찰의 관을 의미한다. 관 뒤의 숫자 “2”는 두 번째로

일어난 참여관찰임을 뜻하고 숫자 뒤의 괄호에는 그날 있었던 주요한 일

을 간략히 기록하였다. 전사된 면담 자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하였는

데, 이 경우에는 “관” 대신 면담의 “면”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였으며 관찰

도중 면담이 함께 일어난 경우에는 “관면”이라고 기록하였다. 나는 각기

다른 날에 수집한 자료들을 자료화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파일명으로

이 속성코딩 부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날 있었던 일화들을 기억하는

것과 다시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탐색함에 있어 편리하였다. 또한 속성

코딩에 들어가는 관찰 또는 면담의 횟수를 통해 수차례의 관찰과 면담이

진행된 후의 자료와 비교하여 내가 연구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하였

음을 느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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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식

1. ○○○(관찰이나 면담 도중 연구 참여자가 말하는 개념)은 뭐에
요? (혹은) 무슨 뜻인가요?

2. (연구 현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거는 뭐 하셨을 때에요?
3. (연구 현장에서의 물품들을 가리키며) 이거는 ▢▢▢(연구 현장

에서 진행된 활동)할 때 쓰신 건가요?

일례로 <자료 1>은 두 번째 일어난 참여관찰이다. 연구 중반부터 나

는 선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당시의 나는 이주여

성들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첫 인상에 기초하여 한국인과

이주민이라는 용어로 회원들을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 면담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한울림

활동에 참여관찰하는 도중 드는 의문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 비형식적 면담을 통해 수시로 물어보았

다. 참여관찰 중 녹음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때의 면담 기록은 모두

녹음되었고 면담 이후에는 수집된 녹취 파일을 전사하였다. 두 번째는

참여관찰 중에 일어난 면담의 전사 자료 일부를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이

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연

구 참여자 중 두 명 이상과 함께 만나 그동안 수집한 각종 자료(전사자

료, 현지자료)를 토대로 한울림 활동에 관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하였

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면담 역시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새롭게 발견

된 부분은 수첩에 메모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분석을 위해 모두 전사하

였다. 세 가지의 방식 중 연구 진행 초창기에는 첫 번째 방식의 면담이

주로 진행되었다면 연구 후반으로 갈수록 질문의 내용이 구체화되며 세

번째 방식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방식의 면담은 연구 초반부터

후반에 걸쳐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각각의 방식으로 진행된 주요 질문들

은 다음과 같다.

<자료 2> 주요 질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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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현장에서 수집한 현지자료를 읽으며) 이거는 (    )하다는 
뜻인가요?

5. ▢▢▢(연구 현장에서 진행예정인 활동)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6. 오늘 ▢▢▢(연구 현장에서 그날 진행된 활동) 하실 때 어떠셨

어요?

두 번째 
방식

1. 지난번에 (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2. 지난번에 (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

분인가요?
3. 그동안 (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를 (    )

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연구 참여자) 생각은 어떠세요?
4. △△△  선생님(다른 연구 참여자)은 이전에 (    )라고 말씀하셨

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방식

1. 어떻게 한울림을 알게 되셨나요?
2. 어떻게 한울림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3. 한울림 활동에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 활동(연구 현장에서 진행 중인 활동)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5. 한울림에서 ▢▢▢ 활동을 왜 진행한다고 생각하세요?
6. ▢▢▢ 활동이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7. ▢▢▢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8. ▢▢▢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9. 다문화 센터나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으시거나 프로그

램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10. 처음에 한울림에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11. 지금은 한울림에 오시면 어떠세요?
12. 한울림 회원들을 “어떤 나라 사람”으로 외우거나 나눈 경험은 

없었나요?
13.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는 경험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14. 서로에 대한 낯섦이 편안함으로 변하는 과정은 없으셨나요?
15. 한울림 식구, 한울림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러

한 관계가 되는 데에 어떠한 과정이 있다고 보세요?
16. 한울림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배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7. 한울림 활동에 요구되는 회원들의 노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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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자료조사

현지자료 수집은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인터넷, 모

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한 방식이다. 나는 한울림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한울림 회원 83명이 가입된 SNS모임, 한울림 회원 46명이 함께하

는 스마트폰 채팅창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올리는 활동 사진과 활동

체험 소감 등의 내용을 수집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신문기사, TV 프

로그램 등 대중매체를 통한 방식이다. 연구 참여자 중 이주여성 회원 세

명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살아온 삶과 한울림의 활동에 대해

소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주여성 회원 세 명과 선주민 회원

남정혜가 한울림 활동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신문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한울림과 관련한 신문기사들을 찾아 정리함과 동시에

한울림의 활동이 소개된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사하는 방식으로 자

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인쇄물을 통한 방식이다. 한울림에서

는 주요 활동들을 소개한 홍보물과 소책자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 기간 동안 현재까지 사용해온 홍보물과 소책자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새로운 홍보물과 소책자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나는 한울림이 5

년간 사용해온 자료와 새롭게 제작한 자료 모두를 수집할 수 있었다. 네

번째는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글이다. 연구 참여자 신비엔은 한국으로

이주한 후 틈틈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 글에는

한울림을 시작한 계기와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담겨 있어 참고적인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 네 가지 방식으로 하나의 현장과 관련된 풍부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중 대중매체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인

쇄물을 통해 수집한 자료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4) 자료 분석

한울림 회원들의 활동 양상과 이를 통한 상호작용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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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매체, 대중매체, 인쇄물, 연구 참여자의 글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015년 3월 <현지연구와 질적 분석> 강의를 수강

하며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잠정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보다 정리된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코딩(coding)

하였다. “코딩은 연구하는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

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

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조용환, 1999b, p. 53)이다. 코

딩의 방식에서는 에믹 코딩(emic coding)과 구조 코딩(structural coding)

을 실시하였다. 먼저 에믹 코딩은 연구 참여자들의 문화 속에서 그 현상

이 보여주는 의미를 토대로 코딩하는 것이다. 구조 코딩은 구체적인 연

구문제에 관해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공통

점과 차이점,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의 초기 구조화에 활용된다(Saldana,

2009). 에믹 코딩이 연구 참여자들의 문화 내부에서 출발하는 코딩이라

면 그 문화를 외부의 연구자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코딩하는 방법은 구조

코딩이다. 에믹 코딩과 구조 코딩을 교차하는 과정에서 나는 연구문제와

는 무관해보이나 연구문제와 관련한 중요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에

믹 코딩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다시 구조 코딩에 병합하는 방식

으로 자료의 배치를 수정해나갔다.

잠정적 분석 이후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잠정적 분석의 내용과 배치

된 원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참여자 검토(member check)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참여자 검토는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여 면

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다시 이후의 잠정적 분석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잠정적 분석은 연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분석을 통해

생긴 의문들은 다시 참여관찰과 면담 속에서 해소하는 방식의 반복으로,

자료 수집, 전사 및 코딩, 잠정적 분석과 해석, 예비적 글쓰기의 과정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조

용환, 2011b).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자 본인이 기

존에 가지고 있는 선이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이해는 연구

기간 동안 참여 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 수집 각각의 과정 속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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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각 과정의 순환은 연구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유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루어지는 자료의 분석은 이전에 유의미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자료 속에

서도 새로운 구조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는 이주여성자조단체 한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양상과

구조를 밝히고, 한울림 활동이 지닌 의미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나는 다문화교육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중 이주여성자

조단체 한울림을 선정하였고, 직접 선주민 회원으로 참여하며 참여관찰

과, 면담, 현지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

은 연구의 방법과 범위 선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

다.

첫째, 한울림이라는 한 이주여성자조단체를 선택하여 진행되었다는 것

이다. 즉, 단일 사례를 바라보는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울림이

라는 한 가지 사례를 범위로 하여 다문화교육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다

른 다문화교육의 사례는 배경으로 물러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안에

서는 한울림이라는 현장을 중심에 두되, 연구 참여자들의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다문화교육 참여 사례를 대조사례로 두고 전경과 배경을 오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례 수를 늘려 연구의 규모를 확장하기 보다는 중심

사례와 대조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다문화교육에 대해 더 심도 있고 치밀

하게 파고들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울림의 이주여성 회원 세 명, 선주민 회원

세 명으로 여섯 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이 여섯 명의 체험과

상호작용이 곧 한울림 모든 회원의 체험과 상호작용은 아닐 것이다. 그

러나 이 여섯 명은 한울림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타 회원보다 높은 편이

다. 따라서 연구자가 회원으로 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많은 순간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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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참여 관찰과 면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의 회원이

었다는 점에서 한울림 활동과 그 속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울림의 다양한 회원 중 여섯 명의 참

여자를 주 범위로 선정함에서 올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는 연

구 참여자인 회원과 연구 참여자가 아닌 회원들 간의 상호작용 또한 관

찰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아닌 회원들을 대상으로도 의문이 생길 때마

다 비형식적 면담을 진행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는 한울림이라는 단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

러 속성 중 다양한 회원들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성과 자조단체

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교육의 의미를 보고자하였다. 즉 한울

림이 가지고 있는 지속성, 친목성, 정보제공성이나 여타 다른 속성 등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못하고 특정 범위에 더 주목하여 그 의미를 살피고

자 하였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한울림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성

들이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울림이라는 자조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체성과 관련을 맺

고 있는 다문화교육적 의미에 대해서는 2년에 가까운 오랜 참여관찰 속

에서 깊은 이해를 통해 집중적으로 탐색할 것이다.

넷째, 내가 한울림이라는 현장 안에서 선주민 회원과 연구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서 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울림은 연구 초기에는

나에게 생소한 현장이었으며 나는 한울림의 활동에 있어 완전히 문외한

이었다. 회원으로 참여관찰하는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의 삶 가까이에서

그들의 활동 양상을 들여다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점차 현장이 익숙해지며 자료의 분석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연구 초기, 외재적 관점에서의 현장 노트와 내재적 관점이 드러나

기 시작하는 현장 노트를 비교해보며 “한울림 식구”가 되어가는 공동체

로의 융합 과정을 체험하게 해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자신이 도구이기 때문에 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

다. 나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평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연구의 분석과 해석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즉, 다문화교육이 가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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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현상태와 이념형 중 나의 눈을 통해 일정한 이념형에 더 주목

해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와 전이해를 자기분석하며, 다문화교육이 존

재할 수 있는 양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

하며 나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평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가 지향하는 것이 인식

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끊임없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연구자

가 다문화교육의 존재양상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 하나의 학습과

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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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연구문제로 들어가기 이전에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나의 이론적 지

평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도구인 만큼 동일한 사

태에 대해서도 연구자마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한

울림이라는 현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연구하되, 가정교육이라는 특

정 학문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내가 어떤 점에서 ‘다문화교육’과 ‘공동체

성’, ‘자조단체’를 주목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1. 다문화교육

무엇을 다문화교육이라고 부르는가? 어떤 특성을 가진 교육을 다문화

교육답다고 할 수 있을까? 먼저 다문화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원적으

로 접근해보자. 다문화교육은 다(多)문화와 교육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문화는 무엇이며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는 무엇일까? culture라는 개념은 라틴어의 ‘(밭)을 경작하다, 가꾸

다’ 혹은 ‘(신체를)훈련하다’ 등을 의미하는 colo에서 나온 것이다(노영희

외, 2009). 문화는 원래의 자연을 가꾸어 만든 산물 또는 그러한 행위 양

식을 의미한다(노영희 외, 2009). 문화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던

것을 인간이 변형을 가하거나 수정을 한 산물일 수 있다. 한자로 文化는

글(文)과 되다(化)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그렇다면 文化된다는 것은 무엇

일까? 文化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던 것에 이름이 붙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미술이라 이름 붙이고, 노래를 부르

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에 음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 이름에

우리의 문화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또한 文은 글 이외에도 ‘빛깔’, ‘결’,

‘꾸미다’, ‘새기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化는 ‘되다’라는 뜻에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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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다’, ‘교화하다’, ‘변천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문화는 있는 그대로의 바탕에 빛깔이 입혀지고 결이 새겨진 것을 따

르고 습득하며,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혼불

8>에서 “나무의 살 속 갈피마다 머금고 있던 나무결”(최명희, 1996, p.

258)이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문(文)이라는 결이 있고 그 결마

다 각각의 문화가 배여 있다. 나무마다 그 결이 다르듯 사람마다 특정

사회와 지역에 따라 공유하는 문화가 다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라도 성별과 개인적 경험 등에 따라 그 결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문화는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모

습이 다양한 것이며, 자연 상태 그대로의 것이 아닌 인간이 이름 붙이고

변형시킨 삶의 양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살아가는 환경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환경의 산물인 문화 간의 횡적인 상대성은 당연

히 인정되어야 한다(조용환 외, 2006). 문화는 그것이 처한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르게 생성되어 변천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로 하여금 기존의 것을 학습하고 따르게 하여 이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한 집단의 가장 원초적인 문화는 환경이 바뀌거

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금방 변하지 않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

(조용환 외, 2006).

그렇다면 교육은 무엇일까? 한자어 敎育과 영어 education의 어원을

비교해보며 교육에 대해 알아가 보자. 먼저 敎育은 ‘가르치다’, ‘본받다’라

는 뜻의 敎와 ‘기르다’, ‘자라다’라는 뜻의 育이 합쳐진 단어이다. 育의 윗

부분에는 아이(子)가 거꾸로 뒤집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 전

아이의 머리 부분이 먼저 세상에 내보여지는 자연성에 의거한 길러짐을

상징하기도 하며, 비정상적인 자세로 임신되어 있는 아기를 순산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의미로도 확장 해석 가능하다(신창호, 2006). 가르

치고 본받게 함을 의미하는 敎에 이러한 뜻의 育이 붙음으로서 동양에서

의 교육은 미성숙한 학습자가 출산으로 표현된 과정과 같이 어떠한 열려

짐, 바깥으로의 체험을 가능케 하는 도움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미성숙은 자연적으로 길러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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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결핍을 의미하기보다는 자연적인 성장 가능성

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학습자를 바라보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영어의

education과 불어의 L’éducation은 그것의 동사인 educate가 라틴어의

educare에서 유래되었다(노영희 외, 2011). educare는 ‘밖으로’라는 의미

의 e와 ‘이끌어내다’는 의미의 ducare가 결합되어 ‘밖으로 이끌어 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노영희 외, 2011). 즉, education은 개인이 갖고 있는

소질·잠재력·발달 가능성 등을 발견하여 발현시키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

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서양의 관점은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질문과 응답의 형식을 통해 개념

을 규정해나가는 교육방법으로 당사자가 가지고는 있으나 의식하지 못했

던 새로운 사상을 낳게 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

敎育과 education 사이에는 각기 동양과 서양의 문화 됨에 따른 차이

도 존재하겠지만, 차이 속에서도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성장을 위해선

교수자와 학습자라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즉 나의 가능성을 믿는 타자

와의 만남을 기초로 한다는 것, ‘출산’과 ‘밖으로 이끌어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성을 가진다는 것이 그것이

다. 교육에 대해 조용환(2001)은 배움을 통한 인간 형성의 과정이자 사

람이 되고자 하는 에너지와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에너지의 조화로운 만

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최선의 공존방식을 더불어 모색하는 ‘공동체

형성’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나아지고자 변화하는 운동성과 타자와의 관계

맺음 속에 최선의 공존방식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교육은 문화가 가진 횡

적 상대성, 보수성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교육은 변증법적 대화와 체

험의 방법으로 더 나은 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종적 상대성을 전제한다

(조용환 외, 2006).

그렇다면 다문화교육은 무엇일까? 다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맥락 속에

서 인간에게 내재된 보편적 성질이 각기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文化되었

음을 알고, 타자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그러한 만남을 통해 더 나은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교육의 고유한 특성은 ‘다양성에 대한 횡적 상대성’, ‘타자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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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공동 주체로 인식’,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종적 상대

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가장 다문화교육다운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되는 환경들을 나열해보며 다문화교육인 것과 다문화교육이 아닌 것을

나누어보자.

한 중국인 이주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평일 중 며칠은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강의한다. 그리고 주말에는 꾸준히 이

주여성 모임에 나가 회원들과 함께 공동의 활동을 하고 있다. 둘 중 무

엇이 다문화교육인 것이며 무엇이 다문화교육이 아닌 것일까? 일반적으

로 전자의 활동이 다문화교육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번 주

에는 한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이틀 동안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중국

전통복과 전통 노래를 알려주었다. 다음 주에는 각기 다른 유치원 세 곳

에 한 번씩 출근하며 유아들에게 중국의 전래 동화책을 읽어 주어야 한

다. 주말이 되어 이 여성은 이주여성 모임에 나가 한국, 일본, 태국, 베트

남, 필리핀의 여성들과 함께 서로의 요리를 알려주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여성이 모임에 나온 지는 어느덧 3년이 되어 자연스럽게 다

양한 출신국 배경의 여성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나라들의 생활양

식과 문화를 알게 되었다. 이 경우 무엇이 다문화교육인 것일까?

나는 이주여성 모임에서의 활동이 다문화교육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주여성 다문화강사의 활동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겠지만, 예시 속 이주여성 다문화강사로의 활동 방식은 실제

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현실태이다. 민족성을 전경에

두고 몽골인 다문화강사, 일본인 다문화강사, 중국인 다문화강사 등으로

국적을 분리해 분절적으로 진행된 수업을 합한 것이 우리 주변에서는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시 안에서 이주여성 다

문화강사가 행하는 수업은 어찌 보면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출신국 문화

혹은 전통에 대한 일방적인 전달일 수 있다. 반면, 예시 속 이주여성 모

임은 비교적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서로의 출신국 문화와 관련된 것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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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나누고 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더 다문화교육의 특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다양성이 더 보장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문화교육

이라 명명할 순 없다. 예를 들어 세계인의 날 행사나 다문화 축제에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들이 출신국의 전통복을 입고 문화 행사에 참여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다문화교육이라 부르지 않

는다. 그렇다면 지속성으로 다문화교육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을 판별할 수 있을까? 예시 속 이주여성 모임처럼 특정 모임이 3년 동안

지속된다고 해도 모임 안에서 소통하려 하지 않고, 나의 것에만 갇혀 있

다면 이는 다문화교육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교육답기 위해선 다문화 뒤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을 때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인

정과 공존만이 존재한다면 이는 다문화라고는 볼 수 있지만, 다문화교육

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교육의 본질적 의미인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조용환, 2012b)에 있어 더 나은 인간 형성은 고립된 단독

자로는 일궈낼 수 없으며 타자와의 관계성에 기초한다. 다문화에 교육이

붙을 때, 이는 타자와의 차이 속에서 나를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

동성을 요구한다. 또한 서로 얽히며 변화하는 과정 속에 함께 할 수 있

는 더 나은 삶의 양식으로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동체성

이상의 논의에서 다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각각의 문화가 존중되며, 관

계 맺음 속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공동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다. 타자와 내가 모인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속성은 공동체성(共同體性)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하나로 같이’, ‘여럿이 하다’라는 뜻의 共, ‘균일’, ‘화합’, ‘합치다’의

뜻을 가진 同, ‘몸’, ‘형상’, ‘체험’의 뜻을 내포하는 體의 ‘바탕’과 ‘성질’을

의미하는 共同體性은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동일한 주체로 함께 화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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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몸이 되는 바탕 또는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성질로 이해

해볼 수 있다. 또한 서구의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인 community의 어원

은 라틴어로 ‘같음’을 뜻하는 communitas에서 왔으며, 이 말은 다시 ‘같

이’, ‘공유되는’ 이라는 뜻의 communis에서 나왔다(Oxford Dictionaries,

2014). 이 communis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의 접두사 con과 서로 봉사

한다는 뜻의 munis의 합성어이다(김다해 외, 2010). 이러한 유래 속에

community는 ‘공동’, ‘함께’ 라는 뜻의 접두사 com과 ‘의무’, ‘봉사’, ‘서비

스’라는 어원을 가지는 어근 mun, ‘~한 특성 혹은 상태’를 의미하는 –

ity가 모인 하나의 단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community는 상대방의 의무를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으며, 서

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챙길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주체로 화합할 수 있는 共同體性과 서로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 의무를 함께 지는 community는 소수인종과 이주민이 우리

와 동일한 세상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주체라는 사실에 대한 관심에서 출

발하는 다문화주의의 배경과도 맞물린다. 강대기(2004)는 공동체성의 정

신은 타인에 대한 동정과 헌신에 기초하며,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낯선

사람을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p.

156)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성은 제로섬 게임의 원리가 지배적인 세상에서는

조성되기 어렵다. 상대가 잃는 만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는

개인주의와 가족이기주의가 싹트게 되며 나와 내 가족 밖의 사람들에게

는 배타적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자에 대한 관심은 한 가족의 경

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교육답게 이루어진다

면 보다 공생하는 가치로 가족의 경계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다른 문화적인 눈을 가진 타자와 공동체적 관계가 되는 과정 속에 나와

그들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다문화교육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하종오의 시에서는 “공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들의 “연주”

를 선주민에게 들려주기 위한 이주민 청년들을 선주민 노인들이 몰려와

둘러선다. 이주민 청년들이 “연주”를 시작하자, 선주민 노인들은 몸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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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대며 “춤”을 춘다. 여기서 “연주”와 “춤”은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함

께 공생하게 하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자, 소통의 창구일 수 있다. 이러한

“연주”에 노인과 노파가 “몸 흔들어” 반응하자, 청년들은 이에 대한 답으

로 “브루스”를 연주한다. “연주”와 “춤”의 주고받음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화합과 상호작용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청년들은 “고

국에 계신 노부모님”을 떠올리며 “더 정성껏 연주”하게 되고, 노인들은

“자식”들을 연상하며 “더 흥겹게 춤”을 춘다. 서로의 모습에서 가족을 연

상하며 이들의 “공연”이 함께, 더 나아짐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서로 다

른 문화의 사람들이 공동체적 가치 속에서 더 나은 공통의 새로운 문화

를 만들어가는 다문화교육의 종적 상대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연”은, 단지 이주민과 선주민들의 상호작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떨덜해”하던 “다른 노인”과 “다른 노파”로 하여금 “살포스 껴

안고” 춤을 출 수 있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다문화교육의 공동체성이

비단 이주민-선주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보게 한다.

조용환(2011a)에 의하면,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갖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과 사회를 모색하는 공존상생의 과정이다. 다문화주의의 본

질인 소수자에 대한 관심의 눈으로 다문화교육을 바라본다면 다문화교육

다운 다문화교육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이주민, 노인, 장애인, 성 소수

자 등까지 동등한 성원으로 인식하며, 함께 더 나아지기 위하여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에서 한국에 취업 온

청년 넷이 밴드를 만들어 연습하다가

저녁 무렵 도심 지하보도에서

처음 한국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공연 준비를 마치자

노인네들이 몰려와 둘러섰다

기타는 스리랑칸 베이스는 비에트나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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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은 캄보디안 신시사이저는 필리피노

허름한 옷차림을 한 연주자들은

낡은 악기로 로큰롤을 연주했다

노인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자

다른 노인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고

노파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자

다른 노파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댔다

막춤을 신나게 추던 노인네들은

연주자들이 브루스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잠시 얼떨덜해하다가

노인 한 분과 노파 한 분

다른 노인 한 분과 다른 노파 한 분

양손으로 살포스 껴안고

양발로는 엇박자가 나도 돌았다

미소 짓던 동남아 청년 넷은

저마다 고국에 계신 노부모님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적 없었다 싶으니

더 정성껏 연주하고

노인네들은 저마다 자식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적 없었다 싶으니

더 흥겹게 춤을 추었다

-하종오 <밴드와 막춤>

3. 자조단체

자조단체는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특성을 가진 단체를 자조단체라고

볼 수 있을까? 자조단체는 ‘스스로’, ‘몸소’를 뜻하는 自와 ‘돕는다’,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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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완성하다’의 助로 이루어진 자조(自助), ‘둥글다’, ‘모으다’, ‘굴러가

다’의 團과 ‘몸’, ‘형상’을 뜻하는 體로 이루어진 단체(團體)의 합성어이다.

즉, 어원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도와 유익하게 하기 위해 모인 사

람들의 형상을 자조단체라고 볼 수 있다.

자조단체와 유사한 뜻은 영어로는 self-help group에서 찾아볼 수 있

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의 창시자 새뮤얼 스마일

즈(Samuel Smiles)는 <자조론 Self-Help>에서 남들의 도움이나 후원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하도록 북돋는 것으로 자조의 뜻을 밝힌다

(우남숙, 2015). 내면이 노예화되어 있는 사람에게 정부나 제도의 변화는

무의미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조정신이 살아 있을 때, 각각의 특성

이 자유롭게 펼쳐짐 속에서 비로소 참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자조는 필연적으로 “‘이웃 돕기’와 짝”(Smiles, 2002, p.

19)을 이룬다.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선책은 법과 제도를 뜯어고

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Smiles, 2002, p. 30)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한편 왁스(Wax, 1986)는 자조가 가지는 주체성과 연대성에 주목한다.

그는 자조 그룹(self-help group)에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동향성이 있다

고 보았다. 그중 한 가지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지식에 기대어 삶을 살아

갈 때 무력감과 의존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계로서 자조 그

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삶에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통제

할 수 있는 감각을 기르고자 함이 자조이다. 두 번째로 자조 그룹에는

고립, 소외, 비인간화에 대항하는 유대감, 공동체성, 신뢰, 이타심, 가족적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왁스(1986)는 현대사회에 점점 더 다

양한 형태의 자조 그룹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이 두 가지 동향성을 바탕

으로 할 때, 자조 그룹은 사실상 가족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인간 사회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왁스(1986)는 이러한 동향성을 기반으로 최적의

자조 그룹은 다음의 여덟 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아래의 내용은

왁스가 말한 특성 여덟 가지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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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경을 유대로 변형시킨다. 역경은 민족적·경제적 연결성보다 고통에 있

는 사람들에게 강한 접합을 만든다.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강렬한 애착

은 그들이 공유하고 나누는 경험의 힘으로 인해 형성된다.

2. 낙인을 존중으로 변형시킨다. 성원들은 더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에 대한

오명을 밝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낙인찍기에서 벗어나며, 점차 둔감해지

는 과정은 스스로에 대해 문제이거나 불행이라고 느꼈던 일들을 밖으로

드러내게 한다.

3. 역할 변형을 제공한다. 성원들은 도움을 받는 이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으로,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환자에서 직원으로, 의존적 개체에서 능숙함

을 가진 하나의 인격으로, 서비스의 소비자에서 서비스의 생산자로 역할

이 변화한다.

4. 환경의 변형을 제공한다. 자조적 환경은 계층적이기보다 평등적이다. 동

료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여기서 돈과 직업은 주요 변

수가 아니다. 자조 그룹에서 지위는 지연·혈연과는 무관하며, 역경에 관

한 숙련도와 역경을 겪는 다른 성원을 돕고자 하는 능력에 기초한다.

5. 일탈적인 특성을 일반적인 특성으로 변형시킨다.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

서 정상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해당 자조 모임 내에서

는 비정상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속한다.

6. 경험적, 민속적 차원의 지식을 지혜로 변형시킨다. 자조 그룹에서는 성원

간의 특정 지식들이 공유되고, 신뢰된다. 정보, 조언, 상식의 자유로운 교

환은 전문적이고 실용적이지만 때때로 성원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식과

는 대조되는 측면이다.

7. 강력한 감정의 표현이 용인된다. 눈물, 포옹, 사랑과 지지 등이 성원 간

강력한 유대와 헌신에 기여한다.

8. 정치적으로 활발한 참여와 개입을 격려한다. 비전문적인 자조 그룹은 정

치가나 미디어에 인상을 남기기 위해 그들의 사건과 감정을 활용하는 것

에 자유롭다.

그렇다면 모임과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질 때, 자조단체가 아닌 형태

로 분류될 수 있을까? 1번과 2번을 통해 볼 때, 성원 간 삶의 공유가 일

어나지 않고, 성원이 가지고 있는 오명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지 않는 모

임은 최선의 자조단체일 수 없다. 3번과 4번에서는 직원들을 통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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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프로그램에 서비스 소비자로 참여하며, 성원 간에 계층적 구분이 있

는 모임의 경우, 자조단체일 수 없음을 말한다. 5번과 6번을 통해서는 성

원 간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획일적일 때, 성원의 경험을 배제한 전문

적인 지식만이 인정될 때, 자조단체의 특성에서 멀어진다. 7번과 8번에서

는 성원의 감정 표출과 정치적 참여가 억압될 때, 이는 자조단체답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여덟 가지 특성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변형

(transform)이다. 자조단체는 이전까지의 관계, 개념, 역할, 환경, 관점에

의 변화를 지향한다. 즉, 기존에 주어져 있거나 통용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자조의

정신이 발휘된다. 또한, 자조단체는 스스로를 향한 오명을 밝혀내는 동시

에 타인이 가진 특성을 일반적인 것으로 존중함에서 출발한다. 이에 더

불어 자조단체의 특성에서는 나와 타인이 수직관계가 아닌 동료로서 동

등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타인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이 단체 내 지위로 인정받는다. 이는 내가 가진 문제만이

아니라, 타인이 놓인 역경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참된

자조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자조단체와 같이 자조정신을 가진 사람들

의 모임이 필요하다. 가장 고양된 형태의 자조는 이웃에게로 확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조’는 개인적, 공동체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김남

이·하상복, 2010).

4. 선행연구 개관

앞서 ‘다문화교육’, ‘공동체성’, ‘자조단체’와 관련한 나의 이해를 고찰해

보았다면, 여기서는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연구물들을 중심으로 선행연

구를 개관하며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 속에서 어떠한 사례성을 보여주며,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가 다문화교

육의 공동체성이고, 이를 이주여성자조단체 한울림이라는 현장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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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나는 ‘다문화교육’, ‘공동체성’, ‘이주여성자조단

체’라는 카테고리로 선행연구들을 분류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보며 그 속에서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차

별점과 의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최근 10년 동안의 국내 연구들은 다문화교육 정

책 실행에 관한 연구, 교사 대상의 인식 태도 역량에 관련한 연구, 교사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 구성원 또

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교사 지도

서 교과서에서의 다문화교육 내용 분석,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경험과 체

험에 주목한 연구,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소통에 주목한 연구, 다문화적

공간에 주목한 연구의 의 아홉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중

나는 나의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유형으로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경험과

체험에 주목한 연구, 소통에 주목한 연구, 다문화적 공간에 주목한 연구

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 혹은 체험 속에서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관해 고찰한 연구는 다음

과 같다. 먼저 박윤경(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 교사들이 국내 외

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국내의 다문화

마을들과 이주자센터를 방문하며 이주민들과 접촉하는 경험을 하게 하였

다. 그리고 이를 다문화 접촉 경험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타

문화 집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문화 이해

방식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이중의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

다고 해석하였다. 박윤경(2007)의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일회성 프

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세계에서 그들과 마주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이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이해를 성찰하는 모습을 보

인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임지혜와 박봉수(201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는 고등학생들이 6주 동안 이주여성과 함께 이주여성 출신국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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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요리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출신국의 놀이를

해보고, 외국인유학생과 함께 다문화신문을 만드는 체험 활동 속에서 타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완화되고, 자문화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은 이주민도 나와 같은 ‘우

리 동네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그들과 어울리는 지역 다문화 공동

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허창수(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

들이 국제청년캠프라는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 개인 중심적 태도를 보임

과 동시에 국가나 민족에 따라 특정 계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음을

밝히며,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다문화적 체험을 실행해볼 수 있는

수준의 다문화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체험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은 서덕희(2007)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덕희(2007)는 몽

골 관광에서 만난 몽골 여성의 생활세계에 직접 들어가 그녀의 이야기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몽골과 몽골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는 과정을

‘계획’으로의 다문화교육이 아닌 ‘체험'으로의 다문화교육으로 해석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으로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도 ‘중첩된 체험'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며, 그들을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로 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밝혔다.

