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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news reports by major newspapers and
broadcasters on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Korea and analyzes what types
of “news frames” are used.
For this purpose, the paper searched KINDS, the Korea Press Foundation's
news search site, and looked into news articles with headlines and texts containing the following keywords:‘international marriage,’ ‘rural+international
marriage,’ ‘multi-cultural,’ and ‘rural+multi-cul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media’s reports related with
the multi-culture in rural communities in Korea,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thematic frame” reports is increasing along with the passing of time,
breaking away from “episodic frame” news that focus merely on anecdotal
reporting of incidents. As a result, the media's role of presenting alternative
visions of society is being strengthened as it enhances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esents necessary means and supports
for them to settle down in Korea. Thus, it can be judged from this fact that
the media is playing a certain role of providing the public with discussion
forums on the subjec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communities in
Korea. And now it is necessary for the society to prepare for and respect the
racial and cultural divers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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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최근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주부들의 한국 문화 적응과 2세대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06년에 결혼한 농림어업종사자 중 41%가 외국인을 신부로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
다. 통계청의 ‘2006년 혼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결혼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 8,596명 중 41%에 해당하는 3,525명이 외국 여자와 결혼했다. 이는 2006년
외국여자와의 혼인 3만208건의 11.7%에 해당된다. 특히 시도별 혼인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구성비는 전남(15.1%), 전북(12.9%), 경북(11.7%), 충남(10.8%), 경
남(10.8%), 충북(10.3%)등 주로 농어촌지역인 8개도가 10%를 초과했다.
이처럼 국제결혼한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문화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적의 장벽을 넘어 결혼한 부부들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지 못
해 별거를 하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농촌 다문화 가족의 등장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농민의 삶을 재조명해주
는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의 프레임은 현안 또는 쟁점 등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재
구성한다(Gamson & Modigliani, 1989)는 관점에 볼때 농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언론보
도는 농촌과 농민들을 보는 태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기틀린(Gitlim, 1980)은 언론보도 프레임의 사회적 현실 재구성은 현실에 대한 인
식․해석․선택․강조․배제를 통해 이뤄지는 지속적인 재해석의 패턴이며, 이에 따라
언어적․비언어적 담론, 즉 미디어 담론이 조직화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
치므로 언론에 보도된 농촌다문화 가족을 살펴보는 것은 국민이 농촌과 농민을 바라보
는 시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언론이 보도 대상과 이슈의 특정 측면들을 선택․강조․배제함으로써 실존하
는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여과된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는 언론매체의 사회적 현실구
성(construction of reality)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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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뉴스 보도의 프레임 효과 (Framing Effects of News Coverage)
틀 짓기(framing)란 개념은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이 판단과 선택에 미치는 효과
를 의미한다(Iyengar,1996)
어떤 사안을 선택하거나, 혹은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그 질문을 어떤 문구
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광범위한 틀 짓기 효과’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
들이 쏟아놓는 뉴스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엔가와 시몬(Iyengar& Simon)은 뉴스프레임의 형식 분석을 위해 일화 중심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 중심적 프레임(thematic frame)을 제공했다.

①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구체적인 사례나 특정사건을 중심으로 공적 이슈를 틀짓기 하
는 보도방식이다. 보도방식은 현장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의 극적인 요소, 시
각적인 요소, 묘사적인 요소를 강조한다. 특정 순간을 기준으로 이슈를 묘사한다. 이를
테면 테러리스트들의 폭격, 집이 없는 사람, 불법 약품 사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화 중심적 보도는 본질적으로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텔레비전 뉴스의 속성과
최근의 뉴스 산업 경쟁 격화 영향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일화 중심적 보도가 늘
어나고 있다. 일화 중심적 보도는 좋은 그림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분석 결과 실제로 방송 뉴스에서는 일화 중심 프레임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② 주제 중심적 뉴스 프레임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사회구조, 역사적 배경 등 추상적인 상황에 이슈를 위치 지우
는 보도의 틀이다. 보도방식은 공공이슈를 다양한 사회구조적 맥락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보도한다. 보다 해석적이고 평가적 심층 분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정치적 이슈를 적합한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좀 더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묘사한
다. 이를 테면 빈곤에 관한 주제 중심적 보도를 할 때는 최근의 빈곤 비율 추세나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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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 같은 것들을 함께 제시해 준다.

