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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 프로덕션 대표, ‘무지개 나라의 유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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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나라의 유산  

Words of Wisdom from the Rainbow State 
하와이 한인 디아스포라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https://vimeo.com/640809271
https://vimeo.com/640809271/settings
mailto:jinyoung2@gmail.com


[ SUMMERY ] 

영화 공식 홈페이지: 예고편, 크레딧, 본편 줄거리 등 
https://www.therainbowwords.com 

총영사관 유튜브 채널 ‘무지개 나라의 유산’ 플레이리스트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c6CUoxAk7_hu3l9MiGAhOBq_KeTwOfpe 

1. 프로그램 공개 시점 

2. 상영 일정 

  a. 해외 영화제 수상 내역 (2022년 1월 1일 기준)  

• Hawai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하와이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월드 프리미어 상영, 2021
년 11월 6일  

• Stockholm City Film Festival, 스톡홀름 시티 영화제 결선 진출, 2021년 9월 12일 
Tagor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인도 타고르 영화제 공식 초청 및 신인 감독상, 2021년 9
월 30일 

• Liberty International Movie Festival 리버티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및 신인 감독상, 2021년 
11월 10일 

• China International New Media Short Film Festival 중국 국제 뉴미디어 단편영화제 결선 진
출, 2021년 11월 15일 

• Aporium International Village Film Festival 끄트머리 국제 마을 영화제, 2021년 12월 18일   
 

편명 업로드	일시

프롤로그	1편 2021년	12월	3일

본편	1화 12월	7일

본편	2화 12월	13일

본편	3화 12월	20일

본편	4화 12월	27일

본편	5화	 12월	30일

https://www.therainbowwords.com/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c6CUoxAk7_hu3l9MiGAhOBq_KeTwOfpe


 

b. 관련기사 및 인터뷰 
 
118년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 세계와 ‘소통’ 한다 (한국일보 하와이 2021년 11월 13일)  
미주 한인 이민사 다룬 다큐, 하와이국제영화제에 초청 (매일경제 2021년 10월 21일자) 
하와이 한국인 역사, ‘미나리’ 같은 영화 또 등장 (헤럴드 경제 2021년 11월 15일자) 
영화 ‘무지개 나라의 유산’ 홍보차 제주 찾은 재외동포 이진영 감독 (월드코리안 뉴스 2021년 12월 
8일자) 
“영화 찍으며 118년 전 하와이 사는 착각에 빠졌다” (연합뉴스, 2121년 12월 13일) 
“하와이 한인 이민사, 고국에도 시사하는 바 있길” (YTN 뉴스 2021년 12월 17일) 
‘무지개 나라의 유산’ 이진영 감독, 청소년 대상 영화 공모 (매일경제, 2022년 1월 7일)   
Uncovering the story of the Korean community in Hawaii (KBS World Radio 2022년 1월 
11일) 
하와이 한인 디아스포라 조명..다큐 ‘무지개 나라의 유산’ 이진영 감독 (KBS 글로벌 코리안, 2022년 
1월 7일) 

“美 이민 첫 세대의 희생과 애환을 전하고 싶었어요” (주간기쁜소식, 2022년 1월 31일) 
씨앗 하나를 품고 하와이로 간 사람들 (Daily Tomorrow, 2022년 3월 28일) 
 
 
c. 상영 

• 2021년 11월 6일: 제 41회 하와이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최초 상영 : Kahala Theare, 
Hawaii 관련기사 

• 12월 7일: 아카이빙(구술 기록) 전문가 간담회 : 제주 재외동포재단 초청, 관련기사 
• 12월 9일: 서울 복합문화공간 연남장 상영 : 도시재생기업 어반플레이 파트너십 : 관련 포스팅 
• 12월 9일: 정읍 CGV 영화관 상영 : 정읍 교육청 & 어반 피크닉 주최 
• 12월 18일: 끄트머리 국제 마을 영화제 상영 : 강원도 인제, 관련기사 
• 12월 중순: 경기도 광주시 태전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들 대상 온라인 상영 
• 2022년 1월 1일-1월 31일: 미주 한국일보 ‘한국 TV’, 미 전역 방영 
• 1월 28일: 마우이 상영회 : 하와이대학교 마우이 캠퍼스, 관련기사 
• 2월 26일: ‘무지개 나라의 유산’ 한인 학생 멘토링 세미나 : 아이에아 한인 연합감리교회, 관련기사  
• 4월 22일: 오아후 상영회 :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관련기사 
• 4월 29일: 빅아일랜드 상영회 : 하와이대학교 힐로 캠퍼스, 관련기사  
• 5월 29일: 하와이 한인 이민역사 바로알기 상영회 : Ohana Baptist Church 

