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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결혼 이주 및 다문화 담론의 문제점
결혼 이주자는 일반적으로 ‘결혼 이민자’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쓰
는 명칭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혼 이민자’는 기본
적으로 법적인 명칭이다. 이것이 법률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7년 5월 17
일 법률 제8442호로 공포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서 이 법률에
서 ‘결혼 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
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3호)라고 정의되었다. 대한민국 국민과의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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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의해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살게 된 외국인을 가리키는 명칭인 결
혼 이민자는, 이처럼 그들의 국적 취득 이후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
2008년 3월 21일 법률 8937호로 공포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는 재한

외국인으로서의 결혼 이민자와 그들의 국적 취득 이후를 포괄하여 ‘결혼
이민자등’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여기서는 법률 용어 사이의 모순은 발생
하지 않으나 ‘~등’이라는 말이 가진 모호성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정부가 발표한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제2차,
2013~2017)에서는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라는 표현을 쓰는 등,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 이민자’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더욱 혼란이
가중된다.1)
이러한 혼란은 국적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국가로서는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국적 취득이 예상되는 예비 국민으로서의 결혼 이민자라는 설정을 통해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그들을 보호·관리해야 했던 것이다. 이 점은 이
주(migration)와 이민(immigration)의 의미 차이를 통해,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분별하려는 시도에서도 드러난다. ‘이주’는
‘이민’보다 더 폭넓은 개념이고 정착보다는 일시 체류에 가깝기에 이주

노동자는 ‘재한외국인’인 반면에, ‘이민’은 정착의 개념에 더 가까워 결혼
이민자는 국민 혹은 준국민, 예비 국민인 것이다. 똑같은 이동성을 전제
하지만, 국민(혹은 준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별하여 그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것이 ‘이주’와 ‘이민’이라는 분별적 용어법 속에 내포된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주’에는 배제, ‘이민’에는 포섭이라는 제2의 기표2)가 작동하는 것
이다.
1) 그런 이유로 ‘결혼이주민’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임동진·조금
호, 2011: 18).
2) 이 용어는 롤랑 바르트에게서 빌려왔다(Storey J., 199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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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옥(2014)은 이러한 용어 사용이 보수적 담론과 진보적 담론에서도
나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에 따르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
주 여성이라는 단어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주 여성이라는 단어를 크게 불편하
게 여기지 않았다(강미옥, 2014: 165).”라고 하지만, 이 논문이 각 용어가
사용된 기사 건수(2000년 이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결혼 이민’ 663건, ‘결혼 이주’ 726건이었고, 『한겨레신문』은 ‘결혼 이민’
269건, ‘결혼 이주’ 219건이었다. 이를 통해 보수 언론이 ‘이주’라는 용어를

꺼린 것도 아니었고, 진보 언론이 그것을 애용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양 신문 모두 ‘결혼 이주자’(『조선일보』 42건, 『한겨레신문』 24
건)보다 ‘결혼 이민자’(『조선일보』 410건, 『한겨레신문』 219건)라는 용
어를 훨씬 더 선호했음은 특기할 만하다. 이 점은 학술 논문에서도 마찬
가지이다.3)
정부의 공문서가, 법률 용어와의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국적 취득 여
부와 상관없이 ‘결혼 이민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결혼
을 통해 이 땅으로 이주한 자들이 겪는 문제들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
생하는 것이지 국적과는 상관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문화적 차이를 처리할 필요와 의의를 느끼는 대상을 국적에 의해 한정
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학문의 차원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담론
화하는가가 문제이지 국적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 이주’와
‘결혼 이주’의 연속성을 보기 위해서는 ‘결혼 이주자’ 혹은 ‘결혼 이주 여

성’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 공식적 용어, 그것도 내부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용어를 민간 언론이나
학계에서 그대로 받아쓴 것은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민간 주도, 시민 주도
3)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 검색에서는 268건·15건, 누리미디어(http://www.
dbpia.co.kr) 검색에서는 371건·42건으로 ‘결혼 이민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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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관 주도, 국가 주도로 진행되어 왔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경구, 2008: 123 및 김희정, 2008: 65 등).4)

오경석(2007: 37)은 다문화주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
문화주의인가가 중요하지만, 한국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이에 대한 성찰
없이 결혼 이주자라는 제한된 범주에서 사회 통합의 방법론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 것
임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익(法益)에서도 알 수 있
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1조) 한다. 이러한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주의는, 겉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순혈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동화 정
책에 불과하다고까지 이야기된다(이선옥, 2007: 107). 한국에서 다문화주
의는 표면적으로는 이해와 관용, 융화와 화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문화
적 단일성·동질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천선영, 2004: 363)도 이와 상
통한다.
한국의 다문화 담론과 정책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주로 문화 교육을
그 사례로 든다. ‘결혼이민자 센터’나 시민단체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한국 음식 강좌, 전통 예절 교육, 지역 문화재 탐방, 한지 공예나
다도와 같은 전통문화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결혼 이주자로 하
여금 ‘전통 한국 문화’에 익숙하게 하는 ‘동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한경구, 2008: 124-125). 이러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한국적
다문화주의(윤인진)’라고 부를 수도 있겠으나, 문화적 타자를 한국 사회·
문화에 적응시키는 데에만 급급한 정책과 담론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
4) 윤인진(2008: 99)은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부와 국가와 시민 사
회 간의 정책 네트워크에 가깝다고 하며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도 정부
의 다문화 정책이 동화 정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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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을 한국 사회·문화를 질적으로 변용시키는 플러스적 존재가 되도
록 하지 못하고 노동력과 소비자의 양적 증가로만 이해한다면, 얻는 것보
다 잃는 것이 더욱 많을 것임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5)이지 다문화주의를 선
언적으로 표방하거나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문화 사회의
형태에 대해서는 용광로(melting pot)나 그와는 상반되는 샐러드 볼(salad
ball)로 상징되는 미국식 다문화주의적 처방도 있을 수 있고, 유럽식 상호