소통의 측면에서 다문화교육을 바라본 연구로는 먼저 조용환(2010,

2011b)의 연구가 있다. 조용환(2010)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

가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살아온 방

식이 다르면 소통에 있어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이러한 소통으로의 커

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언어로서의 소통을 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또 다

른 방식의 삶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학습이 될 수 있다고 보

았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맥락에서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게 하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다

문화교육에 시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조용

환, 2011a). 엄성원(2013) 역시 시 속에서 다문화교육의 지향을 고찰하였

다. 그는 하종오의 시 속에서 이주민에 대한 교류와 소통을 가로막는 주

요요인을 차이를 차별로 몰고 가는 배타성으로 해석하며, 소통의 불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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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인 현재에는 소통을 통해 타자의 존재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안혜리(2011)의 경우, 다문화교육을 타문화에 대한 객

관적이고 고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타자를 역

동적인 주체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소통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지적하

였다.

다문화적 공간에 주목한 연구로는 박승규(2012)의 연구가 있다. 박승

규(2012)는 문화를 인간이 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다문

화 공간을 나의 공간과 그들의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곳으로, 나와 그들

이 모인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또한 이러한 다문화 공간은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문화를 생산하는

다양한 존재에 대해 알게 하고 관계 맺음을 통해 타자의 삶의 방식에 공

감하게 하는 열려있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한편, 김영옥(2010)의 연구에

서는 아이다마을 사업을 통해 한 건물에서 살아가게 된 이주여성들이 그

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이다마을 사

업은 서로 다른 출신국 배경의 여성들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의 건물을

공유해 세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했다. 아이다마을은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점차 다문화적 공간으로의 성격을 띄게

된다. 하나의 건물이 ‘상호인정의 공간으로서 다문화 공간’이 되어가는

과정은 일차적인 가정으로의 home을 넘어 다문화적 공간이 이주민들의

또 다른 대안적인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호인정의 공간’

으로 다문화공간을 바라본 또 다른 연구로는 최병두(2011a)의 연구가 있

다. 최병두(2011a)는 다문화 공간은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주

자들이 혼재되어있다고 구축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

적 차별의 철폐를 주장하고, 나아가 상호 주관적 관계를 통한 개인적 및

집단적 정체성의 상호인정이 있을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경험 및 체험, 소통, 공간에 주목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선주민과 이주민의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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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그 안에서 각각의 문화적 특성이

존중될 수 있는 풍토의 조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험 및

체험과 관련한 연구들이 단기적인 프로그램과 일회성의 체험에 주목해

다문화교육을 바라본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2년에 달하는 참여 관찰 속

에서 회원들의 체험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정기모임과 회의 등 회원들 간 끊임없는 소통이 일어나는 한울림

속에서 그들의 소통을 통한 관계 맺음이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함

의를 주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주여성 회원과 선주민 회

원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켜나가는지에 주목하며,

한울림이란 공간이 어떻게 다문화적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다.

(2) 공동체성에 관한 연구

공동체성과 관련한 논의들은 신학, 철학, 교육학, 사회학의 분야가 주

축이 되어 이루어져왔다. 각 분야에서 최근 10년간의 공동체성 관련 선

행 연구들은 크게 공동체성이 지니는 관계적 측면, 자발적 측면, 창조적

측면, 소외계층대변의 측면에 주목하였다.

관계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로는 먼저 박삼열(2007)의 연구가 있다. 그

는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인’을 ‘공동체 안에 내재하는 자유인’으로 해석

하며 개인은 공동체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개인의 가장 바람직한 형

태는 공동체 속에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나의 존재가 언제나 ‘너’ 또는 ‘그것’과의 관계 속에 ‘나-너’ 또는 ‘나-그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954)의 성

찰과도 만난다. 관계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은 이처럼 주체-타자간의

상호 관계로 공동체성을 바라보고 있다. 오정훈(2014)의 연구에서는 타

자와의 관계에 있어 주체의 공감, 소통, 연대를 통해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타자에 부여할 때 비로소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장-뤽 낭시(Jean-Luc Nancy)와 주디스 버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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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th Butler)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성을 구성원 간의 소통으로 보았다

(허정, 2013). 여기서의 소통이란 나와 다른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자하는 자발성이다. 허정(2013)은 낭시가 “소통의 존재”를 곧

“자기-밖의-존재”로 말한 것에서 동일성에 갇힌 존재 간에 소통은 불가

능하다고 보았다. 즉, 소통은 서로 다름 속에 양쪽 모두 “자기-밖의-존

재”로 나아가고자 자기변화를 이끌어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

현곤과 한대동(2007)의 연구에서는 타자와의 소통을 통한 배움을 공동체

가 지향하는 배움으로 보고, 교사들 간의 수업연구 문화 정착과 수업 경

험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구학

교에 주어진 가산점이라는 외부적 유인이 없을 때 수업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과 교사들 간의 불간섭주의 문화가 공동

체성이 발현되기 위한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공동

체성은 외부적 유인의 투입에 무관하게 타자와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

는 자기변화를 전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발성을 근거로 한다.

자발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로는 한선과 이오현(2008)의 연구가 있다.

이는 한국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미국 미주리주 콜롬

비아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 KOPN을

문서자료, 참여관찰,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 분석한 연구이다. 조사 결과

KOPN의 주된 특성은 청취자들이 단순 청취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운영

에 나서는 점에 있었다. KOPN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누구

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문화 속에 KOPN과 강한 유대감을 형

성, 자신들의 참여가 의미 있게 활용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한선·이오

현, 2008). 이 과정은 상업방송으로서의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우리만

의 방송국을 내가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효능감을 촉진시키며 더 지속적으로 KOPN 활동에 참여하게끔 이끌었

다. 한편 김희순과 정희선(2011)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공동체 ‘리트머

스’를 통해 정주 예술가와 이주민 단체들이 다문화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예술 문화를 구현하고자 시도하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리트머스’

에 참여하는 이주민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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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김희순·정희선, 2011). 김희순과 정희선(2011)은 다

문화주의적 커뮤니티 아트가 전개되기 위해선 이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

자로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이와 같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 속에 사회를 변화

시켜나가는 속성을 김기홍(2015)은 ‘대안적 자발성’으로 설명하였다. ‘대

안적 자발성’은 마을 주민이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며 최선의 방법 혹은 대안을 창출함을 의미한다(김기홍,

2015). 즉, 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의 것을 표출하고 이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자 할 때, 그 공동체는 보다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그 속

에서 새로운 가치에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선 누구나 쉽게 공동체의 주체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구조가 필요하다.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확장해가는 과정은 공동체에

창조적 특성을 부여한다. 정연득(2007)은 집단의 목표와 가치를 따라가

는 집단주의와 달리 공동체에는 개인들의 합을 넘어 새로움을 창조해 나

가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공동체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창조에 주목

한 연구로는 김도헌(200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디스쿨이 교

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플래시자료를 만

들어 확산하고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며,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

조해나가는 공동체로 변화함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문

화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체의 변화 방향을

설계해나가는 운영자가 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의 다양성에 따라 서

로 다른 전문성을 표출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강충열

(2015)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시키기 위한 네 가지 모델

중 두 가지로 민주적 참여 공동체와 학습 공동체를 제시하였다. 민주적

참여 공동체의 핵심 요인은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에 따른 역할 분담과

동반자 위치에서의 협력이었으며, 학습 공동체의 핵심 요인은 주제에 따

라 멘토와 멘티가 변화하는 상호적 학습 관계의 형성이었다. 이러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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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기초하였을 때 공동체성은 성원 간의 관계 맺음과 원활한 상호작용

을 기저에 두고 각각의 독특함을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 문화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

화하는 열려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즉 공동체성은 완성 자체로 주

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음과 주고받음 속에 부단히 창조되어가는 진

행형의 과정이다.

강충열(2015)의 연구에서 주제에 따라 멘토와 멘티가 변화하는 과정은

서로가 가진 문제나 부족한 점을 상호호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는 곧 공동체 성원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성원에 대한 관심, 즉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특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권오병과 강정모(2009)는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이며, 우리 사회

의 소외계층은 경제적 약자와 장애우 외에도 새터민, 외국인 근로자, 다

문화가정 등이 예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적극적

배려와 환원이 공동체 내부의 포용력과 연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우치다 타츠루(內田樹)와 오카다 도시오

(岡田斗司夫)는 현대사회에서 ‘확대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여를 든다. 증여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가로 교환하는 상거

래와는 다른 개념으로, “나는 선인들(부모나 스승)로부터 다양한 지식이

나 기술, 보호를 증여받아왔고, 그 덕분에 살아왔으며, 지금도 그것을 자

원으로 삼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한 움

큼의 자산도, 내가 먹고 살아가는 기술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p. 11)와 같은 생각에 기초해 이를 연

장자나 선생이 아닌, 패스를 기다리는 다음 세대에게로 넘겨줄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內田樹·岡田斗司夫, 2013). 이는 내가 가진 것이 오롯이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살핌을 주는 사

람과 받는 사람 간에 혈연가족을 초월한 연대의식을 만들어낸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현대사회에서 ‘확대가족’ 공동체의 생성은 나보다 어려

운 타자에 대한 증여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소외계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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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임의식에서 가족의 의미가 확장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실 체험에서 문해교육의 의미를 탐색한 권순정과

신수영(2010)의 연구는 한국어 교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공간인 동시에

친구를 사귀는 공간이 되며 시댁이라는 낯선 가족 안에서 살아가던 이주

여성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 교실 공동체가 편안한 대상으로부터의 관계 맺음을 통해 이주여

성들로 하여금 보다 주체적으로 한국 사회와 관계를 맺게 한다고 보았다

(권순정 신수영, 2010). 이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한국어 교실 공동체 형

성이 이주여성의 문해교육 차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서로 다른 출신국의 이주여성들이 모여 ‘친정과 같은’ 공

동체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동체 속 가족 되어감의 체험이 이

주여성 대상의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주여성과 관

련한 교육을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이자 부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교

육(이영옥, 2007)으로 바라보기보다 이주여성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

가는 주체적이고 열려있는 과정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구차순(2007)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의 지지가 이

주여성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뿌리내리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한국어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주 후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이었다(임석회, 2009). 사회적 관계망으로

는 같은 출신국 친구 외에도 지역주민 모임 참여를 통해 한국인 친구를

만드는 것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 형성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임석회,

2009). 그러나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 이주여

성과 선주민 사이의 관계와 공동체 형성에 기초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형하(2010)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는 같은 지역 출

신국 친구들과의 교류에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송영민 외

(2011)의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다문화센터 및 본국 친구,

남편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관계적 측면에서 한국인과 여유 시간을

함께 보내는 활동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정선(2012)의 연

구에서 이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을 잃어버린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 45 -

경험의 공유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이 공동체는 개별 가족 안

에 고립되어 있던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장이자 대안적인 ‘home’이

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역시 필리핀이 출신국인 결혼이주여성만을 구

성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국 친구에 한정된 관계망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동체성의 관계적 측면, 자발적 측면, 창조적 측면, 소외계

층대변의 측면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속

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공동체 안에서는 자발적 참여로 인한 소통을 통

해 구성원 개개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과 가치가 반영되고 이를 공유

함으로써 공동의 의미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소외된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자, 대안적인 가족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공동체성의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원들이 속한 공동체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다층적인 요인의 변주를 보여줄 것이다.

(3) 이주여성자조단체에 관한 연구

최근 10년 동안의 국내 연구 중 이주여성자조단체가 중점적으로 다루

어진 연구물은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주여성 자조모임, 자

조집단, 자조공동체 등으로 키워드를 확장하며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

에서는, 이주여성의 문제가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주여성 자조모임 결성을 통한 사회적 지지망의 형성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이무영·강기정, 2007). 즉,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위

해 집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맥락 속에서 일부 이주여성 자조모임이

이주여성 스스로가 아닌 이주여성 관련 센터의 주관 하에 개설되기 시작

했다. 이윤정(2010)의 연구는 다수의 이주여성자조모임이 전국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러한 현상의 반영으로 서덕희(2010)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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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민족·다인종인 사회에서는 소수자들이 자조 집단을 형성하고 그

자조 집단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도로 초기 다문화 연

구들이 이루어진 반면, 한국의 다문화 연구들은 다수자로 구성된 시민

단체나 학계가 소수자를 대변하는 방향으로의 연구가 주축이 되어 진행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성향숙(2010)의 연구에서 이주여성 자조모임은 사회복지관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형성되었지만, 참여자들 간에 “자매애”를 형성하며, 한

국에서의 “친정 식구”로 기능하고 있었다. 자조모임은 참여자들에게 한

국에서 결핍된 정서적 연대와 관계성을 회복하는 장이 되며, 참여자들

간에 동일한 출신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이민자로서 갖는 생활 경험의 공

유와 공감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김정선(2009)의 연구에서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자조공동체인 A 공동

체는 모국어로 소통 가능한 동료 성원들을 통해 귀속의 결핍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이주 후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키는 데

지지망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의 통제 속에서 생활하는 이주여

성들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폭력으로 고통 받는 이주여성을 위한 상

담, 구조 요청, 쉼터 제공을 지원하는 공동 활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김

정선(2009)의 분석에 따르면, ‘서로 돕기’의 정신과 모국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삶의 공유를 통해 A 공동체는 회원들에게

대안적인 ‘home’이자, 일종의 확장된 친족집단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한국에서 생활한지 5년 이상 된 이주여성 13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 연

구(이형하 외, 2010)에서 이주여성자조모임은 정보 교환과 정서적 유대

관계 형성의 장이 되며 가족동반모임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

고 이러한 자조모임 참여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한국 지역 사회 주민으로

재정의하며 비이주민인 이웃과 교류하게 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민가영(2011)의 연구에서 이주여성 D씨는 이주여성자조모임에서 서로

가 가진 의견과 이주민으로써의 고민을 공부하며 이를 그들이 속한 K시

의 결혼이민자 가정 조례를 바꾸는 사회적 작업으로까지 연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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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었다. C씨는 자조모임을 통해 이주여성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이

특수한 경험이 아닌 ‘우리의 경험’으로 재위치되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식의 변화와 삶의 풍부함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조모임에의 참여가 자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편 이주여성 18명과의 면담을 통해 이주자의 삶을 담고자 한 <이주

여성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다 Immigrant Women Tell Their

Stories>(Berger, 2013)에서 자조 그룹을 이용하는 이주여성은 이주를

통한 사회적 고립과 관계의 축소를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조 그룹

에의 참여는 사회적 관계망과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재구축하는 기능을 하

고 있었다. 또한, 상호 협력으로의 자조 그룹은 감정의 표출이 용인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쿠션(emotional cushion)”(p. 223)으로 작용

하고 있었다. 자조 그룹은 차별을 통한 무력감에서 오는 고통을 완화시

키며, 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보다

는 외적 현실에서 유발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였다. 이외에도, 자조 그룹

의 성원은 다른 성원에게 이주와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자신의 개인적,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정보와 전략을 통해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 자조 그룹은 새로운 문화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동들을 다양한 관점을 통해 익히고, 이를 통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 중 한울림과 같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고 있는 자조 그룹의

유형에 대해 버거(Berger, 2013)는 이 유형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반

감을 감소시키고, 상호 간의 친숙함을 얻게 한다고 보았다. 이 그룹의 참

여자는 스스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대해 깨닫고, 인간관계와

세상을 이해하는 더 광범위한 관점을 얻었다. 이주민과 비이주민이 삶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지나치게 비난적인 관점들이 변화

되고, 서로를 바라보는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을 개발하게 된다

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이주여성자조단체와 관련한 연구물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의 현장 한울림은 서로 다른 출신국에서 온 이주여성으로 이루어져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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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선주민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연구에서 다루어진 동

일한 출신국을 바탕으로 한 이주여성자조단체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자조모임 활동이 성원들에게 스스로의 위

치를 재정립하게 하며, 성원 간 친밀한 관계 형성 속에서 가족이 확장

되는 체험을 하게 함은 한울림의 사례 속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

편 기존의 많은 연구가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자조 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적인 친밀감을 부수적 특성 중 하나로 언급했다. 본 연구에서

는 한울림 회원들이 맺고 있는 상호호혜적 관계와 자조단체로서의 자발

적 특성 속에서 성원들의 가족 됨에 내재된 구체적 요인들을 더 중점적

이고 깊이 있게 드러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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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울림 활동의 양상

한울림 사무국은 남영동의 식당이 밀집된 거리에 있는 4층 건물의 3층

에 위치하고 있다.3) 본디 한울림은 2010년에 단체가 생긴 후 2년간은 광

흥창역 인근의 모 여행사 사무국을 주말마다 빌려 모임을 가지며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12년에 한울림 대표 산다의 일상과 한울림의 단체

활동이 몇몇 TV프로그램들에 소개되며 방송국을 통해 상금 오백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오백만원 모두를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를 내는 방식

으로 현재의 위치에 독자적인 사무국을 갖추게 되었다. 한울림 사무국의

전체 크기는 15평 남짓으로 본디 아스팔트였던 바닥에는 회원들이 손수

깐 나뭇결무늬의 매트가 빈틈없이 깔려있으며 벽 역시 아무것도 없는 시

멘트벽을 회원들이 흰 페인트로 칠해둔 상태이다. 사실 사무국이 위치한

건물은 냉난방 시설조차 없는 오래된 건물에 계단이 비좁고 가파르며 내

부도 전문가의 손이 아닌 회원들의 손에 의해 보수된 것이라 회원들은

종종 사무국을 방문한 이에게 “굉장히 낡았네요”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

다. 그러나 산다는 이에 “스스로 그 자리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 자리 세

우고 있고 앞으로도 반짝반짝 될” 것이라 말하는 등 과거와 비교하여 독

자적인 자리가 생긴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한울림 사무국이 계속해서 변화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울림 사무국에는 사무 업무를 보는 공간, 회의하는 공간, 요리하는

공간이 별도의 구획 없이 공존한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컴

퓨터가 놓인 책상들이 있는데 주로 이 공간에서 사무 업무가 이루어진

다. 사무 업무를 보는 공간의 우측에는 긴 테이블과 부엌이 있다. 한울림

회원들은 이 테이블에 모여 앉아 매월 1회씩 주말 중 하루를 정하여 정

기모임 및 그달의 생일 파티를 함께 한다. 또한, 정기모임 외에도 회원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 테이블에서 이루어진다.

3) 본 논문에 등장하는 한울림 사무국은 연구자가 한울림을 처음 찾아간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사무국으로 한울림은 사무국 건물주의 잦은 월세 인상 통보로

2016년 4월 18일 인근의 다른 건물로 사무국을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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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테이블 위에는 재봉틀이 있으며 테이블 뒤편으로는 모니카 인형 수

납장이 있다. 모니카 인형은 한울림의 활동 중 하나인 모니카 인형 체험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인형들은 사무국의

모니카 인형 수납장에 보관된다. 외부인들이 만든 모니카 인형 중 바느

질이 허술한 부분들은 회원들이 직접 테이블에 모여 앉아 수선한다.

테이블 앞에는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일렬로 갖추어져 있다. 한울림

회원들은 이 공간에서 서로의 출신국 요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다. 매월 생일파티에는 출신국의 요리나 이전에 자신이 배웠던 요리를

한, 두 개씩 만들어 함께 먹는데 이 요리들 역시 사무국의 요리 공간에

서 만들어진다. 또한, 한울림의 또 다른 활동인 말하는 도시락/레시피 요

리교실에서 말하는 도시락의 제작과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의 준비도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사무국의 제일 우측 안쪽에 위치한 벽면에는 큰 수납장이 자리를 차지

하고 있는데 이 수납장에는 의류, 신발, 도서, 학용품, 화장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있다. 이 물품은 한울림의 세 번째 활동인 이모나라 나눔 여행

에서 이주여성 회원의 모국인 “이모나라”의 마을 주민들에게 기부할 물

품을 모아둔 것이다. 이 물품은 회원들이 직접 기부한 것도 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바자회를 통해 수집된 물품도 있다.

모니카 인형 수납장의 좌측에는 산다의 노트북이 놓인 테이블이 있는

데 이 테이블의 벽면에는 천 재질로 되어 있고 끝에 고리가 달려있어 걸

수 있는 형태의 벽걸이 크리스마스트리가 계절과 무관하게 항시 걸려있

다. 한울림에서는 9월 무렵부터 이 크리스마스트리를 70개 내외로 제작

하며 12월 중순, 노인들을 찾아가 선물하는 크리스마스 나눔 활동을 지

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3년 째 이어오고 있다. <그림 1>은 한울

림 사무국 내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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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울림 사무국 내부도

노트북이 있는 테이블 좌측의 컴퓨터 자리 벽면에는 가로 너비 60cm,

세로 너비 40cm 크기의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화이트보드에는 그 달

의 달력이 그려져 있고 일정이 있는 날의 칸에는 일정 내용이 간략히 적

혀있다. 회원들은 달이 바뀔 때마다 화이트보드의 내용을 지우고 칸을

그린 후 계획된 일정을 기록한다. 이 일정은 앞서 말한 모니카 인형 체

험 교육, 말하는 도시락/레시피 요리교실, 이모나라 나눔 여행, 지역사회

나눔 활동과 관련한 행사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15평 남짓의 작은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명확한 구획 없이 공존하고 있으며, 때

때로 활동 별 이용 공간이 중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울림의 활동 방향

을 결정하는 중심부는 여러 회원들이 모여 앉는 긴 테이블이다. 이 테이

블에서 이루어지는 정기모임을 통해 1년의 큰 계획과 달별의 소계획들이

정해지고 각 달의 세부내용이 화이트보드에 기록된다. 회원들은 매달의

정기모임에서 그 달에 있었던 단체 활동을 보고하고 사용된 예산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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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활동 내용

1월
Ÿ 정기모임
Ÿ 한울림 계획 사업 준비, 단체 후원신청 및 모금통 만들기
Ÿ 새로운 아이템 개발(도시락, 모니카 진행)

2월

Ÿ 정기모임
Ÿ 이모나라 나눔 여행(스리랑카) 준비 및 스리랑카 지원 사업 신청
Ÿ 한울림 5주년 기념행사 준비
Ÿ 어려운 이웃 친구 돕기 프로젝트

3월
Ÿ 정기모임
Ÿ 단체 12년~14년 홍보물 준비, 이모나라 나눔 여행(스리랑카) 준비
Ÿ 이모나라 나눔 여행(베트남) 현지조사

4월
Ÿ 정기모임
Ÿ 5주년 기념행사, 모금 활동

5월
Ÿ 정기모임
Ÿ 어린이날 행사, 스리랑카 해외봉사자 모집

6월
Ÿ 정기모임
Ÿ 이모나라 나눔 여행(스리랑카) 준비

7월
Ÿ 정기모임
Ÿ 이모나라 나눔 여행(스리랑카)

8월
Ÿ 정기모임
Ÿ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활동 시작

9월
Ÿ 정기모임
Ÿ 이모나라 나눔 여행(베트남) 현지조사

10월
Ÿ 정기모임
Ÿ 한울림 가족 워크샵

11월
Ÿ 정기모임
Ÿ 후원의 밤

12월
Ÿ 정기모임
Ÿ 어르신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하며 향후 일정을 논의 후, 다음 달의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이 중심

부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사무 업무를 보는 공간과 요리를 하는 공간, 그

리고 기타 사무국 밖의 장소들에서 실천된다. <자료 3>과 <자료 4>는

각각 정기모임 속에서 수립된 2015년 한울림 연간 계획서와 2016년 한울

림 연간 계획서이다.

   <자료 3> 2015년 한울림 연간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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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활동 내용

1월

Ÿ 1년 계획하기, 정기모임
Ÿ 한울림 후원자 모집
Ÿ 새로운 아이템 개발(밥차, 미니모니카)
Ÿ 유학생 한국어 교실 준비

2월
Ÿ 정기모임
Ÿ 이모나라 나눔 여행(스리랑카) 준비
Ÿ 어려운 이웃 친구 돕기 프로젝트

3월
Ÿ 정기모임
Ÿ 나눔의 밥상
Ÿ 5월 모니카 행사 준비

4월

Ÿ 정기모임
Ÿ 나눔의 밥상
Ÿ 이모나라 나눔 여행(스리랑카) 현지조사
Ÿ 5월 모니카 행사 준비
Ÿ 스리랑카 해외봉사자 모집

5월
Ÿ 정기모임
Ÿ 나눔의 밥상
Ÿ 모니카랑 행사

6월
Ÿ 정기모임
Ÿ 나눔의 밥상
Ÿ 이모나라 나눔 여행 일정준비

7월

Ÿ 정기모임
Ÿ 나눔의 밥상
Ÿ 이모나라 나눔여행(스리랑카) 진행
Ÿ 모니카 전달식

8월
Ÿ 정기모임
Ÿ 나눔의 밥상
Ÿ 모금 활동

9월
Ÿ 정기모임
Ÿ 나눔의 밥상
Ÿ 한울림 가족 워크샵

10월
Ÿ 정기모임
Ÿ 나눔의 밥상
Ÿ 후원의 밤 프로그램 준비

11월
Ÿ 정기모임
Ÿ 나눔의 밥상

   <자료 4> 2016년 한울림 연간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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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후원의 밤 

12월

Ÿ 정기모임
Ÿ 나눔의 밥상
Ÿ 어르신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Ÿ 모니카 전달식

계획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모니카 인형과 관련한 활동은 한 해

동안 꾸준히 진행되며 요리 활동 역시 틈틈이 이루어진다. 해마다 같은

달에 반복되는 활동은 5월의 모니카 행사와 7월의 이모나라 나눔 여행,

9월 혹은 10월의 타 지역 이주여성들과 함께하는 한울림 가족 워크샵,

12월의 크리스마스 활동 등이 있다.

나는 2015년 3월부터 한울림의 회원으로 참여관찰하며, 2015년도 계획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후 달 별 정기모

임과 2016년 계획 수립을 통해 각 활동의 방식을 조금씩 수정해나가며

활동의 성격을 점차적으로 확립해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

3년 이상 유지되며 한울림만의 독특함이 반영되어있고, 나의 관심을 끈

활동은 다음의 네 가지 양상이다. 각 활동에 따라 한울림에선 어떠한 일

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1. 모니카 인형 만들기: “서로 달라 아름다운”

첫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한울림의 모니카 인형 만들기와 관련

한 활동 양상이다. 모니카 인형 만들기는 표면적으로 서로 다른 피부색

의 인형을 만들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 시간을 인증 받을 수도 있는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참여관찰 및 면담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들을 토대로 (1)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 그 차이일 뿐”, (2) “우리는 이 사람과 소

통하고 싶어요”, (3) “가까이서 마음 열고”로 모니카 인형 만들기를 주목

하였다. 각각에는 모니카 인형 만들기의 활동과 모니카 인형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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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회원들이 지향하고자 하는바, 그리고 그 지향에 이르고자 하는 일

련의 과정들이 드러나 있다.

(1)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 그 차이일 뿐”

모니카 인형 만들기는 단체가 형성된 후 가장 먼저 시작된 활동이다.

모니카 인형의 모니카는 “머니까”, “멀리서 왔으니까”라는 우리말에서 따

온 이름으로 모니카 인형은 그 자체로 멀리에서 온 이주민을 상징하고

있다. 모니카 인형은 피부의 밝기가 다른 세 종류의 천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한울림에서는 해마다 세 종류의 천을 조금씩 다른 색으로 교체한

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성된 모니카 인형들은 인형이 제작

된 해에 따라 피부색이 조금씩 다르다. 모니카 인형의 눈, 코, 입과 머리

카락, 옷은 각자가 입지 않는 헌옷이나 쓰지 않는 천, 단추 등을 재활용

해 만드는 것으로 한울림에서는 모니카의 피부 외에 별도의 천을 제공하

지 않는다. 그러므로 2011년 모니카 인형 만들기 활동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하나도 같은 외모와 복장의 모니카 인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의 모니카 인형에는 차이와 다양성을 익숙하게 하기 위한

회원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사진 1> 모니카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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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안다: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같은 키트 줘요. 그런데

인형이 돌아올 때 이 인형 하나도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

상에서 딱 하나 뿐인 인형이 되요. (중략) 인형처럼 사람 외모와

피부색 다 다르다는 거 말하고 싶은 거에요. 모든 사람이 달라. 어

떤 피부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

스스로 느낄 수 있게.

(2)

신비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랑 자기들 나누는 거. 자

기 애들이랑 다문화가정 애들은 이렇다 저렇다 나누는 거. 그런데

한울림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은 다 똑같애로 말하잖아요. 필리

핀 사람도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도 사람이고, 한국 사람도 사람이

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는 게 있잖아요. 모니카 인형도 그렇고.

모니카 인형을 만들며 서로 다른, 단 하나뿐인 외모의 인형을 만드는

작업에는 사람의 외모나 피부색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수평적 다

양성의 문제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하기 위한 바람이 담겨 있다. 또

한, 서로 다른 외모임에도 모두 다 모니카 인형인 것은 서로 다른 외모

의 이주민과 선주민 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함께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모니카 인형 만들기에서는 흰 피부의 인형이든, 노란

피부의 인형이든, 갈색 피부의 인형이든 결국엔 다 모니카로 불리기 때

문이다. 신비엔은 이를 다문화가정이냐, 일반가정이냐의 여부나 국적에

따라 구별 짓는 것이 아닌, “사람은 다 똑같애”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

기하였다.