http://koreatimeshi.com/?p=10055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0/993883/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115000002&cpv=1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146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3062800371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8420
https://www.mk.co.kr/star/movies/view/2022/01/20395/
https://www.youtube.com/watch?v=cAQBmSM44YQ&t=207s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people&id=&board_seq=416788&page=0&board_code=akorea_areanews
http://www.igood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9
http://www.igood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9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0100200371?input=1195m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146
https://www.instagram.com/p/CW9uP8ApL7H/?igshid=YTM0ZjI4ZDI=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282123005
http://koreatimeshi.com/?p=10580
http://koreatimeshi.com/?p=10793
http://koreatimeshi.com/?p=11138
http://koreatimeshi.com/?p=11191


1.프로젝트 소개 Project Description  

a. 한줄 요약 Logline  

지상천국, 신혼여행지 등으로 국한돼있는 하와이의 단편적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는 한국 역사, 1903년 
조선 땅을 떠나 하와이로 간 이민 선조들의 땀과 노력, 사랑의 결실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b. 시놉시스 Synopsis  

- 프롤로그 편  

하와이 생활 15년차, 기자이자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 이진영이 우연히 접한 하와이 한인 이민역사는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1903년 1월 13일은 최초의 한국인 그룹 102명이 하와이 땅을 밟은 날로, 한
국인의 미주 이민역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그들은 왜, 무엇을 위해 고국을 등지고 먼 이국땅으
로 떠났을까. 그로부터 120여년이 흐른 지금, 102명이었던 한국인은 7만여 명이 되어 하와이 각자
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며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인만이 아니다. 미주 본토와 아시아, 유
럽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조화를 이루어 무지개 나라(Rainbow State)를 밝히고 있다. 무지개는 
멀리서는 하나의 풍경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일곱가지 색이 각각 고유의 빛을 발한다. 빨
강과 주황, 노랑과 초록은 서로 다르지만 각각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답다.  
<무지개 나라의 유산> 연출자이자 프로그램 진행자인 이진영은 잊혀져서는 안될 우리 선조들의 삶
을 돌아보고 그들의 지혜를 기록하기로 한다. 무지개 속 한국이라는 빛깔을 더 선명히 보여주기 위
해, 더 온전히 이해받기 위해. 각종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팬데믹의 시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할 
가치와 삶의 태도를 찾기 위해. 

- 본편  
: 1903년~1920년 사이 한국에서 하와이로 건너간 최초의 한인 이민 1세 직계자손 5인과 나눈 인터
뷰. 그들의 삶과 철학에 깃들어 있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기록한다. 역사책 속에 박제돼있는 이민사
가 아닌, 이민 1세대 직계 후손이 전하는 생생한 스토리로 감동과 재미를 전한다.  

Episode 01 
오아후 섬, 새소리 가득한 수목원에서 만난 게리 박 작가는 하와이에서 나고 자란 한인 3세 작가다. 
하와이대학에 서 영문학을 가르쳤고 다큐멘터리 감독, 사회운동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그의 마음에는 
1910년 한국에서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온 친할머니 임옥순(Ok Soon Lim) 여사가 늘 자리하고 있
다.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며 열 두명 의 자식들을 키워낸 친할머니가 물려준 사랑의 언어들을 작
가만의 깊은 성찰을 통해 보여준다. 

Episode 02 
세계적인 화산 명소, 빅아일랜드 주민 중 해리 김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미국 내 최초의 한국계 시장
으로 12년, 민방위국 책임자로 24년, 도합 36년의 공직생활을 한 해리 김은 청렴결백한 정치인의 
표본이다. 사진신부인 어머니와 사탕수수공장 노동자였던 아버지 슬하 8남매의 막내로 궁핍하게 자
란 그가 ‘사랑이 가득한 정치인’의 표상이 되기까지는 어머니 김야물 여사의 공이 크다.  

Episode 03 
한국인 최초로 미국 주 대법원장에 선임돼 17년간 하와이 사법부를 진두진휘한 문대양 전 하와이 주 
대법원장은 1903년 한국에서 하와이로 최초 항해한 갤릭호에 타고 있던 이민자 102명 중 문정헌씨



의 손자다. 지난 2008년, 그는 미국 내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정부로부터 국
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Episode 04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마이클 임은 남다른 증조부모를 가졌
다. 하와이에 온 최초의 한인이민자 가운데 한 명으로 스물여섯 나이에 하와이로 이민 와 일흔에 세
상을 떠날 때까지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와 고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안원규, 
남편 못지 않은 용기와 기개가 넘친 여성 리더 안정송이 그 주인공이다.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떠난 독립운동가 부부의 숭고한 삶을 그들의 증손자이자, 하와이의 현재를 살아가는 
뮤지션 마이클의 시선으로 조명한다. 

