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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단일민족， 가부장적 가족문회를 고수해 옹 한국사회에 최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주가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 

주시에 거주핸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을 일방적인 한국문화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국문화를 드러내고 

전파하는문화적 행위자로 보고， 다양한 문화요소중 하나인 모국음식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발현되는 양상과 이에 따른 지역 

사회의 가시적 · 비가시적 변화를살펴보고자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모국음식을 선택하고 가족과 공유하며， 동시에 

한국음식수용에도능동적인모습을보였다.특히고향에대한향수해소등심리적요인에의해모국음식을조리하고공유하였 

으며， 경제적 ·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해 모국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포용적인 입장에서 한국음식을 조리하 

는데， 이러한 과정은 한국음식에 대한 가족의 강요나 모국음식의 억압이 아닌 이주여성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개인적 측면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통화’ 지향적 존재가 아니라 정착국가에서 적극적으 

로 모국문화와 한국문화를 통시에 지함}는 ‘통합’ 지향적 존재로 변해가고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며， 가정 단위의 일차적 

인 문화전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이주여성들의 상당수는 민족 커뮤니티 및 지역주민과 모국음식 공유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민족 커뮤니티 별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이주여성 커뮤니티는 모국음식 공유를 통해 민족 정체성 유지 

와강화에 집중하는모습을， 펼리핀 이주여성 커뮤니티는모국음식 공유와 더불어 한국음식 수용에도적극적인 모습을， 일본 이 

주여성 커뮤니티는 모국음식 공유는 소극적이지만 한국음식 소비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과의 모국 

음식 공유 양상을 살펴보면， 다수의 이주여성이 지역주민과의 모국음식 공유에 대한 욕구를 보였지만， 모국음식에 대한 지역주 

민의 반웅이 상호간의 모국음식 ‘공유’ 와 단절’ 을 결정짓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주여성의 정착 

과 모국음식 공유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는 초기 탐색적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가시적 변화로는 신(新)소비 공간(외국인 식료품 

점과 다문화 식당)의 등장과 이에 따른 경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청주시의 경우 아직까지 이주민의 수에 비해 다문화 

적’ 공간은 부족한 편이며， 지역주민의 인지도 및 인식 변화 또한 미비하기에 이주여성의 정착과 모국음식 공유에 따른 지역사 

회의 가시적 · 비가시적 변화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신(新)소비 공간과 같은 다문화 자본’ 의 생성은 향후 다문 

화사회로의 진입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요어 : 국제결혼 이주여성 모국음식， 모국문화， 공유， 전파 

Abstraα : η1is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hypothesis that the immigrant wives are capable of expressing the 

culture of their origin voluntarily and activel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how the foreign brides 

residing in the ci마 of Cheongju, express their own culture at home and in local community by means of their “eth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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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O (homeland foocir. Also,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that immigrant women have brought to the local 

community on the back of expressing their cultural anributes. 

The res비1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때， most of the immigrant women c∞kbαh homeland and 

Korean food voluntarily in their kitchen and share it with their family. πlis process takes place of their own free will 

instead of an outside pressure to eat or cook Korean foOO or, needless to say, prohibition by their family members 

from their homeland foOO. Viewed individually, the result signals that the immigrant women tend not to assin1ilate 

with Korean culture passively but embrace both their mother-role and Korean culture proactively. Second, most of the 

immigrant women share homeland foOO with their ethnic community (wives with same cultural background) and local 

residents. However, how they share homeland food and form a venue to e띠oy differs from the way they used to do in 

their ethnic communities. 1n social aspect, this result indicates that how to share homeland food and also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venue for sharing differs by ethnicity. 1f this phenomenon continues, it is expected to create a 

new landscape and place within the local community. Third, this study also revealed that the senlement and the 

culture of sharing homeland food by immigrant wives bring visible and invisible changes in local community. Visibly, 
a new place for consumption was formed and the awareness towards most local residents has transformed into 

“friendliness." However, since the scope of change is still limited, transformation of local community is still in its 

infancy. 

Key Words :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homeland food, native culture, sharing, sp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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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배경 및목적 

한국은 1980년대 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계 

기로 국제 이주자의 양적 팽창이 본격화되었다. 특 

히 국제결혼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04년부터는 총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 비율이 

10%를 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단일민족， 단일국 

가，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고수해 온 한국사회에 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 

실은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국가 간 문화 

차이에 의한 크고 작은 충돌의 가능성과 이(異)문 

화에 대한 한국인의 선택적 수용 문제가 가시화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중 한국인의 문화 수용 정 

도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 발현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대상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 

성，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다. 이들은 결혼을 통 

해 이주한 다음，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 며느 

리가 되어 가풍을 이을 유일하고 능동적인 행위자 

가 되는 동시에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외국인이 

기에 가족에게 한국문화 수용을 강요받는 수동적 

이고 소극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 

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 

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단체의 정책과 의견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뀐다. 일부에서는 동화지향적 다문 

화주의를 내세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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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한국 

문화의 학습을 요구 강요하여 하루 빨리 한국사회 

속에 적응시키고 동화시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사 

회적 물의와 문화적 혼동을 차단하려 한다. 반면 

무조건적인 동화지향적 다문화정책보다는 이주여 

성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나아가 

이들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적절한 혼용 및 문화교 

류를 통한 사회발전을 추구하자는 의견 또한 봇물 

처럼쏟아지고있다. 

이에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 따라 국제결혼 이 

주여성을 일방적인 한국문화 수용자로 보지 않고， 

가정과 지 역사회 에서 모국문화를 표현하고 공유 

를 시도하는 문화적 행위자로 간주하며， 민족 전 

통과 공동체를 상정하는 문화요소 중의 하나인 음 

식 II(신성희， 2008)을 선정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 

내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현과 공유양상을 고찰 

하고， 나아가 이주여성의 정착과 모국문화 공유에 

의한 지 역사회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이주여성은 가정 내에서 모국문화 

표현과 공유의 한 방법으로 모국음식을 조리하고， 

능동적으로 한국음식을 수용하는가? 

[연구 문제 2] 이주여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출 

신국가와 한국 거주기간， 시부모와의 동거)은 가정 

내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표현과 공유에 영향을 미 

치는가? 

1) 음식은 사회， 종교， 정치， 경제적 영향을 받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습성으로 쉽게 변할 수 없는 문화 요소 중 하나이다. 
Spiro(1955)도 음식과 음식에 관련된 습관은 이문화와의 문화변동 과정 중에 있어 가장 마지막에 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음식은자신의 정체성을드러내고유지， 다른문화와소통하기 쉬운가장 중요한 상정물중의 하나이기에(서현정， 2(01) 모국문화 
표현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하지만 다소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음식은 불평등과 억압의 수단 
이 되는 양가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김영주， 2(09). 따라서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중 일부분인 음식조리 및 공유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고 있는 문화적 갈둥과 적응양상을 살피며， 가족과 지역주민과의 유대 관계를 탐 
색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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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3] 이주여성은 지역사회 내에서 민족 

커뮤니티 및 지역주민과 모국음식을 공유하는가? 

[연구 문제 쉬 이주여성의 정착과 모국음식 공유 

는 지역사회에 가시적 · 비가시적 영향을미치는 

가? 

2. 연구지역과방법 

본 연구의 연구지 역은 충청북도 청주시로 정하 

였다.2어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 ‘한 

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결혼의 경우 전국 대비 

10번째를 차지하며， 그 중 청주시는 충청북도 ‘한 

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결혼의 약 30%를 차지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중국， 대 

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러시아 등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며(청주시청 2(09) , 이주 

여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2004년 청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 

터，청주다문화가정센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 

터 등 이주여성과 이들의 가정을 위한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특히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여성 창업공동체 사업단은 자활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다문화 멀티마켓과 다문화 식당 

( ‘댔다 무지개’ 사업)을 전국 최초로 개설하였다. 