(2) “우리는 이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요”

한울림에서는 모니카 인형을 신청하면 모니카 키트를 제공한다. 모니

카 키트는 모니카 인형의 얼굴과 몸통, 팔, 다리로 나뉘어 있는 피부색

천, 천에 들어가는 솜, 바느질에 필요한 실과 바늘, 모니카 인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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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형의 몸통 외에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인형의 이목구비나 머리카락, 복장 등은 신청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과 헝겊을 활용해 만들어야 한다.

<사진 2> 모니카 인형 키트

바느질이 서툰 경우, 모니카 인형 체험 교육을 통해 한울림의 이주여

성 회원으로부터 인형의 취지와 바느질 방법 등을 배우며 인형을 완성해

볼 수 있다. 한울림에서는 이러한 모니카 키트의 제작과 모니카 인형 체

험 교육 강사를 각각의 업무로 만들어 이주여성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니카 인형은 이주여성과 선주민이 함께 만

드는 인형이 된다. 연구 참여자 라임은 모니카 인형 체험 교육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모니카 인형 만들기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

라아임: 우리가 모니카랑 있으면 이거 어디 나라 인형이냐 하는 사람도 있

어요. 그럼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에요 해요. 키트는 이주여

성 친구들이 만들었고 키트를 가지고 만든 거는 한국 사람들이에

요. 그렇게 보면 인형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한국에서 만든 건

데... 이걸 어떤 라인으로 정해야 하는 거야? 한국 사람이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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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형이야. 외국 사람이 만들면 외국 인형이야. 어느 라인이

야? 한국 사람은 또 무슨 라인으로 정하는 거야? 나도 국적은 한

국 사람인데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 외모 보고. 모니카 인형 뜻에

는 라인 짓지 않는다는 것도 있는 거에요. (중략) 자주 얼굴 보고

그 다음 얘기하면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니깐 이제는 우리가 익

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야. (중략) 우리랑 모니카 인형 만들기 할

때 얼굴 보고 겁내는 애들 있어요. 그럼 만나서 우리가 옆에 앉아

서 친구 이름 뭐에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하면서 계속 말 걸어

요. 겁내지 않고 편안해지게 계속 대화해요. (중략)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앞으로 다가서요. 숨어서 조용하게는 아니야.

라임은 모니카 인형이 이주여성과 선주민이 함께 만드는 인형이라는

점에서 이주여성과 선주민 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뜻이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편안해지게 계속 대화”하며,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익숙함에 다다르기 위한 소통의 창구가 모니

카 인형인 것이다. 2011년, 이 활동이 처음 소개된 기사에서도 모니카 인

형이 멀리서 왔다는 뜻의 이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주여성들과 한국사

회와의 거리감을 나타내면서도 그 거리감을 인식하고 줄여나가겠다는 의

지의 상징”이라고 언급한다.4) 실제로 모니카 인형 체험 교육에서 라임은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 학생들에게는 학교 이야기, 주부들에

게는 자녀 이야기를 물으며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모니카 인형 체험 교육의 과정과 같이 현재 모니카 키트의 형태도 선

주민 회원과 이주여성 회원의 소통 속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에 이른 것

이다. 모니카 키트에 들어가는 피부색 천은 모니카 인형의 도안에 맞추

어 디자인과 사이즈가 통일되어 있다. 이는 둥그런 얼굴, 부드러운 느낌

의 몸통과 같이 인형다운 디자인이다. 그러나 한울림의 첫 모니카는 문

미연에게는 “헝겊 쪼가리”인 “그림자 인형”으로 회상되고 있었고, 남정혜

에겐 “저래갖고 뭐가 될까”싶은 “귀신 물러가라 그런 인형”이었다. 모니

카 인형의 디자인과 사이즈는 단체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회원들 간 수차

4) 이재우(2011. 05. 12.). 참고문헌 <기사, 잡지> 항목 참조.



- 59 -

례의 회의와 수정 작업을 거쳐 현재의 틀을 갖게 되었다.

(4)

문미연: 처음엔 정말 헝겊 같은 모니카 인형을 어떻게 해서 인형같이 좀 보

이게 만들까. 그리고 제일 쉬운 게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중

에 지금 할 수 있는 쉬운 게 뭘까? 그런 거를 회의했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바느질도 함께 하지 않으면 모니카 인형 만들기가 힘

들었어. 처음엔 모든 걸 손으로 다 했거든. 그니깐 완전 수제니까

막 형편없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수선 담당을 해가지고 우리는 전

부 다 안경을 하나씩 걸치고... 그러고 하다가 이현숙 선생님 딸이

의류직물학과라 재봉으로 박아오니까 훨씬 쉬운 거야. 그래서 이거

를 재봉하는 데서 띠어오고 받게 하자 하면서 점점 지금처럼 된

거야. 스텝 바이 스텝이었어.

문미연은 처음에는 이주여성 회원들이 어디 가서 하기 어려운 가족 이

야기를 자신한테 하며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한울림에 나오기 시

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일을 안 하면

단체가 굴러가지 않을 거 같은” 생각에 함께 회의하며 손바느질로 인형

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느질과 재봉틀 사용을 배우는 것은 도움을 필요

로 하는 회원에게 기술을 가진 회원이 선생님이 되어 알려주는 과정이었

다. 즉, 선주민이냐 이주여성이냐에 따라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가 나

뉘는 것이 아니라 선주민, 이주여성 구별 없이 더 나은 실력을 갖춘 이

가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주었다.

(5)

라안임: 남정혜 선생님이나 교육받은 사람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이 바느질

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나 문미연 선생님이나 아~

하면서 서로서로 배우는 거야. 그러는 거야. 주고받고, 주고받고.

라임은 바느질을 배우던 당시를 “서로서로 배우는”, “주고받고” 하는

과정으로 회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모니카 키트는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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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스텝”으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즉, 모니카 키트 역시 모

니카 인형처럼 선주민 회원과 이주여성 회원의 소통을 통해 완성된다.

(3) “가까이서 마음 열고”

모니카 인형은 한울림 회원들 간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모니카

인형 만들기 체험 교육, 모니카 키트 신청 등으로 외부인을 통해 완성되

어 한울림으로 돌아온다. 완성된 모니카 인형은 매년 5월에 열리는 모니

카 행사에서 국내의 아이들, 그리고 7월의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 이주

여성 모국의 아이들, 고통을 받고 있는 국내외 아이들에게 보내진다.

2015년의 경우 성매매·아동착취·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구출된 아

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필리핀 모 재단에 인형 백 개를 기부하였으며,

2016년의 경우 난민 아동을 지원하는 국내 모 단체에 인형 오십 개를 기

부하였다.

모니카 인형을 아이들에게 기부하기 이전에 회원들은 함께 모여 인형

들을 수선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울림에서는 모니카 인형 만들기 체험

교육이나 모니카 키트 신청을 통해 인형을 만든 경우, 아동들에게 기부

가 되는 인형을 만들었다는 뜻에서 봉사 시간을 발급해주고 있다. 그런

데 모니카 인형이 가진 나눔의 목적보다 봉사 시간 획득을 목적으로 인

형이 만들어진 경우, 부실한 바느질로 팔, 다리가 뜯어져 있거나, 팔, 다

리, 몸통을 바느질이 아닌 본드로 붙여놓는 등 도저히 아이들에게 줄 수

없는 상태로 돌아오곤 했다.

(6)

라안임: 어려운 친구들 준다는 거 글은 안 보고 보는 거는 숫자. 봉사 몇

시간 이거만 보고.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시간 필요해서

하는 봉사. 이건 쓰레기를 만들었어. (중략) 누구 위해서 어느 쪽으

로 만든다. 늘 이야기 하고. 일 년 내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활동사진 올리고 그런 거 보면 느끼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받는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그런 내용 다 같이 올



- 61 -

려요. 그런데 안 봐. 받자마자 전화하는 거에요. (중략) 계속 설명

했는데 네. 네. 네. 알았어. 알았어. 이러다가 마지막에 우리한테는

우리 못 믿겠다. 한국사람 있어요?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에요. (중

략) 무시한다는 생각 들어요. 우리를 무시하고... 마음을 닫아둔 거

에요. 우리가 올린 글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한 말 듣지 않고요.

연구자: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랑 실제로 얼굴 보고 교육하고 인형

만드는 거랑은 다를 거 같애요.

라안임: 달라요. 진짜 달라요. 인형 모양부터가 달라요. 인형 강의 나갈 때

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정이라는 게 느껴져요. (중략)

우리가 모니카 하는 이유는 차별, 피부색, 문화, 그리고 얘기... 따로

다문화 수업 필요 없어요. 모니카 인형 만들기 두 시간 통해서 가

까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만드는 거에요.

라임은 모니카 인형 만들기가 봉사 시간 발급을 목적으로 하느냐, 기

부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기부의 목적이 전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능력을 못 믿겠

다며 “마음을 닫아둔” 걸 열고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모니카 인형의 취지

에 대해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이주여성 회

원과 함께 이야기하며 “정”을 느낄 수 있는 장 역시 인형의 완성도에 주

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을 확장하기 위해 회원들은 2016년 5월

에 진행하는 모니카 행사에 있어서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모니카 인형을

기부하는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모니카 인형의 취지와 뜻을 많은 이에게

소개하고, 모니카 인형극을 통해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계획하였다. 다음은 모니카 인형극 줄거리 구상과 관련

하여 열린 회의 속 회원들의 대화이다.

(7)

문미연: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돌

아다니면서 살잖아.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어느 동네에 많잖아. 들

어가지? 그럼 백인들이 이사를 가. 우리가 들어왔다고. 우리도 그

래. 우리도 남의 나라에 들어가 살면 그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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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다: 오. 그거 완전 안산 얘기야. 사실이잖아요. 안산에 점점 한국보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마을이 되고 있잖아. 그런 내용 풀면 되겠네.

(8)

남정혜: 한울림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모여 사는 곳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넣어야지. 어때? 우리의 이

야기를 여기에 반영하면 되지. (중략) 그래갖고 엄마들이 모여서

뭐 함께 활동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우리도 이런 음식들

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는 내용을 넣어야지. 말하는 도시락이 생

기는 거지.

산안다: 사실 마을에 보니까 여러분 음식에 대해 안 좋게 라든지 나도 멀리

서 봤을 땐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서 마음

열고 먹어보니까 한국 음식이랑 잘 어울리고 비슷한 맛이도 있다.

(중략)

남정혜: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산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서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남정혜: 그치. 그게 이제 한울림인 거야.

산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도 팔고 저런 거도 팔고 다양한 재료나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멀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

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중략) 그리고 서로서로 어려움에 도움 주

는 자리 생겼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이며 대화하게 되는 거지.

그런 안스빌리지로 변했다. 점점 서로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이 되었다.

모니카 인형극은 안산을 모델로 한 가상의 마을 “안스빌리지”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며 벌어지는 상황을 다룬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느끼지만 “가까이서 마음 열고” “관심”을 가질 때,

서로 다른 상대의 문화와 나의 문화가 어우러질 수도 있고, 함께 공통의

활동을 해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연극의 중후반부에서는 서로 다른 출

신국에서 온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모국 음식들을 배운 후, 각각의 음식

이 한데 모인 도시락을 만들어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한다. 그

리고 이러한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며 한 나라의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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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있던 안스빌리지는 다양한 음식과 식재료가 있는 마을로 변화한다.

산다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 안스빌리지가 “서로서로 어려움에 도움

주는 자리”, “서로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이 되었다고 바라보

고 있었다.

2.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 “요리를 통해 소통”

두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한울림의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과

관련한 활동 양상이다.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은 이주여성 요리 강사로

부터 요리 수업을 신청하여 그 나라의 식문화와 요리를 배워보는 활동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은 현재에는 다문화 관련 센터나

이주여성 관련 시설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화되기 시

작했다. 한편 한울림의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그 안에 문화화된 독특한 양상이 존재한다. 나는 이러한 양상들 속에서

(1) “내 집만 알면 안 돼. 저 집도 알아야 돼”, (2) “두리안에 맞아 죽을

사람”, (3) “국경 없는 맛”이라는 주제를 주목해 살펴보았다.

(1) “내 집만 알면 안 돼. 저 집도 알아야 돼”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은 “음식을 통해서 말한다”는 뜻으로 모니카

인형 만들기와 같이 이주여성과 선주민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게 된 활동

이다.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의 활동 양상은 회원들이 준비한 모니카

행사의 연극 “안스빌리지” 이야기와 흡사하다. “안스빌리지”에서 서로의

요리를 배우는 과정 속에 각 나라의 음식들이 “안스빌리지”의 음식이 되

는 것처럼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을 통해 서로 다른 모국의 음식들은

“우리 음식”이 되어간다.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 활동에서 회원들은 서

로의 출신국 요리를 배울 수 있으며, 요리를 배운 이주여성 회원은 강사

가 되어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나 회사에서 요리 수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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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회원들

은 누구나 선생님이자 학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회원들은 반드시 모국 요리의 선생님만 되지는 않는다. 내가 관찰하는

동안, 회원들은 자신이 습득한 다른 회원 출신국의 요리에 대해서도 선

생님이 되곤 했다.

(9)

라안임: 중국 음식? 중국 음식이니까 중국 선생님 만들어 와. 이게 아니라

서로 전에 모여서 배웠던 게 있으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다 배운

거에요. (중략) 터키 선생님들이 한울림 안의 회원들 다 가르쳐 주

면... 그 선생님 그때 임신했지? 임신하시고 우리들 가르쳐줬어. 우

리들은 배우면서 그렇게 했어. 배운 후에 버리는 거 아니고 계속해

서 써먹는 거야.

(10)

신비엔: 우리 요리교실도 하잖아요. 어느 나라왔어요. 그러지 않고 우리 한

울림에서 왔어요. 그래요. (중략) 왜냐면 제가 베트남에서 왔으니까

베트남 음식 서로 알려주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주니깐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따지지는 않아요. (중략) 하여튼 한울림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다 여러 나라 음식들이지만 지금 나 다 할 수 있

거든요. 안 배우고 싶어도 여기 선생님들이랑 있으면 배우게 돼요.

(중략) 일부러 배운 게 아니고...

라안임: 내 집만 알면 안 돼. 저 집도 알아야 돼. 그게 우리 생각이야. 보면

서 몇 번씩 했어. 그러다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왔어. 그럼

이 친구 보면서 했던 거 다시 해봐. 몇 번씩 했던 게 점점 자동으

로 나와. 사딘 쌤 못 오잖아? 그래도 비엔아. 우리 사딘이가 했던

거 해보자 하고. 내가 알고 있는 태국 꺼는 또 알려주고.

라임은 이전에 서로 모여 배운 것이 있으므로, 중국 음식은 중국에서

온 회원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터키 음식과 관련한 요리교실에

터키 출신이 아닌 자신이 강사가 된 경험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서로



- 65 -

다른 각 나라의 음식이 “한울림에서” 온 음식이 되는 데에는 나라로 구

분 짓지 않고, 서로 알려주고 배우는 과정에서 가능했다. 라임과 신비엔

은 여러 나라 음식들을 고루 다 할 수 있게 된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들은 이를 일부러 배우려 의도한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동”으로 배우게 된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들의 이야기처럼 한울림 내

부에서 요리교실은 회원들 간의 만남이나 정기모임, 생일 파티 등의 자

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다음은 설 연휴를 맞아 열린 모임에서 회

원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요리한 후 식사를 하는 장면이다.

(11)

라안임: (태국 요리인 얌훈센을 만들고 있다)

남정혜: 이거 얌훈센이네?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진짜 맛있더라. 진짜.

라안임: 그거는요. 고추도 생 고추 제가 직접 사와서... 생 고추 좀 해서 냉

동에 넣어놔서 하면 이런 맛이 나요.

남정혜: 나도 만들고 싶어갖고.

라안임: 선생님. 고추는 생인 거 하고 마늘 다진 거 하고 같이 하면 그런

맛이 나요. 지금은 멸치 액젓을 넣었어요.

남정혜: 다음에 진짜 한번 만들어갖고.

라안임: 큰 통으로 만들어드릴게.

산안다: 우리 다 같이 만들어서 가져가자. 레몬 살 때.

남정혜: 그래? 그럼 레몬이랑 여기 나와 있는 재료는 내가 다 사갖고 올게.

(중략)

산안다: (남정혜와 함께 스리랑카 요리인 알르베둡을 만들고 있다)

남정혜: 선생님. 산다 선생님. 이거 감자는 어떻게 요리해야 돼?

산안다: 감자는 까야 돼. 까서 조금 크게 썰어야 돼요.

남정혜: 이거 다?

산안다: 네. (감자 하나를 썰어 보이며)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좀 크게. 세

번으로.

남정혜: (감자를 썰며) 뭉그러지는데? 뭉그러져.

산안다: 그러니깐. 많이 삶았나봐. 우리가. 이 그릇에다가 넣으세요. 그다음

에 이거를 양파에다가 넣는 거야. 선생님. 그 양파에다가 고춧가루

좀 넣고 토마토하고 넣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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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크라틴: (남정혜가 만들어온 묵은지를 맛보며) 이거 엄청 새콤해요. 김치가.

남정혜: 이 묵은지? 밥 싸서 먹어봐봐. 밥 싸서. 김치 새콤한 걸 갖고 씻어

가지고 설탕하고 참기름하고 무쳐. 아무 거도 넣지 말고 참기름하

고 설탕을 좀 넣어야 돼. 그럼 신기가 빠져가지고 맛있어. (중략)

아까 그 묵은지 맛있으면 김치 있는 거 씻어서 지금 해줄까? 한

포기 씩 가져갈래?

신비엔: 좋아. 오늘 완전 엄마네 집에 왔어요. 하하.

요리하고 식사하는 장면 속에는 서로의 출신국 요리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회원들 모두 서로의 출신국 요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직접 다른 회원 출신국의 요리

를 함께 배워 보기도 한다. 식사 자리에서는 자기가 맛 본 음식에 대한

평 역시 오간다. 음식에 대한 평은 솔직한 편이다. 2015년 8월의 정기모

임에서 산다가 요리한 스리랑카식 샐러드는 “토끼한테 줘야 할 음식”이

라는 평을 듣기도 하며 회원들 두, 세 명이 달라붙어 샐러드의 맛을 살

리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국의 요리를 확실히 알아야 다른

회원에게 내 모국의 요리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 중에

는 초창기에는 모국의 요리를 잘 하지 못했더라도 한울림 활동을 함께

<사진 3> 한울림의 설날 정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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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모국 요리 실력이 늘어난 케이스가 더러 있었다.

한편 회원들의 반응이 좋은 음식에 대해서는 “암훈센”처럼 다시 한 번

모여 만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묵은지”처럼 그 자리에서 더 많이 만

들어 나누기도 한다. 배운 요리들의 세부 재료와 만드는 법에 대한 내용

은 사무 업무를 보는 공간의 컴퓨터 파일에 간략히 기록되기도 했다. 이

러한 시간이 쌓이며 회원들은 나의 요리도 다시금 공부하고, 타 회원 출

신국의 요리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나간다. 요리교실을 통해 회원들 저마

다 갖게 되는 나의 레시피는 더 확장되어가는 것이다.

             <자료 5>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 파일

(2) “두리안에 맞아 죽을 사람”

회원들의 한 끼를 위해서는 함께 요리하고 만들어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남정혜가 “엄마”가 되는 것처럼 회원들 사이 또 다른 관계를

낳는다. 매 생일파티나 정기모임마다 “이모”들, “할머니”와 식사를 함께

하는 데에 익숙해진 회원 자녀들은 사무국의 한쪽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놀다가도 마치 자신의 집에서 그러하듯이 사무국에 음식 냄새가 가득 찰

무렵 자연스럽게 식기 도구들을 꺼내어 인원수만큼 테이블에 차려 놓는

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생일 그리고 내 생일에 요리를 해주고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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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가족들이 늘어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요

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회원들 간 재미난 이야기들을

켜켜이 쌓아가는 순간이기도 했다.

(12)

산안다: (신비엔이 만든 강황가루가 들어간 베트남식 닭 요리를 먹으며) 이

강황가루가 위랑 간에 다 좋아.

문미연: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은 홍어를 그런 용도로 먹는 거야. 홍어

가 싹 씻어주니깐.

미사키: 홍어는 암모니아 냄새가...

문미연: 나도 홍어 못 먹었었는데. 난 처음에는 두리안도 못 먹었어.

(중략)

산안다: 웃기는 게 두리안이 열대 과일이잖아. 진짜 먹고 나면 다음 날 못

일어나. 얼마나 몸이 열이 있는지 몸이 따뜻해서 눈을 못 떠요.

문미연: 그리고 얼마나 영리한 과일인지 생긴 건 완전히 무슨 폭탄 같이 생

겼는데 낮에는 절대 안 떨어져. 밤중에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닐 때

다 익으면 떨어져요.

산안다: 우리나라엔 속담이 있어요. 두리안나무는 사람을 평가한다는 뜻이

에요. 낮에 절대로 안 떨어지니까 어쩌다가 떨어져서 밑에 사람이

맞잖아요? 그럼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속담이 있어요.

문미연: 두리안에 맞아 죽을 사람.

박성현: 두리안에 맞아 죽을 사람. 하하하하. 진짜 나쁜 사람이네?

신비엔: 하하하. 완전 욕이에요.

미사키: 하하하하. 두리안에 맞아 죽을 사람. 하하하. 욕으로 쓰자.

문미연: 그러니까 벼락 맞을 사람하고 똑같이 쓰는 말인 거야. 두리안에 맞

아 죽을 사람.

(13)

라안임: 태국은 차 안 마셔요. 중국 섞인 가족들은 좀 먹는데 태국 백 프로

인 가족들은 차를 안 마셔요.

와안니: 맞아. 우리는 쥬스만 먹어.

산안다: 스리랑카는 아침에 차 한 잔은 보통 꼭 마셔요. 엄마가 일어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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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차 먹을 물 끓이는 게 일이야. 차나 커피. 그리고 그 다음이 밥

이야. 엄마가 밀크티 먹을 사람? 커피 먹을 사람? 이래요. 소 키우

는 집에서는 새끼나면 그 우유도 같이 넣어 먹어요.

남정혜: 한국에서도 양젖 같은 걸 팔더라고. 염소젖하고.

산안다: 스리랑카는 염소젖으로 요플레를 해먹어요.

사이남: 태국에서는 야자수로도 꿀 만들어요. 되게 달아.

산안다: 스리랑카도 그래. 나무 밑에서 먹으면 꿀이고, 그걸로 또 굳혀서 설

탕 만들고.

<사진 4> 한울림 회원들의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

위의 예처럼 회원들의 식사 자리에서는 음식에 들어간 각 출신국의 식

재료 이야기가 주로 다루어진다. 이는 2015년 9월의 자료에서는 “홍어”

와 “두리안”처럼, 2016년 2월의 자료에서는 “쥬스”, “양젖”, “꿀”처럼 한

국이나 다른 회원 출신국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식재료 이야기로 넘어가

며, 자료에서 다루어진 속담, 식문화와 같이 각 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이

야기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오중석은 이를 “각 나라의 음식을 서로

만들어보고, 맛을 보고,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모습”이라

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두리안에 맞아 죽을

사람”이라는 말처럼 서로의 문화가 섞인 회원들만의 재밌는 말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서로 다른 국가의 속담이 교차되며 한울림 안에서 공유되



- 70 -

는 말이 생겨나듯, 회원들은 중국의 면 종류인 건두부면으로 태국 음식

인 팟타이를 만드는 것에 도전해보거나, 베트남의 쌀국수면으로 한국식

국수요리를 만들어 먹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3) “국경 없는 맛”

한울림에서는 각국의 음식들을 한데 모아 구성한 말하는 도시락을 제

작하고 있는데, 도시락은 회원들이 함께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낀 음식

들로 구성된다. 다음은 말하는 도시락 홍보물의 일부이다.

            <자료 6> 말하는 도시락 홍보물

말하는 도시락은 “음식을 통하여 나라 구분 없이 서로 어울리며 소통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하나 됨”이라는 뜻의 “국경 없는 맛”

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회원들이 생일파티나 정기모임 등에서 각 나라

의 음식들을 함께 먹는 의례가 담긴 것이기도 하다. 신비엔은 이를 “한

국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태국도 아니고 어디도 아닌” 맛이라고 표

현하였으며, 태국 출신 회원 크라틴은 다른 나라 음식들이 이제는 “태국

스타일”로 느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서로의 요리를 배워가며 식사

를 차리고, 밥을 먹으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는 지속적인 과정 속에 회원

들의 몸은 상호주관적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베트남,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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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등 타 회원 모국의 음식들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익숙

한 것이 된다. 회원 공통의 한울림으로의 몸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

렇기에 앞서 등장한 자료에서처럼 외부에서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

게 되는 회원들은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라는 질문에 출신국으로 자

신을 소개하기보다 “한울림에서 왔어요.”로 답한다. “국경 없는 맛”이 나

라 구분 없이 어울리며 “하나 됨”을 표방하는 것처럼 각각의 출신국 음

식들이 회원들의 몸 틀에 한울림의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국경 없는 맛”에 대한 내용 외에도 말하는 도시락의 홍보물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을 통하여 이 사회에 조그만 힘이라도 함께 한

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내 나라라는 애착을 느끼는데”에 의의

가 있다고 밝힌다. 내가 참여 관찰하는 동안 회원들은 이러한 요리를 어

린이날에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는 노인들에게 나누고 있었다. 또

말하는 도시락으로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6년의 연간 계획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나눔의 밥상

활동을 집어넣기도 했다. 나는 2012년 2월 4일 방영된 연합뉴스 <휴먼다

큐멘터리 사람들>의 영상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었

다. 겨울의 어느 날, 한울림 회원들은 이른 아침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

동을 시작한다. 그들은 말하는 도시락을 들고 노인 단독 가구 가정들을

찾아가 이를 직접 전달한다. 다음은 산다와 회원들이 하루에 수십 알의

약을 복용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으며, 단 둘이 살고 있는 노부부의 가

정을 찾아가 거실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14)

산안다: 이번에 도시락을 조금... 외국 사람들이랑 함께 만들게 된 건데요.

(도시락을 건낸다.)

할머니: (도시락을 열어 보이며) 아우. 너무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산안다: 많이 갖다 드리면 좋은데... 그쵸? 너무 부족해서 죄송해요.

할머니: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구. 하하하. (산다의 양손을 마

주잡는다.)

산안다: (양손을 마주 잡은 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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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도시락의 음식을 먹더니, 엄지를 들어 보이며) 아우. 맛있어. 맛있

어.

산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중략)

할머니: 너무 뭐 생각지도 않은 저기를 갖다 받아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하하. (산다를 바라보며)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딸 했으면 좋겠

다. (산다를 안은 후 등을 두드린다.) 하하하. 우리 딸 했으면 좋겠

어.

산안다: 하하하. 맞아요. 맞아요. 오. 바로 이 맛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도시

락입니다. 하하하.

할머니: (양 손으로 산다의 두 손을 잡는다. 눈가에 눈물이 흐르자 손으로

눈물을 닦아낸다.) 기뻐서 울어. 눈물이 다 나. 고마워서. (산다를

껴안는다.) 하하하.

산안다: (휴대폰 속 자신의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며) 진짜 피부만 어두운데

둥그런 얼굴이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랑 똑같애. 피부만 하얗

다면. 하하하.

할머니: 응. 응. (산다의 손을 잡으며) 한 번씩 들러요.

산안다: (할머니와 양손을 마주잡은 채로) 그니까... 꼭 건강 챙겨야 해요.

엄마.

할머니: (고개를 끄덕이며) 응.

(중략)

산안다: 저는 큰 역할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할 수 있는 역할 다 했다는 느

낌이 들고 내 생각에는 아까 그 어머니도 눈물 흘리는 걸 봤는데...

그 어머니한테도 뭐 가져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걸

바라는 거 같애요. (자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낸다.) 가져오

지 않아도... 찾아오는 거로도 봉사인 거 같애요. 사람 간에도 행복

할 수 있는 거 같애요.

영상에서 할머니가 “우리 딸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포옹하

자 산다는 이것을 “말하는 도시락”의 “맛”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회원들

사이에서 남정혜를 “엄마”라 부르며 “엄마네 집”에 온 것과 같다고 이야

기한 것과도 상통한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에 관심과 보살핌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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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유사가족의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은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경

계를 허물며 서로의 존재를 보다 열어두고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

다. 또한 산다는 “뭐 가져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걸 바라

는” 것이라 말하며 만남 그 자체가 봉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2015년 7월의 정기모임에서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눔을 한다”고 말한 것과 유사했다.

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선주민과의 관계에서 이주여성에

게 가족, 이웃과 같이 곁을 함께 하며, 그 과정 속에 이주여성과 출신국

문화에 대한 선이해가 한 꺼풀 벗겨지게 하는 교육일지도 모른다. 말하

는 레시피 요리교실은 회원들 간 상호 학습을 통해 이주여성 회원을 선

주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닌, 선주민 회원과 대등한 위치에

서 서로의 레시피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며, 음식을 통

해 서로의 삶에 귀 기울이는 기회를 열어간다. 이 과정 속에 한울림 회

원들은 더 이상 낯선 외국인 이주자가 아닌 “한울림” 음식을 공유하며,

식사를 함께하는 “식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3. 이모나라 나눔 여행: “고국과 한국간의 상호교육”

세 번째 양상으로는 이모나라 나눔 여행과 관련한 주제가 있다. 한울

림 회원들은 이주여성 회원의 모국을 해마다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교류

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 활동을 이모나라 나눔 여행이라 일

컫는다. 나는 이모나라 나눔 여행의 준비와 실행을 함께하며, (1) “두 나

라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2) “같은 위치에서 봐야 돼”, (3) “고향

에 갔다 온다는 느낌”의 세 가지 양상에 주목할 수 있었다.

(1) “두 나라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한울림의 일 년 계획에는 이모나라 나눔 여행의 현지 조사,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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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준비, 활동 진행, 추후 회의의 흐름이 존재한다. “이모나라”는 이주여

성 회원의 모국을 뜻하며 이모나라 나눔 여행은 이주여성 회원 모국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회원들이 일주일간 방문해 지원하는 활동이다. 현

재 이 활동이 진행되는 나라는 스리랑카와 베트남이 있다. 스리랑카 이

모나라 나눔 여행은 2012년부터 해마다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베트남 이

모나라 나눔 여행은 현재 현지조사 단계에 있다.