Episode 05 
지난 2015년, 양성철 전 주미대사와 데이지 양 교수 부부는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에 100만달러
를 기부 약정했다. 한국에서 살고있는 이들이 굳이 하와이에 있는 연구기관에 기부를 하기로 한 데에
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데이지 양 교수를 만나기 위해 프로그램 호스트 이진영
은 인천으로 향한다. 1903년 최초의 이민선은 인천 제물포 항을 떠나 하와이로 향했다. 호놀룰루와 
자매 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천은 과거에는 보잘것 없는 항구 도시에 불과했지만 118년이 지난 지
금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변모했다.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며, 데이지 양 교수와 함께 이민사 
박물관에 들러 하와이는 물론 멕시코, 러시아 등으로 떠난 한국인 디아프소라의 발자취를 더듬어본
다. 

c. 주제 요약 Topic Summery 
하와이는 흔히 세계적인 관광지, 신혼여행지로만 알려져있지만,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바이러스의 시대, 본 프로그램을 통해 ;  

1) 미주 한인 이민의 종가, 하와이의 한인 이민 역사를 나누고  

2) 그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삶의 태도를 배우고 기록하며  

3) 다음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자 한다. 

4) 한국인에게만 어필하는 이른바 ‘국뽕’ 영화가 아닌, 영어 시청 인구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
로 다양성의 가치와 공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d. 제작 기법 및 형식 Artistic Approach 

- 기존 다큐식 내레이션을 배제하고 브이로그 형식의 나레이션을 가미해 진솔한 대화를 이끌어낸다. 비
주얼과 내러티브 전개, 음악/CG/자막 등 편집에 있어 전통적 다큐 방식을 탈피, 보다 영화적이고 감각적
인 기법을 적용해 영화적 완성도와 재미를 구가한다.  

-영상 초반에 환상과도 같은 하와이 비주얼 이미지를 배치, 중반 이후 등장하는 역사 속 현실과의 대비
를 극대화 한다. 인트로 이후 본격 인터뷰가 진행되는 촬영 장소는 하와이의 식물원, 농장, 한국학센터, 
하이킹 코스, 집 마당 등 인터뷰이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으로, 장소에 대한 매력 또한 시청자 유입
의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한다. 

e. 사용 언어 
한국어 음성에는 영어 자막, 영어 음성에는 한국어 자막을 삽입. 한국어권 시청자와 영어권 시청자가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 나레이션 언어: 한국어 오디오 & 영어 자막  
- 인터뷰 언어: 영어 오디오 & 한국어 자막(인터뷰이의 선호 언어가 한국어일 경우 반대) 

f. 최종 영상물 규격 
Resolution: 1080p or Full HD 
Measurements (In pixels): 1,920 x 1,080 

 
2.  제작 상황 및 일정 Project state and Timeline 
 
a. 제작 편수: 프롤로그 1편 + 인터뷰 본편 5 편(각 20분 내외) 
b. 제작 기간: 2021년 1월 - 2021년 12월 31일 

c. 공식 송출 채널: 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무지개 나라의 유산’ 플레이리스트 

‘무지개 나라의 유산’ 공식 홈페이지: 예고편, 크레딧, 본편 줄거리 등 
https://www.therainbowwords.com 

3. 타겟 시청층 및 기대효과 Audience and Impact 

 
역사 다큐멘터리지만 간결한 나레이션과 흥미로운 비주얼로 전 연령 시청자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중고교생 시청자도 무난히 이해할 수 있으며, 지루해하지 않을 영상 제작을 목
표로 한다.  

a. Intended Audience 타겟 오디언스 
1차: ‘하와이’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민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청장년 층.  
2차: 영어를 사용하는 글로벌 인구. 한국 또는 역사에 관심이 있는 남녀노소. 