문화주의적 처방도 있을 수 있다. 혹은 문화상대주의를 새롭게 해석하여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적 소통과 공유를 넓혀나가는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구상하는 것도 가능하다(한건수, 2008: 162-163). 각각의 서구적 다문화주
의는 한계와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있고 일본의
‘다문화 공생 추진 플랜’이나 한국의 다문화 정책6)에는 없는 것은, 이주자,

즉 타자의 목소리이다. 소수자의 ‘인정의 정치학(politics of recognition)’, ‘정
체성의 정치학(politics of identity)’에서 비롯된 것이 서구의 다문화주의라
면,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주의는 다수자의 ‘시혜의 정치학’, ‘통합의 정치
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기 이전에
어떠한 다문화주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발언할 수 있도록 타자에게 목
소리를 주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민주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7) 결혼 이
5) 오경석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다문화주의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
니라, 어떤 다문화주의를 선택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2008:
13).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과 그 주체의 문제이다.
6) 윤인진(2008: 86)은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그간의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노
동인력과 인재유치, 사회통합,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상호 이해와 공존’
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한다는 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표가 외국인도 자신
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국적과 인종을 떠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외
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정책은 일본의 ‘다
문화 공생’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7) 윤여탁(2013: 62)의 ‘다문화 문식성’에 대한 제안도 이 연장선에 있다. 그에 따르면 다
문화 문식성이란 “앎이나 이해의 범주를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실천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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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지점이다.

Ⅱ. 한국 소설이 그린 다문화 사회
2000년대 이후 노동 이주자, 결혼 이주자의 대거 이입8)으로 소설에서

도 이들에 대한 형상화가 이루어졌다.9) 그 가운데 결혼 이주자가 놓인 곤
경이 가진 존재론적 의미가 무엇이고, 한국 사회가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언어 문제를 중심으로 탐색한 소설로 정인(2009)의 「타
인과의 시간」이 있다. 베트남인 아내를 둔 화자 ‘나’가, 아이와 함께 갑자
기 고국으로 돌아간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아내가 사랑하던 개 ‘하
노’의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줄거리를 가
진 이 소설에서는, ‘나’가 아내를 이해하는 과정이 치밀하게 추적되지 못
한 한계는 있지만, 아내가 느꼈을 외로움은 언어의 상실로 비롯되었고,
‘나’의 공포와 불안은 아내가 기대려 한 바로 그 언어에서 비롯된다는 화

해 불가능한 모순이 잘 묘사되고 있다.
결혼 이주자는 이주와 동시에 표현 수단을 잃어버린다. 모어는 더 이상
소통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를 대체할 제2의 언어는 습득하
이며, 비판적인 관점에서 지양과 지향을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8) 안전행정부가 조사·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4
년 1월 1일 현재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는 총 156만 9,470
명(총인구의 3.1%)으로서 그 가운데 노동 이주자는 538,587명이고, 결혼 이주자는
295,842명이다.
9) 이러한 소설을 ‘다문화 소설’이라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를 종합적으로 유형화한 연
구(이경재, 2013: 281-282)에 따르면 다문화 소설은 (1)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배
제되어 ‘벌거벗은 자’가 되어가는 현실을 재현하는 데 집중하는 소설들, (2) 이주자들
의 타자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들을 한국인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의 작품들, (3) 보편
성에 바탕하여 한국인과 이주자의 연대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들, (4) 이주자의 고
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상상력과 사유를 보여주는 작품들로 나뉠 수 있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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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현 수단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을 사회 속에 드러
낼 도구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결혼 이주자는 사적
(private) 존재, 버려짐(Verlassenheit)의 존재가 된다.10) 원래 ‘사적(private)’

이라는 말은 ‘박탈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완전히 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진정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 박탈되었음을 의미한다. 타
인에게 보여지고 들려짐으로써 생기는 현실성의 박탈, 타인과 관계를 맺
거나 분리됨으로써 형성되는 타인과의 관계의 박탈, 삶 그 자체보다 더
영속적인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박탈이 그것이다(Arendt,
1996: 112). 이처럼 공공(公共)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박탈된 존재가
‘버려짐’의 존재이고 그들은 타인에게 보여지지 않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된다.
「타인과의 시간」에서 아내가 느낀 고독은 이러한 박탈과 버려짐에서