스리랑카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는 쓰나미 피해를 입은 후 10년 째

문을 닫고 있는 칼루타라 지역의 초등학교를 해마다 회원들이 찾아가 마

을 지역 사람들과 함께 보수해왔다. 학교가 10년 째 문을 닫고 있어 이

지역의 초등학생들은 모두 다른 지역의 학교로 통학해야 했다. 그러나

회원들과 칼루타라 지역 사람들 공동의 노력 끝에 학교의 시설이 보수되

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며 폐교였던 학교는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 수가 급증하며

교실 수 부족으로 인해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아이들이 대거 생겨났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회원들은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마을 사람들과 함

께 교실 증축을 해왔다. 이외에도 직업을 얻고 싶어 하는 현지인을 대상

으로 회원들은 재봉틀 세 대를 기부하고 남정혜에게 배웠던 바느질과 재

봉틀 사용 실력을 발휘해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는 등 다양한 수업

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직 현지조사 단계인 베트남 이모나라 나눔 여행은 한국-베트

남 다문화가정 부부의 이혼 등으로 엄마 나라인 베트남으로 보내져 살고

있는 어려운 형편의 이주여성과 자녀를 돕고자 한다. 즉, 베트남의 열악

한 한부모 다문화가정을 지원한다.

이 두 가지 이모나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 해당 모국 출신 회원은

“조사 담당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스리랑카 활동 진행 전 스리랑카 출

신 산다는 자신의 모국 네트워크를 통해 스리랑카의 열악한 상황에 처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직접 스리랑카를 찾아가 학교의

환경을 살피고 아이들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한다. 이후 한국에서의 네트

워크인 한울림 회원들과 함께 스리랑카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 필요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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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세운 후, 이를 다시 스리랑카의 학교에 보내 피드백을 받으며 본

활동 진행 전까지 활동을 준비한다. 7월 중 일주일간의 본 활동이 이루

어진 후에 산다는 며칠 더 스리랑카에 머물며 현지인들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다시 한울림의 정기모임에서 활동 결과와 함께 발표

한다. 또한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 참여한 회원 및 봉사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 참여하며 느낀 점과 개선해야 할 사

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베트남 이모나라 나눔 여행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 출신 회원인 신비

엔은 베트남 이모나라 나눔 여행 “조사담당자” 역할로 2014년 4월부터

모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베트남의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후 2014년 10월 신비엔은 산다와

함께 해당 지역을 방문하였고, 2015년 3월에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그

지역을 재방문하여 해당 가정의 정보와 환경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은 후

이를 “현지 조사”라는 이름의 자료로 만들어 5월의 정기모임 날 회원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다음은 한울림 회원들이 신비엔이 조사한 자료를 보

며 회의하는 장면이다.

(15)

문미연: (신비엔이 조사한 자료를 읽어보며) 얘는 이름은 나랑 똑같은데 미

연인데... 얘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산안다: 아니야. 이혼이에요.

문미연: 이혼이야? 돌아가신 경우는 없어?

신비엔: 얘네는 사별은 없어요. 다 이혼.

문미연: 아 다 이혼이구나. 그러니까 다문화 식구인데 한부모 가정이구나.

이런 애들은 한국에 살 수가 없어서 베트남으로 간 거에요.

산안다: 그렇죠.

신비엔: 특히 마지막에 아이 두 명 봐주세요. 이 두 명 아이는 눈이 안 보

이는 거에요. 이 친구들 사정을 제가 잘 알아요. 얘네가 쌍둥이인

데 (중략) 갓난아이일 때 눈을 찔러 버렸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지

금... 두 명이 눈 안 보여요.

문미연: 정형우, 정제우 이 쌍둥이 애들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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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엔: 네. 둘 다 눈 안 보여요. 근데 얘네 아빠는 그렇게 아기들이 당했어

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엄마는 한국말을 몰랐는데 (중략) 사인하라

고 하니까 사인한 거고 아빠는 애기들 그렇게 되고 나니깐 안 돌

본다 하고 베트남으로 보낸 거에요.

(중략)

문미연: 얘네들이 지금 이름은 정형우이고 정제우인데 한국 아버지의 이름

만 받았다 뿐이지 현재 사는 것도 베트남이고... 그런 거라.

신비엔: 문제가 일어나니까 베트남으로 다 보내버린 거죠.

(중략)

신비엔: 그런데 이 아이들도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한국에 있다가 베트남

에 바로 가서 습득력도 다른 애들보다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선생

님들한테 물어보니 애들이 머리가 이상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한

테 얘기한 거에요. 그래서 할머니는 마음이 아픈 거죠. 얘네가 사

실 한국 애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얘네는 한국 국적인

게 알려지면, 중학교까지만 갈 수 있고 고등학교는 거기서 또 못

간데요.

산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에 관해 조금 생각해봤어

요. (중략) 이 아이들이 일로 올 수 있게 도와주려면 한국어 가르

쳐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부모님들이 안정감 찾

고 어떤 쪽으로 혜택 받아서 이 나라로 아이들 데려올 수 있는 준

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도와주는 거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중략) 신비엔쌤 통해서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이 않을까 라는 거에요.

남정혜: 이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될 거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여

유가 있으면 일이 수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데려와도 걔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협조를 해주면 되는데.

산안다: 먼저 데리고 오려는 건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안 돼.

문미연: 엄마가 먼저 자립을 해야 돼.

산안다: 맞아. 엄마가 자립하는 방법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지금.

산다는 스리랑카 이모나라 나눔 여행의 조사 담당자로서 현지 조사 당

시 칼루타라 지역 학부모 백 명을 만나보며 폐교 상태의 학교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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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들었다. 신비엔의 현지 조사 과정은 열악한 환경의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이는 “강도 건너가고 바다도 건너가”고 길도

나있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지난한 여정이었다. 이주여성 회원은 이모나

라 나눔 여행의 준비 과정에 있어 현지 조사를 통해 모국에서 보고, 듣

고, 발견한 내용들을 회원들에게 전달해준다. 그리고 회의에서 나온 지원

책을 다시 모국에 전달해 피드백을 받으며 모국 네트워크와 한국 네트워

크 간 소통의 창구가 된다. 이러한 조사 담당자의 역할을 한울림의 소책

자에서는 “두 나라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로 표현하고 있다.

(2) “같은 위치에서 봐야 돼”

2015년 5월 10일의 회의에서는 엄마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

는 방향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과 어린 나이에 베트남으로 오게 되어

한국어를 잊어가는 아이들 대상의 언어 학습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오갔

다. 신비엔은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 지원 밖에 없다

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산다와 라임은 이는 이모나라 나눔 여행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스리랑카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

칼루타라의 초등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된 데에는 한울림 회원들과 칼루

타라 지역 사람들 공동의 노력이 있었던 것처럼, 회원들과 현지인 사이

에 “같은 위치”에서 “서로”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

산안다: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 마음으로 가면 우리가 걔네를 낮게만 보게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느껴보고 부딪혀보고 괜찮으

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뭔가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애.

얘네들이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도와주지 못

해. (중략) 같은 위치에서 봐야 돼. 그래야 그게 나눔이 되거든.

(중략)

라안임: 우리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반, 반으로 하면서 도와주는

거에요. (중략) 절대 우리가 돈으로 도와준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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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들어온 외국 사람들인데 돈으로 도와주면 (중략)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만 믿고 스스로의 노력 없어요. 서로 노력하는 게 제

일 중요한 거에요. 그쪽에선 도와 달라 요청만 하고 우리는 요청한

거 다 도와주고 그거는 한울림 뜻 아니야. 그리고 도와주는 걸 돈

으로 시작하면 서로라는 마음은 사라져요. 정이란 게 없어요.

산다는 상대를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나눔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보

고 있었다.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 있어서는 경제적 풍요가 나눔을 행사

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는 않는다. 한울림의 나눔 활동은 상대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상대와 나누는 것

이다. 이는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회원들은 현지인

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는 회원들의 참여 뿐 아니라 현지

인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울림의 이모나라 나눔 여행 파워포인트 자료에서는

“나눔 대상 아이들과 마을 구성원들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환경 개

선과 IT교육, 직업 교육을 받음으로 내재되어 있었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지인은 “재능”이 “내재”된 존재로, 회원들이 제

공하는 다양한 수업들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나아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

어야 한다. “재능”이란 단어는 현지인들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 참여하는 회원들 간의 회의에서도 현지

인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나의 “재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

야기가 오갔다. 이를 통해 바느질을 잘 하는 회원은 학부모 대상의 바느

질 수업을, 컴퓨터를 잘 하는 회원은 교사 대상의 IT 수업을, 춤을 잘

추는 회원은 아동 대상의 율동 수업을, 만들기를 잘 하는 회원은 아동

대상의 풍선 아트 수업, 종이접기 수업 등을 맡게 되었다. 2016년 진행된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는 서로가 가진 재능의 나눔에 대한 의미가 더욱

강조되며, 한울림 회원이 준비한 수업과 이모나라 현지인이 준비한 수업

이 교대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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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한울림 회원의 이모나라 현지인 대상 수업

<사진 6> 이모나라 현지인의 한울림 회원 대상 수업

이외에도 회원들이 2012년 첫 이모나라 나눔 여행부터 현재까지 해마

다 빠지지 않고 진행하는 수업은 한국에 대해 알리는 수업이다. 이 시간

에 이주여성 회원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

는 이주여성임을 소개하고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것들을 알리고자 한다.

2013년에는 태권도와 제기 차기를 준비해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고, 2014

년에는 태극기에 대해 배워보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에는 한

복에 대해 배워보며 한복을 입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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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외에도 회원들은 음식으로 한국을 알리기도 한다. 회원들은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한국 음식으로 한 끼 식사를 맛볼 수 있도록 준비

해간 식재료로 200인분 이상의 식사를 차렸다. 2014년에는 잡채, 주먹밥

과 오이소박이로 식사를 차렸고, 2015년에는 짜장밥과 피클로 식사를 차

렸다. 이에 더불어 떡이 없는 스리랑카에 “한국의 떡은 이렇게 만든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현지의 쌀과 녹두를 망치로 빻아 인절미를 함께

만들어 먹었다.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 한국을 알리는 활동에 대해 라

임과 오중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7)

라안임: 우리는 여기 한국에 와서 태국 알려주고 베트남 알려주고 하는 것

도 있지만 이모나라 할 때에는 한국 문화로 얘기하는 거에요. 자랑

스러워요. 한국은 이렇게 땅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 왔어요.

난 원래 태국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 남편, 우리 애들 이렇게

이렇게 한국에서 10년 정도 살아왔답니다. (중략) 한국에 대해 알

리고 싶은 거에요. 거꾸로 알려주고 싶은 거에요. 내가 살아온 한

국을.

(18)

오중석: 일단 제가 느낀 건 이주여성들로만 구성해서 한국 알리기를 했어도

아마 잘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략) 저는 여기서 이모나라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도 그랬고 일단 한국 생활을 많이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죠. 주민등록이 되어서가 아니라 문

화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득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를 갖다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마 거기 계신 분들도 생각을 그렇게 했을 거에요. 이분이 태국 사

람이다. 이분이 베트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국에서 오신 분들.

라임은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 이주여성으로 자신이 체험한 한국을

“거꾸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이야기하였다. 선주민 회원 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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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이모나라 나눔 여행의 준비 및 본 활동의 진행 과정 속에서 이주여

성 회원들을 나와 같은 한국 사람으로 느끼고 있었고, 함께 한국을 알리

는 활동 속에 이모나라의 현지인들도 회원들을 모두 동일한 국적의 사람

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모나라 나눔 여

행은 출신국으로만 사람의 위치를 규정하며, 선주민이 이주여성을 나와

다른 곳의 사람으로 보는 생각을 변화하게 돕는다. 즉, 한울림 회원들이

한국에 대해 알리는 활동은 현지인뿐만 아니라 수업을 행하는 회원들 간

에도 서로를 “같은 위치”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된다.

(3) “고향에 갔다 온다는 느낌”

회원들은 이모나라 나눔 여행 일정 속에서 한국에 대해 알리는 시간

이외에는 스리랑카의 전통 과자를 만들어보거나, 스리랑카 음식으로 식

사를 하는 등 현지인의 방식으로 지낸다. 이 과정에서 말하는 레시피 요

리교실 활동을 통해 타 회원 출신국 음식과 이야기들을 자주 접한 회원

들은 그 나라의 음식과 환경을 익숙하게 느끼고 있었다.

(19)

신비엔: 작년에 스리랑카 갈 때 저도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아 가서 내가

음식 못 먹으면 어떡하나... 한울림에서 만들었던 스리랑카 음식은

잘 먹는데 여기서 만들었던 거랑 실제 가서랑 재료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못 먹겠다고 했더니 스리랑카 분들이 막 먹어

보라구 하는 거에요. 그래서 먹으니까 아 괜찮아. 근데 한편으로는

아우 진짜 내가 쉽게 이런 거 벗어나는 구나! 아는 맛인 거야. 재

밌기도 하고.

(20)

오중석: 음식뿐만 아니라 여기서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났잖아

요. 그분들 자주보고 음식 같은 거도 수시로 같이 공유를 하다보니

깐 거기 가가지고는 그렇게 거부감을 느낀 게 아니라 사실 제가

한울림에서 먹던 음식 그대로 그냥. 그니깐 그런 부분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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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에 산다 샘한테 아니 스리랑카는 손으로 먹는데 왜 한울

림에선 손으로 안 드시냐고. 하하. 그런 농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거기선 손으로 이런 건 이렇게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항상 우리

보면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말로써 이렇게 다 전달받고 음식으로

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게 있죠.

이모나라 나눔 여행으로 산다의 고향인 스리랑카를 방문한 신비엔은

스리랑카의 음식들을 못 먹을까봐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아는

맛”이라는 익숙함에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오중석은 한울림 정기모임이

나 생일파티 등의 자리에서 스리랑카 출신 회원들과 교류하고, 음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그 나라의 음식과 환경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이

끌었다고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이 타국에서 체험하는 익숙함에는 일회성

이 아닌 “지속적인 상호교류” 또한 영향을 미친다.

한울림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스리랑카 칼루타라 지역

을 대상으로 이모나라 나눔 여행을 진행하였다. 이는 “확실히 완벽하게

한 곳에 도움 주고 다른 곳”을 돕고 싶은 회원들의 마음에서 기인하였

다. 2016년 4월 초, 열흘 간 스리랑카의 현지조사 이후 산다는 5월의 정

기모임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비어있던 학교”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고 한울림과의 공동 활동을 통한 변화가 알려져 스리랑카

의 “대통령이 방문하는 위치”에까지 오게 되었으며 스리랑카 각지에서

입학 신청이 들어오고 있음을 회원들에게 알렸다. 또한 이에 더불어 4월

의 현지조사 기간 동안 조사한 또 다른 열악한 학교들의 상황을 소개했

다. 2016년 7월의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 회원들은 마지막으로 해당 지

역을 방문해 그동안 진행해온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산다가 조사한 새로운 학교를 함께 방문해 그 학교의 상황을 확

인했다. 5월의 정기모임에서 회원들은 그동안 함께해온 학교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뿌듯해하기도 했지만, 활동이 마무리되는 것을 아쉬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야 한다

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이처럼 스리랑카의 한 지역과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교류 속에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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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눔 활동은 학교의 성장과 마을의 변화를 함께 하며 회원들과 현지

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낳기도 했다.

(21)

신비엔: 작년엔 애들이 낯설고 애들도 내가 낯설으니까 뭐가 잘 안 통하잖

아. 그런데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니까 서로 익숙해지는 거지.

서로 알아보는 거야. (중략) 난 그런 게 좋아. 그쪽에 가서 있다 보

면 경계가 없어. 그냥 친근감이 있어. 같이 가서 있다 보면 내가

이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구자: 스리랑카에서도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요?

신비엔: 응. 난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나나 라임쌤이나 산다쌤이나 이제는

어딜 갖다 놔도 살 수 있을 거 같애.

(22)

라안임: 새로운 가족 생겼다는 느낌. 그리고 막상 가보니까 스리랑카랑 태

국이랑 굉장히 비슷해. (중략) 이제 또 일 년에 한 번이지만 여러

번 가면 이제 사람들 딱 보면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정이라는 게

생기고... 또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몸도 부딪히고 하는 거야. 나는 가족 생겼다는 느낌 있어. 다른 나

라지만 가면 편해요.

신비엔은 지속적으로 칼루타라 지역의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 속에 “경

계”가 사라지고 “친근감”이 남는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라임과 오중석

역시 마찬가지였다. 낯섦이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라임은 “새로운 가족

생겼다는 느낌”을 오중석은 “고향”과 같은 푸근한 인상을 받는다고 이야

기했다. 칼루타라 지역 사람들이 가족, 고향 사람들 같이 느껴지는 것은

원거리에서 시각 이미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오감을 동원

해 만나는 체험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23)

오중석: 그냥 훑어보는... 느껴보질 못하는 여행이 많잖아. 그런데 여기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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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힘들어도 사람들이랑 접촉하고 그런 게 있잖아. 특히 우리나

라 사람들이 관광을 할 때 보면은 나 거기 갔다 왔다는 눈도장을

찍는 식으로 다니는 게 많잖아. (중략) 그런데 이 여행은 이 지역

에 계신 분들을 직접 접촉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까이

서 보면서 보이지 않게 느끼고 그런다구.

연구자: 눈도장이랑은 다른 건가요?

오중석: 체험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같이 보고 느

끼잖아. (중략) 서로 문화적으로 교류를 한다고 할까? 그런 차원이

있지. 한쪽에서 무엇을 일방적으로 우월성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를 하고 이런 문화도 있다 느끼는 게 있지. 틀

리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생각을,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을 깨닫

는 거지. (중략) 일단 한국이 급하게 발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유

라던지 그런 게 부족한데... (중략) 한국에서는 직장 다니다 보면,

앞만 보고 달리거든. 철저하게 경쟁이고 자기 위주로 사는 삶이거

든. 그러다가 딱 내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남는 게 뭐였나 하는 생각들이... 그런 부분을

이런 데에 오면 느끼게 되는 거야. 돌아보게 되고.

(24)

(이모나라 나눔 여행 셋째 날, 오전 9시. 회원들과 봉사자들은 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으로 이동한다. 아이들에게 “몇 살이니?”를 스리랑카 말로 어떻게

묻냐고 말하는 봉사자 양원희에게 산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에게 몇

살이라는 나이의 의미가 크게 없다”며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나이를

거의 모르고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추어 “빨리 빨리” 무얼 해야 한다는 “선”이 없다는 이

야기를 한다. 이에 대해 회원들과 봉사자들은 이와 대비되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국 문화에서 “나이”가 대화를 시작할 때, 빠져선 안 되

는 소재라는 이야기이다.)

관광과 여행은 엄연히 다르다. 관광이 피상적 관찰로의 구경이라면, 여

행은 몸으로 움직이며 낯선 공간과 직접 만나는 것이다(김찬호, 2016).

이모나라 나눔 여행을 산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삶을 배워보는 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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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고 있으며, 오중석은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같이 보고 느끼

는 “체험”이라 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모나라 나눔 여행은 연구 참

여자 회원들에게 이모나라의 현지인들을 그저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으로의 문화를 체험해보게 하며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문화의 상대성을 깨닫게 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체험은 한국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한국 문화의 일면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4. 지역사회 나눔 활동: “나에게 이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은 한울림의 네 번째 활동 양상인 지역사회 나눔 활동이다. 한울

림의 지역사회 나눔 활동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노인, 유학생, 한부

모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나눔은 서로 다른 각각을 명백히 구별함에서 나누어지

는 몫을 뜻하는 ‘分’으로의 나눔이 아닌 함께 하는 과정 속에 맞아들이며

베푸는 ‘共’으로의 나눔이다. 나는 이와 관련한 양상을 (1) “우리 부모님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한부모 가정”부터 “유학생”까지, (3) “저

는 사람으로 부자입니다”의 세 가지 주제로 탐색해보았다.

(1) “우리 부모님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울림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이라는 이름의 공동

활동을 해오고 있다. 여기서 “지역”은 특정 지역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

으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위치는 다양하다. 단체 홍보

물에서는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찾아갑

니다”라는 문구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이웃” 역시 노인, 외국인,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다양하다. 이 활동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산다는 2011년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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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봉사를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희도 이웃 사랑을 나

누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바람을 드러냈다5)

<사진 7> 노인 대상 지역사회 나눔 활동

회원들이 단체를 결성한 뒤 처음 한 봉사활동은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설거지와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었다.6) 현재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

되는 활동으로는 매년 12월 진행하는 “어르신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가 있다. 이는 복지관이나 노인정, 양로원의 노인들을 찾아가 회원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벽걸이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물하고 안마를

해드린 후, 직접 만든 음식으로 식사도 대접하며 장기를 선보이는 활동

이다. 회원들은 크리스마스 활동이 시작되기 3개월 전부터 벽걸이 크리

스마스트리 제작에 들어간다. 보통 70개 내외로 만들기 때문에 자원봉사

홈페이지에 봉사자 모집 글을 게재하여 외부 봉사자들의 신청을 받아 함

께 만들게 된다. 그리고 활동 당일까지 부족한 크리스마스트리는 회원들

이 사무국에 모여 만들며 개수를 채운다. 11월이 다가오면 회원들은 활

5) 지혜영(2011. 10. 24.). 참고문헌 <기사, 잡지> 항목 참조.

6) 이재우(2011. 05. 12.). 참고문헌 <기사, 잡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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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장소를 마련해줄 수 있는 기관을 물색한다. 한울림의 제안을 승낙하

는 곳에 따라 복지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노인정, 양로원 등이 되는 경

우도 있다. 그리고 12월 첫 주 주말에 정기모임을 열어 회의를 통해 활

동의 세부 내용을 계획한다. 다음은 2015년 12월 6일에 열린 정기모임

의 한 장면이다.

(25)

산안다: 우리는 쌀국수 한 그릇이랑 귤이랑... 작년엔 떡은 인절미 했었죠?

통천이: 이번엔 인절미 보다는 절편 같은 게 낫지 않을까요?

남정혜: 노인들은 인절미 같은 찰떡은 걸릴 수가 있으니깐...

(중략)

통천이: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신비엔 선생님이 하는 반야런은 안 나을까요?

소안냐: 그래도 어르신들이라서 좀... 위험할 수도 있어.

산안다: 쌀국수도 하니깐 어르신들 입맛에 한국 맛이 좀 있어야 돼. 쌀국수

는 작년에 해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정혜: 응. 쌀국수는 좋아해. 그럼 절편 해. 절편.

(중략)

산안다: 19일 날 행사는 작년에는 안양에서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사무국도

있는 위치인 용산에서 하는데 (중략) 제가 대부분 혼자 사시는 어

려운 사람들이만 불러 달라 이런 게 ○○센터 선생님께 부탁했었

고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자주 밥 사주고 돌봐주시는 선생님들

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분들은 시간

맞춰서 가야 된대요. 약도 드시고 해야 하니깐. 그래서 우리가 시

간은 딜레이하면 안 되는 거에요. 어떻게든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거고요. 두시 반에 내용이 다 끝나야 돼요.

회원들은 회의를 통해 크리스마스 활동에서 나눌 음식과 행사를 의논

하였다. 그리고 마련된 장소의 특성에 따라 2층에는 음식 팀, 3층에는 행

사 팀으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산다는 “혼자 사시는 어

려운 사람들”을 초대해달라고 센터 측에 부탁한 사항을 회원들에게 전달

했으며, 회원들은 노인들이 그동안의 활동 속에서 선호했던 요인들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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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해 활동을 구상했다. 베트남 떡인 “반야런”은 어르신들이라서 위험할

수 있고 “어르신들 입맛”에는 “한국 맛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 속

에 크리스마스 활동의 메뉴는 닭으로 국물 맛을 낸 베트남 쌀국수, 태국

쌀과자 덕적, 김치, 절편, 귤로 정해졌다.

남정혜, 라임, 신비엔은 활동 전 날인 18일까지 사무국에 모여 봉사자

들을 통해 들어온 크리스마스트리를 수선하고 선물 포장을 했다. 크리스

마스 활동 당일 오전, 회원들은 활동을 진행하기로 한 용산구의 ○○센

터에 모였다. 이날 노인들은 70명이 모였는데 일손이 부족해 회원 자녀

들도 합류하여 마치 정기모임 때처럼 회원들이 요리를 준비하고 아이들

은 테이블 위에 식기 도구를 차렸다. 음식 팀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윗층에서는 행사 팀이 공연과 안마, 마사지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

시작 전 산다는 무대 위에 올라가 크리스마스 시기에 아동 대상의 행사

가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

음을 밝혔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노인을 보면 모국의 부모가 생각난다고

말하며 오늘 하루 “우리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

달했다. 이처럼 노인 대상의 활동에서 부모를 떠올리는 것은 다른 회원

들에게서도 나타났다.

(26)

신비엔: 우리는 여기 멀리에 왔잖아요. 가족들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우리 엄마, 친정이라고 생각해서 돌봐드리는 거에요.

연구자: 아 노인 분들을 뵈면 그런 생각이 드세요?

신비엔: 네. 왜냐면 그분들이 혼자 살잖아요. 우리도 혼자 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니깐 하는 거에요.

(27)

오중석: 나는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어버이 노래 나오면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런데... 이주여성 분들은 고향에 두고 온 부모

님 생각에 어르신들 뵈면 가슴 절절하게 생각이 날 거야. (중략)

나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가 없어지고 어울릴 사람이 없

다고 생각해. (중략) 이 활동이 반드시 힘든 일하거나 선물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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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보다도 그분이 외로웠던 부분을 많이 들어주고... 짧은 시간

이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거 자체가 봉사활동이라고.

(28)

라안임: 우리 여기엔 시아버지, 시어머니 밖에 없잖아. 내 부모 없잖아. 우

리는 항상 어르신 관련한 활동 안 빼 먹어. 하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잖아. 고향에 내 부모는 이렇게 안아드리지 못하고 챙겨드리지

못하고... 그런 미안한 마음을 어르신들 보면서 챙겨드리는 거에요.

신비엔은 활동에서 만나는 노인들 역시 이주여성인 자신처럼 소외된

상황이 똑같을 수 있기에 이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오중석 역시 회원들

이 어르신들을 뵙고 부모님 생각을 하는 것에 공감하며, “말동무”가 되

어줄 사람과 “가족들이 같이 있어줄 시간”이 부족한 노인들의 “외로웠던

부분”을 회원들이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라임은 고향

의 부모를 가까이서 챙겨드리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국내의 어르신들

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돌보아드리는 활동 속에서 위로받고 있었다.

(2) “한부모 가정”부터 “유학생”까지

노인 대상 크리스마스 활동 외에도 한울림에서는 모니카 인형과 말하

는 도시락의 판매 수익금을 통해 각종 나눔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2년

에는 회원들이 만든 모니카 인형의 인터넷 판매 수익금으로 넉넉하지 못

한 형편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릴 기회 없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내

외국인 부부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했다.7) 또한 2012년에 말하는 도시락

이 제작된 후에는 도시락의 판매 수익금을 국내 한부모 다문화가정 자녀

를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8) 연구자의 참여 관찰 기간인 2015년부터는 코

끼리 모양 쿠션을 제작하여 쿠션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어려운 가정 형

편의 이모나라 아동 20명에게 해외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해외

장학금은 지원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방

7) 윤용환(2012. 02. 29.). 참고문헌 <기사, 잡지> 항목 참조.

8) 양지웅(2012. 11. 04.). 참고문헌 <기사, 잡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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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한울림의 대표인 산다,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 아동의 부모

각각의 도장 세 개가 모두 있을 때 출금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장학금이

학비 외의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이 20명의 해외

장학생은 이모나라 나눔 여행 현지조사를 통해 선정되며 해마다 가정 방

문을 하여 가정 형편이 나아졌을 경우 대상 아동은 변경된다. 2015년 4

월 19일, 한울림 5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모금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해외

장학생 지원에 더불어 다음 세 유형의 가족 네 쌍을 돕고자 하였다. 자

녀가 1년 째 뇌종양으로 장기 입원 중인 어려운 형편의 가정, 나이 차이

가 많이 나는 남편의 사망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다문화

가정, 남편이 암 말기로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 자녀 셋과 함께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상황의 이주여성이 그 지원 대상이다.

한편 2016년 1월 17일의 정기모임에서 러시아 출신 회원 소냐는 새로

운 나눔 활동을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다는 외국 유학

생 대상 활동을 제안하였고, 다른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며 유학생을 위

한 생필품 나눔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회원들은 모니카 인형과 말하

는 도시락 등의 수익금으로 쌀, 라면, 계란, 김치, 치약, 비누, 샴푸 등의

생필품을 구입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자신의 출신국 네트워크를 통해 형

편이 어렵고 한국말을 익히지 못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유학생들을

찾아 생필품을 나눔하기로 했다. 2월 27일 산다는 자신이 찾은 국내의

스리랑카 유학생 열아홉 명을 한울림 사무국에 초대했다.

회원들은 유학생들에게 간식과 과일을 차려주었고, 산다는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준비한 물품들을 나누

어주었다. 아직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들에게 산다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스리랑카말로 전달해주었다. 물품을 받은 한 유학생은 자리에

서 일어나 감사의 뜻으로 스리랑카 노래를 불러 보이기도 했다. 이날 초

대된 유학생들은 모두 학비는 지원받은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으나 식비

나 이동비 같은 생활비가 거의 없으며, 입국한 지 한 달 남짓 된 터라

소일거리에도 한계가 있는 학생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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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는 사람으로 부자입니다”

이처럼 한울림에서 진행하는 나눔 활동의 대상은 노인부터 시작해서

유학생, 이주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해외의 아동에 이르기까

지 놓여 있는 상황과 위치는 모두 다 다르다. 그럼에도 이 활동들은 다

음의 이유에서 “똑같은 나눔 활동”이 된다.

(29)

문미연: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경우에선 저런 사람도

거. 또 바로 온 애들이 춥고 배고프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갓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한번 불러다가 한번 방긋 웃고 뭐 쌀이 필요하

니? 별 것 아니지만 그걸 나눌 수 있는. 어느 위치가 더 높고 낫다

이런 거도 없고, 그냥 아 이거를 도와주면 되겠구나 도움이 필요한

데를 찾아보고 그 부분에 줄 수 있는 게 그런 점에선 같다고 봐요.

(30)

신비엔: 다 다르지만 똑같은 나눔 활동인 게 뭐냐면 힘들고 나의 도움이 필

요하니까요. (중략) 꼭 필요할 때 나누니까 나눔 인거죠. (중략) 왜

냐면 꼭 필요한 때 내가 도와줘야 이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힘이 생기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거잖아

요. 아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거.

연구 참여자 회원들은 위치와 무관하게 한울림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를 찾는다는 점에서 각각의 활동이 공통의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나눔 활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에 관심

을 가지는 사람이 있음을 느끼게 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나눔 활동은 한편으론 활동을 행하는 회원들에게도 “힘”

이 생기게 한다.

(31)

오중석: 큰 도움을 줬다는 부분 보다는 혼자가 아니고 같이 생각해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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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게 해드리고 싶거든. (중

략) 당장은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같이 생각해주고, 옆

에 있어준다는 게... 한울림이 응원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울림

에도 힘들고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

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돕기도 하지만 힘을 얻어

가는. 사실 여기 와서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아 간다기보다는 정

신적으로 뭔가 여기 오면 편안함을 느끼고 원기 회복으로 힘을 얻

어가는...