이것은 연구자가 사례지역으로서 충청북도 청주 

시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청주시는 전국 

단위에서 이주여성의 수는 비교적 작지만 전국에 

서 최초로 이주여성이 모국문화를 표현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주민과 문화교류를 활발히 실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현과 

공유양상을살펴보는데 의미 있는작업이 될 것이 

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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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 현지답사， 문헌 연 

구， 자료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구 

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 

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이 

용하여 고찰， 이를 통해 국내 · 외에서 논의된 국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을 파악하였 

으며， 이주민에게 모국문화표현과공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연구의 기초 지식으로 활용 

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 

현과 공유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주시에 거주 

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 식당 이용객과 다문화관 

련 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식은 Witzel의 문제 중 

심 인터뷰로， 이 인터뷰는 자유로운 대화이지만 연 

구자의 의도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특 

정이며， 이러한 질문을 기초로 해서 집단성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성정숙 외 , 2(10).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층 인터뷰를 통한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기초로 한 질적 연구는 연구결과 

를 이주여성 전체에 대해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 

할 우려가 있으며， 역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지 

못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강현주， 2(07). 따 

라서 본 연구는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경험을 일반 

화하기 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최 

대한 유형화하고 비교하여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인터뷰 참여자는 모두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펼리핀 여성 15명， 중국 여성 13명， 일본 여성 

12명， 베트남 여성 5명， 캄보디아 여성 2명， 러시 

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여성 각 1명씩으로 총 50 

명이다. 



11. 문헌 연구 

1.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논의 

1 ) 초국가적 ‘이주의 여성화 

‘이주의 여성화’ (feminized migration) 현상은 이 

주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압도하는 것을 의미한 

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주 여성은 가사， 육아， 봉양 

과 같은 돌봄 노동 및 성적 친밀성 등과 관련된 노 

동을 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고 보았다(강현주， 

2007; Castles and Miller, 2003). 이와 더불어 여성 

을 ‘상품화’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육체노동 

을 비롯한 감정 노동으로 인한 여성의 이주가 증가 

하였다. 이와 같은 성적 욕망 산업은 인종과 문화 

가 다른 여성들을 유흥과 오락의 새로운 ‘자원’ 으 

로 간주하면서 여성들의 국제적 이주를 추동하였 

으며， 여성들은 노동보다 쉬운 ‘결혼’ 을 매개로 이 

주에 동참하게 되었다(김현미， 2006). 최근 이주의 

여성화 현상의 주된 행위자는 아시아 여성이라고 

해도과언이아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 저출산，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과 독신 

의 증가， 이혼율 증가(Jones and Shen, 2008) 등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국제결혼을 통한 아시아 여성 

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는 1980년대 말 농어촌 청년들의 심각한 결혼 문제 

를 해결하고자 중국동포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 

였으며， 이때부터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눈에 띄는 특정은 아시아 출신의 여성 뿐 아 

니라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 

일， 호주， 뉴질랜드 출신의 여성 이주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더 이상 경제적， 사회적 이유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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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신의 선택과 사랑을 통한 낭만적인 결혼을 

쟁취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01 자발적으로국경을초월하는초 

국가적 이주자들에 의해 세계적인 사회， 문화， 경 

제， 정치적 연결망이 형성(Gupta and Ferguson, 

1992)되거나 고향에 대한 향수를 해소하고자 민족 

커뮤니티 형성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 

것은 한 사회의 경관과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국가적 

이주자로 불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출신국가 

와 정착국가 사이에서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 문 

화적， 경제적 권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주체성을 

가진 존재(Basch et a1., 2003)로서 문화적 혼성화 

와 새로운 장소자산 형성을 통해 정착국가인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시각과 인식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결혼을 통해 이주한 후， 지 역사회에 거주하게 되고， 

한국국적의 자녀를낳아한가정의 일원이 되며， 일 

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과정 

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김미 

희， 2007; 윤미령， 2어9).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 

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사회 속에서 문화적 혼성화 

(cultura1 hybrid)의 주도적 인 역할을 하며 다문화사 

회의 능동적인 행위자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해 일부 

의 대중매체와 연구들은 이들을 수동적 존재 혹은 

피해자로 표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김혜순 

(2008)은 2어4년부터 2006년까지의 미 디어 에 비춰 

진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기사의 내용을 분류하 

고 수용자들의 인식을 해석하였는데， 결과에 따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문화 공유와 전파 

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관 

찰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속 

아서 팔려온， 매 맞는 결혼이주여성’ ,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불쌍하고 어린 부녀자 등의 돈 때 

문에 팔려온 불쌍한 피해자로서 수혜?구제 대상인 

수동적 여성으로， 다른 하나는 ‘집안은 물론 마을 

꽃은일도 도맡아 등}는 ‘똑순이 ‘마을의 ‘복덩 

이” 등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해 줄 영웅(0’ 

Rourke, 2002)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미디어 

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접해 온 한국인의 머 

리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들에 대해 이중적 관점 

-피해자혹은 영웅-을취하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인식은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미디어에 재현 

된 이미지로 인해 고착된 인식은 국제결혼 이주여 

성을 국민， 사회 구성원으로서 수용하는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이 자신의 모국문화를 표 

현하고 공유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간접 경험을통해 고착된사고방식，특정 외 

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이주여성과의 상호 

작용 과정 및 이들에 대한 지 역사회 수용성을 결정 

짓는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이주민의 모국문화 표현과 공유에 대한 
논의 

1 ) 모국문화 표현과 공유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 개인이 태어나서 오랫동안 거주하던 곳을 떠 

나 낯선 곳으로 이동하여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그 동안 유지해왔던 자신의 

문화와 충돌을 야기한다. 특히 자신이 간직해온 문 

화와 이주 정착국가의 문화가 상반될 때 문화충격 

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주 정착국가에서 소수 빈족， 소수 이주민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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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적으로 주류문화에 동화되기 쉬우며， 심지 

어 자신들의 문화를 표현할 기회마저 묵살되기도 

한다. 하지만 본래 문화란 다른 문화집단과 다층적 

으로 교류하며 형성되는 역동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강현주， 2007) , 이주민은 개개인의 자율적 

인 선택에 의해 자신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 

화적 권리’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게 일방 

적으로 주류문화로의 동화를 강요할 수는 없다. 또 

한 ‘문화적 권리’ 는 하나의 사회 내부에 복수문화 

의 공존을 인정하고 문화의 공존이 유발승}는 긍정 

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보호아래 반드시 수용하고 인정해야 하는 

원주민의 의무이기도 하다(강현주， 2007) , 이에 

Berry(2009)는 ‘이주민들이 주류사회 집단과의 관 

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이주문화 적응 

도)’ 와 ‘이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과 정 

체성 유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원문화 

와정체성 유지)’라는두가지 질문을통해 이주민 

의 문화변용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그 

림-1)， 

예I ‘~--‘---'-'→-

컨，t) 

(그림-1) 두 가지 이슈에 따른 이주민과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유형 
※ 자료: Berry(2009)에서 재구성 

문화변용 유형은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류사회에의 

참여를 추구하는 ‘통합(integration)’ ,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에 활발히 참여하지만 원문화에 대한 정 

체성 유지 에는 소극적 인 ‘동화(assimilation)’ , 역 

으로 원문화 유지에는 적극적이지만 주류사회와 

의 상호작용에는 소극적 인 ‘분리 (separation)’ , 마 

지막으로 원문화 유지와 주류사회 참여 둘 다 소극 

적 인 ‘주변화(marginalization)’ 로 구성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착국가의 주류집단이 이주민의 문화 