온다. 아내는 이러한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소통 수단인
베트남어를 동물인 ‘하노’에게 쏟아붓는다.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타자가 부재한다는 것을, 타자와 함께 구성하는 세계가 부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노’를 타자로 삼아 아내는 세계의 현실감을 획득하고
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위안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음
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아내가 처음부터 이러한 고독 속에 자신을 가둬둔 것은 아니었
다. 처음에는 그녀도 한국어로 소통을 시도하였지만, 곧 좌절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내는 자신의 모국에 대한 그릇된 소문과 말들에 예민했고 곧잘 상처받
았다. 언젠가는 TV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자, 넘어가도 될 만한 일인
데도 담당 PD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서툰 우리말로 조목조목 항의했다(정
인, 2009: 90).
10) 이 개념은 아렌트에게서 가져왔다(斎藤純一, 20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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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자신의 말을 들리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사람
들 사이의 관계망에 각인하려는 노력은 인정의 정치학에 해당될 터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란 이러한 타자의 목소리를 가청권 내에 포함시킴으로
써,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가 타인에게 도달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의 다수자가 가부장적이면서도 동시에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통해, 침묵
당한 자신을 재현/대변하는 상황(“베트남 여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정
인, 2009: 90).”)은 아내로 하여금 “조개처럼 입을 꽉 다물”게 했다. 그녀의
고독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고, 그 고독을 달래기 위해 처음에는 ‘하
노’를 상대로, 나중에는 태어난 아이를 상대로 베트남어로 응답 없는 독
백을 하게 된다.
이 소설의 아내처럼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가지지 못하거나 목소리가
차단된 존재를 서발턴(subaltern)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여성(젠더)·하층
(계급)·소수자(인종)라는 서발터니티(subalternity)11)가 중첩된 결혼 이주

자, 특히 그 대다수를 점하는 이주 여성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서
발턴이라 할 수 있다.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스피박
은, 미망인 순장 풍습인 사티를 둘러싸고 가부장적인 제국주의(영국 남
성)와 가부장적인 민족주의(인도 남성)가 공모하여 서발턴을 재현/대변함
으로써 서발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고 했지만(Rosalind, 2013:
109-139),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은 자신들에 대한

편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지금껏 저항해왔던 가부장적인 민족주의 담론
을 다시 차용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 속에 자신을 던진다. 인종·민족·종족
에 특권성을 부여하는 다문화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젠
더와 계급의 정치학인데, 그 때문에 지금의 다문화 상황이 단순히 외래
11) Rosalind(2010: 24)는 서발터니티란 정체성이라기보다 하나의 곤경이며 권력에 접근
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구조화된 장소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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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의 공존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내부적으로 다양한
문화 요소가 증가하는 현실에도 원인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한건수,
2008: 147).”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중층성이 문화 교육에서 주요하게 제

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아내가 고독 속에 자신을 유폐시키고 개를 상대로 모어로 독백을 되풀
이함으로써 위안을 삼거나 한국과 남편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
었던 것은, 그녀가 베트남 중산층 출신이면서 대학을 나왔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인 남편을 가짐으로써 모국에서의 계급을 연장할 수 있
었기에 가능한 선택지이기도 했다. 그에 비해 그 어느 하나도 가지지 못
한 서발턴으로서의 일반 결혼 이주 여성은 선택의 여지없이 ‘버려짐’의
존재로 한국 사회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첩된 곤경은 하나
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억압받는 자(‘버
려짐’의 존재)의 연대를 통한 한국 사회의 갱신이 바로 그러한 가능성이
고12), 그것은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이다.
반면에 결혼 이주자의 고독·고립감과 평행하게 한국 사회가 결혼 이주
자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공포도 존재한다. 그것은 제어 불가능하고 재현
불가능한, 따라서 공약 불가능한(incommensurable) 타자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일 터이다. 타자성은 동일자에 의해 제어 가능할 때 매력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엑조티시즘이란 그러한 감정이 극대화된 것인데, 「타인과의
시간」에서 ‘나’가 아내인 쑤안을 베트남 대학 교정에서 만났을 때 느낀
감정은 바로 그러한 엑조티시즘이었다.
야자수가 길게 늘어선 교정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막 빠져나오고 있었다. 뉘엿해지는 해를 등지고 흰 아오자이 차림에 긴 머
12) 「타인과의 시간」에서는 이러한 연대를 볼 수 없다. 이 소설에서는 베트남으로 돌
아가는 것으로 갈등을 회피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소설 말미에 암시된 대로 아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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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날리며 달려오는 그녀를 본 순간, 조금 전에 맛본 망고스틴의 속살 같
은 상큼함이 뭉클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정인, 2009: 88-89).

우리가 해외 여행지나 리조트에서 맞닥뜨리는 이국적인 이질성이 그러
하듯이 타자의 문화가 아무리 동일자의 그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
자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한 그것은 용인될 수 있다. 동일자와 타자의
이러한 공존을 말하는 다문화주의를 ‘식탁 위의(cuisine) 다문화주의’, ‘부
티크(boutique) 다문화주의’, ‘백과사전식(encyclopedic) 다문화주의’라 할
수 있다(한건수, 2008: 161). 소설 속의 ‘나’는 쑤안이 가진, “망고스틴의 속
살 같은” 이질성의 매력에 빠져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곧 이질
성은 매력의 원천이 아니라 벽(분리)을 쌓는 원인이 된다. “날이 갈수록,
아내가 쏟아 내는 말들 속에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늘어 갔”고
그럴수록 “우리 사이에 벽이 하나 솟아나는 것 같”(정인, 2009: 92-93)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가 구사하는 베트남어는 재현 불가능한 타자성을 드
러내지만 그것이 곧장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지는 않기에 아내와의 공존
은 가능했다. 불안과 공포란 미래를 향해 투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Chatman, 1991: 78). ‘나’를 불안으로 내몬 것은 나의 미래인 아이였다.
그러는 사이에 첫돌도 지나고 서너 달이 더 흘렀을 때였다. 퇴근하는 나
를 맞으러 아기작거리며 다가온 아이가 뜻밖에 ‘짜(아빠)’라며 매달렸다. 순
간, 나도 모르게 그만 아이를 밀치고 말았다. 아이가 말문을 연 것은 반갑
고 신기했으나, 내 나라 말이 아닌 타국의 말을 뱉으며 쫓아오는 아이가 그
렇게 낯설 수가 없었다(정인, 2009: 95).