③ 혼합 뉴스 프레임
물론 일화, 주제 중심적 이슈 중 순수하게 한 가지만 사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어느
실업자를 집중 조명할 경우에는 대개 전국적인 실업률 문제를 함께 다루게 마련이다.
반면 의회의 복지 프로그램 개혁 문제에 관한 뉴스에는 복지정책 수혜자의 인터뷰가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일화, 주제 중심적 프레임 중 하나가
지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2. 미디어 담론과 프레임의 구성주의적 상관성
미디어 담론은 사회적 언어를 매개로 형성된 공공담론의 텍스트적 반영으로 볼 수
있다(Van Dijk 1985).
담론이라는 용어의 다의성과 다원성으로 인해 미디어 담론이 언어적, 비언어적 텍스
트 장르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언론에 연관된 때는 뉴스 담론적 개념
에 이용된다(Hartley,1982).
김원용․이동훈(2005)은 하틀리(Hartley)를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의 논의의 공통점
을 통해 미디어 담론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언어를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다.
둘째, 미디어 담론의 텍스트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생산과 해석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미디어 담론의 발화점인 텍스트는 공공담론과 구조적 등가성이 있다. 다시 말해
미디어 담론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언어에 의해 사회 현실을 재현하지만, 언어 자체가
사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적으로 공공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 담론의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조합 이상의
의미가 있다. 뉴스담론의 경우 사회문화적 맥락, 주체의 관계 등을 반영한 포괄적 재현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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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디어 담론 관점의 텍스트적 프레임 형식의 유형화
① 프레임 형식의 유형화 기준
타당성 있는 보편적 프레임 형식 유형화를 위해서는 먼저 프레임의 텍스트적 속성을
사회문화 배경과 맥락, 주체간의 관계와 행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원용․이동훈(2005)은 타당성 있는 보편적 프레임 유형화를 위해 기존 연구의 프
레임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주체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행위 중심의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셋째, 사회규범, 도덕, 보편가치 등의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의 경우 사회문화적 맥락
을 강조하되, 행위의 발화지점이 아니라 결과에서 프레임을 형성한다.

② 보편적 프레임 형식의 유형화
김원용․이동훈(2005)은 프레임의 속성을 담론관점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배경, 관련
주체간의 행위관계 등을 중심으로 재해석하면 <행위 vs 추상><발화 vs 결과>의 두 축
으로 이뤄진다고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행위 vs 추상>의 축에서 행위는 프레임이 관련 주체간의 대립, 갈등 등의 관계형태나
사건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구성되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추상은 행위보다는 사건
의 원인과 배경, 해결에 필요한 사회규범과 도덕, 가치 등의 추상적 차원에 해당된다.
<발화 vs 결과 >의 축에서 발화는 사건의 원인과 발단에 초점을 두는 경우이며, 결과
는 사건이나 행위의 결과를 부각시키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갈등보도에서 자주 나타나
는 관련 주체간의 극단적 대치로 인한 폭력성과 일탈성은 결과에 해당된다.
<행위 vs 결과> 차원에서 형성된 프레임은 정화 프레임, <행위 vs 발화> 차원에서
형성된 프레임은 귀인 프레임, <발화 vs 추상> 차원에서 형성된 프레임은 배경 프레임,
<추상vs 결과> 차원에서 형성된 프레임은 가치 프레임으로 정리했다.
첫째, 정황프레임은 행위로 인해 유발된 결과나 행위관계 등에 초점을 둔 경우로, 대
부분 갈등보도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대치 상황, 부정적 상황 등이 해당된다.
둘째, 귀인 프레임은 사건을 구성하는 관련 주체의 행위와 원인을 연결한 것으로 책
임소재를 추궁하거나 원인을 추론하는 프레임이다.
셋째, 배경 프레임은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사회문화적 맥락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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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체적 행위보다는 추상적 차원의 설명에 치중한다.
넷째, 가치 프레임은 주제 프레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건의 결과에서 유발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도덕성 등을 강조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주요 신문과 방송의 농촌다문화 가족 보도의 내용을 프레임으로 분석하고 배경을 살
펴본다. 여기에서 선정된 프레임은 앞서 제시한 기본 프레임의 유형을 적용해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촌 다문화 가족 관련보도의 시기별 보도건수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연구문제 2>: 농촌 다문화 가족 보도의 프레임을 유형화하면 어떠한 형태와 특성을
보이는가?