를 인정하고 공존을 위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 

는 것을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 이주민의 

문화를주류집단의 문화로동화시키는것을 ‘융합 

(melting pot)’ , 역으로 이주민의 원문화를 인정하 

지만 주류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격리 

(segregation)’ ,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문화를 인정 

하지도않고주류사회에서도분리시키는것을 ‘배 

제 (exclusion)’ 라고 정 의하였다. Berπ가 제시한 

유형 중 통합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 

념과도 맞물리는데， 이는 비통합적 상태에 있는 집 

단 혹은 개인이 사회와 서로 적웅하고 양극화와 분 

열， 대립적 구조를 완화하여 반통합적 상태를 넘어 

서 사회의 완전성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은 크게 정치， 경제， 문화의 차원을 주축 

으로 하여 일어나는데 , 무엇보다도 이주 집단과 주 

류 집단 간의 생활체계와 가치관의 통합을 의미하 

는 문화적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주 집 

단의 주류사회 에 대한 문화 동화 혹은 통합에 관한 

해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주 집단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들의 내용 

을 요약하면 이주 집단의 주류사회에 대한 문화변 

용 양상은 출신국가， 거주기간， 고용상태， 교육정 

도등다양한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이주 집단은 주류사회에 동화 된다 혹은 통 

합 된다 고 단정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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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다문화주의 사회통합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다. 이주여성에 관한 

다문화주의 사회통합의 기본 틀은 이들이 한국사 

회의 중심에서， 일반적인 형태로 문화， 경제， 정치 

적으로 인정받고 주류사회와 상호작용하도록 하 

는 것이다(김명성， 2009).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출신국가， 거주기간， 교육수준， 연령 

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요인 등이 고려되어 정책에 

반영되어야할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가정과 지역사회 내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표현 · 공유 양상과 이러한 행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전자는 앞서 

설명한， 다차원적 문화변용 모델 중 가장 널리 받 

아들이고 사용되고 있는 Beny의 문화변용 이론을 

토대로 이주여성들의 음식과 관련한 실천 행위의 

이행과정을 살펴보고， 후자는 문화전파 이론을 기 

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문화전파는 문화지리학의 4대 이론 중 하나로 

Hagerstrand는 문화의 공간적 확대를 기준으로 전 

파의 유형 을 팽창 전파(expansion diffusion)와 재 

입 지 전파(relocation diffusion)로 양분하였다. 팽 

창 전파는 인구 이동이 없는 상태 에서 문화 분포의 

공간적 범위가가까운곳에서 먼곳으로확대되어 

나가는유형이며，재입지 전파는인간집단이 거주 

지를 이동할 때 자신들이 가진 문화를 표현함으로 

써 새로운 거주지에 이식시키는 유형이다(류제헌 

역，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정착국가 내 이주민의 

모국문화 표현 및 집단적인 공유， 주류사회와의 교 

류는 재입지 전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문화전파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정착국가 

에서 이문화의 수용-거절(adoption and rejection) 

양상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고찰한 경우가 많다 

(Kaufman and Patterson, 2005). 특히 언어 ,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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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복식， 스포츠， 재배작물， 농법 등의 전파과정 

과 전파에 따른 원문화의 변천을 서술하였는데， 주 

로 식민시대의 문화통화 정책， 개도국의 정신문화 

함양 정책， 매스미디어에 의한 의도적인 전파양상 

등을 다룸으로써 인간 집단의 이주에 의한 자연스 

러운 문화전파 양상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또 

한 아직까지 ‘문화전파가 발생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며， 문화전파 양상 

역시 이주민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정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단시간에 이주민에 의한 

문화전파를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 

지만 이주민의 모국문화 표현과 공유 행동은 장기 

적으로 주류사회에 모국문화를 전파시키는 촉매 

제임을 간과할 수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전파 

과정의 측면에서 이주민의 정착과 이들의 모국음 

식 공유， 주류사회와의 교류에 따른 지역사회의 가 

시적 · 비가시적 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2) 이주민의 모국문화 표현과 공유가 갖는 의미 
이주민은 정착국가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요구 

하는반면모국문화표현과공유를위해 민족커뮤 

니티 (ethnic community)를 형성하려는 경향 역시 

강하다. 이러한 민족 커뮤니티는 주로 언어와 종 

교， 음식 등을 매개로 형성 된다. 일반적으로 모국 

어의 유지와지속적 사용은개인 · 집단의 정신적， 

문화적 정체성 구축과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고 본다. Bauer et al. (2005)은 모국어는 민족 커뮤 

니티 형성 및 정착국가에서의 거주 지역 선택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Warner and 

Wittner(1998 )는 종교와 민족 커뮤니티가 갖는 연 

결고리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주민은 종교적 연 

대감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얻으며 더욱 강 

한커뮤니티를형성하게 된다고하였다.즉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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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종교의 공유는 이주민에게 희망과 단결의 

계기인 동시에， 문화적 동일화로 일체감을 확인하 

는기제가된다. 

이주민에게 종교와 언어가 민족 정체성， 소속감， 

정서적 · 경제적 안정 등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민족)음식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Cohen(1985)은 음식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집단 

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상징적 행위이 

며， 이주자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 해소와 민족성 

을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았다(Mintz 

and Du Bois , 2002). 그러나 음식은 언어나 종교와 

는 달리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문화요소 중 하나이 

며， 인간생활에 기본이 되는의식주중가장큰비 

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주민에게 다른 문화요소 

보다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가정과 지역사회 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 

국음식 표현 · 공유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이주여 

성의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욕구를 

탐색하고 고찰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문화전파 매개체로서의 음식 

1) 문화요소로서의 음식 

Levi-Strauss를 중심으로 형 성된 사회 인류학자들 

은 1960년대부터 음식과 음식문화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맛， 풍미(taste)’ 란 문 

화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음식을 하나의 문화적 시스햄으로 이해하고자 하 

였다(Caplan ， 1997). 나아가 음식은 한 사회를 이 

해하는 상징도구로써 언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Goody(1982)는 음식이란 문화 뿐 아니라 사회 계 

층이나 역사 · 정치적 요소와도 상호작용하고 있 



기 때문에 작게는 가정， 크게는 국가 단위의 음식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한 

국가의 음식과 음식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그 나라 

의 문화의 대부분을 이해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 볼 수 있다. 또한 주영하(2006)는 지 역음식 

의 연장선상에서 민족음식(ethnic food)은 세계화 

의 진행으로 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영향 

력을 미친다고 보았다. 민족음식은 국가 내에서 유 

지되던 지역적 민속체계가 국가를 대표하는 또는 

민족을 대표하는 민속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상징의 하나로 ‘민족 정체성’ 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다른 민족에 의해 특정 민족을 상징한다 

고 표상화 된 음식을 의미한다. 민족음식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은 타국으로 이주한 집단이 그곳에 

서 정착하는과정에서 변용과수용과정을거치면 

서 민족음식을소비하려 했기 때문인데， 이주집단 

의 민족 혹은 모국음식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잊 

혀지는 모국어와는 달리 이주 집단의 민족 정체성 

을 상정하는 상징물로 강하게 작용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음식은 특정 지역의 문 

화나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요소 중 하나로 

특히 이주 집단에게 민족음식은 민족 정체성의 아 

이콘이자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역할 한 

다. 반대로 정착국가에서 (개인 간 사적인 공유나 

집단 간 공적인 공유를 통해)발현되는 이주 집단 

의 민족음식은 주류사회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하 

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문화 집 

단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문화교류 하는데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Turgeon and Pastinelli , 

2002)고 볼 수 있다. 