이질성이 동일자가 제어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 매력이 되고, 그것이
제어·환원할 수 없는 것이 될 때 차이(벽·분리)가 되며, 그러한 차이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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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투사되어 나의 정체성을 위협(분리)할 때 불안이 된다. 이 세 단계는
동일자가 타자와 관련을 맺는 한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는 개인적
이면서도 사회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가 타자의 타자성
이 제거된 엑조티시즘의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타자의 타자성과의 공
존이라는 다문화의 단계이고, 세 번째는 타자와 상호 영향 관계 속에 놓
이는 상호문화의 단계이다.
우리 사회는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사이에 놓여 있지만, 곧 세 번째
단계가 도래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그러한 미래를
선취하고 있는 것이 결혼 이주로 인해 만들어진 가족일 것이다. 혼종적인
미래가 ‘짜’하면서 다가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 소설이 제기하
는 문제는 타자의 고독과 동일자의 불안이라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의 풀이법은 정체성을 다시 정의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
정체성은 이질성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에 타자의 나타남(appearance)은 이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의 문제이다(Verbunt, 2012: 61). 아렌트에 따르면 정체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규정될 수 있다(斎藤純一, 2009: 60-65). 하나는 ‘당신은 무엇이
냐(What are you?)’에 대한 대답인 표상(represent)된 정체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은 누구이냐(Who are you?)’에 대한 대답인 현상하는(나타나
는, appear) 정체성이다. 전자가 속성이나 사회적 지위로 묘사되는 것으로
서 타인과 공약 가능한 것인 반면, 후자는 행위나 말로서 드러나는 것으
로서 타인과 공약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것
은 표상된 타자가 아니라 현상하는 타자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흥미를 갖
는 것은 우리가 그 타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들이 예측될 수 없는 존재
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를 예측할 수 있고 표상할 수 있다면,
대화가 아닌 독백이며 관계 맺음이라기보다 고독한 행위에 불과하다. 그
렇기에 타자의 세계는 타자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고 그렇게 드러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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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의 만남이라는 사건이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다.
소설이란 타자를 재현·표상하는 글쓰기이기도 하지만, 타자가 현상하
는 한 방식이고 현상하는 타자와 동일자의 만남을 형상화한 것이다(岡真
理, 2000: 15). 화자(서술자)를 매개로 한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따라
서 표상된 정체성을 드러낸다), 소설을 통해 우리는 타자의 타자성, 서발
턴의 목소리를 미미하게나마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이주한
타자의 목소리를 우리의 가청권 내에 포함시키는 소설을 다문화 소설이
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문화 소설을 제재로 한 문학 교육을 통해 결혼
이주자라는 인종적·문화적 타자의 목소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이 민주주의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Ⅲ.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의 현실과 성격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2013~2018)>에 따르면, 1차 시기가

결혼 이주자의 초기 적응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반해 2차 시기는 결혼 이
주자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라, 거시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이 사
회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고, 미시적으로는 다문화
가족이 사회발전 동력이 되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상대의 문화를 서로 존
중해주는 가족문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이
에 따라 ‘사회참여 확대’를 정책 과제의 하나로 내걸고 그 구체안으로 결
혼 이주자를 각종 단체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결혼 이주자 비율이 높은 경
우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결혼 이주자의 재능 기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지원)하고 문화예술모임이나 자조모임을 활성화(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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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내세웠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결혼 이주자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데,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몇몇 기관에서 결혼 이주자의 문학 모임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문학 모임의 하나인 김해 다문화 도서관의 시
동아리인 ‘나도꽃’의 활동 목적과 내용을 보면, 그것이 동화(同化)를 목적
으로 한 한국 문화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동화주
의적 전통 문화 교육이 가진 한계를 답습하고 있는 이러한 시도는, 그럼
에도 불구하고 문학 텍스트를 소통의 매체로 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
무적이며, 이에 따라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을 현실화할 장이 일
단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어 교육 영역에서는 이들을 위한 문학 교육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결혼 이주 초기에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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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결혼 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관련 보고서 및 연구서에서는 이
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고,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이해』(국립국어원, 한국문화사, 2010)에서도 한국 문화 교
육의 매체로 문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한국어 교재에서도 문학을 활용
한 것은 국립국어원이 기획한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6』(하우출판사, 2012)이 유일하다.