3.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 형식의 유형화를 위해 분석대상으로 농촌 다문화 가족을 보도
주제로 삼았다.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농촌사회에 새로 등장한 다문화 가족 보도에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다양한 프레임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했고 둘째, 농촌 다문
화 가족 보도를 맥락적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매체로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선정했다. 이는 선정된 신문의 성향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배경,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담론주체들의 행위관계에 대한 다양
한 프레임이 형성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분석 시기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다.
분석 방송은 KBS의 <러브인 아시아>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의
다문화 가족을 주제로 구성되어 농촌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될 것
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석기간에 따라 한국언론재단 뉴스 검색사이트인 카인즈(www.kinds.or.kr)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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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과 본문에 ‘국제결혼’ ‘농촌+국제결혼’ ‘다문화’ ‘농촌+다문화’를 키워드로 검
색했다.
KBS <러브인아시아>는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1tv/sisa/loveasia)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했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보도형식의 프레임 코딩 과정에서 기사들을 일화 중심적 프레
임이나 주제 중심적 프레임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는 분석의 유용성을 높이
기 위함이다.
보도형식이 다양한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농촌 국제결혼과 관련된 쟁점의 심층적
인 원인진단 및 대안제공이 포함된 기사의 경우 주제 중심적 프레임으로 간주했다.
반면 보도형식이 사안에 대한 단순한 보고, 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실태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에 머물고 있는 기사 등은 일화중심 프레임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혼합프레임에는 주제중심 또는 사건중심의 어느 한쪽으로 선명하게 구분
되지 않고 두 가지 유형이 혼재되어진 경우를 포함시켰다.

4. 연구결과

많은 연구들이 특정한 프레임을 사용해 구성된 스토리는 수용자들의 인식에 영향력
을 행사해 주어진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일정한 유형의 판단이나 의견을 유발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갈등보도에서 특정 뉴스 프레임의 사용은 한 집단의 정통성 획득을 촉
진할 수도 있고,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4.1. 농촌 다문화와 관련된 보도 건수의 증가
먼저 한국언론재단 뉴스 검색사이트인 카인즈에 접속하여 기사제목과 본문에 ‘국제
결혼’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건수는 2004년 20건(동

제31권 제1호

166

아일보 7건, 한겨레신문 13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은 104건(동아일보 42건, 한겨레신
문 6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06년은 120건(동아일보 58건, 한겨레신문 62건)에
달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농촌 다문화와 관련된 보도수량을 알아보기 위해 기사제목과 본문
에 ‘농촌+국제결혼’을 검색한 결과, 역시 연도별 보도건수의 증가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신문별로 살펴보면 동아일보는 2005년 7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은 13건, 2007년은
14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2004년 3건에서 2005년 5건, 2006년
14건에 이어 2007년은 26건에 달해 동아일보보다 보도건수가 많았다.
기사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로 ‘다문화’를 검색한 결과, 역시 연도별도 증가추세가 뚜렷
해 다문화가 보도의 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과 관련된 다문화 보도건수를 알아보기 위해 ‘농촌+다문화’로 검색한 결과, 보도
건수는 ‘다문화’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연도별로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농촌의 다문화와 관련된 보도는 2006년 이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 2007년에는
26건(동아일보 12건, 한겨레신문 14건)으로 급증했다.
표 1. 농촌 다문화와 관련된 연도별 신문사별 보도건수

연도

국제결혼

농촌+국제결혼

다문화

농촌+다문화

동아

한겨레

동아

한겨레

동아

한겨레

동아

한겨레

2004

7

13

0

3

6

11

0

0

2005

26

30

7

5

14

14

1

0

2006

58

62

13

14

29

39

0

3

2007

42

62

14

26

68

108

12

14

계

133

167

34

48

117

172

13

17

※ 기사제목과 본문을 각각 국제결혼, 농촌+국제결혼, 다문화, 농촌+다문화로 검색한 결과임.