(32)

산안다: 저는 사람으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항상 이 사람들이 저

랑 함께 있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배려는 나눔, 행복,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눈물 날 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더 그 사람의 대화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저는

이 자리까지 왔고 저는 정말 아까 말한 거처럼 행복이라는 자체를

느껴요. (중략) 그래서 제가 부자라고 볼 수 있고 나눔이 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오중석은 제각기 위치는 다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고, 그들 가까이에서 응원해주는 과정에는 자신 역시 “정신적으로” “힘

을 얻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2012년 8월 6일 방영

된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산다가 말한 내용과도 유사했

다. 산다는 이주여성이 아니더라도 힘든 시기의 사람이라면 누구든 관심

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

한 “나눔의 힘”이 자신을 “사람으로 부자”가 되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처

럼 한울림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나눔 활동은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회원들

과 나눔 활동의 대상자들 간에 결속력을 만들며 나눔 활동을 행하는 회

원들에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힘을 얻어가게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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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울림 활동의 구조

지금까지 한울림 활동을 모니카 인형 만들기,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

이모나라 나눔 여행,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네 가지 양상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각 활동이 일어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회원들은 “기술자”,

“선생님”, “조사담당자” 등의 역할을 부여받기도 하며 회원 간, 그리고

회원과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간의 관계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었

다. 이 네 가지 활동은 각각 서로 다른 활동과 연결되고 있으며, 한울림

활동답게 하는 공동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울림 활동의 구조는 한울

림이 활동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이념처럼 작용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조적 요인들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각각의

요인에 상호 침투하며 협응되는 방식으로 한울림 활동에 붙박여있다. 이

장에서는 한울림 활동 양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조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회원들의 활동 참여 과정에서 그 구조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

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소통: “끊임없는 소통의 자리”

우리말 소통은 만남의 당사자들 사이에 ‘물질이나 기호가 막힘없이 오

감’을 뜻한다(이하배, 2011). 한울림 활동과 회원들 간의 관계에는 항시

소통이 전제된다. 산다는 이를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며 알아가는

“끊임없는 소통의 자리”로 바라본다. 이처럼 한울림에서의 소통은 교류

의 자유로움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소통은 회원들로 하여금 서로 간 인

식론적 접근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존재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드는 요

인이자, 끊임없이 활동의 방향을 정립해가는 진행형의 성격을 띠게 만들

곤 했다. 나는 이러한 소통을 (1) “한울림은 달팽이야. 달팽이는 입으로

가잖아”, (2) “난 무슨 완전 한울림 119야”, (3) “경계 없이 원 없이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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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음만 열면 말할 수 있어요”로 정리하였다.

(1) “한울림은 달팽이야. 달팽이는 입으로 가잖아”

한울림의 모든 활동들은 시작되기 전 공통적으로 정기모임 속 회의를

통해 활동의 방향과 내용들이 정해진다. 회의는 어떠한 활동이 진행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회의를 통해 하나의 활동이 생성되

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수정된다.

한울림에서는 하나의 활동을 시작하기 적어도 두, 세 달 전부터 정기

모임을 통해 논의하기 때문에 두, 세 달 동안의 상황과 추후의 회의를

통해 활동은 조금씩 변화하고 그 틀을 갖추어 간다. 이에 따라 활동들은

처음 계획한 것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도 하고, 진행되는 과

정에서 변화를 거치기도 하나 확실히 진행하기로 한 활동이 무산되는 경

우는 좀처럼 없다. 라임은 이러한 한울림의 모습을 느리지만, 입으로 가

는 “달팽이”로 묘사하기도 했다.

회의는 한울림의 대표인 산다가 진행자 역할을 맡으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안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다

<사진 8> 한울림의 정기모임 속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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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2015년 12월 정기모임 속 회의 장면으로 2016년에 한울림에서 새롭

게 시작할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상황이다.

(33)

산안다: 저는 그... 토픽 교실 열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요즘에 국적 딸 때

도 도움이 되는 거 같애서.

(중략)

신비엔: 솔직히 토픽은 한 달 배우면 급수 따요. 토픽 책이 있어요. 쌤 한

달 만 배우면 상급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급수를 땄는데도 능력

없는 사람 많아요.

남정혜: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도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신비엔: 네. 자격증만 있지. 실력이 없어요. 그런 건 오히려 위험하게 만드

는 거에요. 나는 한울림에서 토픽 공부하게 하는 거 반대에요. (중

략)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그 급수 따고 다문화센터 들어갔어

요. 그리고 센터 통역사로 일해요. 그러면서 다른 다문화가정들 파

탄 나게 해요. 왜? 한국 문화는 모르고 토픽은 한 달만 배우면 따

는 거니깐. 그러니깐 자격증만 있고 제대로 몰라요. 시험 문제 풀

줄 만 알지. 그 바깥에 사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에요.

(중략)

남정혜: 그니깐 우리가 편안하게 뭘 배울 수 있다던가 가르칠 수 있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애. 부담감 안 스럽게.

산안다: 그니까 한국 문화라고 넣기보다는 우리는 생활교육.

오중석: 그니까 생활교육.

신비엔: 이주여성 선배들이 사는 거, 느끼는 거... 우리가 직접 겪어봤으니깐

선생님들이랑 다른 거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새롭게 시작할 교실 활동에 대한 회의 속에서 회원들은 진지하게 각자

의 생각을 주고받는다. 다른 회원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나름

의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반박하기도 한다. 제시된 자료의 장면처럼 각

자의 의견이 오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 회원들은 공통된 합의점을 찾고



- 96 -

이를 활동에 반영한다. 즉, 정기모임 속 회의라는 매개체는 단체의 활동

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항들에 관해 회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관점을 표

출하게 한다. 그리고 선주민 회원과 이주여성 회원은 더 나은 선택을 하

기 위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며 한울림의 활동을 함께

구성해간다. 성별, 연령, 출신국 등의 차이와 무관하게 회의에 참석한 모

든 회원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는 서로 다른 회원들이 동

등한 위치에서 만나 공동의 활동을 창조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가 하면, 정기모임에서 행해지는 회의는 활동의 종결 이후에도 실

시되며 다음 번 활동의 진행에 있어 보충되어야 할 점들을 점검하게 한

다. 즉, 회의는 활동의 생성과 종결을 알리며 종결을 다시 새로운 시작으

로 연결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은 2015년 7월의 스리랑카

이모나라 나눔 여행을 마무리한 후 진행된 추후 회의의 한 장면이다.

(34)

산안다: 한복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다음에도 할 수 있다면 한복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 바자회에 한복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제

일 많았어요.

문미연: 그럼 내년 되기 전까지 누가 한복을 애가 커서 못 쓰겠구나 싶으면

다 받아놔야 되겠다.

산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 알리는

게 반응이 좋았어요. 짜장밥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부족해서 못

드릴 만큼의 인기가 많았고... (중략) 쓰지 않는 미싱 세 대를 우리

가 스리랑카 여성들한테 기부했거든요. 그런 미싱을 사용하면서 거

기 여성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자기

혼자 못하는 역할들을 여럿이 같이 하면서... 옷 만드는 팀, 음식 만

드는 팀 이런 쪽으로 아홉 팀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우리한

테 했던 부탁이 뭐냐면 이런 활동 계속 하고 싶은데 그 갖고 다닐

수 있는 천막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도와준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

견이 있었어요.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의 추후 회의는 활동이 진행된 스리랑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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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한국의 한울림 사무국 양쪽에서 진행되었다. “조사담당자”인 산

다는 칼루타라 지역 사람들과의 추후 회의에서 활동 종결 이후의 평가와

부탁 사항을 들은 후 9월의 정기모임에서 회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회원들은 올해의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 대해 자기 평

가를 내리기도 하고, 내년의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 보충되어야 할 점

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처럼 한울림의 활동들은 그 내용과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종결 이후에도 회원들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충되

며 공동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버거와 러크만(Berger and

Luckmann)은 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의미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을 상징화로 보았고, 이러한 상징화가 일상화되는 것을 제도화라고

일컬었다(강대기, 2004). 공동체의 기초는 상호작용이며, 공동체 내 제도

화의 과정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상징화를 거쳐야 가능하다(강대기,

2004). 이는 상호작용의 과정 없이 제도가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집단의

경우 공동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장기간 한 제도에 머물러 있고

제도의 수정, 보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역시 상호작용의 부재로 공동

체적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회원 간

상호작용을 통한 활동의 생성, 변화, 종결의 순환은 한울림을 공동체답게

하는 구조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한울림 활동의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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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 무슨 완전 한울림 119야”

이주여성들의 모임이었던 한울림은 정식 단체로 출범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문미연이 합류하였고 이후 남정혜, 박성현, 이현숙 등의 선주민 회

원이 합류하였다. 문미연, 남정혜, 박성현은 그로부터 5년째 함께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후에 합류하게 된 오중석은 3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처럼 단체 초창기부터 한울림은 이주여성 회원과 선주민 회원 간의 관

계 맺음 속에서 대화를 풀어가는 장이었다. 그중 남정혜는 한울림에 들

어온 초창기에 이주여성 회원이 겪는 고민을 “유도리 있게 풀어나갈 수

있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문

미연과의 면담에서도 드러났다.

(35)

문미연: 그냥 같이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도 많고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많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지. 그

불편한 게 뭔가 그 얘기를 들어주러 왔어. (중략) 각자 집 식구들

스트레스, 남편 스트레스, 시어머니 스트레스... (중략) 그런 이야기

의 장이었다니깐? 뭐 여기에 없는 친정 엄마, 언니 같이 얘기를 들

어주는 게 내 그거라고 생각했어. (중략)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인

제 살아가는 이야기, 집안이야기 이런 걸 다 알게 됐지. 우리는 그

런 걸 모여서 늘 얘기를 다 해봤어. 맞춤형 카운슬링 같이.

한울림 속 “이야기의 장”은 선주민 회원이 이주여성 회원이 겪고 있을

수 있는 불편함에 관심을 가지며 시작되었다. 관심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의 인생사와 가정 상황을 알게 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대화하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고민을 “카운슬링” 받는 시간

은 처음에는 낯설었던 회원들 간의 관계 진전에 영향을 준다. 한울림 활

동에 있어 어려움이 생길 때, 연구 참여자 회원들과 가장 먼저 소통이

가능한 관계가 되었음을 산다는 “119”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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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산안다: 선생님들한테는 속마음 다 던지는 거야. 속에 있는 거 다. (중략)

항상 119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려는 게 뭐냐면 한울림은 이

주여성들의 자조단체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의 확실한 내용은 이

주여성들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원들 간 맺어진 긴밀한 관계는 국내에서의 지지망이 상대적으로 부

족한 이주여성들에게 “119”가 되며 한울림을 이주여성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단체가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관

계 맺음은 한울림을 가족과 같은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지속적인

관계 맺음 속에 각자가 가진 고민을 나누며 활동을 함께 한 회원들 간에

는 “어머님”, “아들”와 같이 가족의 호칭이 오가며, 유사가족관계가 형성

된다. 다음은 회원들이 그들 간에 맺게 된 유사가족관계를 어떻게 느끼

는지 말한 내용이다.

(37)

라안임: 한울림 얘기하면서 딱 떠오른 거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다양한 사

람들 같이 사는 거에요. (중략) 저는 한울림 얘기하면서 얻은 생각

들로는 내가 행복한 장소... 왜냐면 내가 답답한 일 있을 때는 여기

와서 다 털어요. (중략) 내가 힘들 때는 여기 와서 내가 힘들다 얘

기하면서 딱 친구들은 괜찮다... 같이 갈 수 있어... 곧 다시 일어난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난 힘이 팍팍 생겨요.

(38)

박성현: 나오면서 지내다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좋으니깐 사

람들 때문에 나오게 되고.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깐... 여기 오면 어

머니들도 잘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러다보니깐... 정이 있으니깐

요. 나오면서 정이 쌓인 거에요. 저보고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도 어머니같이 끈끈한 게 있고. 친해지다 보니 엄마, 아들 된 거죠.

라임은 한울림을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이자, 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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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장소로 말하고 있다. 박성현은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을 챙겨주는 회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속에 친밀감이 생

기며, “엄마, 아들”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이처럼 회원들이 가족과 같

은 관계가 되는 데에는 소통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유대가 하나의 기준

이 되고 있다. 회원들 간의 소통은 각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지

지의 탐색으로 출신국의 경계를 넘어 회원들이 서로에게 각별한 존재가

되게 하고 있었다.

(3) “경계 없이 원 없이 이렇게 마음만 열면 말할 수 있어요”

한울림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은 모두 서로 다른 이간에 소통의 자리를

열고자 하는 바람에서 기인한다. 모니카 인형 만들기는 선주민과 이주여

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형이라는 점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전제한다.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을 통해 회원들은 서로의 모국 음식을 가르치고

배운다. 음식을 만든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각자의 고향에 대한 이야

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 회원들은 이주여

성 회원과 선주민 회원의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자신이 체험하고 습득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모나라 현지인과 함께 학

교 건물을 보수하거나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각자가 가진 “재능”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한편 지역사회 나눔 활동은 노인, 유학생,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

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며 그들의 힘이 되고자 하는 활동이다.

회원들은 활동 속 다양한 관계 맺음을 통해 외국인-내국인, 선주민-이

주민, 연장자-연소자, 선생님-학생 등의 상반된 범주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가 변화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한다. 먼저 모니카 인형 만들기나 말

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을 통해선 선주민과 선주민, 선주민과 이주여성, 이

주여성과 이주여성 간 소통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의 선생님이 되어

다른 회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모나라 나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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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에서는 앞서의 소통 양상에 더불어 선주민과 이주여성이 모두 내

국인이라는 공통된 범주에 소속되어 이모나라의 외국인과 소통을 하게

되고 이모나라에서 함께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 중 노인 대상의 활동에선 공통적으로 연소자의 위치

에서, 유학생 대상의 활동에서는 연장자의 위치에서 소통한다. 이외에도

“조사 담당자”인 회원은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 이주여성으로써 고국에

서는 외국인이자, 한울림 회원들에게는 그 나라를 먼저 경험한 선주민이

되어 둘 사이의 소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 더불어 유학

생 대상의 나눔 활동에서도 이주여성으로써 자신의 출신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한울림의 회원들과 유학생 사이의 소통을 열어주고 먼저 한

국에 들어온 선주민으로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처럼 활동에 따라 회

원들이 체험하는 각각의 역할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활동 별 회원들의 역할 변화

각 활동에서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은 회원들로 하여금 고정된 위치가

아닌 다양한 관계적 위치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체험해보게 한다. 이러한

역할 체험은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이주여성 회원과 선주민 회원

사이에 역할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도 했고, 이주여성 회원에게는 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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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되는, 선주민 회원에게는 외국인이 되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경험을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역할 체험과 상황정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다른 공간에서의 사회

적 상호작용은 타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공하며, 상호소통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게 한다(Burr, 2005). 한울림 회원들

은 활동 속에 자신이 한 가지 범주에만 속해있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여

러 범주에 속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각각의 범주 간 연결 속에 나의

위치와 타자의 위치가 교차되는 체험은 자신의 모습을 이주여성 혹은 선

주민의 단편적 이미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

게 한다. 이는 미데마와 타스쵸글로(Miedema & Tastsoglou, 2000)의 연

구에서 캐나다 사회의 이주여성인 A35가 다양한 다문화 그룹에의 합류

속에 그녀의 삶의 관점을 확대시키며 “하나의 생각하는 방법”을 형성하

게 되었다고 본 것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울림 회원들 역시 다

양한 활동 속에서 서로 간에 공유하는 범주가 확장되며 그들만의 “통함”

을 형성하고 있었다.

(39)

신비엔: 활동하다 보면 어떤 나라 사람이고 따지는 게 없이 그렇게 되죠.

나도 산다 선생님하고 처음에 낯설었어요.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

런데 점점 친해지면서 말도 많이 하게 되고 통하게 됐죠. (중략)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같지는 않아. 통한다는 게 같아지는 게 아니

고 다른 거 인정해주고 그런데 또 따져야 할 건 따지면서 서로 이

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40)

산안다: 대화하다가 이해 못 하는 상황이 처음에는 있었고 그 소리에 익숙

하지 않은 마음 많았다면 지금은 또 다르게 느끼는 거 있을 거 아

니야. 처음엔 계속 물어보고 말을 잘 이해 못 했는데 여기 와서 같

이 어울리고 겪으면서 이제는 내가 말하면 아 그게 이런 건가요?

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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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함”은 동일한 것으로의 통합이 아니라, 다름의 인정 속에서 차이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 이야기”할 때 확장된다. 산다는 한울림이 다양한

출신국의 회원들이 속해있는 단체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서로의 “소리에

익숙하지 않은 마음”이 많았다면, 어울리고 겪어감 속에 서로의 말을 이

해하며 통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인간의 몸과 세계 사이에는 중단되지 않는 상호작용이 있으며, 사회적

존재로 인간 간 간주관적인 의사소통 역시 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김종

갑, 2004). 회원들은 한울림 활동을 통해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상호주관적으로 공유하는 범위를 넓혀간다. 그렇기에 이

모나라 나눔 여행에서 회원들은 이곳 역시 나의 고향인 것과 같은 정겨

움을 느끼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노인들에게서는 나의 부모를, 유학생

들에게서는 나의 힘들었던 과거를 연상한다. 이는 메를로-뽕띠의 “살

(chair : flesh)”9) 개념처럼 서로 다른 이방 세계의 살들이 타자를 통해

나의 살에 스며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신뢰: “문화적 재능을 통해”

한울림 활동의 양상에는 신뢰의 구조가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의 신뢰

는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스스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지하는 차원, 신뢰의 당사자들 간에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창출하는 감정적 차원(원숙연, 2001), 각자의 능력에 대한 상호

9) “인간의 몸은 ‘보는 동시에 보이는 구조’”(Merleau-Ponty, 2005/1960: 7)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나의 시선으로 타자의 몸을 규정할 수 있으며, 타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나의 몸에 투영된다. 즉, 나의 몸은 주체인 동시에 외부의 규정 속에 대상으로도

존재한다. 메를로 퐁티는 이러한 양면적인 존재를 ‘살’이라 보았다(Merleau-Ponty,

2005/1960). 우리는 세계 내에 속하며 세계 안에서 규정되지만 한편으로 세계를 우리

의 방식대로 바라보며 완성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역시 하나의 ‘살’이다.

메를로 퐁티는 타자와 세계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살’의 양면적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Merleau-Ponty, 2005/1960). 이는 인간의 관점에 따라 사물이 만들어지고, 사물이 갖

고 있는 성질에 따라 인간의 몸이 영향을 받는 상황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즉, 세

계를 떠나 있고 타자가 배제된 관계에서 ‘살’은 존재할 수 없으며, ‘살’은 나와 세계

간에, 나와 타자 간에, 나와 사물 간의 상호 영향 속에 나타나는 사이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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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속에 서로 다른 재능을 바탕으로 어울리게 하는 공존의 차원이 그

것이다. 나는 이러한 신뢰의 차원을 (1) “나를 찾아라”, (2)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3)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방법”의 순

서로 정리하였다.

(1) “나를 찾아라”

‘이중문화적 역량(bicultural competence)’은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 안

에서 잘 어울리기 시작하고, 본래의 문화에 유능함이 남아있을 때의 조

화 속에 발생하며(LaFromboise et al., 1993),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주민은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Berry, 2006).

한편,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가정의 가족지원 사업 중심으로

출발하였으며, 그 실상은 배타적 동화교육에 치우쳐있다(최충옥, 2009).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결혼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현장에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과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시행

되는 적응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다(김병숙 외, 2010).

일례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다누리에서

다문화교육을 검색하면 이는 종종 “다문화이해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등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의 차이와 무관하게 이

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의 대다수는 공통적으로 이주여성 대상의 지역

기관(보건소·소방서·은행·우체국 등) 방문, 임신 및 출산 교실, 예비 엄마

교실, 요리교실, 한국의 명절 체험 등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프로그램들의 부제에는 종종 “나도 당당한 한국아줌마”, “신나는 한

국 아줌마 되기”, “한국아줌마 따라잡기”라는 말들이 따라붙곤 한다. 이

는 조용환(1997)이 말한 사회화와 교육의 개념적 속성10) 중 사회화의 속

성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상당수가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 사회 적응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누리의 다

10) ‘사회화’의 개념 속에는 규범성, 정상성, 정체성, 지역성, 몰주체성, 무비판성의 여섯

가지 속성이 포함되며, ‘교육’의 개념 속에는 상호보완성, 의도성, 개별성, 사회성, 과

정성, 내면성, 변증성, 개방성, 총체성의 아홉 가지 속성이 포함된다(조용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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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은 사회화의 개념적 속성인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

다. 또한, 다누리의 다문화교육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건

강한 사회인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기도 했

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회인”은 “한국 아줌마”가 되는 것으로, ‘정

상성’의 속성으로 이주여성들과 한국 아줌마를 구분하고 있었다. 즉, 한

국 문화에 대한 ‘무비판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아줌마”가 되는 것이 프로

그램의 부제인 것으로 볼 때, 예비 엄마 교실, 부모교육 등에서 이주여성

이 가진 출신국의 문화나 가치관은 반영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울림의 이주여성 회원들은 과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러한 프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스스로가 가진 능력

에 대해 불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다음은 산

다와의 친분으로 한울림을 방문한 선주민 여성의 질문에 관해 이주여성

회원들이 답변하는 장면이다.

(41)

송인순: 지금 지역마다 다문화센터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 어떻게 생각해요?

산안다: 그런데요. 그 부분이 양쪽이 있는 거에요. 다문화센터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지금의 단계 이제 넘어갈 때가 되었

다는 거에요.

에안바: 다문화 센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역할도 있어요. 그런

데 저희한테 진짜로 해줘야 할 필요성 있는 교육 안 해준다고 느

껴요. 말씀이나 이런 게 모든 게 거의 여기로 오세요. 이런 거 해

줄게요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말이나 교육은 없으니까 답답하

죠.

통천이: 다문화센터 가면 이미 틀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와서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라. 우리가 아이디어 같은 거 내서 이렇게, 이렇

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면 안 된다. 이런 틀 있으니까 이거 따라가

라. 그럼 우리는 그런 틀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적응되면은 그 틀

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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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다: 그렇죠. 그래서 겁이 나는 거죠. 이런 틀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못 믿는 거에요.

회원들은 다문화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정해진 틀을 “따라가라”는 내용

이며 이주여성이 “스스로 일어 설 수 있는”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

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못

믿”게 되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고 보고 있다. 주류집단 혹은 정부의

인종관계 정책이나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민집단의 적응전략도

그에 상응하여 달라진다(Berry, 2003: 김혜숙 외, 2011에서 재인용). 동화

주의적 관점에서 시행 되는 적응 프로그램은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자신

의 능력은 불신하며, 선주민이 정해놓은 틀을 따라가는 선주민 의존적

모방 전략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한편 한울림의 활동에는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적극적으로

발휘된다. 회원들의 회의를 통해 활동이 생성되며, 각 활동의 진행은 회

원들이 가진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한울림 활동의 구조에는

각각의 회원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산다

는 2015년 10월 진행된 한울림 가족 워크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42)

산안다: 우리 실력을 일반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믿어주지

않고 있는 거. (중략) 우리는 큰 단체는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큰

단체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이주여성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

립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어서였기 때문이에요.

(중략) 항상 하는 게 와서 니 능력 개발하고 니 스스로 할 수 있다

는 거 보여줘라에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 하나, 하나 우리가 쉽게

늘려간 거 아니지만, 점점 서로 믿어가고 노력하면서 늘려가게 되

었어요. 오중석 선생님, 문미연 선생님도 우리를 많이 믿고 함께해

줬어요. 맨날 나는 외국인이니까, 나는 다문화니까 하는 생각 이제

는 버리고 내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라 이거죠. 그

리고 내 일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믿고 해보세요. (중략) 물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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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굉장히 부족해요. 아마추어처럼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

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한울림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문화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나를 찾아라에요.

위의 자료에서 산다는 이주여성의 능력에 대해 선주민뿐만 아니라 이

주여성들 스스로도 믿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울림 활동들이 “나는

다문화니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시작되었음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한울림의 활동이 “우리의

실력”을 “서로 믿어가고 노력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

하며, “다문화”라는 이름 뒤에 숨기보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한울림 활동에서 회원들의 능력은 “한국 아줌마”가 되기 위한

목적 하에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음

을 신뢰하는 것에서 발휘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외국인”, “다문화”라

는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을 절하시키기보다 이름 뒤에 가려진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찾는 과정 속에 한울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선주민의 이미지를 쫓기보다는, 회원들 각자가 가진 속성들을 있는 그대

로 표현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회원들은 모니카 인형을 통해 서로

다른 피부색을 나타내며,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을 통해 자신의 출신국

음식을 드러낸다. 이모나라 나눔 여행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서는 이주

여성으로서 고국 네트워크와 출신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따라서

한울림 활동은 선주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동화과정이나 선주민 틀의 모

방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속성의 것이다.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된 “외

국인”, “다문화”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

(2)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타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촉각을 공유하며 관계를 맺어나갈 때, 타자는

나와 무관하며 위험스러운 자가 아닌, 우리의 하나이면서, 언제라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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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바꿈이 가능한 또 하나의 나로 지각될 수 있다(김종갑, 2004). 즉,

‘우리’라는 공동체적 관계를 매개로 타자를 향한 익명성과 두려움은 완화

된다(김종갑, 2004).

앞서 살펴보았듯 이주여성 회원들에게 한울림 활동의 참여는 나를 규

정하는 세상의 시선을 깨고자 시도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

에는 이주여성 회원들을 단편적인 이미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까이에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모습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러티브

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타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한울림에서는 선주

민 회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43)

문미연: 열심히 한울림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내 자신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이야기했어. 한울림에 이렇게 나와 보겠다는 사람은 거기

에서부터 조금 한 계단을 올라간 사람들인 거야. 더 나아지고 싶다

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한울림에 와서 그냥 내 자신을 위해 노력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조금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니깐. (중략) 옥접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돈은 많이 급하

지 않은 거 같아서... 시집을 와서 잘 사는 거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있는 내 부모한테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해보자. 중국에 그 지역

을 대표해서 한국에 시집 온 사람이 옥접매 선생님이다. 거기보다

는 한국이 좋다고 해서 시집온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잘 지내

고 있다는 무언가를 그 지역에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붕이 낡아서 빗물이 줄줄 세면 사백만원이면 된다. 지금

부터 계획을 세워라. 사백만원을 모아서 부모가 그 집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는 빗물 안 맞게 지붕 고쳐주고 그러면... 아 우리 딸이

한국에 시집가더니 돈을 모아 보내줘서 지붕을 다 고쳐줬네. 그런

게... 다른 거로 대한민국을 뽐내는 게 아니라 옥접매 선생님 대한

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라를 빛

내는 사람이 되라.

문미연은 틀을 따라가면 되는 프로그램을 좇기보다 스스로의 틀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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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나가야 하는 한울림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이주여성 회원들을

“한 계단을 올라간 사람들”,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조금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

출신 회원 옥접매를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고 있었으며 충

분히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선주민 회원들의 신뢰 속에 산다와 라임은 종종 이들이 믿고 지켜보

고 있기에 “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신비엔은 “믿고 맡겨

준 선생님들에 대한 마음의 보답”으로 열심히 활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44)

산안다: 내가 항상 말하잖아. 이분들이 기둥이라고. 우리를 믿고 기대감가지

고 들어오시는데 그 믿음, 기대감 채워드려야 되거든. (중략) 부족

한 거도 많아. 그런데 다음번엔 더 잘하자. 더 잘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야. (중략) 물론 선생님들이 믿어주는 만큼 잘하는 게 역할

일 테지만 이게 뭔가 우리 단체에 기회가 열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함께 기회를 열어가면서 할 수 있다.

산다는 선주민 회원들이 이주여성 회원들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는 것

에서 잘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의욕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한울림 안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할 수 있

는 “기회”를 열어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하였다. 자료 속 “기둥”이

라는 표현과 함께 한울림의 5주년 기념 소책자의 인사말에서는 이러한

회원들을 “든든한 울타리”로 표현하고 있으며, 라임은 7월의 참여관찰에

서 “한울림이라는 울타리”가 있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였다.

가족 안에서 나와 다른 가족구성원을 남이라 말할 수 없듯, 관계가 깊

어갈수록 나와 타자의 경계는 흐려진다. 나의 시선과 타자의 시선을 구

분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 그렇기에 “공동체의 시선은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연장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타자의 몸은 거대해진

나의 몸이며 타자의 시선은 확대된 나의 시선”(김종갑, 2004, p. 237)이

다. 즉, 익명적 타자에 둘러싸일 때 나의 몸은 타자의 시선에 규정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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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되지만,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나의 몸은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적 관계는 하나의 “울타리 특권”(김종갑, 2004, p. 233)이

되어 공동체 밖 사회에서 나를 규정짓는 시각 이미지의 충격을 완화해준

다. 이주여성 회원들은 자신들을 가족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신뢰하

는 한울림이란 울타리 속에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된

다. 또한 신뢰 속에 공동 활동의 기회를 열어가는 과정은 선주민 회원에

게도 이주여성 회원들의 모습에 자신을 비춰보며 더 나아지고자 자극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45)

오중석: 나이가 많아지면 의욕이 떨어져. 뭐 하고자 하는 거나 새로운 거를

하고자 하거나. 그런데 한울림에 오면 다들 열심히들 막 하잖아.

열심히들 일하시고, 열정적으로 늘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 그런 부

분들에서 배운 점이 있지. 나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국어 교사자

격증 있잖아? 학점제은행제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많은 과목은 못

하더라도 두, 세과목 정도씩은 직장 다니면서 들을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저녁때는 듣고 있어.

연구자: 한울림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의욕이 생기신거군요.

오중석: 그렇지.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울림에 계시는 분들

의 면면이... 동아리라고 해야 할까? 한울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 수가 있고 사람마다 가진 면면의 좋은 이미지를 보며

나도 배워야겠다,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게 있지.

선주민 회원 문미연은 한울림 활동을 하며 식생활강사자격증을 취득하

였고, 오중석은 한국어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 중에 있다. 이러한

공부의 시작에는 한울림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늘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며 자극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오중석은 이러

한 자격증 공부를 통해 한울림 활동에 있어 더 “준비된 자”가 되고 싶다

고 밝히기도 했다. 오중석은 한울림 회원들을 만나며 “외국인”, “다문화”

라는 익명의 이미지로 바라보기보다, 회원들이 지닌 “면면의” 이미지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를 현재에 안주하기보다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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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자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하였다. 이는 자신을 신뢰하는 회원들과의

만남 속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산다의 이야기와도 유사

했다.