地理學論홉홉 제55.56 합본호 (2010.9.1) 

2)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음식이 갖는 의미 

이주민에게 음식이란 민족 정체성 유지 및 고향 

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다른 문화요 

소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주민， 특히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음식은 가족 구성원과 지역사회에서 부분적으로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김영주， 

2009). 상당수의 이주여성은 음식을 먹고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경제적 자원들에 대한 접근에 제한 

을 받으며， 음식 소비에 있어서도 모국음식보다는 

비교적 한국식을 강요받는 편이다. 이는 단순히 모 

국음식을 못 먹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 

화적’ 혹은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주여성은 음식을 ‘먹 

는’ 행위자인 동시에 ‘만드는’ 행위자도 되기 때 

문에 조리방법이나 식사준비 역할이 가족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게 될 경우 가정불화의 주된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박주희 외 , 2007). 두 가지 역할 

을 부여받은 이주여성과 음식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그 내용 

은 주로 이주여성이 음식을 ‘먹는(소비얀)’ 행 

위에중점을두었다.이에본연구는음식을 ‘만들 

고 먹는’ 행위자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모국음식 

을 통해 가정과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발현하는 

모국문화 표현과 공유 양상， 그리고 이에 따른 지 

역사회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11. 청주시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2009년 12월 기준 청주시에는 총 5져7명의 외국 

인이 거주하는데 이 중 외국인 남성이 2 ，549명， 여 

2) 청주시청 통계정보 ‘전국 인구현황(외국인 미포함)’ 과 ‘국적별 외국인 동록현황’ (2009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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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2 ，888명으로 청주시 총 인구(643 ，161명)의 약 

1%를 차지한다2) 이 중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1038 

명으로 이들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중국통 

포 포함) 출신이 642명으로 전체 이주여성의 

61.8%를 차지한다. 다음은 베트남 15.1%(157명) , 

필리핀 6，7%(70명) 순으로 나타나며 그 외 몽골，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비교적 아시아 출신 이 

주여성이다수를차지한다. 

이주여성의 통 별 거주분포를 살펴보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지만 상당구 용암1동， 금천동， 흥덕 

구 수곡1동， 가경동에 다소 많은 이주여성이 거주 

하고있어 청주중심지(성안동주변)보다는그주 

변과 청주시 외곽에 거주하는 양상을 보인다(그 

림-2) ， 

[그림-2] 청주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 분포 

※ 자료: 청주시청(201이 

국제결흔 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청주시는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 

그램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내용은 지원 

프로그램은 이주여성에게만 해당되는 프로그램보 

다는 가족， 청주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다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 

한 편견을 버리고 이주여성을 지구 공동체 구성원 

으로서 인식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 

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고 

자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IV. 음식을 통한 모국문화 표현과 공 
o O~j싸 
"TT 0 。

본 장에서는 청주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 

로 가정 내 모국음식을 통한 문화표현과 공유 양상 

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눈덩 

이 표본추출방법3)’ 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결혼 경로를 살펴보면 특정종 

교나 결혼중개업체， 주변인 소개에 의한 중매결혼 

이 4건， 연애결혼은 6건이었다. 결혼 기간은 최단 

2개월에서 최장 21년까지 다양했으며， 한국 거주 

기간은 최단 2개월에서 최장 20년까지였다. 이들 

의 교육 정도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교 

졸업으로 고학력 이주여성이 많았고， 이 중에서는 

대학원을 졸업 한 필리핀， 일본 이주여성도 각 1명 

씩 있었다. 가족 구성원은 이주여성 본인과 남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가장 많았으나 시부모와 

시댁 식구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부 

모의 연령은 65-82세로 인터뷰 참여자의 32%(16 

명)가 함께 거주하였다. 

3) 이 샘플령 방법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으로，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특히 특정 모집단이 갖고 있는특성(예를들어， 레즈비언이나게이， 에이즈환자동)이 잘드러나지 않아구성원을찾기 어려울때， 
모집단 중에서 찾을 수 있는 소수의 응탑자를 찾은 다음 이들과 비슷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성원을 소개받아 응답을 
이어가는 방식 이다(Browne ， 2002; Salga패c and Heckathom,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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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을 통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문 
화표현 

1 ) 가정 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선택 

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절에서는 가정 내 이주여성이 모국음식을 선 

택함에 있어 드러나는 자발성을 살펴보고， 이주여 

성이 모국음식을 선택 혹은 선택하지 않는 이유， 

한국음식에 대한 수용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음식 

과 관련한 실천 행위에 있어 이주여성의 문화변용 

양상을파악하파한다. 

인터뷰 결과 이주여성 중 84%(50명 중 42명)가 

가정에서 모국음식을 조리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 적응 과정 중 한국음식 및 식습관에 대한 문 

화적 차이를 크게 느끼며， 주로 모국과 다른 한국 

음식의 독특한 맛과 냄새， 조리법 등 때문에 익숙 

해지는데 어려웅을 겪으며 이 때문에 모국음식을 

찾거나 조리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강현주， 

2007; 김영주， 2009)와는 달리 한국음식이 입맛에 

안맞아모국음식을조리하는경우는거의 없는것 

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한국음식을 즐겨 먹지만 고 

향생각이 날 때， 모국음식을 잊지 않기 위해， 남편 

과 자녀에게 모국문화를 알리고 소개해주고 싶을 

때， 가끔 생각나는 반찬이 없을 때， 한국음식 조리 

가 어려울 때， 음식솜씨를 뽑내고 싶을 때 모국음 

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음식과 고향 

에 대한 향수의 관계에 대해 Heinze(1990)는 동유 

럽권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모국음식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해소에 긍정 

적인 영향을미치며 나아가민족정체성을유지하 

거나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 

았다. 인터뷰 결과， 기존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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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음식을 조리함에 있어 고향에 대한 향수가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또한 모국음식이 고향에 대 

한 그리웅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을재확인하였다.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선택은 가족이 이들에게 

한국음식 먹기를 강요하거나 모국음식을 제한하 

기 때문에 모국음식을 접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연 

구 결과와는 달리 이주여성들은 자발적 선택을 통 

해 모국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이주여성이 고학력이거나 모국의 가 

치관을 고수 할 때，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더 강 

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주여성이 모국음식을 조리할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 모국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아 

니며， 가족의 입맛에 맞게 한국식으로 변용된 모국 

음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국음식 

을 조리하지 않는다는 이주여성 대부분 역시 한국 

음식에 대한 가족의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모국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 이유로는 ‘한국음식이 맛있어서’ , ‘요리 실 

력이 부족해서’ 와 ‘적당한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서’ , ‘재료 구입비용이 비싸서’ 모국음식을 조리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지만 ‘요리 실력이 부족하 

다’ 고 응답한 이주여성의 경우， 모국음식 재료 중 

비교적 값싼 향신료나 소스 등은 모국음식을 조리 

하지 않더라도 한국음식을 조리할 때 부분적으로 

사용한다고하였다. 