4.2. 농촌 다문화와 관련된 보도내용의 분석
농촌 다문화와 관련된 보도내용을 시기별로 분석하기 위해 ‘농촌+국제결혼’의 키워드
검색결과를 이용했다.
이는 ‘국제결혼’이나 ‘다문화’의 키워드 검색결과는 농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이 적고, ‘농촌+다문화’ 키워드는 연도별 보도수량이 특정연도에 집중되어 시기별 보
도내용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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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국제결혼’이란 키워드로 기사제목과 본문 내용을 검색한 후 내용을 분석한 결
과를 살펴보면 <표2>~<표7>에서처럼 일반기사 중심에서 최근에는 일반기사․특집기
사․기획기사․사설․칼럼․전문가 기고 등으로 농촌 국제결혼을 다양한 형태로 보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사내용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단순 사실보도 중심에서 다문화 가족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과 대안 제시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농촌 국제결혼과 관련된 사설을 2006년에 2건을 게재, 다문화 시
대를 대비한 정책적인 지원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표 2. ‘농촌+국제결혼’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동아일보 2005년 보도내용
기사 종류

일자

칼럼

7.9

국제 가족

농촌 총각 국제 결혼 증가 추세 한국에서 혼혈
인 삶은 고통의 연속. 그들의 딱한 처지에 눈을
돌려야

기획기사

7.15

한국에 시집 왔어요. 농촌의
외국인 신부들 <상> 30・40
대 6쌍 중 절반이 국제결혼

국제결혼이 농촌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절반
이 넘는 여성 이민자가 한국어 의사소통, 가치관
차이로 어려움 호소

기획기사

7.16

한국에 시집 왔어요. 농촌의
외국인 신부들 <하> 이방인
새댁 힘겨운 뿌리내리기

고통 받는 농촌의 외국인 신부. 외국인 신부 4명
중 1명이 남편에게 구타 당해

7.18

농어촌 ‘코시안’에게 희망을

외국인 신부들은 농촌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는
이웃. 외국에 가서 신부를 데려올 수 밖에 없는
한국 농촌 남성, 부모・형제를 떠나 먼 나라로
시집 온 외국 여성. 그 사이에 태어난 코시안들
이 두루 행복한 사회

일반기사

8.25

동남아 외국여성 국제결혼 시
신랑 재력, 가족 꼼꼼히 따져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여
성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 절차 강화. 속 끓이는
농촌 남성 증가

독자 편지

11.4

외국인 이주 여성들 배려를

국제결혼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거나 폭행해 도
움을 요청하는 건수 증가

특집기사

11.25

日 야마기타 현에 부는 ‘한류
김치바람’

일본 농촌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한국 며느
리들 증가

칼럼
(기자의 눈)

기사 제목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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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농촌+국제결혼’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동아일보 2006년 보도 내용
기사 종류

일자

일반기사

2.26

기사 제목
전북 장수 천천초등학교 92명
중 20명이 혼혈학생

기사 내용
농촌총각들이 국내에서 신부를 구하기 어려워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면서 농
어촌 소재의 학교에 코시안 급증

국내 70만 외국인 전담 기구

국제결혼 여성 증가로 이들의 사회적응 및 통합

만들자

문제 사회적 이슈

3.9

중국인신부 얻기 힘들듯, 中
외국인 남성 재산 증명 제출
의무 촉진

쉽지 않을 듯.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국제결
혼 법규 대폭 강화 추진

일반기사

4.18

경북 거주 외국인 1%선 2만
4천명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자 2,834명,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 1,573명

일반기사

5.29

지방선거 D-2, 유권자 시선
끌기 총력전

전북 남원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농촌 총
각 장가보내기 위한 맞선 주선과 비용지원 등
국제결혼사업 추진 공약

일반기사

6.9

경북,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설립

국제결혼으로 정착한 여성을 위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립

인터뷰기사

9.4

이사람 - 중부대 한국대학과
최태호 교수

농촌 국제결혼 여성들에게 한국 적응 지원 소개

일반기사

10.2

외국인 주부여성 이젠 울지
말아요!