“모든 자아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다른 것과의 만남을 필요”로 하며

“모든 문화는 이질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사고와 행동의 경직성을 타파

하고 긍정적 자기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권오현, 2013, pp.

285-286). 진화적 보편주의란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며 상호작용

할 때,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 모델을 창출함을 바

탕으로 한다(권오현, 2013). 따라서 이주민을 “어딘가 부족한 사람, 우리

와 완전히 다른 사람,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설 수 없는 결핍된 존재”

(권오현, 2013, p. 288)로 보는 것은 인간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

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식이다. 한울림 회원들이 나와 다른 상대가 가

진 능력을 좋은 이미지로 인정하며 교류하는 과정은 동화 중심의 접근법

이 아닌 이와 같은 진화 중심의 접근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회원들은 나의 모습이 인정받는 공간인 한울림에서 각자의 다양성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상대의 모습에 나를 비춰보며 더 잘하기 위해, 더 좋

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즉, 회원 간 능력에 대한 상호신

뢰는 문화 차이들이 풍부하게 드러나는 상황을 조성하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인간을 지향하는 변증법적 대화를 촉진(조용환, 2011a)시킨다.

(3)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방법”

한울림 안에서 회원들은 모두 제각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능력을 가

진 존재이다. 회원들이 활동 속에서 발휘하는 다양한 능력들은 소책자와

홍보물 등에선 종종 “문화적 재능”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현지자료 속 “문화적 재능”을 2015년 이전의 홍보물과 2015년에 수정

된 홍보물을 통해 살펴보면, 두 소책자에서는 공통적으로 회원들이 가진

재능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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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자료 7> 2015년 이전 소책자의 “문화적 재능”

             
              <자료 8> 2015년 이후 소책자의 “문화적 재능”

2015년 이전의 소책자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역량과 꿈을 키우며”

“이주민들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에 “문화적 재능”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2015년 이후의 소책자에서는 “문화적 재능”을 활

용하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편견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데에 의

의가 있다고 밝힌다. 소책자의 내용 변화처럼 “문화적 재능”은 이주여성

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는 편견을 허물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관계 속

에서 이주여성이 가진 능력에 대한 인정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46)

남정혜: 우리 처음에 할 적에부터 모이는 거가 개인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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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모인 거였거든. 내가 볼 적에는 자꾸 자꾸 밖으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이 발전이 되는 거 같은데, 다 능력이 있

는데 나와서 자기 재능을 점점 발휘하는 거지. (중략) 한울림 처음

취지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외로워

가지고 모이는 장소였거든. 그래서 자기의 애로 사항 서로 이야기

하고 토론하고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가르쳐주는 취지에

서 만나는 저기였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재능들을 밖으로 알

리는 저기가 됐다고 봐야지.

연구자: 아 그럼 모든 회원분들이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게 발휘되

는 장이 한울림이 된 거고요.

남정혜: 응. 난 그렇다고 보고 있지. 이 사람들이 가진 재능을 많이 개발도

하고 발휘할수록 그게 점점 더 나온다고 보지. (중략) 신비엔 선생

님 같은 경우는 바느질 같은 거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이거든. 그

런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인형도 만들고 음식 같은 거도 하게 되

고 그런 거거든. 음식 같은 거도 처음엔 우리 모임 사람들끼리 먹

고 만들다 보니까 지금처럼 도시락도 만들게 되고 활로도 생기게

된 거거든. 점점 발휘도 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나

는 우리 회원들이 한울림 안에서만이 아니라 뒷받침만 조금 있다

면 밖에서도 얼마든지 활동할 저기가 된다고 봐.

산다는 선주민 회원과 이주여성 회원이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고 “사회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

식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이는 남정혜와의 면담에서도 잘 드러난다. 남

정혜는 회원들 모두가 “사람마다 가진 개인적인 재능”이 있으며, 이러한

재능이 한울림에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시간을 통해 “밖으로” “점

점 발휘”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를 발판으로 이주여성 회

원들이 얼마든지 한국 사회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한울림 활동에서 이러한 재능은 이주여성의 것만은 아니다. 모니카 인

형 만들기 홍보물에서는 “참여자들은 문화적 재능을 발휘하여 인형을 손

수 완성하고 전달함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배운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한 회원 간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에서는 누구나 선생님이자 학생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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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자신이 습득한 다른 회원 출신국의 요리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 회원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토대로 수업을 준비할 것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나

눔 활동의 대상자들은 회원들에겐 “가능성이 있는 씨앗”으로 인식되며

“조금만 도움 준다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다. 이러한 내용 속에

는 이주민, 선주민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각자의 독특한 “문화적 재능”

을 가진 것으로 바라보는 한울림의 관점이 녹아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이 각자의 “문화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신뢰하는 것은 한울림의 활동

을 다양성에 대한 인정으로 나아가게 한다.

다양성은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윤태

영 이은희, 2011).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에 대한 존중에

더불어 다양한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정하성 외,

2007). 한울림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활동 속에서

모든 사람을 “문화적 재능”이 있는 존재로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서로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재능을 바탕으로 공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성의 공존은

한울림 활동의 단초를 제공한다. 모니카 인형은 하나의 인형 속에서도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말하는 도시락은 “국경 없는 맛”이라는 이름

으로 다양한 회원들의 모국 음식이 경계 없이 한 도시락에서 어우러진

다. 이는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 한울림 회원들과 이모나라 현지인 공

동의 참여에도 반영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이 모두 나의 이웃이 되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자발: “확실히 마음 열고, 확실히 능력발휘”

한울림 활동에서 공통으로 강조되는 요인은 자발일 것이다. 자발성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인으로, 간단하게 말해 회원

들의 자발성이 없다면 한울림 활동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한울림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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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발성은 주변인이 아닌 주체로의 지향, 공동체적 주인의식의 함양,

타자에게 먼저 연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드러난다. 나는 이러한 자발적

특성을 (1)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2) “같이 주인 될 수 있어

요”, (3) “익숙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로 정리하였다.

(1)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한울림의 이주여성 회원들은 틀을 따라가면 되는 다수의 이주여성 대

상 프로그램에 회의감을 느끼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틀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한울림에서 5년째 활동해오고 있다. 한울림 활동들은 공통적으로

각 회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그 업무의 “관

리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 만들어진 틀을 따라가

는 것과 “관리자”로서 틀을 만드는 것은 일의 강도와 필요한 책임의 정

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관찰 기간 동안 이를 견

디지 못한 신입 회원이 활동을 그만두고 나가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

었다. 5년간의 활동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어온 연구 참여

자 회원들은 상황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47)

산안다: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들려는 사람이 없어요.

소안냐: 불안해서 안 해요. 일단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NGO 단체에 3년 넘게 있었는데 한국 선생님들이 이주여성 분들한

테 물어봐요. 뭐 하고 싶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러니까 일단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장소든 뭐든 자기가 와서 편하게 할 수 있

게끔 다 만들어 달래요.

산안다: 저는 이게 말 그대로 지금 한 명이라도 자기 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세우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비엔이랑... 라임이랑...

이게 점점 하는 사람만 하는 거에요.

소안냐: 한울림에서는 활동들이 봉사랑 같이 되는 게 많은데 이게 낯선 사

람이 많은 거에요. 봉사, 나눔... 그런 게 잘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돈이 안 되는 걸 왜 내가 해요?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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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다: 그러니깐. ‘우리’라는 나눔의 아이템이 없어.

문미연: 능력도 그래. 본인이 다문화라고 무조건... 자기가 집에서 철저히 맛

있게 만들어 보지도 않은 요리를 갖고 와갖고...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그런 건 안 되는 거라니깐.

소안냐: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된 거.

산안다: 일단 그러려면 다문화라는 거 자체를 이분들이 스스로 벗을 수 있

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이름 벗지 않고 거기에만 매달려 활동하

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깐 문제야.

소안냐: 왜 안 벗냐면 밖에 나가면 도와주는 사람 많아. 그 이름 대면 도와

주는 사람이 많거든.

산안다: 그런 혜택 없어져야 돼. (중략) 스스로 뭔가의 관리자를 한다는 그

런 생각이 잘 없어요.

한울림 회원들은 “다문화”라는 이름을 댈 때, 받는 도움과 혜택에 익

숙해진 이주여성들은 “와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미 마련된 자리를

쫓게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이 한울림에도 같은 기대

를 품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 스스로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 한울림 활

동의 구조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울림에는 “오는 사람

만 계속” 오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었다. 한편 회원들은 돈과 같이 외부

적 동기에 의존해서는 한울림에 있을 수 없음을 말하며, 한울림 활동이

갖는 가치를 “나눔”의 성격과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나가는 방식

에서 찾고 있었다. 이는 라임과 신비엔의 면담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48)

라안임: 사실 한울림에서 일하는 거 돈으로 계산하면 진짜 여기 일 못 있어

요. 우리는 마음으로 와. 그리고 고집으로 와. 나눔으로서 넓게 보

고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 이런 걸로 시작한 거지. 하지만 우린

다문화센터로 들어가진 않아. 이유는 우리는 다문화센터로 들어가

면 완전히 장애인이야. 가만히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야.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통역사나 다문화강사로 일

하면 백 이십은 그냥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안 가.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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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훨씬 뿌듯해.

(49)

신비엔: 솔직히 한울림은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돈을 목적으로 오면 안 돼요. 솔직히 난 돈을 목적으로 있었다면

통번역 일이나 다문화센터 일을 하지 지금까지 안 있었을 거에요.

(중략) 그런데 한울림에서는 사람 사는 거? 한울림에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잖아요. 나는 그런 거

좋아. 누구한테도 기대하지 말고 니 능력으로 해라. 그런 말. 그런

거 때문에 내가 한울림에 다니는 거야. (중략) 나한테도 물론 돈은

필요해. (중략) 엄청 아껴서 쓰지만... 그래도 나한테 이 일이 정당

하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라임은 한울림 밖 센터 활동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더 열려있지

만, 정해주는 틀을 따라가는 방식 속에 마치 “장애인”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제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고백했다. 한편, 스스로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한울림의 활동에선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였

는데 이는 신비엔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비엔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속에 “누구한테도 기대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직접” 진행해야

하는 한울림 활동이 자신에게 더 “정당”하게 다가온다고 하였다.

민가영(2011)의 연구에서 다문화 지원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여

성들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이고 일부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일정

참가비를 주고 있는 관행이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도전하려는 의지를 떨

어뜨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동등한 구성

원이 아닌 약자, 주변인으로 머물게 하는 정책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에 의존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다(민가영, 2011). 이러한 프로그램들과의

대비로 한울림 활동은 회원들에게 주체로 설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

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 라임은 한울림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나눔으로서

넓게 보고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마음”과 “고집”이 필요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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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신비엔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앞의 자료에서 러시아 출신 회원 소냐가 한울림 활동에 “봉사, 나눔”이

많다고 한 것과 산다가 “‘우리’라는 나눔의 아이템”으로 한울림을 묘사한

것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돈”, “혜택”과 같이 개인의 외재적 가치를 추

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울림 활동에 참여할 때 자발성은 결여

되는 한편, “봉사”나 “나눔”과 같이 스스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

와 신념을 공유함으로써 한울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매킨타이어(MacIntyre, 2007)는 외재적 선은 존재론적으로 대상들 간

에 분리를 초래하는 한편, 내재적 선은 공동체 달성을 위한 덕목이 된다

고 보았다. 외재적 선은 부, 명예, 지위와 같이 특정한 형태의 실천과 무

관하게 다른 활동 속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내재적 선은 특정한 가치를

포함하는 활동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Fisher & Byrne, 2012). 내재적 선

은 그 활동을 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가치로 활동의 본질적 성격 또

는 의미를 함축한다(박정주, 2008).11) 한울림은 외재적 선을 목적으로 할

때 지속적 참여가 어렵지만, “관리자”위치에서의 능력 발휘와 이를 통한

“나눔”이라는 내재적 선을 추구할 때, 자발적 참여를 불러일으킨다. 이렇

듯 내재적 선에서 기인하는 자발성은 한울림 활동 속 공동체성의 기반이

된다.

(2) “같이 주인 될 수 있어요”

한편 한울림 회원이 아닌 외부인의 경우, 이주여성들이 “관리자”로 있

는 한울림의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곤 했다. 일례로 2015년

11월, 한울림은 모 일간지에서 주최한 다문화 관련 시상식에서 다문화공

헌단체상을 수상하였다. 일간지 측에서는 수상과 관련해 한울림의 활동

11) 체스를 예로 들면 체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력, 명예, 부는 체스 아닌 다른 것에

서도 얻을 수 있으므로 외재적 선이라 하고, 체스 특유의 분석 기술, 전략적 상상력,

그리고 경쟁적 강도들과 같은 것은 체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므로 체스의 내재적

선이라 한다(박정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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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한울림 사무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회원들과 취재

진 사이에 약간의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취재진 측에서는 이

주여성 회원들을 사무국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선주민 회원이 있는 사무

국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찍으려던 것이었는데, 선주민 회원과 이주

여성 회원의 구별 없이 모두가 사무국에서 함께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

는 한울림에서 이는 매우 낯선 상황 설정이었기 때문이다.

(50)

산안다: 웃기는 게 그 촬영 팀이 와가지고 우리부터 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부터 시작하래. 그래서 내가 주인이 우린데 왜 나가서 다시 들어

와. 여기 다른 관리자 따로 없이 우리 여기 항상 있는데 하니깐

아~ 이러는 거야. 다른 센터들에서는 일반 한국인 직원들 있고 이

주여성들이 손님같이 들어오는 거에만 익숙하게 계속 찍다보니깐

우리는 여기 주인인데 우리도 들어오는 거부터 찍을라고 하는 거

야.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찍어요? 했지.

신비엔: 처음엔 우리를 다 나가라고 다 쫓아냈어. 나가서 들어오는 거부터

찍는다고.

취재진이 이주여성 회원들을 사무국에서 쫓아내는 상황을 산다는 선주

민 직원들이 주가 되고 이주여성들은 외부의 손님이 되는 상황에 익숙하

다 보니 이주여성들도 “주인”이 되는 한울림의 경우가 낯선 것이라 보았

다. 주인과 손님에 대한 이야기는 2015년 3월의 자료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산다는 이주여성을 “손님 대접”하는 외부 프로그램과는 다

르게 한울림에서는 이주여성과 선주민이 “같이 주인”이 된다고 하였다.

산다의 말처럼 한울림 회원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활동의 주인이

된다. 모니카 인형 만들기에서 바느질을 배운 회원이 “기술자”이자 “선

생님”이 되는 것,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요리의

“선생님”이 되는 것,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 “조사담당자”가 되기도 하

고, 내가 자신 있는 분야의 수업을 준비해 진행하는 것,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서 도움을 주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 등이 그러하다. 활동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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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역할의 체험은 회원들로 하

여금 한울림이라는 단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킨다.

(51)

라안임: 처음에 한울림 겉에만 보고 열 명 들어와요. 그런데 그 중 아홉 명

은 사람이 아니고 화분이에요. 우리랑 나누는 정이 아무 것도 없어

요. 그런데 한 명 남은 사람은 진짜 사람이에요. 마음 나눈 사람이

에요. 그런 사람은 어딜 가도 우리 단체에 대해 똑바로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략) 한울림 들어오기 전에 이주여성

들은 우린 외국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일반 사람

들은 너넨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점점 바뀌는 거에요.

(52)

남정혜: 계속 보고 뭔가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괜찮구나. 내가 여기

서 뭔가 해볼 수도 있고, 내 어려운 거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구

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가족적인 분위기잖아. 서로 농담도 주

거니 받거니 할 수 있고 집안 저기도 얘기할 수 있는 저기잖아.

연구자: 그럼 한울림이 우리의 공간이 되면서 참여하게 된다고 보시나요?

남정혜: 그렇지. 누구의 것이라는 게 아니야. 누구의 것 아니라 내가 일종의

주인이 되는 거지. 그런데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건 이주여성들이

더 알려졌으면 하지. 내가 생각하는 한울림은 이주여성들을 더 위

해줘야 하는 게 크기 때문에 같이 하는 활동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이주여성들이 더 알려졌으면 하지. 그런데 그 안에서는 난 한 가족

이라고 봐. (중략) 그냥 내 가족 일이니까. 내가 능력되는 거 만치

는 내가 뒷받침 하려고 하고. 그게 남이라고 배척을 하면 못 하지.

허물없이 내 집에 있는 거, 나가진 거 준다거나 그런 게 안 되잖

아. 어쨌든 다들 책임의식이 있으라고 이렇게 재능도 발휘하고, 뒷

받침 하는 데에도 그에 맞춰 역할도 분담해본 거고.

이주여성 회원과 선주민 회원이 대화하며 함께 활동하는 과정과 각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경험이 결합되는 상황에서 함께



- 121 -

주인이 되는 장이 만들어진다. 즉, 회원 간 공동의 과정과 회원 각각의

개별적 과정의 교차 속에 공동체적 주인의식이 발생한다. 역할 분담을

통해 “내가 일종의 주인이 되는” 자발성이 있으면서도, 안에서는 “한 가

족”이기에 허물없이 나서서 활동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를 통해 한울림

밖 프로그램에서의 관계 맺음과 한울림 안에서의 관계 맺음을 도식화하

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회원들은 이주민이 지원과 혜택의 수혜자인 “손님”이 되

어 선주민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닌,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 자발적으로

“주인”이 되는 한울림 안에서의 관계를 가족답다고 말한다. 자발적 참여

를 바탕으로 한 주인의식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실질적 주체로

서 변화를 주도하게 만들며(허준, 2006),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일체

감과 통일성을,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발성과 전체성의 감정을 수

반”(Poplin, 1979: 신용하, 1985, p. 23에서 재인용)한다.12) 이렇게 보면

한울림 안에서의 주인의식은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주체가 되는 과정

12) 여기서 자발성은 공동체의 성원들이 “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말하

며, 전체성은 성원들이 서로를 “본래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전인격이라고 생각”하

는 것을 뜻한다(신용하, 1985, p. 22).

한울림 밖 한울림 안

<그림 4> 한울림 밖과 한울림 안의 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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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회원 간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결합에서 발생한다.

(3) “익숙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한울림은 이주여성자조단체이다. ‘스스로’(自) ‘돕는다’(助)는 자조의 뜻

처럼, 한울림은 이주여성 스스로가 “손님”, “다문화”, “외국인”이라는 이

름에 존재하는 선입견을 깨고자 함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이념을 기반

으로 한울림의 활동들은 차이를 향해 자신을 먼저 열어가는 성격을 가지

고 있다. 한울림 활동에 대한 인터뷰 기사들에서 회원들은 이주여성이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이 아닌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주

여성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13)

(53)

산안다: 다문화사회가 익숙하다면 색다른 사람들도 익숙해야 되는데... (중

략) 그 익숙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국

적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같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54)

라안임: 그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가야 해요. (중략) 우리가 이 사람보다 한 걸음 먼저 가까이 가

면, 이 사람이 우리 쪽으로 나오기가 더 가까운 거에요. 우리가 먼

저 한 걸음이라도 가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오기 더 쉬운 거에요.

산다는 이주여성들 스스로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익숙해질 필

요가 있다고 말하며, 라임은 이주여성이 선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

가는 과정이 선주민이 이주여성에게 다가오기 쉽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즉, 선주민과 이주여성이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주여성은 스스

로가 선주민과 동등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하

며, 그와 동시에 선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발

13) 이재우(2011. 05. 12.). 참고문헌 <기사, 잡지> 항목 참조.

지혜영(2011. 10. 24.). 참고문헌 <기사, 잡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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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필요하다. 한편 다음 남정혜, 문미연과의 면담 내용에는 이러한 이

주여성들의 노력에 더불어 선주민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익숙의 과정에

중요한 발연체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55)

남정혜: 내 같은 경우는 우리 손녀딸을 일부로 한울림에 데리고 가는 거야.

우리 손녀딸 같은 경우는 산다 쌤한테 왜 선생님은 얼굴이 까매

요? 하고 물어봐. 그럼 전에 살던 데가 날씨가 더워서 까맣다든

가... 우리 손녀딸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 이제 잘 어울리잖아.

아미(산다의 딸)하고 잘 어울려 놀고. 그런 게 깨진다고 봐. 깨면서

자연스럽게 놀고 접하다 보면은 외국인이라는 그게 안 와 닿지.

연구자: 그러면 한울림 안에서 선주민 회원으로서 해야 할 노력이 있다면

낯섦이 익숙해지게 좀 더 자주 나와서 보고 접하는 건가요?

남정혜: 그렇지. 자주 보고 자주 대화하고 하다 보면 선입견으로 사람을 안

보지. 그냥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를... 문화만 달랐다 뿐이지.

그 사람도 사람이거든.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지. 산

다 샘이랑 어디에 갈 때 누가 묻잖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물으

면 내가 옆에서 그래. 한국사람. 옆에서 내가 이러거든. 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 버린다구. 한국에 시집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러면 아~ 그런다구. 같이 지내면 그걸 빨리 깨우치는 거지. 내가

볼 적에는 그니깐 일반 한국 사람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주여성

들도 더 많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56)

문미연: 한울림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합니다. 와서 재능

기부 좀 해주세요. 와서 우리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요.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난 제일 좋은 건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다

가 같이 웃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필요한 거 같애요. (중략)

우리나라는 다문화라는 이름 걸려 있으면 혜택이나 도와주는 게

많잖아요. 말하자면 일반 한국 사람인 자기는 동사무소고 서울시고

어디서 그만큼의 도움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 사람은 결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다문화 식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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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다가가야 돼요.

연구자: 한울림에서도 먼저 다가가지만 말씀해주신 일반 한국 분들도 마음

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네요.

문미연: 그럼요. 양쪽 모두의 자발성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그거는 강요에

의해서도 안 되고 또 일부로 마음먹었다고 내가 익숙해지기 위해

서 다가서지만 그게 됩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야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인 거 같애요. 한 발짝 딱 내딛어야 되는 거지.

익숙의 과정은 이주여성 혹은 선주민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

으며, “양쪽 모두의 자발성”이 필요하다. 문미연은 자발성이 선행된다고

해도 익숙에 이르는 데에는 다른 단계가 더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자주 보고 자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과정이다.

익숙에 도달하기까지는 쉽진 않지만 앞서 살펴본 소통과 신뢰 요인은

자발과의 교호 속에 익숙이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남정혜는 선입견을 깨기 위한 노력의 두 가지 차원을 언급한다. 자

신의 손녀를 예로 이주여성 회원과 그 자녀들과 가까이에서 어울려 노는

과정 속에 선입견이 깨진다고 말한 것과, 산다의 예로 이주여성들 역시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깨우치며 선주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익숙을 위해서는 선주민에게는 자신의 선입견

을 깨고자 하며 다가가는, 이주여성에게는 스스로를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깨고자 하며 다가가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

서의 자발은 자조(自助)의 뜻처럼, 나의 선입견을 깨고 스스로를 열어가

고자 노력하는 행위가 내포되어 있다.

4. 환대: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한울림 활동에서 두드러진 요인 중 하나는 환대이다. 연구 참여자 회

원들은 환대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한울림 안에서

의 상호작용과 활동 양상에는 상시 환대가 깃들어 있다. 나는 한울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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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대를 (1)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2) “상처 안 난 나뭇잎이

찢어진 나뭇잎을 감싸줘야 된다”, (3) “이 사회에서 더 넓게 가고 싶어

서”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한울림 활동에 내포된 환대의 요인은 단

순히 약자나 타인을 향한 것에 한정되기보다,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를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1)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참여관찰 날, 회원들은 한울림 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인터뷰 영상을 촬영했다. 이날 촬영 팀으로 외부의 자원봉사자가 한울림

을 방문하였는데, 나는 영상 자막에 회원마다의 출신국명을 기재하고자

하는 촬영 팀의 부탁으로 회원들에게 출신국에 관해 묻고 있었다. 그러

던 중 나를 발견한 신비엔은 “출신국에 관해서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라며 나를 닦아세웠다. 신비엔의 이야기처럼 회원들은 활동 과정

이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상황 외에는 자신을 알려야 할

때 출신국으로 설명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출신국에 대해서도 좀처럼

묻지 않는다. 다음은 2016년 1월의 정기모임의 한 장면이다. 이날에는 새

로운 회원들이 한울림을 방문하여 참석자들의 자기소개가 이루어졌다.

(57)

산안다: 오늘 온 이 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봉사 활동 할 때만 같이 가장 앞

장서서 하는데... 모르는 분도 계실 거에요. 군포에서 왔고요. 인사

하세요.

와안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와니에요. 항상 어디나 같이 봉사 해온... 반갑

습니다.

사이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사이남... 태국 사람이에요. 언니 같이

따라왔어요.

남정혜: 두 사람이 닮았다.

정안금: 자매 아니야?

산안다: 계속 인사하세요. 처음 온 분 소개 끝났고요. 우리 단체 회원들 소

개해주세요. 서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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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틴: 네. 안녕하세요. 크라틴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비엔: 저는 한울림에서 말하는 도시락을 담당하는 신비엔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소안냐: 개명했대요. 신혜교14)로.

신비엔: 맞아요. 신혜교에요.

산안다: 너 옳은 말 해라. 그리고 오중석 선생님.

오중석: 저는 ○○에서 일하는 오중석입니다. 그... 한울림하고는 연이 돼서

뭐 작년, 재작년... 그리고 스리랑카에 해외 봉사도 다녀왔고요. 여

기 오면서 뭘 봉사한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안냐: 얼마 전에 같이 활동하게 된 소냐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안다: 이제 저 소갠가요? 다들 그런데 저 알죠?

일안동: 몰라요.

산안다: 몰라요? 안녕하세요. 산다에요. 어쨌든 한울림의 마당발이고요.

처음 한울림에 나온 사이남 외에는 출신국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다

른 이의 출신국에 주목하는 회원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초반

나는 이러한 소개들로 인해 종종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한울

림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쌓여가며 산다가 와니를 “군포에서” 왔다고 말

하는 것처럼 현재의 거주지로 소개를 들으며 알아가는 과정이 자연스러

워졌다.

인간은 일상의 맥락에서의 ‘고향’이 실존적 상심에 접어들면 진실로

‘고향’이 아님을 깨닫기도 하며, 스스로의 상황에 존재물음을 던질 수 있

는 유일한 현존재(Dasein)이다(조용환, 2011a). 현존재(Dasein)로의 인간

은 스스로의 존재를 해석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며 존재의 장소에 부응해

간다(서동은, 2011). 한울림 회원들은 현재의 위치로 서로의 존재를 정의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울림 밖을 벗어나면 이주여성 회원들은 곧바로 집요하게 신

원을 추궁당하곤 했다. 나는 점차 한울림 안과 한울림 밖 이주여성 회원

14) 이는 실제로 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신비엔이 자신이 연예인 송혜교를 닮았

다고 이야기한 것을 놀리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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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위치 차이가 크게 다가오며 괴리감을 느끼게 되었다. 한울림 안에

서는 공동의 활동을 하는 같은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한울림을 벗어

나는 순간 낯선 타국의 이방인으로 대우받기 때문이었다. 다음의 자료에

는 이러한 차이가 잘 나타나 있다.

(58)

신비엔: (모니카 인형의 용도를 묻는 한 남성에게) 이거 수익금은 어려운

아동들도 도와주고요.

남성 1: (신비엔을 쳐다보며) 어디 사람이에요?

신비엔: 저 한국 사람이요.

남성 1: 아니요. 어디 사람이에요?

신비엔: 한국이요.

남성 1: 아니. 그런 거 말고 나라. 진짜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여성 1: 그러게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신비엔: 저 한울림에서 왔어요.

여성 1: 한울림? 죄송한데 한울림 어디에 있는 나라에요?

신비엔: 그냥 여러 나라 있어요.

여성 1: (신비엔을 빤히 쳐다보며) 아 그런데 생긴 건 진짜 별로 그렇게 안

보이네요.

신비엔: 하하. 네.

남성 1: (진열된 베트남 커피를 가리키며) 베트남 커피네? 이거 저 먹어봤

어요. 이건 설탕 안 넣고 먹어도 맛있어요.

신비엔: 맞아요. 맞아요. 설탕 안 넣는 게 더 좋아요.

남성 1: 향이 좋아요. 이게 누룽지 냄새 나고.

신비엔: 맞아요.

남성 1: 봐. 베트남 사람이죠?

(59)

(산다, 남정혜, 연구자가 사무국 근처 마트에 히터를 사러 간다. 어느 코너

에 들르든 점원들은 산다를 향해 “한국 말 참 잘한다”며 신기해한다. 전자

기기 코너에서 전기 히터를 구입하며 산다가 물품을 배송 받을 주소를 적

는데, 한 중년 여성 점원이 산다를 향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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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원: 어디서 오셨어요?

산안다: 안양에서 왔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점안원: (산다 옆에 앉은 연구자를 바라보며) 아니요. 이분 말고요. 이쪽은

당연히 한국 분이시죠. (다시 산다를 바라보며) 어느 나라에서 오

셨냐고요.

이주여성들을 ‘외국인’이라는 명칭에 가두는 것은 “사회적 성원권의 부

여를 유보하기 위한 배제의 기호”(김현경, 2015, p. 70)일 수 있다. 한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공동체 내부에

“자리”(김현경, 2015, p. 26)를 갖는 것이다. 한울림 밖 시선과 대조적으

로 한울림에서 군포, 안양과 같은 현재의 거주지에 주목하는 것은 이주

여성들을 선주민과 같은 “자리”를 가진 구성원으로 환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환대는 지역과 대상을 하나로 확정하지 않으며,

다양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울림의 활동에도 반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울림의 사례는 신비엔이 차상위계층도 저소득층도 아니기에 환

대받을 수 없었던 경험과는 대조되는 것이기도 하다.

(60)

신비엔: 내가 지혜 낳고 돌 정도 되었을 때일 거에요. 반지하에 살아서 물

이 가득 찼어요. 물이 많이 차서 잠 잘 자리도 없고 공간이 겨우

있어서 애들 둘 앉혀 놓고 우리는 벽에 기대서 잤어요. 그다음에

결국 이사 가고 물건 다 곰팡이 나서 버렸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집이 비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없어요. 내가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저소득층에 들지도 않아

서 해당이 안 된대요. 근데 나는 그때 진짜로 힘들었거든요. 나는

한울림에서 누굴 도와주던지 항상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그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에요.

신비엔은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도움 받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때의 마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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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림 활동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또한 산다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외에도 노인, 유학생, 외국인 등을 위한 활동을 해오는 것에 대해 법적으

로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다문화가정 외에도 실질적으로 “더 도움

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며, 한울림이 법의 테두리에서 제외된

이들을 돕고 있음을 언급했다.