이 교재는 맨 마지막 과인 20과에 문학 단원을 설정하고 읽기 자료로
서 시(「서시」)를, 듣기 자료로서 동화(「청개구리」)를 제시하고 있다.
문학과 독서 관련 어휘를 먼저 제시하고 자신이 아는 시를 말해보게 한
후 「서시」를 제시하고 그것의 낭독과 감상, 그리고 바꿔 쓰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이는 일반적인 한국어 문학 교육에서는 적당할 수 있지만, 결
혼 이주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동화
「청개구리」를 제재로 선택한 소단원은 육아나 효 관념과 같은 가족 이

데올로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결혼 이주자의 관심사와도 연결된다. 동화
가 유아 자녀와 동시에 교육될 때 결혼 이주자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
고 정서적 안정감, 자녀와의 유대감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은 신주철(2012)
에 의해 제기된 바 있지만, 성인 교육의 제재로서 동화는 한계가 있다. 동
화란 서사의 원형을 담고 있어 결혼 이주자에게도 낯선 것이 아니기에 언
어 교육 제재로는 적당할 수 있어도, 다양한 문화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 교육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을 제안한 논문들은 문학
교육을 언어 교육이 아닌 문화 교육으로 설정하고 있고, 가족 이데올로기
를 그 주된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다. 김미진(2011)은 「심청전」을 통해
바람직한 부부 관계, 효 관념, 전통적인 의식주 문화를 교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화 교육도 다도 체험과 같은 전통 문화 체험과 그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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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다. 이에 비해 김경회(2009)의 논문은 문학 텍스트에 등장하는, 부
부 관계를 둘러싼 가족 이데올로기를 교육 내용으로 삼지만 그것을 절대
화하지 않고 자아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
한 하나의 사고 계기로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새
로운 문화 창조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문학, 그 가운데 소설은 인간의 관계 맺음을 허구성의 형태로 제시한
다. 이러한 허구성은 실제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지만, 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문학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치적 공론장’에 진입하
기 위한 예비적 절차로 ‘문예적 공론장’13)을 설정할 수 있다. ‘문예적 공론
장’에서는 억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양한 인간과 문화의 접촉을 논제
로 삼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문학 교실은 문화 접촉의 가상적 공간
(simulation)이 될 수 있다. 결혼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 교실은 실제

로 벌어질 수도 있는 문화적 접촉과 갈등을 소설을 통해 가상적으로 체험
하고 이를 논제화함으로써 그들이 정치적 공론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그것에 익숙해지는 데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문화
갈등을 체험하고 이를 논제화함으로써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소설이 문학 교육의 제재로 적합한 것은 이러
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고려할 때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은 한국어와 한
국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이때의 적응 교육이란 한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는 교육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한국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
것을 자기화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즉 문화 능력
13) ‘문예적 공론장’과 ‘정치적 공론장’은 하버마스의 개념인데, 이것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서는 계명대 철학연구소(1996)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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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allah-Pretceille, 2010: 121)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문화에 익

숙해 있는 우리에게 결혼 이주자와의 만남이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을 통
한 자기 정체성의 재구성을 의미한다면 그 역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렇
기에 문화 교육의 목적은 타인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만
남을 배우는 데 있다(Abdallah-Pretceille, 2010: 77). 또한 이때 한국 문화란
단일하거나 고유한 것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인 우리들에
게도 낯설고 불편한 한국 문화가 많은 것처럼 급속한 현대화에 의해 문화
와 정체성은 복수(複數)가 되었기 때문이다(Abdallah-Pretceille, 2010: 23). 그
런 점에서 한국의 문화는 한국의 문화들, 혹은 한국에서의 문화들을 의미
하고,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은 이러한 복수성의 상대적인 일관성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Verbunt, 2012: 42). 복수의 문화들, 복수의 정체성 속에
서 상대적으로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는 문화와
정체성의 복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일한 문화, 단일한 정체성을 고집하
거나 특정한 문화와 정체성을 강요받을 때 생긴다. 문학 텍스트는 단일한
정체성을 거부하고 문화의 복수성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수의 문화 속에서 상대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투를 보여준다.
또한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은 한국 사회·문화와의 교섭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때 교섭이란 참여와 비판을 의미한다. 우리가 한 집단
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
분적으로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Verbunt, 2012:
46). 집단 의사에 대해 부분적 거부를 표현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권

리이자 의무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러한 넓은 의미의 정치, 즉 아렌트
의 용어에 따르자면 넓은 의미의 정치적 행위, 즉 행동(action)을 통해 인
간으로서 이 세계에 현상하게 된다(Arendt, 1996: 55-56). 그러한 거부 표현
의 한계는 용인역(容認閾)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Verbunt, 2012:
66). 문화 변용의 한계를 의미하는 용인역은 결국 지배 집단에 의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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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고, 소수자의 권리 표현은 대체로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문학 텍스트는 그러한 용인역을 넘나드는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러한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소수자로서 결혼 이주자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행위이다. 교섭이란 또한 연대(連帶)를 의미한다. 연
대란 자기 삶의 일부를 타인과 공유하면서 서로를 지지하는 감정·행위인
데, 결혼 이주자의 이입에 의해 한국 사회는 확실히 민족적 연대가 그 자
체가 퇴행적인 것으로서 곤란하게 되었지만, 그에 반비례하여 대안적 연
대는 무한대로 열려 있다. 계급·젠더·세대·지역·환경 등을 매개로 한 중층
적 연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결혼 이주자는 민족적 연대에 집착하기 쉬
우나 그것을 넘어선 다양한 연대의 가능성을 문학 텍스트는 보여준다.
이상으로 결혼 이주자를 위한 기존의 문학 교육 및 그 설계가 가진 문
제점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문학 교육의 목표와 성격을 제시하였다. 아래
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
시하고자 한다. 제재는 공선옥(2005)의 연작소설인 『유랑 가족』이다.