b. 결과물 송출 및 활용 
- 1차적 활용: 국제 영화제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영. 2021년 11월 현재, 하와이, 스톡홀름, 중국, 한
국 등 세계 영화제 결선 및 본선 진출. 
- 2차적 활용: 온/오프라인 행사 및 교육 컨텐츠로 활용  
 예) 주 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식 유튜브 채널: 11월 마지막 주부터 매주 1편씩 순차적 업로
드. 
- 3차적 활용: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00회 이상의 한국 및 미주 공/사립 중고교 및 대학생 대
상 특강 진행 및 토론. 
- 4차적 활용: 하와이 및 한국 지역 방송국을 통한 송출 
                    

c. 기대 효과 Social Impact 
1) 이민자로서의 척박한 삶에도 불구하고 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하나가 된 이민 선조들의 이야기   
   ▶ 한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2) 한국어/ 영어 동시 서비스로  
  ▶ K-Movie 를 통한 국가 이미지 상승 및 한류에 기여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c6CUoxAk7_hu3l9MiGAhOBq_KeTwOfpe
https://www.therainbowwords.com/


3) 하와이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 저널리스트/인플루언서의 진행 
  ▶ 하와이에는 관심이 있으나 한국 이민사에는 관심이 없던 젊은 세대의 시청 유도  
 
4) 영상 내 희소성 높은 아카이브 자료 사용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 보유  
 
5) 영상 제작 후 인터뷰 전문을 서면으로 정리, 단행본 출간  
  ▶ 한국학 문헌 아카이브로서 기능 

4. 주요 제작 인력 Key Creative Personnel  
 
   a.  Now Production: 연출 및 제작 총괄, 시나리오, 구성   
이진영 / 감독, 나우 프로덕션 대표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매거진 <얼루어>의 에디터로 일하던 중 우연히 찾은 하와이에 반해 이

듬해 하와이로 이주해 2005년 국내 최초의 하와이 여행서 《아이 러브 하와이》를 시작으로 다수의 
여행서와 산문집을 출간했다. 한국일보 하와이 지사를 거쳐 한인방송 앵커로 뉴스를 진행했으며 무
라카미 하루키를 비롯해 하와이를 찾은 당대 최고의 인사들을 국내외 매체에 인터뷰했다. 현재 종합 
컨텐츠 제작사 <Now Production>을 운영하며 하와이관광청(@gohawaiikr) 공식 크리에이터 및 
하와이안 항공의 기내지 HANA HOU! 한국어판 총괄 에디터로 활약하고 있다. 하와이에서의 삶을 
소재로 한 에세이로 동서문학상 입선, 재외동포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지개 나라의 유산>으
로 ‘하와이 국제영화제’ ‘스톡홀름 시티영화제’ 등 다수의 영화제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으며 ‘리버
티 국제영화제’, ‘타고르 국제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다. 

   b.  Oahu Films: 촬영 총감독, 편집  
Pawel Nukovski / 촬영 감독, Oahu Films 대표 
폴란드 출신의 하와이 이민자인 그는 현재 하와이를 대표하는 방송국 KHON TV의 하와이의 로컬 컬쳐
를 소개하는 주간 프로그램 ‘Cool for Kapuna’ 의 촬영 총 감독을 맡고 있으며, 여러 다큐멘터리를 제작
했다. 지난 20년 넘는 커리어 동안 자신이 창조한 작품 중 그는 스코틀랜드에 사는 폴란드 후손의 이야
기를 다룬 시리즈물을 최고로 꼽는다. ‘무지개 나라의 유산’의 폴란드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이 다큐멘터
리 시리즈는 유럽의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후 폴란드와 아일랜드 국영 방송을 통해 시청자와 만났
다. 뛰어난 영상미와 세심한 편집 기술로 무지개 나라의 유산 본편 5편 중 4편에 참여했다.  

   c. 솔픽쳐스: 구성 및 후반 편집: 

임도연 / 편집 감독, 솔픽쳐스 대표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졸업. EBS 방송국 다큐멘터리 <지식채널e>, <역사채널e> 조연출을 거쳐 2014
년, 종합 프로덕션사 <솔픽쳐스>를 설립했다. 국내 유수 방송사 프로그램의 포스트 프로덕션을 담당하
고 있으며 그 외 여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2013년 서
울독립영화제 특별초청작 <SF가는 길> 연출 및 제작, 2017년 북한인권영화제 제작지원작 <북도 남도 
아닌 (Why I Left Both Koreas)>의 포스트 프로덕션 및 편집을 맡았으며, <무지개 나라의 유산> 프롤
로그 편, 그리고 인천에서 촬영 예정인 본편 4편의 구성 및 편집 총괄로 제작에 참여했다. 

https://www.therainbowwords.com
https://www.oahufilms.com
https://solepic.co.kr