정리하면 가정 내에서 이주여성들은 다양한 요 

인에 의해 모국음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조리 

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새로 

운삶을개척하고혹시 발생할지도모를가족과의 

갈등 관계를 피하기 위해 한국음식을 수용하는 모 

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 러한 수용과정 역시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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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 스스로 한국음식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주여성의 자발적 의 

지에 의한모국음식 선택이 늘어난다는것은한국 

인과 결혼한 이상 한국문화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에 상반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국음식 선택이 한국문화나가족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주여성은 한국 

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응해야 한다.’ 는 기 

존의 동화적 관점에서 벗어날수있는계기를마련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모국 

음식 조리’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들 뿐 아니라 아 

직 조리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들도 ‘모국음식을 

조리할 것이다/조리해 볼 계획이다’ 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주여성에게 모국문화 향유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Berry7} 제시한 이주민의 문화변용 이론을 적용해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변， 가정 내 다수 

의 이주여성은 모국문화를 억누르고 가족이 바라 

는 대로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동화 

형’ 에서 벗어나 모국문화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통합 

형’ 의 모습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2) 출신국가， 한국 거주기간 및 시부모와의 동거 
에 따른 모국음식 공유양상 

@출신국가에 띠른 모국음식 공유 

인터뷰 결과 출신국가에 따른 모국음식 조리경험 

유무에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들은 모국음식 조리빈도 

(한 달 평균 6-8번， 매일)가 높은 반면 캄보디아， 베 

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출신 이주여성들 

의 조리빈도(한 달 평균 1-2번)는 다소 낮은 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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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조리빈도와 공유 양상은 크게 가족의 특정국 

가 음식에 대한 선호와 재료구입의 용이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원식 외(2007)는 특정국가 음식에 대한 선호도 

나 이미지는 여행과 같은 직접적인 경험과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데， 미디어는 

일반 대품이 가장 많이 접하는 주요 정보원으로 다 

른국가씩 음식에 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 

타국 음삭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하였다. 인터뷰를통해 특정국가음식에 

대한직접적인경험이그음식을지속적으로선호하 

게 만들떠， 이러한선호현상은음식 소비로까지 이 

어지고 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신민자 꾀(2005)는 일본음식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도를 조사하였는데， 일본음식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으로 7f4삽고， 우리의 언어와 가장 유사한 언어를 사 

용하며，우리나라와기후의 면에서도유사점이 많은 

나라의 읍식이라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의 일본음식 선호 양상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다 

시 뺨 앞서 언급한 고정관념이나 기존에 갖고 있 

던 이미끼，선호도뿐아니라음식 자체가갖는 영양 

학적 상태도 음식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인터뷰를통해 확인할수 있다. 

“일본깜식이라고 하면 주로 ‘장수식품이다， 깨 

끗한 음식이다，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쟁각하는 

것 같던데요. 우리 남편도 나가서 먹는 것도 좋아 

하고 집에서 자주 먹자고 하죠 

(K씨， 일본， 청주시 상당구) 

반면 펠리핀음식의 경우 한국음식과 매우 상반 

된 특징윤 가지고 있어 필리핀 이주여성이 초기에 



한국음식에 적응하기 힘들고， 한국인도 필리핀음 

식을 쉽게 접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 

지만 인터뷰에 따르면 다수의 필리핀 이주여성 가 

족들은 필리핀음식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조리와 공유 의지에 

대해 격려동F는 편이었다. 때문에 필리핀 이주여성 

들은 자신이 만든 필리핀음식을 가족들이 잘 먹고， 

좋아승F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다’ 혹은 ‘앞 

으로 필리핀음식을 더 배워서 자주 만들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가족의 심리적 지 

지는 이주여성의 자존감 형성과 정체성 확립， 사회 

활동에의 영입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달리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의 출신 이주여성의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들의 

모국음식 조리와 공유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외 국가의 가족들보다 수용적 측면에서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보인다. 이러한차이는중 

국， 필리핀， 일본과는 달리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의 나라가 아직 한국인에게 생소하게 느껴져 사 

회적 거리감을 형성하고 있거나， 이들 국가에 대한 

기존에 형성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기 

에나타난결과라고볼수있다 

다음으로 재료구입의 용이성에 따른 모국음식 

조리 및 공유 차이를 살펴보면， 중국， 필리펀 출신 

이주여성의 경우 청주시에 소재한 중국 식품점과 

필리핀 식품점을 통해 모국음식 재료구입이 손쉬 

우며 , 때문에 다른 국가 출신 이주여성들보다 자주 

모국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리 

핀 출신 이주여성의 경우 필리핀 식료품점 이용도 

가매우높게나타났다. 

地理學論홉홈 제55.56 합본호 (2010.9.1) 

거 향신료 많이 있고， 두반장 뭐 별거 많아요. 거기 

서주로사죠 

α씨， 중국， 청주시 홍덕구) 

인터뷰를 통해 필리핀， 중국 이주여성은 청주시 

에 있는 외국인 식료품점을 통해 손쉽게 모국음식 

재료를 구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착국가 

에서 모국음식을 조리하는데 외국인 식료품점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반면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출신 이주여 

성은 모국음식 재료를 파는 식료품점도 없고， 한국 

식료품점에서는 비슷한 재료를 찾기 어렵다며 재 

료구매에 난색을표했다.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모국음식 공유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모국음식 조리 빈도 

(한 달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조리 경험이 ‘없다’ 고 응답한 이주여성이 5년 미 

만 거주자 중 25%(27명 중 7명)를 차지했으며， 조 

리 빈도 역시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반면 5년 이 

상 거주자 중 ‘없다’ 고 응답한 이주여성은 단 1명 

뿐 이었다. 즉 ‘거주기간이 걸어질수록 한국음식 

에 동화된다’ 라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거주기 

간이 길어도 모국음식 조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의 이주여성은 한국 거주기간이 길 

어질수록 고향에 대한 짙은 향수를 느끼며 이를 해 

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모국음식을 조리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조리빈도에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모국음식 변 

용이 발생하는데 이는모국음식에 대한가족의 지 

지정도와 가족생활 주기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볼수 있다 반면 5년 미만한국거주 이주여 

“여기에 중국슈퍼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거 저 성들의 모국음식 양상은 크게 두 가지 특정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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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데， 일부는 가끔 모국음식을 ‘한국화’ 시켜 가 ‘먹기’ 블 강요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확 

족에게 제공하지만， 나머지는 모국음식을 아예 조 인할 수 있었다(시부모님과 동거 16명 중 13명). 오 

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결혼 초기 히려 시어머니가 모국음식 조리를 권장한다는 경 

로， 음식 조리에 있어 남편 입맛에 맞춰주려는 노 우도 있었는데 이는 소위 ‘고지식하고 고리타분 

력이 눈에 띄었다. 따라서 남편이 싫어할지도 모를 한’ 옛 까족상에서 벗어나 외국인 며느리와 이들 

모국음식을 조리하지도 않고 공유하지도 않으며， 의 문화까지도수용하려는노력 및 인식 변화의 결 

종종 조리하더라도 한국 거주기간이 긴 이주여성 과물이라 해석할 수 있다. 

들의 것과는 달리 표현되었다.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 이주여성에게 일방 

즉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한국 거주기간이 적으로 딴국문화를 강요하고 특히 음식에 관해 위 

짧을수록모국음식조리 빈도가적었으며，공유양 압적인 모습을 드러내던 기존의 시어머니가 이주 

상에 있어서도 결혼 초기일 경우(대부분 한국 거 여성에 패한 인식 변화에 따라 점차 경제적 · 문화 

주 5년 미만)에는 모국음식을 ‘한국화’ 한 모습을 적 · 정서적으로 부드럽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보였다. 이것은 한국사회 에 적응하기 위한 혹은 가 모습을 펙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향후 이 

족과 모국음식을 손쉽게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전 주여성이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모국음식과 

략으로써 ‘한국의 맛’ 과 ‘모국의 맛’ 을 접목시킨 한국음식을 동시에 조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고향에 대한 향수 해소를 위해 모국음식 조리 빈도 

가 늘어났으나 이주여성의 모국음식에 대한 가족 2. 지역사회 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음 
의 지지정도가 다소 약해지면서 이주여성은 자신 식 공유와 지속 

의 입맛에 맞는 전통적인 모국음식을 지향하고 때 

로는 모국음식과 한국음식을 따로 조리하는 모습 

을보였다. 