지자체와 농협이 농어촌으로 시집온 외국 여성
들을 위해 교육, 친정어머니 인연 맞아주기 사업
추진

일반기사

10.12

경북 영천, 농촌 총각 장가보
내기

국제결혼 농촌 총각 1인당 500만원 지원

일반기사

11.10

예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무산 위기

베트남의 결혼 강화 절차로 농촌 총각 결혼 주
선 사업 위기

일반기사

12.8

왜 팔려온 여자 취급하나-선
정적 국제결혼 현수막에 분노

지역여성단체가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이 내건 현
수막 폐기

칼럼

12.9

외국인 신부

농촌총각과 외국인 처녀 결혼과정에서 반인격적
행위

일반기사

12.20

지자체 이색 지원 2제

전북 임실군, 국제결혼하는 농촌 총각에 결혼비
용 지원

전문가 기고

2.28

일반기사

한국 농촌 총각이 중국 여성을 아내로 맞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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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농촌+국제결혼’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동아일보 2007년 보도내용
기사종류

일자

제 목

내 용

일반기사

1.19

충북 괴산군, 농촌총각 국제

농촌의 고령화와 총각들의 결혼문제 해결 위해 국

결혼 땐 500만원 지급.

제 결혼하는 미혼 남성들에게 1인당 500만원 지원

일반기사

1.22

칼럼

2.21

국사와 한국사

일반기사

2.22

단체장・광역의원 재산 중앙
정부서 심사

행자부, 외국인 배려 위해 지자체에 보통 교부세
내려 보낼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를
반영해 산정

일반기사

3.6

국제결혼 가정 자녀, 폐교 위기
농어촌 초등교 희망으로. ‘제가
섬마을 학교 복덩이래요!’

경남 통영시 산양초등학교 학림 분교 사례 소개.
전교생 8명 중 4명이 국제결혼 자녀

일반기사

4.16

농촌 ‘묻지마 국제결혼’ 이혼
급증

대법원, 국제결혼 이혼 건수 분석자료 인용, 외
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건수는 618건으로 2005년
에 비해 47% 급증

사설

4.21

결혼 이민자 가정에 길잡이
될 ‘e배움’

국제결혼 증가로 가정의 형태가 바뀌고 있으나
인식과 제도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가정의 불
안정과 결혼 이민자의 고통이 크다

아모레 퍼시픽, 외국인 이주
여성 국내 정착 지원.

이주 여성 대상 메이크업 강좌
탈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 과잉민족주의를 넘
어서지 못하면 선진국 일원이 될 수 없다 주장

칼럼

4.24

한국 속의 버지니아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다인
종,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라는 문명을 가능하게
했다.

일반기사

6.15

전북 국제결혼 가정 학생 1년
새 32% 늘어

전북도교육청, 국제결혼 자녀 초중고교생 1,080
명

일반기사

8.8

외국인 이주 여성 14명, ‘고마
워요 농협’

충북농협이 농촌이주 여성가족에 ‘여성 결혼 이
민자 모국 방문 항공권 기증식’ 가져

칼럼

8.13

유엔 도마 위에 오른 한국 혼
혈 문제

농촌 중심으로 국제결혼 크게 늘고 있어 순수
혈통 강조하다보면 2세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칼럼

8.21

단일민족 집착에 상처받는 외
국인 부부

농촌지역 국제결혼 차별사례 예를 든 후 한국문
화에 충격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
다고 주장

특집기사

9.15

아시아, 다인종 융합사회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
께 손잡아요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
민족 사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인식전환
필요

일반기사

12.25

경남 농촌 총각 국제결혼
비용 600만원 지원

만 35세 이상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비용지원금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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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농촌+국제결혼’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한겨레신문 2005년 보도내용
기사종류