데리다(Derrida, 1997)는 그의 저서에서 벤베니스트가 말하는 이방인의

정의를 통해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환대의 속성을 밝힌다. 이방인을

뜻하는 단어인 xenos는 “계약으로 묶인 사람들 사이의 동일 타입의 관

계들”을 말하며, 여기서의 계약은 “자손들에게까지 연장되는 구체적 의

무”를 내포한다(Derrida, 1997, p. 68). 즉, 벤베니스트가 말하는 환대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가족을 형성하여 세대를 거쳐 의무를

질 수 있는 자에 한해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환대는 xenos의

뜻인 “동일 타입의 관계들”이라는 말처럼 서로 다른 특성과 이질성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름과 출신을 알 수 없는 익명의 타자는 이방인에서 배

제된다. 이방인은 완전한 이방의 것일 때는 환대받을 수 없다. 데리다는

이러한 필요조건들이 환대를 권리와 의무에 구속된 폐쇄성을 띄게 한다

고 보며, 이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환대는 타자의 신원을 묻는 언어를 정

지시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기에 이른다.

데리다가 제시하는 무조건적 환대는 실현 불가능한 환대의 극한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 한울림의 활동에는 무조건적 환대로의 성격이 일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대는 각각의 회원을

출신국을 전경에 두고 구별하지 않는 것과 활동의 대상을 좁은 범주로

획정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

(2) “상처 안 난 나뭇잎이 찢어진 나뭇잎을 감싸줘야 된다”

한울림 회원들의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 요인 중 하

나는 나눔이다. 한울림 활동은 초창기부터 봉사라는 이름과 병행되어 왔

으며, 회원들은 종종 자신을 회원이자 봉사자라고 소개하였다. 산다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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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온 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만큼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죠.”15)라고 밝히고 있듯, 나눔의 성

격은 연구 참여자 회원들이 한울림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이자, 과

거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61)

남정혜: 한울림 처음에 들어올 적에도 나는 그런 마음이었어. 해외에서 내

가 그만치 누렸으니까 나도 그만치 줘야겠다는 거. 왜냐면 나도 해

외에서 이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깐 이 사람도 힘들 수

있겠다. 왜냐면 나도 가서 힘들었으니깐 여기 와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보태야겠다. 그런 베푸는 마음에서 한울림 들어온 거거든.

(62)

오중석: 나도 학교 다닐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아

르바이트나 이런 걸 많이 하긴 했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일거리

를 주든, 그냥 도움을 주든 지금 직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선배들이

나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도와

주는 분들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도와준 사람도 있었고,

나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 한울림에 왔을 때는 꼭

내가 여기 와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힘들 때 말 한마

디 건네준 멘토들 있잖아. 그게 꼭 물질적으로 도와준다기보다는,

마음에 위로해주고 힘이 돼준 사람들이 생각나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나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살아오는 과정

에서 힘들었던 시기에 받은 도움을 떠올리며, 그가 현재 겪고 있을 수

있는 어려움에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한울림 회

원들이 나눔 활동을 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한 공감이 주요한

요인이 된다.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는 과정, 즉 나와 남의 경계를 무너뜨

리는 동감은 나와 남을 연결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

다(구교준, 2010). 한편, 다음 신비엔의 이야기에서는 이와 유사하면서도

15) 이진이(2011). 참고문헌 <기사, 잡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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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 의미의 공감을 엿볼 수 있다.

(63)

신비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필요한 거 뭐였냐면... 어려웠을 때 누군가

나한테 와서 손 내밀어 주면 진짜로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내

가 그렇게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니깐 아 이 사람

이 진짜로 필요하구나 해서 내가 아낌없이 주는 거에요. (중략) 베

트남에 그런 속담 있거든요. 상처 안 나는 나뭇잎 있어요. 그리고

찢어진 나뭇잎 있어요. 그러면 상처 안 난 나뭇잎이 찢어진 나뭇잎

을 감싸줘야 된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따지면 내가 상처 나지 않은

나뭇잎이고 도움 필요한 사람은 찢어진 나뭇잎이에요. 그러면 내가

찢어진 나뭇잎 감싸주면 그 사람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

냥 나누는 거지.

신비엔 역시 자신이 어려웠던 당시를 떠올리며 그 심정에서 타인의 상

황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에서 나눔이 “내

가 그만치 누렸으니까 나도 그만치 줘야겠다는” 보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신비엔의 나눔은 과거의 자신은 받지 못했지만, 현재의 자신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기에, 과거의 자신처럼 힘든 이에게 나누어야

하는 이치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회원들의 나눔에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다. 그것은 도

움을 준 이에게 그대로 되갚는 교환의 형식이 아닌 또 다른 어려움을 겪

는 이를 향한 환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환대는 약자의 요청에 대

한 응답이자 그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권수경, 2015). 신비엔은 이를

나뭇잎에 빗대어, 상대적으로 “상처 안 난 나뭇잎”인 자신이 “찢어진 나

뭇잎”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응당 “감싸줘야 된다”고 말한다. 이

는 문미연이 노인 대상의 나눔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그게 사람 도

리니까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한 것과 상통한다. 활동 속에서 나의 어려

웠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의 타자를 만나게 되고, 노인 대상의 나눔 활

동에선 사람이 “늙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처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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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도리로의 환대는 마주하게 되는 사람 사이에 차이에 주목한 경

계 짓기보다 차이의 경계를 넘은 이해와 포용을 낳는다. 공감의 과정에

서 타자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시간성을 지닌 존재가 된다. 그렇기에

타자의 현재에서 나의 힘들었던 과거를 발견하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의 모습을 예감하기도 한다. 시간성을 바탕으로 타자를 바라보

며 거꾸로 내 안의 타자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한울림 활동의 환대는

경계를 초월하여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과정이다.

한편, 레비나스는 타인의 자리에 서서 그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주체성의 의미”(강영안, 2005, p. 79)라고 강조하였으며, 레비나스가 말

하는 책임성은 내가 타인을 주체화하기 이전에, 내가 타인과 공존의 형

태로 맺고 있는 관계를 정초한다(박준상, 2001).

한울림에서의 환대는 다양한 위치의 타인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 시간

성을 바탕으로 타인과 마주하게 한다. 이는 타인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

하고, 나의 모습에서 타인을 보기도 하며 나와 타인의 존재가 상호적으

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상호 연관된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이

에 대한 책임으로의 환대는 이유가 없는 당연한 것이다.

(3) “이 사회에서 더 넓게 가고 싶어서”

타자와 내가 상호 연관된 관계가 될 때, ‘우리’라는 연대의식이 생겨난

다. 연대의식은 공동체의 필요 요소이다(강대기, 2004). 연대의식이 결여

된 사회에서는 타인의 문제에 무관심해지기 쉽다. 연대의식의 부족은 함

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동은 사라지게 하고 개별적인 문제를 끌어안은

채 고립된 수많은 개개인을 양성한다. 나와 타자를 철저히 분리해 나의

무언가를 주지도,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지도 않으려는 삶의 방식은 우

리를 “세상의 고아”(강대기, 2004, p. 264)로 만드는 일일지도 모른다.

한편, 한울림 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

는다. 모니카 인형 만들기와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 등을 통해 일자리

를 구하기 힘든 이주여성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인형과 도시락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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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다 재단의 아동과 어려운 형편의 노인들에게 기부하며, 이모나라 나눔

여행을 통해 폐교 위기의 학교와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찾아나서는 것

등이 그러하다. 회원들은 이러한 활동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타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오중석은 한울림의 5주년 기념행

사에서 한울림의 이러한 특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나눔을 깨우쳐 주

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64)

라안임: 우리는 지금은 한국에 와서 눈을 떴잖아요. 원래는 아무것도 안 보

였어요. 지금은 눈을 떠서 내가 처음 올 때의 모습 생각하고 나 말

고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한테 내가 아는 거 많지는 않지만 아는

만큼은 한국 알려주고 싶고... 또 이 사회에서 더 넓게 가고 싶어

서... 한울림에 나오면 배부를 때까지 내가 먹는 건 아니지만 대신

두 명 더 배불릴 수 있어. 내가 내 가정 지켜야 하고 하루에 얼마

를 벌어야 하고. 그런데 무조건 나만 챙기다 보면 내 옆에 다른 사

람은 죽든지 말든지 옆에는 몰라. 나만 살피게 돼요.

(65)

오중석: 나눔이라는 걸 하면서 저 역시 기쁨을 얻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황에 관심. 그런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분들을 응원하게 됐고 또한 나에 대해서도 좋은 추억으로 남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끈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라임은 아무것도 안 보였던 이전과 달리 한울림 활동을 하며 비로소

어려움을 겪는 이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다

른 사람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며, 내가 가진 관점을 넓혀 가는 과정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끈”으로의 연대의식을 이끌어낸다. 타자에 대해

알아가려는 관심과 타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한 환

대를 통해, 회원들은 한울림 활동을 통한 봉사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닌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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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오중석: 젊을 때랑 다르게 지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의 의미라는 게 자꾸

꺾여. 꿈이라는 부분을 나이를 먹어서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내

가 자꾸 나이 먹어서 이런 도전... 같은 걸 자꾸 버리게 되는데 봉

사를 하면서 자꾸 새로움을 갖게 돼. 내가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연구자: 아 한국어 교사 자격증도.

오중석: 그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연구자: 한울림에서 봉사로 인해 받은 힘이 선생님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진

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오중석: 삶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게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는 힘을

얻어가는.

(67)

문미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도움이 되는 거야. 나한테도. 같이, 같이 크는

거지. 내가 일방적으로 도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바느질도

그래. 내가 무슨 바느질을... 평생 남편이 봉제 회사 다녀서 봉제

회사에서 보는 게 맨날 그런 거지만 나는 바느질을 잘 못 해. 바느

질을 하려면은 상당히 손이 어둔했어.

오중석은 회원들과의 지역사회 나눔 활동이 잊혀져 가는 충효 사상에

눈뜨게 하며 배울 점을 찾게 하는 계기이자, 한국어 교사 자격증과 같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동기가 된다고 말한다. 문미연은 모니카 인형 만들기

의 바느질을 예로 들며, 한울림 활동의 참여가 누군가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며 결국 “같이 크는” 일이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 회원들에게 한울림 활동은 타인에 대한 일방적인 봉

사의 성격이 아니라 “새로움”을 접하며,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다는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다.

데리다는 경계를 넘는 것은 “접근하는 것이거나 가는 것에 불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Derrida, 1997, p. 134)이라 말한다. 경계를 넘어 상호

침투하고 포함해가는 과정은 ‘시적 환대’16)의 생성적 의미로 해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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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립항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포함하는 사이에서 협상하는 과정이

생겨나듯(이은정, 2009), 상반된 것들이 서로에게 침투해 무엇이라 획정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함 속에서 새로운 것이 생성된다. 환대는 하나의 경

계로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사이 속에서 부단히 새로움을

열어가는 작업일 수 있다.

생성적 의미의 환대로 연구 현장을 이해해보면, 한울림에서 회원들은

출신국이나 피부색,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가두지 않는다. 모니

카 인형 만들기에서는 흰 피부의 인형이든, 노란 피부의 인형이든, 갈색

피부의 인형이든 모두 모니카 인형이다.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에서는,

터키 출신 회원으로부터 터키 요리를 배운 태국 출신 회원이 터키 요리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 회원들은 출신국에 무관

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국 문화를 알린다. 지역사회 나눔 활

동에서는 지역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으며 나눔의 대상 역시 노인부터 유

학생, 외국인, 한부모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활동들을 함

께하며 회원들은 스스로와 서로를 출신국이나 피부색으로 감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계들을 열어갈 수 있는 생성적 작업의 주체로 정

립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원들은 분절된 존재가 아닌 열린 존재로

교류하며 서로에게 침투해간다. 나는 나대로, 이방인은 이방인인대로 경

계를 만들고 지금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자폐적 존재로

만드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환대는 이방인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

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된다.

16) 데리다가 말하는 환대의 시적 개념은 곧 환대의 생성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시적poétique’이란 ‘시’를 창작하는 의미가 아니라 poiesis라는 어원에 충실한

‘생성’적 의미이다(이은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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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울림 활동의 의미

지금까지 한울림 활동이 이루어지는 양상과 그것의 구조적 요인을 살

펴보았다. 한울림 활동은 연구 참여자 회원들의 삶에서 다문화교육적, 공

동체적, 자조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의 기술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울림 활동이 다문화교육, 공동체, 자

조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논의될 수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한울

림 활동의 의미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작업은 각 차원이

가지는 연관성 속에서 한울림 활동의 다문화교육적 특성을 더 잘 드러내

고자 하기 위함이다. 각 차원에서의 해석은 관련 학자들의 연구를 근거

로 한 해석에서 출발하여 점차 가정교육 학계의 언어로 이동하여 각각의

의미를 가정교육관점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차원 별

해석 및 논의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세 차원이 공통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한울림 활동이 가지는 총체적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1. 다문화교육적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 “다문화”는 매우 익숙한 단어이다.

우리의 삶은 다문화적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사회 역시 다

문화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문화는 선주민과는 다른 이주민과 그 가

족을 규정하는 상황에 쓰이기도 한다.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

행하던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이 독립되며 이를 전담하게

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이주민과 그 가족들을 선주민과 구별 짓는

단어로 상용되곤 하는 것이다.

다문화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적용하고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외국에 대한 내용에 한정 짓는 관점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우리 사회 밖의 사람으로 주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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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는 지역이 전경이 되고 다른 지역이 배경이 될 때, 지역중심주의가

생겨나고 내 가족의 삶만을 우선으로 할 때, 가족중심주의가 생겨나듯

이주민을 배경으로 물러나게 하는 다문화교육에는 결국 다문화는 존재할

수 없다. 아래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다문화교육이 갖는 문제점이

잘 나타나 있다.

2007년 11월 시행된 다문화이해교육은 강사를 소개하는 이야기나누기, 태

국 놀이 경험하기, 동요 배우기, 동화듣기로 등으로 60분간 진행되었다. 이

주여성 강사들이 외국인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수업 내용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수업 후에 유아들의 반응은 강사들의 기대와는 달랐다. 수업에

참여했던 한 유아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와 수업을 마친 후 버스나 지하철

을 타고 집으로 간다는 설명에 “왜 비행기를 타고 안가요?”라고 반문하였

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에서 한 유아는 현대식으로 변형된 태국전통의상을

입은 강사를 보며 “태국 마사지 하는 사람 같다”라며 한국 사회에서 태국

문화가 소비되는 방식을 재생산하였다. (윤재희·유향선, 2008)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다문화는 나와 무관한 문

제로, 이주민과 그 가족은 나와 동떨어진 사람들로 분리하는 상황에 일

조한다. 이는 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시작된

초창기의 다문화교육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시각일 수 있다. 물론 세

계 어디에도 이주민들에게 이주 국가의 문화를 교육하지 않는 나라는 없

다(박병섭, 2013). 그러나 이주민과 그 가족이 들어가는 자리에 항시 “다

문화”라는 단어가 붙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이 “다문화교육”이라 불

리는 상황에서 한울림 활동의 다문화교육적 의미를 살피기 위해선 다문

화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서로 다른 문화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정 문화

에서는 주류 집단에 속하고, 또 다른 문화에서는 비주류 집단이 되는 경

험을 한다. 그런데 각각의 문화에서 주류 집단만이 전경이 된다면 어떠

할까? 주류만이 전경이 되는 문화에서 주류와 다른 것은 인정받을 수 없

기 때문에 주류에 통합의 대상이 되거나, 그 문화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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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비주류 집단이 주변화되는 문화에서는 개개인이 가진 다양성

은 존중받을 수 없으며 주류의 시선에 의해 이름 붙여진 존재자적 규정

으로 남게 된다. 다문화를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만 투영하고, 이주여성

의 출신국으로 감환하여 진행하는 다문화교육 역시 주류만이 전경이 되

는 문화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세태 속에 나는 한울림의 사

례를 연구하면서, 다문화는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 사회의 주류일 수 있

는 선주민과 비주류일 수 있는 이주민의 상생 관계에서 바라보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데리다의 ‘차연’은 한울림 활동이 가지는 다문화교육적 의미를 확장하

여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데리다는 차이를 이미 결정되어 있는 특성이

아닌,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진행형의 의미인 차연으로 바라

본다(박영욱, 2009). 데리다에 따르면 차이를 통해 완결된 의미를 결정하

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박영욱, 2009). 그렇기에 나와 다른 차이에

주목하여 타인을 규정하는 것은 연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울림 활동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서로 간에 존재하는 차이보다 차연에

주목하게 한다. 각각의 활동 속에서 선주민과 이주민, 나와 나 아닌 이

간에 존재하는 차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내가 하게 되는 활동,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순간 새롭게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차

연의 형식은 ‘형성’”(Derrida, 1967, p. 169)으로의 열려 있음을 바탕으로

한다.

한편, 메를로 퐁티(Merleau-Ponty, 1960)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없는 존재에는 이를 가시화하는 표현으로서 “침묵의 목소리”(p. 126)

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요컨대 하나의 회화 작품이 그 자체로서 수많

은 갈래로 해석이 가능한 “침묵의 목소리”라면,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은

“어떠어떠하다”고 언급하는 순간 작품 속에 존재하는 ‘살’과 ‘살’의 교차

와 이를 통한 해석의 다양성은 “어떠어떠한 작품”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

진다. 고정된 이름 뒤에 그것이 지닐 수 있는 풍부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회화의 경우만은 아니다.

특정 개념에 대한 내포적 속성이 많아지면 그 속성이 적용되는 범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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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은 축소된다(조용환, 2015b). 요컨대 산다 앞에 “노동자”, “외국인”,

“다문화가족”이라는 내포적 속성이 추가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산

다는 점점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즉, 시각의 검열에 의해 누군가를 문

적인 이름으로 규정할 때, 그를 존재자적으로 만나게 되는 한편, 침묵의

목소리에 반영된 ‘살’들의 교차에 주목하여 이해하고자 할 때, 존재의 의

미를 열어두고 만날 수 있다. 메를로 퐁티(Merleau-Ponty, 1960)는 존재

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몸에 의한 지각적 체험”(p. 132)을 바탕으

로 침묵의 실타래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한울림이라는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며, ‘차연’을 통한 존재 이해,

그리고 차이에 주목해 문적인 이름으로 존재를 개념화하는 작업에 대한

중지가 다문화를 다문화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울림 활동은 각각의 회원들로 하여금 문적으로 규정되는 역할 외에도

다양한 역할로의 체험을 하게 되는 통로였다. 참여관찰 초반에는 민족성

으로 한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회원들을 구분하고, 중반에는 모국의 위치

로 회원들을 외웠던 나는 연구 후반에 들어서서는 점차 회원들을 외국인

으로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에 적응하기 어려워졌다. “다문화”라는 말을

그들에게만 붙이는 것이 불편해졌다. 한울림의 활동 속에서는 이주여성

회원, 선주민 회원 모두 다양성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문

화적임으로 다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각각의 존재가 가진 질적인 다

양성에 주목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정 교과 영역(교육부, 2015)에서는 특정한 문화

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가정생활 문

화 형성, 또래 문화의 특징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 및 가치관 형성, 다

양한 생활양식을 고려한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의 실천 등이 그것

이다. 그리고 가정교과의 세부목표로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생활 문화를 유지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비판적 사고

와 가치판단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생활자립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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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가정 교과에서는 새로운 문화의 실천 이전

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로의 다문화적 체험을 요구한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을 열어두고, 차연을 통해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과정

은 배경으로 물러나 있던 주변인들을 나와 동등한 위치의 주체로 만나게

한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속한 문화가 다시 새롭

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문화가 반드시 한 가지 범주의 성격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빈센티(Vincenti, 1990)는 가정교육과 관련하여 문화적 변화와 사회의

양상을 가정생활문화에서의 이해와 실천에만 적용하여 바라보기보다는

다학제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통해 바라보아야 함을 언급하였다. 요컨대

서로 다른 맥락과 사적 경험에 따라 하나의 개념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소통적, 해석적 실천과 역사적 지식이 가정교육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개념이 가지는 서로 다른 의미를 공유하

기 위해서는 대화적이고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타문화에

서 해당 개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해석에는 역사적 지식, 즉 시간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가정교육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문화들

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맞닿아 있

다. 타인의 문화가 나의 문화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접합되는 과

정에서 역사성을 갖고 구성되고 있음은 문화와 문화의 사이, 접합의 지

점으로 ‘관계 맺음’에 주목하게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를 바라본다면, 타

자의 문화는 나의 경계를 초월한 바깥의 것만은 아니다. 나와 함께 넓은

의미에서의 한 문화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이며, 상호 개입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다.

2. 공동체적 의미

Ⅱ장에서 살펴본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선주민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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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상호 간의 문화적 특성이 존중될 수 있는 풍토 형성에 주목하고 있

다. 한울림 회원들은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의미세계를 구축하

는 공동체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

경을 가진 회원 간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 회원들의 관계에서 볼 수

있었던 독특한 특성은 가족과 같은 호칭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회원들 각각의 상호작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문미연과 남

정혜를 “어머님들”이라고 하거나, 오중석을 “아버지”라 부르고, 상대적으

로 나이가 어린 회원들을 “아들”, “딸래미” 등으로 부르는 것이 그러했

다. 이러한 상호작용 외에도 연구 참여자 회원들과 그 밖의 회원들은 한

울림에 관해 “진짜 가족”, “내 식구 같이”, “마음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

들이 모인 가족과 같은 공간”, “혈연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맺어진 한울

림 가족들”이라고 표현하며 공통적으로 가족답다는 인상을 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가족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르셀(Marcel, 1951)은 가족이

사실상 “개성의 매트릭스(matrix of individuality)”(p. 95)로서 생명을 구

성하는 요소와 영혼이 만나는 장소가 된다고 보았다. 자신의 독특함을

편안히 드러내며 생동감을 얻는 장인 가족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개

성을 부인하게 하는 권력의 힘으로부터 매몰되지 않고 나로서 당당히 존

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규(2006)는 이를 “‘있음’ 그 자체가 인정받고

사랑받아 기쁨이 되는 장소”(p. 118)로 해석하고, 자신의 ‘어떠어떠함’에

구애받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가정이라고 보았다. 이

를 통해 보면 가족은 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이이자, 나의 존재가

자유롭게 안식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러

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적 관계는 어떻게 형성될까?

부버(Buber, 1954)는 ‘그것’이라는 개념으로 그 의미의 가능성이 변경

될 수 없이 닫혀있고 대상화된 세계에서 ‘나’와 ‘너’의 존재를 향한 관계

맺음은 ‘그것’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인간

의 존재는 ‘너’와 함께 있음에서 나타나며, ‘나’와 ‘너’의 관계는 존재적으

로 만날 때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타인을 존재가 아닌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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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 ‘너’가 아닌 ‘그것’으로 마주한다. 이러한 상황은 혈연 가족의 관계

와 교육 현장 내에서도 발생하곤 한다. 부버는 이를 바탕으로 집단과 공

동체를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집단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상호관계를

상실한 개인들의 꾸러미라면, 공동체는 서로 간 인격적 책임이 있는 인

간관계를 근본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강선보, 1991).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타자와의 접촉은 나를 새롭게 갱신하게 하는 반

가움이 아닌, 경계를 넘어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훅스(Hooks, 1994)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느끼는 두려움에 주목

하였는데, 교사가 학생이 자신의 통제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인종·성·계급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즉, 집단주의적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성을 배제한 채

하나의 틀로 규격화된 교육이 강행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획

일적인 지식의 전달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학생들 각각이 저마다의 방

식으로 이를 전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집단과 달리 공동체에서 각 성원은 동일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체적

기준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내 뿌리, 내 나라 문화는 꼭 알아야”한다고 말한 라임의 이야

기와도 유사하다. 회원들은 각자 자신의 뿌리, 자신의 문화를 바탕으로

상호 연결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형성해나간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 기대어 살고 있으며 존재적으로 연관된다(조용환,

2015a). 나의 존재가 타인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김용규(2006)는

“‘나의 존재적 확장’”(p. 131)이라고 일컫는다. 나의 존재적 확장으로서

타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더 윤리적일 수 있다.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성원 간 인격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부버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한울림에서 이와 같은 책임 의식은 한울림이라는 단체의 경계

를 넘어,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불우한

환경의 노인과 유학생들을 찾아 나서거나, 베트남의 한부모 다문화 가정

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스리랑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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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 등이

그러했다. 이처럼 한울림 활동에서 책임 의식은 차이를 기반으로 할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장벽들을 허물며 발휘됐다.

나는 앞서 다문화교육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다양성에 대

한 횡적 상대성’, ‘타자를 문화 형성의 공동 주체로 인식’, ‘더 나은 문화

를 만들어가기 위한 종적 상대성’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리하였다. 한울림이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횡적 상대성은 개개인이 가

진 독특함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회원 간 서로를 공동 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상호공존

적이면서도 각자의 세계를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되는 부버의 공동체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적이며 공동체적 속성을 가진 한

울림의 위치를 도식화하면 <그림 5>의 D 그룹에 속할 것이다.

<그림 5> 가족적·공동체적 속성에 따른 관계 배치 

<그림 5>에서 가족적 속성을 갖추고 있으나 공동체로의 속성을 상실

한 A그룹(가족)의 경우 혈연적으로만 가족인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B

그룹(가족 공동체)은 구성원들이 혈연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동시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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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로의 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앞서 마르셀(Marcel, 1951)이 말한 가족

의 정의는 A그룹보다 B그룹에 가깝다. “바람직한 공동체가 이해득실을

초월하여 상호헌신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강대기, 2004, p.271)에 기초할

때, 공동체성이 없는 A그룹은 퇴니스(Tönnies)가 말한 게젤샤프트적 사

회관계17)에 그칠 수 있다. 한편 A, B그룹과 같이 혈연가족은 아니지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D그룹(유사가족 공동체)은 공동체성의 규범과

가치가 종내에는 가족다운 가족의 특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가족 공동체라 이름할 수 있다. 유사가족 공동체는 상호 보살핌 속에 구

성원들이 식구가 되는 과정으로, 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재편성하는 역

할을 한다(이인숙, 2012). 한울림의 경우 이와 같은 유사가족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사가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에는 가족의 경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는 한울림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형성하고자 하

는 종적 상대성의 문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 친교가 풍부하지 못한 곳에

서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Buber, 1966). 형제애와 조화에 초점을 맞추

며 공동체는 성원 간 친밀한 관계가 일상사가 되게 한다(Marx·Engels,

1981, p. 53: 신용하, 1985, p. 200에서 재인용). 한울림 회원 간에 서로의

“119”가 되거나 회원 생일파티, 명절 모임, 가족 워크샵 등을 함께 하는

것이 그러하다.

(70)

라안임: 선생님, 난 여기에 들어갈 거 제일 중요한 건 생일파티인 거 같애

요. 생일 파티는 우리 여기 와서 누가 나한테 챙겨주는 거 없을

때,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 챙기는 거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챙

17) 퇴니스(Tönnies)는 공동체와 결사체라는 두 가지 사회 형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게마

인샤프트(Gemeinschaft)와 게젤샤프트(Gesellschaft)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게마인샤프

트는 자연적 의지에 의한 공동체적 유대가 핵심이 된 유기적 조직이며, 게젤샤프트는

합리적 선택에 의한 연합적 유대가 중심이 된 기계적 조직이다. 게마인샤프트는 ‘공동

사회’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부모·형제 관계 등을 근거로 한 가족, 이웃, 농

촌공동체 등이 속하게 된다. 반면,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여 게마인샤프

트들을 대체한 게젤샤프트는 ‘이익사회’로 번역되며 구성원들의 관계가 시장 및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회사, 정당 등으로 대표된다. (Tönnies, 1957: 권효림, 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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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까 그 달 생일 주인공은 기대하게 되는 거에요. 나 생일인데

언니들이 챙겨줄까? 하면서... 그리고 생일 할 때는 항상 외국 음식

준비하는 거에요. 자연스럽게.

연구자: 그러고 보니 항상 외국 음식 한, 두 가지는 꼭 먹었네요.

라안임: 우리는 항상 생일 사진 보면 외국 음식 한 가지라도 꼭 있어요. 어

느 나라 꺼든 항상 준비해요. 또 생일 파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느끼는 게 엄마는 좋겠다. 생일 축하해주는 이모들 많고. 나도 나

중에 컸을 때 생일 그렇게 해주는 사람 많으면 좋겠다. 이제 엄마

는 외롭지 않아. 한울림은 외롭지 않아. 이모들 있어. 애들도 느끼

는 거에요. 항상 아빠 쪽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달마

다 생일파티 하면서 모이니까 여기도 가족이구나 느끼는 거에요.

 <사진 9> 한울림의 생일 파티

한울림 회원들은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 정을 나누며 친밀해진다. 그리

고 라임의 이야기처럼, 생일 주인공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이를 함께 나

누어 먹으며 나눔이 나에게 한울림 가족이라는 풍성함을 만들어 줌을 체

험한다. 산다가 한울림 활동을 통해 사람으로 부자 됨을 느낀다고 말한

것은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적 관계의 확장을 뜻하

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들이 형성해가고 있는 종적 상대성으로의 문

화는 혈연으로의 가족을 넘어 교통할 수 있는 가족의 확장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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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2016, p. 64)는 니체의 말을 빌려 “‘차이’가 자아내는 긴장을 창

조적인 역동으로 승화시키는 문화”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의’”

를 내면적으로 습관화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는 나와 다름을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호의는 결국 차이가 숨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

3. 자조적 의미

이주여성 연구 참여자 회원들에게 한울림 활동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

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투영되었던 렌즈를 걷어내고, 기존에 가지고 있

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능력들을 발휘하는 장이다. 사회의 규정으로 자

신의 능력을 결정짓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

목하는 것은 선주민 연구 참여자 회원들에게도 나타났다. 5, 60대의 나이

에 접어든 회원들에게 새로움과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힘을 얻어가

는 자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어진 상황과 통용되는 역할

에서 벗어나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주체성은

기존의 틀과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자조 정신으로 연결된다.

지로우(Giroux, 1991b)는 특정한 한 부분으로 경계의 개념을 정의할

때, 문화나 민족을 바라보는 획일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언급

하며, 경계의 개념은 경계 넘어서기(border crossing)로 이해되어야 한다

고 제시한다. 경계 넘어서기를 통해 전통적으로 억압되어온 주변 문화에

대해 관찰하며, 인간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서로 다른 영역의 문화 사이

에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Giroux,

1991a). 그리고 이러한 경계 넘어서기를 실험성, 창조성, 가능성의 원천

으로 보았다(Giroux, 1991a).