@ 시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모국음식 공유 

정순둘 외(2010)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어머 

니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근 외국인 며 

느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외국인 

며느리가 느꼈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모습의 시 

어머니는오히려 며느리를물심양면으로지원하면 

서 며느리의 입장과 상황에 맞추어가려는 ‘희생적 

노력’ 을 보인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다수의 

시어머니가 이주여성에게 한국음식 ‘만들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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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민족 커뮤니티에 따른 모국음식 공유와 장 

人 형성 

인터뷰 대상자의 88%(50명 중 44명)는다양한 커뮤 

니티를 형성하고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여성들은 주로 출신국가문화에 대한자부심 유 

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획득， 고향에 대한 그리 

움 해소， 친분 쌓기 등의 이유로 민족 커뮤니티를 형 

성하고 았으며， 그 중심에는 모국음식 공유가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리 

핀， 중국? 일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민족 커뮤니티 

내 드러나는 모국음식 공유 양상과 이에 따른 장소 

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장에서 살펴본 Beny 

의 문화밴용 이론을 적용하여 커뮤니티 별 특성을 



이해하고자한다. 

@ “식료품첨에 와서 같이 먹어요 ‘통합’ 지향 

적 필리핀 이주여성 커뮤니티 

필리핀 이주여성 커뮤니티는 다른 이주여성들에 

비해 그 양상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 

련하여 강현주(2007)는 필리핀 이주여성 커뮤니티 

는자조적인 성격을가지고 있으며 정서적인 친밀 

감이 높은 ‘친목회’ 적 특성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위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필리핀 이주여 

성 커뮤니티는 필리핀음식을 공유하는데 큰 의미 

를 부여하며， 반대로 모국음식을 함께 먹기 위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에는 모 

국음식을 나누면서 필리핀에서의 자신의 경험과 

공감대 형성，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나 

누고 싶은 이주여성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필리핀 이주여성은 커뮤니티 내 

에서 자주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사먹기도 한 

다. 또한 필리핀 이주여성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장 

소는 특이하게도 청주시에 위치한 필리핀 식료품 

점이다. 이들의 필리핀 식료품점 이용은 단순히 음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마치 동네 미 

용실이 여성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듯이， 이들에 

게 식료품점은 감정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장 

소로 매력적인 유혹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위와 같 

은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 필리핀 이주여성은 ‘필 

리핀’ 이란 국적에 속박되거나 정착국가에서 격리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모국문화 유지와 한국 사회 

집단과의 소통이라는 영역(강현주， 2007)에서 적 

극적인 ‘통합’ 지향적 행위자로 활약하고 있다고 

유추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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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우리끼리 서울 가요， 밥 먹으러 ‘분리’ 

지향적 중국 이주여성 커뮤니티 

“우린 우리끼리 (중국음식)먹어요. 친구들이랑. 

한국사람 없어. 친구랑 먹는 게 좋아 자주 만나. 

우리 잡， 친구 잡， 돌아다녀. 근테 난 서울 갈 때가 

제일좋아 

(R씨， 중국， 청주시 흥덕구) 

중국 이주여성 역시 필리핀 이주여성과 비슷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그러나 중국 이주여 

성 커뮤니티는 비교적 즉흥적으로 형성되는 경향 

이 강한 편이다. 또한 중국 이주여성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친밀한 사적 모임으로 운영되고 사적 

인 연결망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 유지한다는 면 

에서 필리핀 이주여성 커뮤니티와 비슷한 특정을 

나타낸다. 또한 필리펀 이주여성 모임과 마찬가지 

로 ‘모국음식 공유’ 성격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과의 만남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교류 

보다는 민족 정체성 유지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 

어 다소 ‘분리’ 지향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 혹은 타 국가 출신 이 

주여성과의 만남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필리핀 이주여성 커뮤니티 

처 럼 ‘통합’ 지향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 

다. 필리핀 식료품점을 이용하는 필리핀 이주여성 

과는 달리 중국 이주여성들은 각 가정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혹은 다른 지역(서울， 인천)에 

있는 중국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모국음식 공유에 

따른 장소형성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는 중국 이주여성들이 한국말에 굉장히 유창했으 

며， 외형적으로도 한국인과 홉사해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 을 보는 시선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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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국가 출신 이주여성들보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 

능했을 것이라 보여진다. 

@ “얼본음식，굳이 같이 먹을필요 있나요?，: 

‘동화’ 지향적 일본 이주여성 커뮤니티 

일본 이주여성은 필리핀 중국 이주여성과는 달 

리 모국음식 공유보다는 특정종교(통일교)를 중심 

으로 한 종교 커뮤니티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0명 이상의 일본 이주여성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종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이주여성들은 예배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각 

자 소규모 혹은 중규모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그러 

나 소 · 중규모의 커뮤니티가 형성됐을 때에도 모 

국읍식을 공유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 렵다. 

“우린 만나서 (일본음식)잘 안 먹어요. 만날 한식 

먹는데， 된장찌개， 청국장， 김치찌개 이런거. 일식 

비싸고 그래서 우린 잘 안 먹는데. 근데 굳이 같이 

갈필요가있냐7’ 

σ씨， 얼본， 청주시 흥덕구) 

일본 이주여성이 필리핀， 중국 이주여성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데에는 문화적 권리와 민족 정체성 

유지에 대한 인식 부재보다는 일본음식 대중화에 

따른 모국음식 공유의 희소성 감소가 크게 작용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음식과 한국음식의 경 

계가 사라져 이주여성에게 ‘일본음식’ 의 개념과 

음식 ‘공유’가무의미해졌음을유추해볼수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일본 이주여성은 고향에 대한 그 

리움 해소를 모국음식 공유보다는 우선적으로 특 

정종교의 공유를 통해 승화시키려는 경향을 나타 

냈으며， 커뮤니티 내에서도 일본음식보다는 한국 

음식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이주여 

성과는 달리 한국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 생활 

에 대한 정보 획득에 유리한 모습을 보였다. 즉， 모 

국음식을 통한 문화공유 측면에서는 ‘동화’ 지향 

형 특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지역주민과의 모국음식 공유 

인터뷰에 따르면 가정에서 모국음식을 조리한다 

고 해서 반드시 이웃이나 한국 지인에게 모국음식 

을 대접한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 모 

국음식을 조리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42명 중 25 

명이，가정에서 모국음식을조리한경험이 없는이 

주여성 8명 중 3명(총 50명 중 28명)이 지 역주민에 

게 직접 쪼리한 모국음식을 대접해 보았다고 응답 

하였다. 하지만 지 역주민과 모국음식을 공유해 본 

28명은 ‘향후 지 역주민과의 모국음식 공유를 계속 

할 것인까/하고 싶은개 라는 질문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보였다. 인터뷰를통해 이러한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 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Nolen-Hoeksema(1987)는 자신의 우울한 경 

험은 우울 정서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시키고， 즐거 

운경험은긍정적인 정서를유지，강화시켜 앞으로 

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과거 

의 경험과 기억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각과 평가 

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다음 행동에 관한 결정 

을 하게 되는 순환고리가 형성된다는 것인데， 이는 

집단과 집단 간의 교류 형성과정에도 똑같이 적용 

4) 일본 이주여성 인터뷰 참여자의 90%가 통일교를 통한 결혼이주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다른 국가 커뮤니티보다 종교 커뮤니티 
성격이 두드러졌음을 염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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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주여성과 지 역주민과의 교 

류 및 향후 교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 역 

주민과의 모국음식 공유 경험에 대한 이주여성의 

기억을살펴보는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 -주로 친분관계가 있는 한국인- 에게 

모국음식을 대접했을 때 칭찬이나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경우 향후 다른 지역주민에게도 모국음식을 

대접할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모국음식 공 

유 시 자연스럽게 모국문화에 대한 정보 교류도 발 

생하는데 , 이 때 이주여성은 모국문화 전파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보인다. 이를통해 지역주 

민과의 모국음식 공유는 음식 공유 자체로 종료되 

는것이 아니라그기저에숨겨져 있는모국문화의 

교류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지 역주민과 모국음식을 공유했을 때 불쾌 

했던 기 억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들도 있었다. 이들 

은 주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분 없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국음식을 제공한 

경우였다. 