Ⅳ. 소설을 통해 구성하는 다문화 교육
문식성이란 기능적 문식성, 문화적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을 모두 포함
하고 한국어 문학 교육은 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는 다문화 문식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윤여탁, 2013: 62). 앞에서 한국
어 문학 교육이란 적응 교육이자 교섭 교육이라고 했다. 언어 능력·문학
능력을 포함하는 기능적 문식성은 수단적인 것으로서 적응 교육의 기초
적 단계를 이룬다. 그러나 언어 능력조차도 경어 사용처럼 문화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것이 있는 만큼 문화 교육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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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경구(2008: 126)는 경어에 대해 “일방적으로 한국어의 경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러한 문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선『유랑 가족』의 언어적 특성과 언어 기능 및 언어 문화 교육의
내용이다. 이 소설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방언을 풍부하게 보여준다. 바
흐친은『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문제』(1929)에서 단성적(monophonic) 소
설 유형(톨스토이)과는 구별되는 다성적(polyphonic) 소설 유형을 도스토
예프스키 소설에서 보았는데, 그러한 다성성이란 다양한 등장인물의 사
고와 언어가 작가의 의식이나 언어에 종속되지 않음을 의미한다(Selden
etc., 1998: 53). 소설에서 작가의 언어란 화자의 언어를 의미하는데, 근대

소설의 화자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가 아닌 이상 표준어에 가까운 방언
을 구사한다. 표준어에 가까운 방언이라 한 것은 화자도 등장인물의 언어
에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염은, 화자가 등장인물의 언어
를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성성의 한 징표이다.
“종식이가 내 변한 모습을 바라볼 생각을 하니까 잠이 하나도 안 오더랑게.”

“으이, 촌스럽게 더랑게가 다 뭐냐?”
“그럼 뭐라 그러냐?”
“더라니까,가 맞잖아.”

경애는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이곳으로 전학을 왔다. 제 아빠가 서울에서
회사 사장이었는데 IMF 나고 나서 쫄딱 망해먹고 제 아빠하고 엄마도 이혼
을 했다고 했다(공선옥, 2005: 11, 밑줄은 인용자).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계급과 성, 지역, 연령에 맞는 방언을 구
사한다. 이 소설에서 그러한 방언의 조합은 다채롭다. 중산층/하층,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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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라도/서울/경상도/조선족 자치주, 노년/중장년/청소년, 필리핀 결
혼 이주자 등, 이들의 각 조합으로 수십 가지의 사회 방언이 등장한다. 거
기다가 관계까지 시야에 넣으면 더욱 다채로운 말하기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유랑 가족』의 문학적 특성과 문학 기능 교육의 내용이
다. 이 소설은 연작 소설이라 할 수 있는데, 연작 소설이란 각각 독립된
단편들이 모여 장편 소설을 이룬 것이다. 각 단편은 독립적으로 읽힐 수
있고, 한 단편의 등장인물과 주제는 다른 단편에서 반복·변주된다는 특징
이 있다.『유랑 가족』 해설자는 이 소설을 ‘모자이크 소설’이라고 하는데
(방민호, 2005: 258-259), 이는 주제나 의미에는 해당되지 않고 등장인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혈연, 지연, 업무와 같은 사회
적 관계는 물론 친교, 연민, 적대, 애증과 같은 감정적 관계의 선으로 인
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고, 그
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도 교육 내용으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이 소설은 가난으로 인해 고향과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유랑하
는 인간을 그린 소설로서 한국 사회의 가족=고향 해체를 실감나게 보여준
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절망과 비관이라는 부정적 사회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결국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화해와 희망의
삶인데, 초점화와 공간 설정이라는 소설적 장치를 염두에 두어야 그러한
점이 부각된다. 화자가 초점화하는 중심인물은 사진작가 ‘한’으로 그는 취
재를 통해 다양한 등장인물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에 개입한다. 그의 개
입은 연민이나 동정 때문이 아니라, 현상하는 타자로서 그들과 사회를 공
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타자에 대한 책임성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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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가는 만큼, 세상의 슬픈 얼굴은 새로운 슬픈 얼굴들로 대체되어 끊임
없이 존재하고 그 슬픈 얼굴들은 또 끊임없이 한에게 묻는다(공선옥, 2005: 68).