일자

제 목

일반기사

6.28

농어촌 총각 27% 외국인 각시

내 용
2004년 결혼 농어민 남자 4명 중 1명이 국제결혼
남자의 직업이 농어업이라는 이유로 이혼율도 특
별히 높지 않아

독자

농촌주부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말고 진정

7.6

외국인 농촌 주부 배려를

독자
기자석

8.13

농촌총각 국제결혼 배려를

국제결혼 이후 외국인 주부 가출 잠적, 정책적 배
려를

일반기사

10.29

KBS스페셜, 국제결혼을 보고서
-나는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

외국인 며느리 25% 우울증 등

일반기사

11.10

당신도 만나보실래요

한국방송 <러브인 아시아> 농촌남성들과 결혼해
그릇된 선입관과 싸우며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

기자석

우리의 이웃으로 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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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농촌+국제결혼’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한겨레신문 2006년 보도내용
기사종류

일자

칼럼

2.9

제 목

내 용
국가와 지자체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혼혈

하인즈워드, 한국엔 없다

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일반기사

2.16

하인즈워드에 열광하는 한국,
정작 교육현장에서… 단국자
손 순혈주의만 강조
법 제정으로 끝낼 일 아닌

교육현장, 열린 민족교육보다 단일민족 강조하는
배타적 민족교육 관성 이어져

사설

4.10

특집기사

5.15

대학, 세계로 도약으로

국제 결혼 아이들에게 미술수업

일반기사

5.23

한국에서 새 삶에 자신감 얻
었죠

전북 장수군 논실 마을 학교, 국제결혼가족을 위
한 프로그램 성과

사설

5.27

진전 있으나 미진한 정책

농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국제결
혼도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의 시급성을 보
여준다.

일반기사

6.29

지자체 국제결혼 지원 사업
시끌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농어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부작용

일반기사

8.31

이사람-필리핀 부인 정착에
애쓰는 공무원

갈수록 국제결혼 늘어 외국인 아내와 2,3세의 문
제가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아내 등에 대한 대책
시급

독자
칼럼

10.21

코시안이라 말하지 말자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코시안
이라고 구별해 버리면 그들을 ‘우리’가 될 수 없다

일반기사

11.11

지자체를 정착 지원 활기, 마
음의 벽 허물기 ‘한국 아줌마
다 됐어요’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 등 외국인 이주자의
정착을 돕는 사회단체의 활동과 정부 정책이 늘
면서 다문화 사회 빠르게 정착

사설

11.13

결혼 이주 여성 대책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가 마련한 여성 결혼 이민자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대책 중간점검하고 추가 대책 마련해야

일반기사

11.15

농촌 국제결혼 세미나

농촌진흥청, 농촌 국제결혼가족정착 방안 세미나

일반기사

12.8

우리는 사고파는 물건이 아
닙니다.

충남 홍성 시민단체, 국제 결혼알선업자들이 내
건 펼침막을 떼어내 찢었다

일반기사

12.20

짝맺기, 아이낳기, 팔 걷는
지자체

전북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 사업지원 조례
안 상정

혼혈인 대책

정부여당이 국제결혼가정차별금지법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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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농촌+국제 결혼’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한겨레신문 2007년 보도내용
기사종류

일자

일반기사

1.6

칼럼

1.8

특집기사

2.2

제 목
결혼 이민여성들 걱정 덜어
드립니다.
이주여성도 소중한 우리 가족
국제결혼이주자 다문화 사회
디딤돌 준비없는 도전자들

내 용
경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종합지원대책 발표
이주여성들이 이 땅에서 마음을 열고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
결혼이주자들은 누구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결혼이민자 주요 배출
국인 베트남 등을 취재

일반기사

3.22

농촌 총각 장가내용 500만원
드려요

충북 괴산군 농촌총각 결혼내용 500만원씩 지원

일반기사

4.16

국제 이혼 작년 6,187건, 해
마다 30～40% 늘어

농촌 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등
국제결혼 급증 속에서 국제 이혼도 늘어나

사설

4.17

국제결혼, 이제 내실에 힘쓰자

지자체들은 국제결혼 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써야

일반기사

4.19

55살 이상 황혼이혼 급증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급증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이혼이 많아

일반기사

5.10

결혼이민자 심포지엄 참석한
일본공무원

외국인 이민자들도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열어 줘야

일반기사

6.8

지자체,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결혼알선업체만 배 불
린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총각 1인당 500만원
씩 지원했지만 대부분이 중개업체 통장에 들어가

일반기사

6.20

경북 결혼이민가구 42%, 최
저생계비 이하

결혼이민 전체가구의 41.9%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일반기사

7.4

국제 결혼하면 300만원 준다?