경계 넘어서기는 훅스(Hooks, 1994)의 저서 <경계 넘기를 가르치기

Teaching to Transgress: Education as the Practice of freedom>에서

도 드러난다. 훅스는 전통적인 교육의 실천 방식이 변화하기 위해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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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와 학습자 모두의 경계 넘기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교수자들은 교육

을 지식 전달과 학습자 통제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학습자 개개인을 학급

의 부속품으로 인식하는 교육에서 탈피해야 하며,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말을 절대적인 정답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목소리”(Hooks, 1994, p. 183)에 주목하며 교수자와 자신을 동등한

위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참된 교육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 관습적으로 주어지는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한울림 활동은

진행될 수 없다. 외부의 규정을 넘어서는 과정은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

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가 주체가 되게끔 만든다. 한울림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이주여성이거나, 나이를 먹었

기 때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스스로가 가진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의 문제이자, “누구를 위한”이 아닌 나를 위한(自助) 길이기도 했다.

더 나은 인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공부란

인식론적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조용환, 2012b).

존재론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조용환, 2016). 이러한 공

부의 의미처럼 한울림 활동은 연구 참여자 회원들에게 있어 나의 나됨을

찾아가는, 존재 실현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었다.

한편 훅스(Hooks, 1994)는 경계 넘기의 일환으로 대화적 학습을 강조

한다. 경계 넘기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주체 대 주체로 만나는 대화의 과

정에서 가능하다. 이는 프레이리(Freire, 1970)의 교육 철학에서도 나타난

다. 프레이리는 교사가 내용물을 주입하는 역할만을 맡고, 학생이 이를

그대로 저장하는 그릇으로 인식될 때, 교육은 그저 받은 것을 보관하는

‘은행 저금식 교육’에 그치게 된다고 지적한다. 프레이리는 교수자와 학

습자 모두가 주체가 되는 ‘문제제기식 교육’을 지향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육은 처음부터 대화적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에서 동일성

의 복제가 아닌 쇄신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한울림에서도 그러한 형태의 참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울림은

각각의 활동과 운영에 있어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다. 한울림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는 데에는 자조의 조건처럼 낙인과 오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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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히지 않고 서로의 성장 가능성을 믿어주는 성원 간의 유의미한 만남이

있었다. 사람은 타인과의 만남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며, 현재

의 자신은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만 이루어져있지 않다. “‘나 아닌 것’을

끊임없이 자기 안에 투입해나가는 운동성이야말로 나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다.”(內田樹, 2001, p. 157) 이러한 만남 속에 회원들은 타인의 모습

에서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나가기도 한다. 한울림 활동을 통해 타자들과 마주하며 이전에는

도전하지 않았던 일들을 도전하게 된 연구 참여자 회원들의 모습은 각각

의 만남 속에서 자신을 조금씩 갖추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울림 활동이 가지는 자기 형성의 측면은 몇몇 회원들의 참여율이 저

조해지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울림 활동을 자신에 의한,

자신을 위한 진행형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종속된 완결

태로 생각할 때, 그 지속이 어려워진다. 이는 한울림 활동에 있어서 스스

로가 주체가 되지 못할 때, 그리고 타자와 동등한 주체로서 만나지 못할

때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볼 수 있다.

주체성의 문제는 비단 한울림 활동과 결부되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틀을 깨고 나오며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학습

자들이 정작 교육에서 주변인이 되는 모습은 교육의 실천 분야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학업생활과 문화를 다룬 연구(조용환, 2009)에서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지원과 통제라는 보살핌 속에 스스로 결정하고 실

행하는 자율성을 잃고, 외부를 향한 취득 담론18)에 지배당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학업은 외부의 추동에 의해 시작되어, 다시 외부의 잣대에

맞추어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청소년 자신의 주체성은 발휘될 수 없다.

이처럼 청소년이 객체가 되는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동등한

주체로서 만날 수 없으며, 인식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육에서

학습자는 각각의 독특한 존재가 아닌 존재자적 이름으로 규정된다.

18) 취득(取得)은 체득(體得)과 대비된다. 공부를 하는 이유로서 체득이 나 자신의 심신

에 변화가 생겨서 나 자신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내부를 향한 것이라면, 취득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서”와 같이 외부를 향해 나를 내세우는 일이다(조용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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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놀(Nohl)은 교육학에서 교사와 아동 간 인격적인 관계가 자율성

제시의 준거가 될 수 있음을 말하며, 학습자의 주체성에 대한 인정은 교

육의 본질에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아동들에 대해 존재적 가치가 단지 기성세대가 이룩해 놓은 것

에 단순히 적응하는, 그래서 스스로 욕구의지가 없는 유기체였다는 생각이

지배했다면, 이제 이런 생각은 급격히 전환되어야 한다. 교사의 과제는 아

동들의 삶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에 맞추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여 스스로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어야만 한다(Nohl, 1927, p. 76: 김철, 2009에서 재인용).

즉,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자율성이며, 자율성의 의미는 개인이 타인에

대한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스스로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의

성장과 발달, 즉 자기결정으로 파악된다(김철, 2009). 한울림 활동의 양상

과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단순히 주

어지는 것에만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주어지는 환경에만 만족해서 사는

타율적인 삶을 지향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

현실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주체’ 사상의 근간이다.”

(강영안, 2005, p. 77) 이를 통해 볼 때, 한울림 활동 안에서의 경계 넘기

는 자신을 향한 문적인 규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의 초월, 그리고

나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을 형성해가는 것으로의 관계성

두 가지의 경계 넘기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나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과정이 된다.

가정학자들은 가정교육을 크게 종합적, 실천적, 창조적 성격으로 정의

한다(정정희 외, 1998). 개인 및 가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지

식을 습득하고 이를 각각의 상황에 적용하는 의미의 실천도 이에 해당할

수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속한 문화

를 변화시켜나가는 실천 또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교육부(2015)에서는

가정 교과의 성격을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

해 학습자가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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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p. 3) 함이라 명시하며, 이를 위한 교과 역량으로 ‘실천적 문

제해결 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의 함양을 강조한다.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그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탐색한 후, 비판적 사고를

통한 추론과 가치 판단에 따른 의사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생활자립능력’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발달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

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 수행할 수 있으며, 주도적인 관점에서

자기 관리 및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관계형성능력’은 대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과 공감, 배려와 돌봄을 통해 공동체 감수성을

함양하여 자신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육부, 2015, p. 4)

관계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지식을 내면화하여 새로운 가정생활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주

체로의 삶은 곧 한울림의 사례를 통해 본 두 가지의 경계 넘기와도 관련

된다. 가정에는 생애주기 별로 예측할 수 있는 변화도 있지만, 주기 상으

로는 예측이 어려운 비규범적 변화 또한 존재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환

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가족 문제들이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곳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정과 교육에서는 고정된 지식만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융합되며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의 주체적 실천을 요구한다.

4. 다문화교육, 공동체, 자조의 상호연관성

이상 한울림 활동이 다문화교육적, 공동체적, 자조적 차원에서 갖는 의

미를 살펴보았다. 나는 각각의 차원을 구분하여 해석하였지만, 다문화교



- 151 -

육, 공동체, 자조는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다.

다문화교육의 ‘다’는 단순히 양적인 많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문화교

육은 개인이 가진 다양성을 인정하며 ‘다름’이라는 성질을 가진 타자와

공존상생의 더 나은 문화로 진일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다문

화교육은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이질성에 기초한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

로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문화 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상

호문화성을 강조하는 동향과도 연관이 깊다(이화도, 2011). 상호문화적

접근을 바탕으로 할 때, 이질성은 위협이 아닌 생성과 창조의 동력이 된

다(정문수·최진철, 2013).

이는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원학적으로 공동체를 가리키는 코

무니스(communis)는 면역을 뜻하는 임무니스(immunis)와 대쌍을 이룬

다(이진경, 2011). 코무니스가 이질성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며, 다름을 향

해 자신을 여는 관계를 전제한다면, 임무니스는 외부의 이질성을 거부하

여 제거하거나, 나의 성질과 같게 동화시키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질

을 고수하는 것이다(이진경, 2011). ‘의무’, ‘봉사’의 뜻을 가진 mun 앞에

‘공동’, ‘함께’를 뜻하는 com이 붙은 코무니스는 타자의 짐을 함께 지려

하는 책임 의식을 갖고 있지만, ‘면제’, ‘면책’을 뜻하는 im이 붙은 임무

니스는 타자와 의무를 주고받지 않으며, 나 밖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

자조 역시 자신 안에 갇히는 자폐와는 다르다. 타인의 모습에서 자신

의 일면을 발견하기도 하고, 타인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자조의 모습은 헤겔(Hegel)이 말한 ‘자기의식’의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나의 자기의식에게 타인의 자기의식은 공존의 대상으로서

정신은 주체-타자 간 상호주관적 관계에서 확인된다(최신한, 2007). 즉,

자기의식의 본질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며, 자기의식에서 주체와

타자는 분리될 수 없다.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자기의식

의 개념을 설명한다. 주인이 점차 자신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자신의 일

을 도맡아 하는 노예에게 예속될 때, 주인의 자기의식은 사실상 노예에

게 지배당하게 된다. 반면 노예가 자신이 주인의 지배하에 있다는 관점

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세계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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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만나며 상호 변화함을 깨닫는 과정은 노예를 자립적으로 변화

시킨다(정미라, 2003). 노예가 자립성을 얻게 되는 과정은 “나는 나”라는

절대적 자아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인 나와, 나인 우리”라는 나와 세계

의 통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정미라, 2003). 따라서 주인과 노예가

모두 진정한 자기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노예를 해방하고 동

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자조에서의 주체성은 닫힌 주체성이 아닌 이질성을 향해 열려 있는

탈자(脫自)적인 개념이다. 이는 이질적인 타자의 지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이질성과 교류하며 더불어 성장하고자 하는 주체-타자적

접근이다.

다문화교육, 공동체, 자조가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을 나의 경계를

넘어 이질성을 받아들이고, 변증법적 발전의 계기로 삼는 측면으로 해석

할 때, 이는 다시 교육의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는 敎育과 education의 어원적 의미가 ‘출산’과 ‘밖으로 이끌어냄’을 의미

한다는 점에서 교육이 기존의 세계를 벗어나며 성장하고자 하는 운동성

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이 다문화교육

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자조적이기 위해서는 이질성을 통해 자신이 변화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타자와 관련한 문제에 자신을 열어두고 종내에는

타자와 함께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

한가? 우리의 교육은 과연 다문화교육적, 공동체적, 자조적이라 할 수 있

을까?

많은 경우 교육 현장에서 학생은 학생의 역할에, 교사는 교사의 역할

에 갇히며, 교사와 학생 간의 경계 넘기와 이를 통한 이질성의 만남은

실현되지 않는다. 학생의 학습에서 출발하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워나

가는 거꾸로 학습이나 배움중심학습 등의 혁신교육이 교육 과정에서 화

두가 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로의 학생 주체성은 간과되곤 한다. 교사

라는 리더 앞에 학생은 팔로워로 규정되거나(남미자 외, 2015), 학생의

역할을 외부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수혜자로 한정하는 등이 그러할 것이

다. 혁신교육의 방법으로 교사 간의 학습 공동체와 수업 관찰이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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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현실 역시 결국에는 교사 집단이라는 자기 동일성 내에서 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할 뿐, 학생 집단이라는 이질성에 열려있지 못하다.

이에 더불어 점수와 성적에 매이게 하는 공부 역시 다문화적, 공동체

적, 자조적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학력 중심의 교육은 학생의 삶을 학교

라는 기관에 한정해 바라보게 한다. 따라서 점수와 성적에 주목하는 교

육은 학교의 경계를 넘어 학교 밖 학생의 삶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학생의 외연을 더욱 축소시

키는 결과를 낳는다. 학생의 역할이 학교의 지배에 예속되어, 학교 밖 활

동에의 참여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여에 있어 규정된 역할의 경계 넘기

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 폐쇄성에 갇히지 않고 본래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다문화교육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자조적이어야 한다. 교육 안에서

다문화교육성, 공동체성, 자조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차원의 상호연관성을 도식화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다문화교육, 공동체, 자조의 교육적 의미

이는 가정교육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정교육은 전통적으로 실

시해왔던 교육의 측면만을 고수하기보다,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에의 적

용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Cunningham-Sabo·Simons, 2012).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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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교과에서의 실천은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 전근대적 수공

훈련으로의 기능적 실천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경

우가 많다(조한혜정, 2000).

팬더개스트(Pendergast, 2009)의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에서 다루는 개

인 및 가족 특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변화의 맥락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

다고 보았다. 가정과 관련한 정의를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에 한정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구조의 변

화, 인구 통계의 노령화, 이주의 증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들과 관

련한 의학 문제들을 감안하여 가족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적 요인을 가정교과에 반영하는 것은

교과의 쇄신을 자극하는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샤르마(Sharma, 2006)는 그의 저서 <가정 교육 Home economics:

Nationalism and the making of 'migrant workers' in Canada>에서 들

뢰즈와 가타리가 말한, “리좀적 관계”(p. 163)로 가정을 정의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and Gattari, 1980)에 의하면 리좀은

연결되는 것, 관계하는 것에 따라 그것의 본질이 변하면서 변신할 수 있

으며 리좀은 이러한 연결의 선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즉, 리좀은 나무와

같이 고정된 하나의 뿌리를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이어지는 것과는 다르

다. 리좀은 각각의 독립체들이 끊임없이 다른 것과 접속하고 연결하며

분화하는 것으로, 고정된 뿌리를 중심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횡단할 수 있는 관계이다.

샤르마(Sharma, 2006)는 이를 통해 가정을 직계가족과 같이 민족적,

내부적 연결로 한정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경험적 공감(experiental

appreciation)의 연결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경험적

접근에서 오는 연대야말로 차이-동일시의 결합에의 강요가 아니라, 지배

담론에 가려진 생생한 체험(lived-experience)에 주목하게 된다고 하였

다. 리좀적 관계에서 우리는 강요된 유사성이 아닌, 각각의 독특한 특성

의 상호연결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공유성

에서 참다운 가정으로 있을 수 있다(Sharm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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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으로 민감한 가정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학생들을 “타자

(the other)”가 아닌, 현재 공유하는 문화와의 유사성 속에서 “우리 중의

하나(one of us)”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협동적 수

업에서 학생들의 포괄적인 성장이 일어난다(Venäläinen, 2010). 즉, 서로

다름을 ‘우리’의 다양성으로 보고 함께 할 때, 이는 개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정교육이 다문화교육적, 공동체적, 자조적이기 위해서 가정교

육에는 세 가지 실행이 요구된다. 먼저 가정교육을 교과의 정해진 틀에

만 한정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집

단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고찰하며 이를 교과에 다시 반영하여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가족상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결혼과 출산을 통한

내부적 대물림으로의 연결을 넘어서 이질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적 가족의 형태로 가족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

용 전달에 한정되는 수업을 넘어서기 위해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가 능동

적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

는 실습에서도 항시 똑같은 규격으로의 재봉이나, 일관된 조리법과 같이

모방을 통한 방식보다는, 다른 이와의 협동 속에서 생성적 작업을 요구

로 하는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이질적인 타인과 융합되는 과

정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능력의 신장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진다.



- 156 -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 지역 센터 등의 기관 밖에 위치한 이주여성자조단체

한울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양상과 구조

를 밝히고, 이러한 측면이 시사하는 의미를 다문화교육, 공동체, 자조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각 차원의 문제가 교육을 중심에 두고 상호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울림 활동이 가지는 다

문화교육적 의미를 가정교육 연구의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결과를 요약해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이 가정교육의 맥락에서 가지는 함의와, 적용점을 논의하고 향후의 연

구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언할 것이다.

1. 요약

본 연구는 한울림의 사례 속에서 다문화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울림 활동의 양상

은 어떠한가? 둘째, 한울림 활동의 구조는 무엇인가? 셋째, 한울림 활동

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본 연구 결과의 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울림 활동의 양상은 어떠한가? 한울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Ⅲ장에서는 한울림 활동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

다. 한울림 활동은 크게 모니카 인형 만들기,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

이모나라 나눔 여행,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네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었

다. 나는 활동에서 중요했던 양태들을 중심으로 각 활동을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모니카 인형 만들기에서는 피부색과

외형의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의 특별함과 동등함으로 보고자 하는 특

성, 인형을 만드는 과정과 만들어진 인형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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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세로 강조하는 마음의 개방에 대해 소개하였

다. 말하는 레시피 요리교실과 관련해서는 서로의 출신국 요리를 배워가

며 한울림 공동의 레시피를 확장해나가는 과정, 이를 통해 각 나라의 문

화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 이주여성의 출신국 문

화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허물어지는 것으로의 “국경 없는 맛”을 주목

해 살펴보았다. 이모나라 나눔 여행에서는 이주여성의 모국과 한국에 위

치한 한울림을 이어주는 이주여성 조사담당자 회원의 역할, 활동의 준비

와 진행에서 이주여성을 나와 같은 한국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모습,

이주여성 모국과 지속적인 교류 속에서 고향과 가족을 고정되어 있는 것

이 아닌 속성으로 이해하게 되는 재개념화에 대해 소개하였다.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서는 크리스마스 활동을 통해 만나는 노인들에게서 이주여성

회원과 선주민 회원이 공통적으로 부모를 연상하는 모습과 한부모 가정

부터 유학생까지 나눔의 대상을 구분 짓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상대를

찾아 돕고자 하는 취지,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회원들에

게 새로움을 얻는 생성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한울림 활동의 구조는 무엇인가? 한울림 활동의 구조는 한울림

활동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한

울림 활동의 구조요인은 한울림 활동이 생성, 진행, 수정되는 과정에 있

어서 그것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향이자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한울

림 활동의 구조에는 소통, 신뢰, 자발, 환대의 요인이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다. 나는 각각의 요인을 다시 세 가지 주제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소통은 한울림 활동의 실행 및 진행에 있어 필연적으로 대두된다.

또한 회원들 간에 자유로운 소통은 처지의 공유를 통한 정서적 지지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활동을 통한 소통 속에서 내 안에 내재

된 다양한 역할을 체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신뢰는 회원 스

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뢰, 회원 간 서로의 능력에 대한 신뢰, 각각이 가

진 다양성으로 문화적 재능의 인정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신뢰는 차이들이 풍부하게 드러나는 상황을 조성하고, 그 속에서 한울림

을 다양성이 공존하는 장이 되게 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이러한 신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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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회원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했

다. 자발은 활동의 관리자로서 스스로가 주체로 서고자 함에서 오는 자

발성, 이주여성 회원과 선주민 회원이 함께 주인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자발성, 선주민의 경우 이주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자

하고, 이주여성의 경우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깨

고자 하는 자발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울림의 사례를 통해 본 환대

의 요인은 차이에 주목하여 구분하지 않음, 약자에 대한 책임, 새로움의

형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한울림에서의 환대는 현재의 위치로 회원의

거주지를 주목하는 것, 나눔의 대상을 고정된 틀로 한정하지 않음 속에

서 나와 타인이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약자의 상황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연대의식 속에서 나의 경계를 확장해가

는 생성의 성격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울림 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한울림 활동의 의미를 다문화교육, 공동체, 자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울림의 사례에서 다문화교육은 개인이 가지는 무수한 다양성에 대한

인정으로 타인의 존재와 만나는 과정이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내가 속한 문화를 쇄신하고자 함은, 각각의 문화를 분리된 것이 아닌 상

호 개입의 성격으로 바라보게 한다. 한편 공동체적 관점에서 나와 다른

차이는 나의 존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는 서로의 존재 형성

에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울림은 회원들에게 상호 보살핌 속에서

서로를 유사가족 공동체로 인식하게 하는 장이었다. 자조적 관점에서, 한

울림 회원들은 이주여성, 외국인, 중년 등의 문적인 이름에 자신을 가두

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경계를 넘고자 하는 주체성을 보인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사이를 엄격한 경계로 구별 짓기보다 ‘나-너’ 간의 대화

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한울림에

서 자조는 존재 실현의 주체로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다.

나는 한울림 활동의 의미를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

가 이 세 가지 차원이 모두 이질성을 향해 자신을 열어가는 과정으로 교

육을 중심에 두고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다문화교육, 공동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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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모두 이질성과의 만남에 기초하여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를 변화

시켜나가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은 교육적 다문화교

육성, 교육적 공동체성, 교육적 자조성으로 발현되어 교육 현장, 가정교

육 현장에서 이끌어져야 하는 특성이다.

2. 결론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의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소통, 신뢰, 자발,

환대의 요인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요인이 공동체적, 자조적 차원과

의 연결 속에서 교육을 중심에 두고 상호 연관을 맺고 있음을 도출하였

다. 지금까지 다문화교육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이 타자와의 관계에 바

탕을 둔 산물이었다는 점보다 내용적 측면과 그 효과에 주목해왔다. 다

문화교육과 관련한 연구에서 관계적 요인과 이를 통한 주체들의 상호작

용 양상을 밝히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으로의 시사점을 가진다.

다문화교육에 내재한 요인을 공동체, 자조의 측면에서 살펴볼 뿐만 아니

라 이와 관련한 논의를 교육 및 가정교육의 관점에서 역추적해간다는 점

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학, 교육학, 가족학, 가정교육학 등이 결합된 학제

적 연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1) 함의(implication)

이 연구는 기존에 다문화교육이 진행되는 방식과는 다른 독특한 사례

속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

적 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며 활동 속에 내재된 다문화교육적 의미

를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한울림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가정교육 연구의 관점에서 탐색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다문화교육은 상생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으

로, 서로 다른 출신 배경의 회원들이 소통, 신뢰, 자발, 환대의 구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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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유사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정교육

에 있어서도 가정의 형태를 기존의 획일화된 혈연 가족, 직계 가족의 개

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과 경험의 공유를 바

탕으로 한 보다 다양한 형태로 파악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교과

에서는 과거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가족의 범주로 받아들이고 있

지만, 여전히 전형적인 가족에 대한 이미지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가

족에 관한 정의를 지배하고 있다.

한편 한울림의 사례에서 회원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하나의 중심에서 뿌리를 뻗듯 이어지는 직계가족의 피라미드와는 다르

다. 이 연구를 통해 볼 때, 서로 다른 뿌리와 문화적 차이를 바탕으로 한

타인 간의 연대가 가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타인과 맺는 관계의 구조에 따

라 가족의 형태를 더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적 관계

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형성

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 한울림이 회

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회원 간 어머니, 아버지, 딸래

미, 아들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며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가족이 반드시 부모와 자녀의 혈연적인 연결과 위계를 바

탕으로 형성되는 것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학자들이 말한 공동체의

성격과 가족의 정의가 상당 부분 중첩되며 맞닿아 있다는 것은, 공동체

에서 나타나는 유사가족공동체로의 특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대사회에는 대가족, 핵가족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한다.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입양 자녀 가정을 비롯

하여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등 국외 각국에서 합헌으로 인정한 동성 부

부가정, “여러 인간관계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가족적인 유대감을 이루

어내는 패치워크 패밀리”19),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거주지를 공유

하며 함께 살아가는 대안가족 등이 일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울

19) 배정희(2001. 02. 08.). 참고문헌 <기사, 잡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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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라는 단체를 통해 가정에 대한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가정의 개념

과 구조를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간 대 인간의 공동체적 관계로 보

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2) 적용(application)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접목될 수 있는 적용점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특정 교과 교육이 아닌 학교 밖 사례 속

에서 다문화교육을 논의하고 이를 가정교육의 관점에 적용해 해석하였

다. 즉, 기존에 가정교육학에서 다루어졌던 다문화교육의 범주를 보다 대

상황적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출발이 가능한 것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가정교육 연구가 학교라는 기관 밖을 넘어 보다 폭넓은 장에서 출발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다문화교육의 현장으로 한울림을 주목하여 활동의 양상과 구조

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은 한울림 활동이 가지는 다문화교육적, 공동체적,

자조적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으로 연결되었다. 그동안 다문화교육, 공동

체, 자조와 관련한 연구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다

면, 본 연구는 공동체의 사례, 자조의 사례에서도 다문화교육적 의미를

밝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각 차원과 관련한 연구 영역의 확장으

로 다문화교육과 공동체성, 자조성의 관계에 대한 더 풍부한 논의의 단

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울림 활동의 교육적 의미에는 다문화교육적, 공동체적, 자조적

요인이 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교육의 현장, 가정의 현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그 안에 붙박여 있는 다문화교육성, 공동체성, 자조

성을 살피는 것이 교육적 의미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적 의미를 가지는 요인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

의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 연구는 교육의 본질인 운동성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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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때, 어떤 요인들이 추구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요인이 어떠한 연계

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했다. 이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에 기여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이주여성 회원들이 말하는 기관에서 행해지는 다문화교육에 대

한 인식은 기존에 행해지는 다문화교육의 현실태에 대해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 행해지는 다문화교육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

는 것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이주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

지를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이 자신의 주체성이 상실되는 것과 같은 무력감을 들게 만들었다는

회원들의 면담 내용은 이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 또 다른 근거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3) 제언(suggestion)

본 연구 주제의 범위로 인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과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궁금증을 토대로 한 후속연구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울림이라는 한 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지속적

인 상호 교류를 전제로 하며 서로 간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또 다른

관계 속에서 다문화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의문이 들

었다. 따라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공동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다국적

동아리와 취미 모임들 안에 존재하는 다문화교육의 양상에 관해 후속 연

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다문화교육 현장으로 획정되곤

하는 지역 다문화교육 기관과 학교 외에도 일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다

양한 다문화교육의 양태를 보여주며, 다문화교육을 내용 중심이 아닌 관

계 중심으로 재개념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주여성

회원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문화교육 현장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 접근하

고 있으며, 실제 다문화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업과 프로그램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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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제 다문화교육 수업과 프로그램에서 어떠

한 구조와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는지 추가적인 관찰과 사례연구를 통

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울림 활동과 기존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통해 기존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갖는 문제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임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 회원들에 주목하여

연구 참여자 회원들과 함께 종종 한울림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가족들의

상황에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회원들의 한울림 활동이 회원 가족 및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들에게 한울림 활동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추적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이 이주여성이 속한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의 연구들에 이주

여성 회원 가족 이외에도 선주민 회원 가족의 상황을 함께 제시하며 보

다 풍부한 논의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를 진행하며 나는 더 많은 유사가족 연구의 맥락에서 한

울림과 같은 단체를 바라볼 필요성을 느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교육의

공동체성으로서 유사가족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거꾸로 유사가족

과 관련한 연구 속에서 교육적 의미에 관한 탐색을 출발하는 것이다. 유

사가족과 유사가족공동체에 주목한 교육학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안가족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

고 있는 현재에 그러한 형태의 가족이 형성되는 양상과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 그리고 그들의 가족 됨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는 가정교육관점

에서의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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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un Ji

College of Education,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s do not belong to a single culture; their culture is formed

by the overlapping of various cultures. That is, we are constantly

exposed to multicultural situations, and our own culture is not formed

independently since it is interrelated with others. Despite this, the

existing multicultural education has functioned as instruction for

immigrants about the host country, or about the culture of the

migrants’ native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diversity articulated in

multicultural education has not been applied to “us” but only to

“them” so that it functions as a mechanism for separating us from

those whose cultures are different than ours.

On the other hand, members of Hanullim, a self-help organization

for immigrant women, claim that “you and I are all multicultural.”

Hanullim activities are based on the equal and mutual engag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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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articipants regardless of their country of origin. In this way, all

members, both migrants and natives, join in the activities of the

Hanullim group, creating a new culture. The members constitute a

community demonstrating that multiculturalism is not a distant

concept, but a process of mutual co-existence within different

cultur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activities carried out

by Hanullim, with the aim of discovering their patterns, the structure

embedded in them,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I selected

three immigrant and three native Hanullim members as research

participants. Additionally, as both a researcher and a member, I

collected data through participation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s,

and local data surveys during my two years of participation with the

group.

The major outcom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aspects of Hanullim's activities? The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organization are diverse, and include several new

ones and others that have been discontinued. Overall, I selected the

four activities that have been running for more than three years and

are consistently reflected in the organization’s annual plans in order

to understand Hanullim through activities that fully reflect its culture.

They are Monica doll making, spoken recipe cooking class, Auntie's

nation sharing tour, and community sharing activity; all of them have

unique characteristics distinct from each other. In this paper, I detail

these four activities focusing on their contents, purposes, and the

required attitudes of participants.

Second, what is the activity structure of Hanullim? Since the four

activities are all different, but they share common features. I

identified the four qualitative factors of communication, trust,

voluntariness, and hospitality, and then sub-categorized each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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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hree types for detailed analyses. The communication factor

refers to a process of experiencing the diversity within each person

by staging activities in which every member has an equal voice, and

can receive emotional support through reciprocal interactions,

communicating with people in different positions through each

activity. The factor of trust was what enabled diversity, with each

trusting their own possibilities, others' potentials, and acknowledging

differences. Voluntariness indicates a willingness to actively embrace

differences, enabling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in which

immigrant and native members become unified, thereby transgressing

social norms, such as ingrained self-regulation and prejudice. The

hospitality factor relates to paying attention to the current status of

immigrants and viewing them as members of society like oneself,

hav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situations involving the

marginalized, and welcoming encounters with difference as

opportunities to better oneself.

Third, what are the meanings of Hanullim's activities? Each

member respects another's abilities in participating in communal

activities voluntarily. Their activities pertain to asp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commonity, and self-help. Further, the group

re-conceptualizes participants as quasi-family members during this

process. Based on respect for heterogeneity, multicultural education

aims to create a better culture in a climate of celebrating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A community must not avoid heterogeneity, but

foster a culture of fusion that is willing to embrace heterogeneity.

The nature of self-help is not exclusive, but an inclusive form that

crosses the borders of traditional social regulations and boundaries to

confront differences so as to ultimately generate a change in the

collective reality. Going beyond merely interpreting the mean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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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education, community, and self-help, this study reveals

that each of these dimensions shares a common point of view

centered around education. It further identifies the need for a

willingness to improve together by prioritizing heterogeneity and

placing it in a position equal to one’s own in the field of education

today. The study next covers what forms of implementation are

necessary to apply these factors to home economics.

Results suggest that we must first form a broader concept of

family that centers on the social family and alternative families in

home economics, through observing the community of quasi-families

formed by member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oreover, this

serves as a reminder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to promote mutual growth based on difference and to

establish the grounds for joint success by examining how

multicultural education is linked to community and self-help. Finally,

by focusing on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person-to-person

relationships outside the institution, rather than on subsections of a

specific curriculum or contents-oriented multicultural education of

institutions, and by identifying the types of structural factors and

their types,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broader field.

Key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quasi-family, community,

self-help, qualitative research, home econom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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