그러한 초점화로 인해 화자는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태
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데, 화자의 그러한 태도는 공간 설정으로 이
어진다. ‘해체된 고향(가족)/안주의 땅이 되지 못하는 서울/바다, 섬으로
상징되는 희망의 공간’이라는 설정이 그것이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굳이 흙먼지를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꾸 습습한 것이 묻어나는 느낌

에 한은 눈을 감은 채 여기서 걸어가면 바다는 언제쯤에나 나올까를 생각
했다(공선옥, 2005: 250).”인데, 여기서 ‘바다’는 유토피아라는 가상의 공간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가족의 윤리, 대안적인 인간관계를 의
미한다.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과 연대감(“습습한 것이 묻어나는 느낌”)을
바탕으로 안식처로서의 새로운 가족과 고향(“바다”)을 탐색하는 것이 이
소설의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초점화와 공간 설정에 대한 문학 능력 교
육은 그 수단이다.
문화 교육을 적응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은 한국 문화일 터이지
만, 한국 문화는 본질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 오히려 결혼 이주자에
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모두 한국 문화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
다. 문화 교육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그것과 타협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
이다. 문화 교육의 내용은 일상생활 문화와 관계 문화, 사회 구조 문화가
모두 포함되는데, 문학 교육에서 의미 있는 것은 관계 문화 및 사회 구조
문화이다. 결혼 이주민이 가장 크게 갈등을 겪는 관계 문화는 부부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가족 관계와 관련된 문화이다(김
이선 외, 2006: 117-127).
『유랑 가족』의 여성 등장인물은 대부분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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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용자, 김명화는 시부모와의 갈등, 부부 갈등을 겪으며 인숙은 부부
갈등을 겪는데, 이들은 모두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감행한다.
애기한테 양말을 신기면 왜 답답하게 양말을 신겼느냐, 양말을 벗기면 왜
애기를 맨살덩이로 내놨느냐, 토를 다는 게 시골 할멈들이었다(공선옥,
2005: 83).

땅 한 마지기 없이 가난한 주제에 애를 낳으라고 들볶는 시부모에, 부모
없는 조카까지 딸린 생활 능력도 없는 남편에, 그곳 전라도에는 명화가 정
붙이고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공선옥, 2005: 61).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 원주민 여성들도 시부모나 남편과의 사
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단순히 민족 단위의 문화적 차이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명화는 흑룡강성 출신이고 서용자는 자
신이 태어난 고향 신리에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김명화와 서용자
가 민족적 문화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젠더와 계층의 측면에서 비슷한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순수하게 민족적 문화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충돌이란 사회 구조 문화에 의해서도 발
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성 인물들은 가족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그
러한 갈등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더욱 더 커다란 성적 차별과 계급적 차
별에 직면한다. 김명화가 노래방 도우미로 전락하였다가 강도에 손에 죽
음을 맞이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서발턴의 위치를 잘 보여준다. 적응
교육의 내용은 이러한 서발턴의 사회적 위치를 중심으로 결혼 이주자가
겪는 문화적 충돌을 배치하는 것이다.
문화 교육은 또한 교섭 교육이기도 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교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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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참여로 이루어지고 연대란 공감과 책임감을 통해서 생겨난다.
『유랑 가족』에는 서용자와 김명화, 용녀와 필리핀 색시 반지 사이에 공

감이 형성된다. 그러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공유의 폭이 넓거나 공통적인 억압이 존재할 경우에 이것은 더욱 깊어진
다. 그러나 공감이란 타인과의 전적인 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공감은 불일치를 잊음으로써 발생한다. 『유랑 가족』에는 결혼 이
주자들이 공감 가능한 등장인물들이 여럿 존재한다. 가부장적 가족 문화
에 의해 억압받는 여성이나 그들과 같은 처지의 결혼 이주자뿐만 아니라
여성 인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 인물에도 공감이 가능하다. 이 소
설이 선악의 이분법으로 인물들을 배치하지 않고, 그들 각자가 처한 곤경
을 중심으로 인물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곤경이란 가난에 의
한 고향 상실에서 오며, 그 가난이란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여파라는
점(송명희, 2011: 142)에서, 감정적으로도 인식적으로도 그들에 공감할 수
있다.
기석이 결혼을 하여 제금을 났다가 IMF 나고 빚을 내 키우던 소 금마저
폭락하자 형수는 온다 간다 말없이 집을 나갔고 형은 제 무덤 제가 파고 음
독을 했다(공선옥, 2005: 77).

연대란 타자에 대한 책임감에서도 가능한데,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한’
이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한’은 시골 마을을 취재하여 잡지에 투고함
으로써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으로서 취재 경험으로 인해 시골의 실재
(the real)에 눈 뜨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실상은 잡지에 실릴 수 없다.
다음 달 태양건설 사외보 메인 꼭지에는 남도 산골의 아늑한 겨울 풍경
이 오롯이 담긴 사진과 글이 실리게 될 것이다. (중략) 그러나 거기에는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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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이들과 학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중략) 왜냐하면 ‘남도의 겨울 정취’여야만
하니까(공선옥, 2005: 53).