청원군의회, 국제결혼 하면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

인터뷰기사

7.17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장, 국
제결혼여성 차별금지법제정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일반기사

7.24

일반기사

7.31

국제결혼 농촌노총각에 지원금

경남 함양군, 농촌 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지원금
신청 받아

칼럼

10.17

다민족사회 ‘새가족’에 투자를

외국인에게 시급한 한국어 교육을 각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아래 시행을

칼럼

10.31

다문화는 부르짖는 게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문화는 인간중심의 문화이다

일반기사

12.4

경북 농․어민 남성절반이
국제결혼

지난해 경북도에서 혼인 신고한 남성 농어민 2명
중 1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

일반기사

12.14

“여성 비정규직등 차별등 사
회인식이 제도 못따라”

베트남 정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금지하는 와
중에도 국내 지자체들은…

다문화가정행복, 남편하기나
름이라고요

국제결혼한 한국남성들을 대상으로 이주여성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농촌의 국제결혼과 직접 관련 없는 기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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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촌 다문화와 관련한 보도의 프레임 분석
① 일화중심의 사건 보도에서 주제중심 보도로 이동
농촌 다문화와 관련된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일화중심의 사건보도에서 벗어
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제중심의 긍정프레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의 경우 ‘농촌+국제결혼’ 보도 중 2006년은 일화중심의 보도가 69%에 달해
주제중심(31%)보다 많았지만, 2007년은 주제중심의 보도가 절반(50%)을 차지해 일화
중심보도(4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의 경우도 2005년은 일화중심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006년부터
는 주제중심의 보도가 61.5%에 달해 일화중심보도(30.8%)를 크게 앞질렀다. 한겨레신
문은 2007년에도 주제중심의 보도가 우위를 보이는 보도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표 8. ‘농촌+국제결혼’ 보도 프레임 분석

연도

일화중심

주제중심

혼합

계

동아

한겨레

동아

한겨레

동아

한겨레

동아

한겨레

2005

2(28.5%)

4(80%)

3(43%)

1(20%)

2(28.5%)

0(0%)

7

9

2006

9(69%)

4(30.8%)

4(31%)

8(61.5%)

0(0%)

1(7.7%)

13

17

2007

6(42.9%)

8(44.4%)

7(50%)

10(55.6%)

1(7.1%)

0(0%)

14

21

계

17

16

14

19

3

1

34

47

② 공론장 수행의 역할로 나아가
주제중심의 보도가 많아지면서 배경과 맥락을 제공함으로서 농촌 국제결혼 문제에
대한 언론의 공론장 역할 수행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하인즈 워드>가 모국인 한국을 방문한 2006년 이후에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2006년 이후에 주제중심의 보
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농촌 국제결혼과 관련된 보도는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사건에 주목하는 사
건중심 프레임으로 농촌 국제결혼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제공하는 내용이 배제
되거나 전체적인 맥락과 연결되지 않은 형태로 제시되던 과거 형태에서 벗어나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74

제31권 제1호

4.4. KBS <러브인 아시아> 내용분석
① 첫회 방영분 내용 분석
첫회는 2005년 11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10분부터 방송됐다. 출연자는 필리핀에서
한국 농촌으로 시집온 아나벨 수미레카스트로(당시 38세)와 그 가족들이다.
아나벨을 10년 전 3년 동안 주고받은 연애편지를 들고 생면부지인 한국을 찾아왔다. 10
년 동안의 한국생활은 그녀를 전라도 아줌마보다 억척스런 농부의 아내로 바꿔 놓았다.
농사지으랴, 삼남내 키우랴, 시어머니 극진히 모시랴, 하루해가 짧다는 대한민국 모
범주부 아나벨의 사연이 소개됐다.