“옆잡 아줌마한테 갔어 근데 싫어했어. 그 때 집 

에 와서 울었어. 냄새난대， 몽골음식. 잡에서도 많 

이 안해. 다른사람한테 안주고 짚어，그냥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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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모국음식 공유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싶지않다’라고응답하였다 이는경험에대 

한기억이 지역주민과의 모국음식 공유행동에 영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요약하면 이주여성의 모국음식에 대한 지역주민 

의 일차적인 수용은 일정수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지역주민과의 모국음식 공유에 대한 의견은 

상반된 양상을 나타낸다. 우선 지역주민이 외국문 

화에 대한관심이 있을때혹은지역주민으로서 이 

주여성들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주여성 뿐 아니 

라 이들의 모국음식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 

을 나타냈는데， 이 경우 이주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모국음식을 재공유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반 

면 지 역주민의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이나 이해부 

족 현상은 이주여성의 모국음식에 대한 거절과 거 

부감으로 드러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모국음식을 

공유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정리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해소 및 각 국가 

에 대한 정보획득과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개인적 

측면 뿐 아니라 집단 · 사회적 측면에서 이주여성 

의 모국문화 공유가 더욱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질것이다. 

구들이랑가끔 먹어 v.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6씨， 몽골， 청주시 상당구) 공유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 

S씨와 비슷하게 지역주민에게 모국음식을 ‘거 

절’ 당한 이주여성들은 모국음식의 거절이 모국문 

화의 거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양상을 나타 

냈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모국문화가 

한국사회에서 쉽게 수용되고 이해되지 못 할 것이 

라는 불안감과 소외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음을 드 

러냈다. 이와같이부정적 기억이 있는이주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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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에 따른 새로운 
소비 공간의 형성 

1 ) ‘드러냄’ 과 ‘숨김’ 의 경관: 외국인 식료품점의 
드자 
00 

청주시에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주여성 및 외 

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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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모국문화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도상당수형성되어 있다.답사를통해 이 

주여성의 유입과 모국음식 공유 활동으로 인해 지 

역 내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외국인 식료품점의 등 

장임을 확인했다. 청주시에는 연구자가 확인한 4 

개의 중국 식료품점과 2개의 필리핀 식료품점이 

있다 하지만 중국과 필리핀 식료품점은 간판의 유 

무， 크기， 개점 및 입지 이유에 있어 차이를 드러낸 

다. 중국 식료품점들은 붉은 색 글씨체로 써진 간 

판을 사용한다. 간판의 크기 또한 매우 커서 단번 

에 중국 식료품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반면 필 

리펀 식료품점의 경우 위의 사례와 달리 식료품점 

자체를 찾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그 이유는 간판의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필리핀’ 이라고 명시하기 

보다는 ‘ASIA’ 라고 뭉뚱그려 표현하거나， 아예 간 

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식료품점 간판 

을 찾아 들어가면 이중 삼중으로 철문이 닫혀 있으 

며， 문 위나 옆에 작은 문구가 적혀있을 뿐이다. 필 

리핀 식료품점은 그 이용객이 친분관계에 따른 필 

리핀인으로 국한되며， 또한 식료품점 개점 이유가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필리핀 이 

주민을 위해 식료품점 운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필리펀 이주민들에게 모국인과의 모국문화 공유 

는 정착국가에서 생활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주민 이용 

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 때문에 식료품점의 간판 형태가 중국의 식료품 

점과 다르게 나타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2) 소통의 공간 : 다문화 식당 개설 등장 
2009년 청주시에는 이주여성이 직접 모국음식을 

요리， 판매동}는 다문화 식당( ‘무지개 시루’ )이 전 

국 최초로 개설되었다.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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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은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다문화가 

족 창업공동체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통화지향적 정책’ 에 반대하는 시 

민단체나 다문화지원센터의 상당히 높은 평가와 

지지를 받고 있다. 다문화 식당 이용객의 절반 이 

상은 이푸여성이다. 따라서 모국인과의 만남이 지 

속적으료-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문화 식당이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다문 

화 식당은 지역주민과 이주여성들의 유연적인 관 

계 형성에도긍정적인 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드 

러났다. 비록 이주여성인권센터의 경제적 원조와 

정책사엽의 일환으로 다문화 식당이 시작되었지 

만 이곳을 이용해 이주여성의 모국음식을 접해 본 

지역주민은 비교적 이국적인 맛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자신이 먹은 음식의 국가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나 방문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다문화 식당에서 발생하는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공유는 지 역주민과 이주여성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신(新)소비 공간 창출 및 자연 

스러운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공유에 따 
른지역주민 인식 변화 

1) 국제결혼 이주여성과의 접촉에 따른 인식 변화 

이주여성과 자주 만나는 다운화관련 기관 실무 

자의 인테뷰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정 

기적이고 장기적인 만남을 통해 이주여성의 특성 

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청주시 상인들이 

이주여성을 구매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언어를 배 

우파 한다고 밝힌 아래의 인터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갖는다. 

“이주여성이 많아지니까 이 근방(성안동 중심)으 

로 해서 상가번영회 샤람들이 이제 외국말 배워야 

겠다고 해요. 이저l 이주여성들도 자신의 고객이라 

고 생각송F는 거죠. 이제야 좀 인식이 바뀌는 것 같 

아요. 좋은 현상이죠 

(충북이주여성안권센터 사무처장) 

한편 이주여성과의 접촉 경험에 의해 오히려 이 

들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 

하였거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지 역주민도 있다 이들은 주로 이주여성의 

사고방식과 관습차이에 의해 이러한 양상을 나타 

냈는데， 특히 필리핀， 베트남 이주여성의 시간관념 

과 약속이행에 대해 실망한 모습을 드러냈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청주시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 

서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과 접촉이 잦은 지 

역주민은 이주여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노력 중이며 , 이 러한 노력은 기존 

에 갖고 있던 인식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 

했다. 또한 일부 지 역주민은 이주여성에 대해 정보 

가 없는 제 3자에게 이주여성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 계기를 제공하고 이주여성과의 접촉 기회를 의 

식적으로 늘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자 한다. 반면 오히려 기존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거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웅답한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대개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나관습에 대한 이해력 부족과관심의 부재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이주여성에 대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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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식 

료품점과 다문화 식당이란 ‘다문화 자본’ 이 겸비 

되기 시작한 청주시가 향후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 

로다문화사회로진입할지에 관한향후 연구가요 

구되지만， 현재로선 긍정적인 다문화사회로 변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경험에 따른 
인식 변화 

다음으로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경험이 지역주민 

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파 한 

다. 그 결과 크게 ‘긍정적 변화’ 와 ‘변화 없음’ 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긍정적 변화’ 

유형은 이주여성의 모국음식을 먹은 경험을 통해 

그 국가와 음식에 대해 호기심이 발생， 또한 먹었 

던 음식을 가정에서도 직접 조리한 경우이다. 다문 

화 식당을 이용해 이주여성의 음식을 접해본 경험 

이 지역주민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 

식당을 통해 지속적인 음식 소비가 이루어지거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주 

여성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거부감 없이 융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가정 에서 직접 조리 한다고 

응답한 사례의 경우 음식 재료 획득은 해당 식료품 

점에서의 구매를통해 이루어지면서 지역 경제 및 

이주여성의 경제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주여성의 모국음식을 먹은 

후에도 만족하지 않거나， 본인이 먹었던 음식을 가 

정에서 조리해 보지 않거나그국가에 대한호기심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인터뷰 결과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경험은 본인 

의 생활 연장선에서 다시 재현되기도하지만， ‘경 

험’ 자체로 단절되는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후자 

의 경우아직까지 이주여성의 음식에 대한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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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접근이 어렵거나 지역주민 스스로 이주여성 