시골의 실상이 잡지에 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독자나 잡지 발행인들
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상투적(“너무
상투적이에요. 상투적인 그런 얘기 새삼스레 할 필요 있나요? 그런 건 피
디수첩에서도 안 다뤄요(공선옥, 2005: 54).”)이기 때문이다. 가난이, 그리
고 타인의 고통이 누구의 연민도 불러오지 못하는, 감정과 사유를 결여한
사회가 작가가 겨냥하는 곳이다. 그것은 일종의 무능력, 즉 타인의 입장
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
들의 현상(appearance)을 막는, 따라서 실재 자체(reality as such)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이다(Arendt, 2006: 106).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타인의 고통에 책임을 느끼는 것은 그러한 실재를 직시할 수 있
는 사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은 자기 일도 아닌데, 춘양에서 만난
소녀 영주가 할머니의 죽음으로 고아가 되자 우여곡절 끝에 그녀가 안주
할 수 있는 섬(고모집)으로 데려다 준다.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은
이러한 공감과 책임감이라는 연대의 능력을 길러주고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그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
참여란 비판과 대안 모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둘은 서로 연동되어
있다. 비판과 대안 모색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개인적 차원의 비판과 대안 모색은 등장인
물의 선택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을 중심에 둔다. 가족 내에서의 갈등
을 회피하기 위해 서용자와 김명화가 선택한 도시행과 매춘 여성으로의
전락은 좋은 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소설의 허구성으로 인해
학습자를 억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허구성은 또한 개연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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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게 한다. 비판이
자기 성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결혼 이주자가 등장인물인 경
우 이러한 비판이 자기 성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비판과 대안 모색은 추상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이
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강요가
될 수 있다. 등장인물의 행위를 추동하는 ‘가난’에 대한 고찰에 초점을 두
고 그 원인과 대안을 탐색할 수도 있고, 앞에서 말한, 화자가 제시하는 대
안을 통해 거꾸로 그것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이 사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의 내용이 된다.

Ⅴ. 결론
이상으로 한국의 다문화 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결혼 이주자
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성격을 제시하였으며,
끝으로 문학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은 외국인을 위한 일반적인 한국어 문학
교육과는 달라야 한다. 그것은 결혼 이주자가 부정할 수도, 배제할 수도
없는, 이 사회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노동 이주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
인가에 대한 견해는 갈리겠지만, 결혼 이주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드물 터이다. 우리가 결혼 이주자와 미래를 공유하며 현
재를 살아가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혼 이주자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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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결혼 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은, 방법은 다르
지만 문화 창조의 주체의 양성이라는 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와 동일한 목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 증식, 즉 노동자와 소비자의 증식이라는 양적인 측면도 물론 결혼
이주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이겠지만, 그것보다 한국 사회를 질적
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이
다. 그런 점에서 결혼 이주자가 가진 타자성은 한국 사회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게토와 같은 형태로 타자성이 보존되는 미국식 다문화주
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의 타자성은 한국의 원주민들과의 관계 속에
서 드러나야 한다. 관계한다는 것은 서로가 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문학 교실은 문예적 공론장으로서 현실과 간접적으로만 관련을 가진
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공론장과는 달리 담론의 분열과 대립이 큰 문
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고의 원천이 된다.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
육은 그들이 가진 타자성을 한국 문화와 한국 원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드
*

러내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질적 변용을 모색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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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결혼 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 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

윤대석
한국에서 다문화 담론은 국가와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실상은 동화주
의에 가깝다. 이처럼 국민의 양적 증가로만 결혼 이주자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 결혼 이주자라는 타자의 목소
리가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정인의 소설 「타인과의 시간」에서 결혼 이주자인 아내의 언어는 사회는 물
론 남편인 ‘나’에게도 도달하지 않고, 거꾸로 아내가 사회의 다수자에 의해 재현
된다. 이러한 목소리의 박탈이 아내로 대표되는 결혼 이주자가 처한 최대의 곤
경이고 그것은 다수자들이 혼종적 미래에 대해 가지는 불안에서 비롯되었음을
이 소설은 잘 보여준다.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은 타자의 타자성을 다수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것은 지금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다. 그런 만큼
그에 대한 논의도 실천도 적지만, 그것조차도 동화(同化)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
육에 머물고 있다. 결혼 이주자를 위한 문학 교육은 적응과 교섭의 문화 교육이
어야 하고 그 원리는 정체성의 재구성, 한국 사회·문화에의 비판적 참여, 한국
사회 구성원과의 중층적 연대이다. 공선옥의 『유랑 가족』은 고향이라는 안주
의 땅에서 뿌리 뽑힌 한국 사회의 다양한 하층민을 그린 소설로서 결혼 이주자
를 위한 문학 교육의 내용을 제공한다.
[주제어] 결혼 이주자, 문학 교육, 타자의 목소리, 정체성, 민주주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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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Literature Education for Marriage Migrants
- Focusing on Inter-cultural Novels -

Yun Daeseok
Discourse on multi-culture in Korea, leaded by government, is close to
assimilationism. It could not be helpful thought to innovate Korea. Thus we
must search alternative way to have relations to the other of our society.
In novel ‘The Time with the other’ written by Chung In, the wife, a
marriage migrant is deprived her tools to communicate the other. Her foreign
language can not reach not only to the society but also her Korean husband.
Reversely she is represented by paternalistic and racist majority. Deprivation
of voice is the biggest difficulty in which marriage migrants find themselves
and originated by the majority’s anxiety about hybrid future.
Korean literature education for marriage migrants has a aim that marriage
migrants can appear in public preserving their otherness. Korean literature
education for marriage migrants got started recently as assimilative education
to Korean culture. But it should be inter-cultural education and it’s principles
should be the readjustment of identities, the critical participation to Korean
society, and over-determinative solidarity with Korean. Kong Sunok’s novel

Wandering Family is suitable matter to those aim and principles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for marriage migrants.
[Key words] Marriage Migrants, Literature Education, the Other’s Voice,
Identities, Democracy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