② 첫회 방영분 스토리 구성
<1단계> 그녀는 이렇게 살았다
재연과 인터뷰 방식을 동원,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시집오게 된 사연과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아나벨의 좌충우돌 한국 적응기를 담고 있다.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된 아나벨 부부의 러브 스토리 및 남편이 벌인 3년간의 핑크빛
구애작전, 남편 집안인 정씨 집안의 떳떳한 안주인이 되기까지의 사연을 주인공의 생
생한 인터뷰와 코믹한 재연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
<2단계> 통(痛)아시아
마을 사람들이 아나벨의 고향인 필리핀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가 화합하는 장을 마련
한다. 이를 통해 아나벨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도전 아나벨>, <씨네 마을 아나벨>, <아나벨의 고향, 필리핀에 대한 릴레이 퀴즈&
아나벨의 필리핀 음식 접대> 등 4개 코너로 구성됐다.
먼저 <도전 아나벨> 코너에서는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아나벨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인지도를 조사한다. <씨네 아나벨> 코너에서는 아나벨이 살던 필리핀 고향 마을사람들
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나벨의 젊은 시절을 들려주는 영상편지로 구성됐다.
<3단계>고향에서 온 편지-필리핀 편
제작팀이 직접 아나벨의 한국생활 근황과 가족 인사말을 담아 필리핀 고향의 아나벨
친정가족을 만난다. 친정부모의 반응과 형제들이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아나벨에게 선
물한다.
<4단계> LOV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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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재확인하는 코너다.
<5단계-마지막 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며느리 가정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제공한다. 친정으로
가는 항공권을 가족 모두에게 제공한다.

③ 101회분 방영 제목
러브인 아시아는 1주일이 1회씩 50분 분량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다. 2005년 11
월 5일 첫 방영분부터 2008년 2월 21일까지 110회 방영분 제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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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석 결과
KBS가 <러브인 아시아>의 기획의도를 통해 밝힌 것처럼 국경을 넘어 꿈과 사랑을
이루고자 한국 땅을 찾은 아시아인들을 따뜻한 시각으로 조명하고, 그들의 삶에 바짝
다가가서 한 가정의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즉 한류열풍으로 아시아의 중심에 선 한국 속에서 우리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다양
한 아시아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 데 대해 국경을 넘어 이해와 인식을 새로이 하고, 그
과정에서 찾게 되는 정(情)과 관심을 열린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러브인 아
시아는 주제중심의 긍정적인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언론보도가 현실을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를 통해
사회현실을 구성하고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는 데 인식을 두고 출발했다. 또한
농촌 국제결혼과 관련된 보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의 프레임은 현안 또는 쟁점 등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농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언론보도는 농촌
과 농민들을 보는 태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농촌 다문화와 관련된 언론보도 건수가 점차 늘고 있어 농촌 다문화가 언
론보도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촌 다문화 가족의 등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농민의 삶을 재조명해주는 보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도내용도 일반기사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기사․기획기사․특집기사․사설․칼럼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다문화와 관련된 언론보
도 프레임 연구결과, 분석기간 중 초창기인 2005년에는 일화 중심의 단순보도 프레임이
주를 이루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주제중심의 심층보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 언론
의 대안제시 기능도 강화되고 있어, 농촌 다문화 가족 보도에 대해서 언론들이 언론의
기능인 공론장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사회문화
적 배경으로 발생한 현안 보도프레임을 보편 형식의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황적
특수성과 맥락차이에 의한 프레임의 내용적 특성을 포괄할 수 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농촌지역은 앞으로도 국제결혼이 이어지고, 그 자녀수는 더욱 늘어 본격적인 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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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촌 다문화와 관련된 언론의 보
도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이 농촌 다문화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 단순한
일화중심의 보도보다는 주제중심의 긍정프레임이 더욱 많아진다면, 농촌의 다문화가
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질적인 인종과 문화에 대해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농촌지역에서 역설적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함께 살기 위한 각종
지원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한글과 전통문화 교육, 상담, 복지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 국제결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정착
을 위한 지원은 물론 국제결혼한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진학하는 학교들의 교육
도 이에 맞추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범정부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여성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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