의 모국음식에 이벤트적 특성을 부여하는 등 ‘내 

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먹 

는 음식’ 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 

만 이주여성의 모국음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 

적 인식 변화를 통해 늦고 더디지만 ‘열린’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Vl.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일방적인 

한국문화 수용자가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드러내 

고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문화적 행위자로 보고， 이 

주여성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드러내는모국문 

화 공유 양상을 조명하였다. 특히 다양한 출신국가 

이주여성들이 거주하는 청주시의 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민족 전통과 공동체를 상징하는 문화요소 

중 하나인 음식을 통해 가정 내에서 모국음식이 발 

현되는 행태， 민족 커뮤니티 내 모국음식 공유 방 

식 , 지 역주민과의 모국음식 공유 양상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이주여성의 정착과 모국음 

식 공유 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가시 

적 · 비가시적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이주여성은 모국음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가족과 공유하며， 동시에 한국음식 수용 

에도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 

와는 다른 것으로，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선택은 

‘고향생각이 날 때’ , ‘남편과 자녀에게 모국문화 

를 알리고 싶을 때’ , ‘가끔 생각나는 반찬이 없을 

때’ , ‘음식솜씨를 뽑내고 싶을 때’ 등 심리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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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이주여성이 고학력이거나 모국의 가치관 

을 고수할 때， 경제활동을 할 때 더욱 강하게 나타 

났다. 반띤 모국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이주여성 또 

한 한국잠식에 대한 가족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한국음식이 맛있어서’ , ‘요리 실력이 부족해서’ 

‘적당한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 ‘재료 구입비 

용이 비싸서’ 등 경제적 · 외부적 요인에 의해 조 

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주여성은 ‘한 

국음식이 좋아서’ 또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가 

족과의 갈등 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 

음식을조리하는데， 이러한과정 역시 가족의 강압 

이 아닌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다수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일방적으로 한 

국문화를 수용하는 ‘동화’ 지향적 존재가 아니라 

정착국가에서 자발적 · 적극적으로 모국문화와 한 

국문화를 지향하는 ‘통합’ 지향적 존재로 변해가 

고 있음을· 단면적으로 설명해준다. 

물론 이러한 능동적인 행위들이 모든 이주여성 

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주여성의 

출신국가， 한국 거주기간， 시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모국음식 조리 및 공유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우선 출신국가에 따른 가정 내 모국음식 

조리경험 유무는 큰 차이가 없으나 조리 빈도에서 

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 중국， 일본 출신 

이주여성들의 조리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특정국가 음식에 대한 선호’ 와 ‘재료구 

입의 용이성’ 과 같은 심리적 요인 및 편이성에 따 

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결과는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5 

년 미만) 모국음식 조리 빈도가 낮고， 모국음식의 

‘한국적’ (긴 변형 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 거 

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모국음식에 대한 가족의 지 



지정도와 반웅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주 

여성은 짙어지는 향수병을 달래과 한국 거주기 

간이 짧은 이주여성 보다 ‘전통적’ 인 모국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빈도 역시 거 

주기간이 길수록 잦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가설이나 결과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시부모와의 동거 요인은 이주여성의 모국 

음식 선택과 공유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는데， 이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시부모의 인식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이주여성의 상당수는 민족 커뮤니티 및 지역 

주민과 모국음식 공유를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그 공유 양상은 출신국가 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민족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모국음식 

공유양상을 Berry의 문화변용 이론에 적용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리펀 이주여성 커뮤니티의 

경우， 자조적인 성격이 강하며 정서적인 친밀감이 

높은 ‘친목회’ 적 특성을 보였다. 또한 필리핀 이주 

여성은 지역주민에게 커뮤니티 참여를 권함으로 

서 모국음식 공유를활발하게 수행해 나가며 동시 

에 지 역주민과의 문화교류 및 한국음식 수용에도 

적극적인모습을드러냈다. 이와같은경향으로봤 

을 때 필리핀 이주여성 커뮤니티는 ‘통합’ 지향적 

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이주여성 커뮤니티 또한 

기본적으로 친밀한 사적 모임으로 사적인 연결망 

을 통해 모국음식을 공유했다. 그러나 필리핀 이주 

여성과는 달리 주로 모국인과의 음식공유를 통해 

민족 정체성 유지와 강화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는 

데 이는 ‘분리’ 지향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과 다른 국가 출신 이주여성들 

과의 만남에도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향후 

‘통합’ 지향적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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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일본 이주여성 커뮤니티 내 모국음식 공 

유는소극적으로발생하며，오히려 커뮤니티 내 한 

국음식 소비가 강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인과 

의 교류에도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일본 이 

주여성 커뮤니티는 ‘동화’ 지향적 특성을 나타낸 

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상당수의 이 

주여성이 모국음식 조리 및 공유에 긍정적 · 자발 

적이었지만 집단적 측면에서는 출신국가에 따라 

그 모습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나뉘어 나타 

난 것으로 보아 모국문화를 공유하는데 민족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짐작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차후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주여성과 지 역주민의 모국음식 공유 

양상을 살펴보면， 이주여성의 상당수가 지역주민 

과의 모국음식 공유 경험과 향후 공유 의지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향후공유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 역주민의 ‘모국음식 에 대한 긍정 

적 혹은 부정적 반응’ 이 크게 작용했다. 즉， 모국 

음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 기억’ 이 있는 이 

주여성의 경우， 모국음식 뿐 아니라 다른 문화요소 

공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하지만 ‘부 

정적 기억’ 이 있는 경우， 모국음식의 거절을 모국 

문화의 거절과 동일시하여 이해하는 양상을 나타 

내며 이를통해 모국문화가한국사회에서 쉽게 수 

용되지 않을 것이란 불안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해소 및 각 국가에 대한 정 

보획득과 이해가 이루어져 이주여성에 대해 긍정 

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면 개인적 측면 뿐 아니라 

집단 ·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공유가 더욱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보인다. 

3) 이주여성의 정착과모국음식 공유는지역사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문화 공유와 전파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를 부각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유 

우선 이주여성의 정착에 따른 지역사회의 가시적 도하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것도 의미 있으리 

인 변화로 새로운 소비 공간 - ‘드러냉 과 ‘숨김’ 의 라 본다. 

경관이 나타나는 외국인 식료품점과 소통의 공간 

이 되는 다문화 식당- 이 등장하였다. 청주시에는 

4곳의 중국 식료품점과 2곳의 필리핀 식료품점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 서로 다른 경관 특정을 보인 

다. 중국 식료품점은 큰 간판과 적극적인 홍보활동 

을 통해 중국인과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드러낸’ 경관을형성한반면，필리핀식료품 

점은 간판이 없거나 쉽게 알아볼 수 없어 아는 사 

람만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숨김’ 의 경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청주시 

의 경우 현재 이주민의 수에 비해 다문화적’ 공간 

은아직부족한실정이며，지역주민의 인지도도낮 

은 편이기에 이주여성의 정착과 모국음식 공유에 

따른가시적인 변화는초기수준이라고볼수 있다. 

또한 이주여성과의 접촉과 모국음식 공유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 또한 아직까지는 미비하기 

에 지역사회의 비가시적 변화는 탐색적 수준이라 

볼수있다. 

본 연구는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생활을 다룬 선행 연구와 달리 , 국제 

결혼 이주여성이 문화적 행위자로서 가정 및 지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1 살펴보고자 하였 

다. 특히 청주시를 사례로， 민족 전통과 공동체를 

상징하는 문화요소 중의 하나인 모국음식을 통해 

가정과민족커뮤나티 및 지역사회 내 모국문화표 

현과 공유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양상을조명하였다는점에서 의의가있다.또 

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과정 에서 이주여성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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